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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중장기 장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허브 및 관련 학술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
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외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 전자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 그리고 
특수범주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 정책모형을 제안하며, 장서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장서개발, 장서관리, 장서개발정책,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t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CDP)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NLCY). Every library, in order to accomplish its duty, should maintain a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is paper, in this regard, strives to propose a model to comprise of basic 
principles of collection development of NLCY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sources by the types and 
subjects. Major emphasis was put on the nature of the library as a repository and a service point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a hub for children-related research. As a result,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ppropriate for NLCY has been proposed by analyzing cases in other countries to guide establishing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analyzing the types and magnitude of the collection acquisition. 

Keywords: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ollection management, Children's 
library, Children and young adult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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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어린이․청소년서비스는그대상과범주그리고자료의유형에있어서성인을위한서비스와차별

된다. 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서비스, 그리고이들에대한연구를지원하기위하여2006년에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어린이․청소년의독서와학습, 성장과발달, 자아및가치관형성, 인성개

발과창의력습득등을지원하기위해관련정책수립과추진, 자료개발및서비스제공, 어린이도서관

지원, 협력등의역할을수행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의수행실적을보면어린이․청소

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국가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이유는역시도서관의핵심역량을극대화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핵심역량은누적성, 체계성, 보존성, 적시성, 접근성등을보장하는장서개발에서발원한다. 그러나자

체연차보고서, 운영사례집, 각종매뉴얼등을분석한결과현재도서관의장서개발과정은만족스럽

지못하다. 2012년에수립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에서 ‘상대적으로미비한청소

년및멀티미디어자료를확충하기위한장서전략이요구된다’고명시한사실이이를대변하고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개발이충실하지못한원인은납본수집의한계, 자료구입비및

전문인력의부족등에서기인하지만, 더근본적인이유는체계적또는전략적장서개발을정당화

하는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이 없기때문이다. 장서개발및관리가성문화

된 정책에 입각하지 않으면 논리적 체계성과 현실적 최적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중장기 정책이

부재한상황에서수행되는장서개발은대증적요법에의존할수밖에없고객관적장서평가를통

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연구집단을 위한전문정보서비스를 강화하려면 핵심업무인장서개발에 주력

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정책적근거를확보해야한다. 따라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

개발정책 수립과 성문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

으로자리매김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구성요소이며핵심역량제고의원천이될중장기장서

개발의마스터플랜을제시하는데있다. 즉, 어린이․청소년을위한지식정보서비스의허브및관

련학술연구정보를제공하는핵심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에필수적인장서개발정책을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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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개발정책을조사, 분석하여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관장서개발의기본원칙과개발지침을설정하고이를근거로국내외어린이자료, 청

소년자료, 연구자료, 전자자료및멀티미디어자료, 그리고특수범주자료등을대상으로하는최적

정책모형을 제안하며, 장서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장서개발정책수립을통하여모든직원이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및장서개발의목적과목표

를이해할수있고, 특히장서개발담당자는명확한목표, 원칙과지침에따라실무를수행함으로

써최적의장서를구축하고관리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개발

정책은지역대표도서관을비롯한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등이장서개발정책을수립할때원용할

수 있어 관종별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 의회도서관 어린이문학센터(The Library of Congress Children’s

Literature Center),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국

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등의국가어린이도서관사례를

조사하여 각각의 장서개발정책 구성체계 및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자료선정지침, 장서확충계획, 납본제도와자료수집방법, 자료

유형․주제․언어별 소장현황, 연차증가량, 각종 기준과 매뉴얼 등을 최대한 수집하고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의 현황과 강약점을 분석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문헌연구와 국내외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CDP) 모형을 제안하였다. 

Ⅱ. 사례분석

1. 미국 의회도서관 어린이문학센터(Library of Congress Children's Literature Center)

센터는 미국 의회도서관 내 희귀서 및 특수장서 부서(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소속센터로 1963년에설립되었다. 어린이문학전문가가도서열람실에서근무하면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고소장 자료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며, 그림책 전시 등의전시

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미국의회도서관은보드게임, 음반, 지도, 그림등다양한형태의자료

를포함한약 500,000권의어린이관련자료들을소장하고있다. 하지만이자료들모두를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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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센터가 소장,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의회도서관 서가에 관련 주제별로 배가되어 관리된다.

어린이․청소년 관련자료에 대한 장서개발정책서는 LC의 장서개발정책 가운데 어린이문학

(Children Literature) 영역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발췌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구 분 주요 내용

1. 범위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이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보전달 및 흥미제공을 위해 저술, 출
판된 자료로, 비소설, 문학 및 예술 장르와 모든 물리적 형태 포함

 어린이․청소년 자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PZ 영역이며,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도
서관 전체 장서 가운데 분산되어 있음

 영미 출판물 뿐 아니라 외국어 자료(기증, 구입, 기탁으로 입수), 2차 자료 포함

2. 강점

 다양한 주제범위와 시대를 초월하는 일관성, 2차 자료에 강점이 있으며, 특히 미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외국과 지역의 문화 연구에 탁월

 수서 및 자료 제공에의 강점
 희귀서 및 다양한 외국 출판물, 다양한 형태의 아동문학 연구 관련 자료, 디지털화 된 삽화 컬렉션,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3. 수집정책  형식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위임받으며, 지침에서 명시하는 특정 자료를 제외한 미국 내의 모든 출판물을 수집

4. 수집처
 저작권을 기탁 받으며, 그 외 교환, 기증,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
 전자데이터베이스의 식별, 평가, 획득

5. 집서수준
 LC 분류표 상 A부터 P, Z에까지 이르는 범위를 가지며, 집서수준은 레벨 5로 함
 PZ 5-90을 제외한 외국어로 된 청소년 순수 문학은 레벨 3으로 함

<표 1> 미국 의회도서관 어린이문한센터의 어린이문학 장서개발지침

 

2.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일본국제어린이도서관(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은 일본의 ‘국립국회도

서관법' 제22조의규정에따라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우에노지부도서관으로 2002년 설립되었다.

어린이자료전문도서관으로서 ‘어린이책은세계를잇고, 미래를개척한다.'는이념의실현을목표

로하고있으며, ‘국립아동서전문도서관’, ‘어린이와책의만남의장소’, ‘어린이책뮤지엄’이라는

세가지기본적인역할을한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일본내외의풍부한정보자원을활용해

어린이 책 관련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의 어린이 도서 및

관련자료를광범위하게수집, 보존, 제공하고, 조사연구, 연수, 정보제공을비롯한다양한활동을

지원한다. 국내외아동도서및아동잡지와관련자료들을소장하고있으며, 국내자료의경우, 법

정 납본제도에 의거해 일본 내의 어린이 도서나 어린이잡지, 학습 참고서나 어린이 전용 DVD,

CD-Rom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외국자료의 경우 국제교환이나 기증에 의하여 수집하고 있

다. 현재 약 120개국의 어린이 도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의장서개발정책은국립국회도서관의자료수집방침에준하여적용되며, 자료

수집방침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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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1장 국내자료

1.1 
기본방향

1.1.1 
적용범위

 일본에서 발행, 제작된 자료에 대해 기술 언어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한적 또는 일본관계 자료 중 1945년 이전 일본의 구식민지 등에서 발행 또는 

작성된 자료에 관해서도 역사적 경위 또는 수집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함

1.1.2 
수집방침

 일본 내 출판물은 납본제도를 기반으로 망라적 수집
 납본 외에 구입, 기증 또는 행정 및 사법부로부터의 이관방식으로 수집
 내용이 동일해도 매체가 다른 경우, 종이, 마이크로, 전자 등 각 매체별로 최

선의 것을 1부 이상 수집하여 보존

1.4 
장서로서의 

수집
1.4.6 

아동서

1.4.6.1 적용범위
 아동서는 대개 18세 이하의 이용자를 위한 자료로, 그림책, 아동문학, 논픽션 

등 아동서 외에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포함), 학습참고서 및 일부의 청소년 
자료나 만화를 말함
1.4.6.3 수집범위

 납본수집 및 납본제 시행 이후 미소장 출판물 망라적 수집
 메이지, 타이쇼, 쇼와 시대 전기에 발행된 미소장 아동서는 잡지 및 신문 결

호, 전문서지 및 사전류 등에 서평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폭넓게 수집

1.5 
복본정비

국제
어린이
도서관

 아동서, 아동문학, 아동문화, 전승문학 등을 주제로 하는 자료 및 아동독서, 
아동도서관 등에 관한 자료 적극 수집

 기타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본 참고도서, 잡지/ 신문, ‘어린이 방’ 및 ‘세계를 
알 수 있는 방’의 열람용 자료 및 학교도서관 대출용 자료는 선택적 수집

제2장 외국자료

2.1 
기본방침

2.1.1 
적용범위  해외 또는 일본 내 외국 대사관 등에서 발행 혹은 작성한 자료

2.1.3 
수집방침

 외국자료는 국정심의, 학술적 조사 연구 또는 참고봉사에 도움되는 자료를 중
심으로 수집

 구입, 국제교환, 기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
 언어는 원칙적으로 번역자료 뿐만 아니라 원어자료를 수집
 내용이 동일하나 매체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매체별로 1부를 수집, 보존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으로 무상 제공되는 경우, 제공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유

익하며, 장기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종이 매체 수집 중단도 검토

2.3 
장서로서의 

수집
2.3.12 

아동서 및 
관련자료

2.3.12.1 적용범위
 1.4.6.1과 동일

2.3.12.3
 각국 아동문학사 상 주요한 작품이나 작가의 대표작을 적극적으로 수집
 권위있는 수상작이나 일본어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번역서 또한 적극 수집
 일본어로 번역된 아동서의 원서는 선택적으로 수집
 아동문학사 상 높게 평가되는 것을 제외한 만화는 수집하지 않음
 타국의 아동서를 원작으로 하는 번역서는 수집하지 않음(일부 제외)
 관련자료의 경우 기본적인 참고도서 및 연구서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참고

도구 중심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은 엄선하여 수집
2.4 

복본정비
국제어린

이도서관
 ‘어린이 방’ 및 ‘세계를 알 수 있는 방’에서 열람에 필요한 개가용 자료 및 학

교도서관 대출용 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

<표 2>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수집 방침(어린이․청소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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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메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 내에있는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ICDL)은세계어

린이문학을폭넓게수집하고온라인으로무료제공함으로써, 전세계어린이들이다양한문화와

언어, 다양한생각등을배우고긍정적사고를할수있도록돕는것을사명으로하고있다. ICDL

은국제적인아동도서디지털도서관을만들기위해국립과학재단(NSF)과 연방정부소속의박

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MLS)의 투자로 진행된 5년 프로젝트로서 인터넷 아카이브와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ICDL은 61개 언어로 된 디지털장서 4,643권을 구축하여 제공한다.

장서개발정책은 목적 및 개요, 수집범위, 선정기준, 수집과정, 자료의 재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2005. 3. 7. Version 8.2)

구분 내용

1. 목적 및 개요

1. 목적∙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어린이, 교사, 사서, 학부모, 그리고 학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최소 100개의 언어로 된 10,000권 이상의 컬렉션을 만든다.∙ 전자형태로 책을 검색, 브라우징, 독서, 공유하는 어린이를 지원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에 디자인 파트너로서 어린이들과 협력한다.∙ (중략)2. 이용자∙ 3-13세 어린이와 사서, 교사, 학부모와 이 연령대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 국제적 학자와 아동 문학 분야의 연구자

2. 수집범위
3. 컬렉션에 포함되는 자료들∙ 인쇄 및 저작권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자료∙ 절판되었지만, 국가의 저작권 보호 내에 있는 발행된 자료∙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4.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헌과 현대 문헌, 수상 경력이 있는 자료5. 작가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신상 정보 등 자료의 이해를 확장하는 정보 포함

3. 선정기준

6.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해야 함7. 도서관의 이용자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이용자에게 적합해야 함8. 학자 및 연구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만한 자료∙ 컬렉션에서 범위와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자료∙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있는 자료∙ 수상작 같이 예술적, 역사적, 문학적 품질의 우수함이 나타나는 자료∙ 프로젝트의 연구 우선순위에 기여하는 자료9. 자료 선정 시 고려할 점∙ 국가, 민족, 문화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지원해야 한다.∙ 관용과 수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국제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력에 기여해야 한다.∙ 3-13사이 연령의 어린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매력을 가져야 한다. ∙ (후략)

4. 수집과정
10. 공공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자료11. 국립도서관이나 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기부12. 제작자 및 발행인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단체와의 계약을 통한 취득13. 계약을 통한 인수

5. 재검토 14. 자료의 컬렉션 적합 여부15. 주 이용자의 요구와 관심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판단 

<표 3> 미국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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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2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 장서개발의 대상
․ 장서개발의 주체와 책임(조직부서)
․ 장서개발의 방법(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타) 

3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 장서개발의 우선순위
․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4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 국내자료 :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어린이자료․청소년자료․연구자
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전자자료 개발지침

․ 외국자료 :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어린이자료․청소년자료․연구자
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전자자료 개발지침

5 집서수준 지침 
․ 기본지침 
․ 국내자료 :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 외국자료 :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6 지적자유 ․ 장서개발과 지적 자유 및 저작권의 관계
7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주무부서)
․ 장서개발정책의 개정주기

<표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의 구성내용

사례분석결과세계각국의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어린이․청소년을위한서비스뿐만아니

라어린이·청소년문학연구자의활동을지원하기위한장서개발에주력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예를들어, 일본국제어린이도서관은어린이책과독서관련조사연구및활동을지원하는연구도

서관의역할을수행하며각국에서출판되는 2차자료와학술지등연구자료를수집하고있다. 또

한 전 세계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 어린

이․청소년문학연구의발전을지원하고있다. 또한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ICDL)의연구진은

디지털장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에 사는 어린이들의 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

Ⅲ.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개발정책모형의기본구조는미국도서관협회(ALA) 장서개발

정책문서의 기본구조를근간으로 삼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현실과 특이사항을최대한 반

영하여 <표 4>에 적시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제안하였다.

1) 또한 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에서도 연구도서관(Study Library)을 운영하여세계 어린이․청소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와학생을지원하고있다. 각국에서출판되는 2차자료와학술지를수집하고있으며, 세계에서 15명정도의연구

자를초청하여연구활동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여세계어린이․청소년문학연구의발전을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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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서개발정책 성문화에 따른 실천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모형의 
개발지침을 구체화한 각종 세부지침을 자료유형별, 매체별, 장르별 및 주제별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Ⅳ. 장서개발정책 모형

1. 서문

가.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국가를대표하는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서어린이와청소년을위

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에서 생

산․유통되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최신자료 및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지

식정보 보고로서 뿐만 아니라 장서와 서비스를 매개로 어린이․청소년 관련 다양한 연구분야를

지원하는지적구심체로서의책무를수행해야한다. 따라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어린이․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지식정보서비스허브로서기능해야하며, 관련 연구자들을위하여국내

외고품질학술자료를개발․제공․보존하는학술연구정보센터로서의위상을정립해야한다. 또

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리더, 다른국가의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교류․협력하는창구로서의책무와역할을수행한다.

나.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주어진국가적사명과법적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어린이․청

소년 장서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시대적 민감성, 수집

대상 자료의 가변성, 장서구성의 견고함,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성 등을 함축하는 장서개발정책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수립․성문화과정을거쳐국내외에천명함으로써국가도서

관으로서의사명과비전을구현해야한다. 이를위한장서개발정책의목적은모든도서관서비스

의핵심기능인장서개발및보존관리강화에대한기본적입장과실천적의지를확고하게인식하

고수행하는데있다. 더구체화하면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장서개발정책을수립하여국내외

도서관계에 공개하고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주제별, 언어별, 유형별 개발

기준을 설정하여 미래 장서개발을 위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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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국가를 대표하는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학술연구정

보센터, 어린이․청소년 장서 및 문화유산 보존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허

브및구심체, 국내어린이․청소년도서관발전의리더, 다른국가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교

류․협력 창구를 지향해야 한다.

①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②
어린이․청소년 

학술연구정보센터

⑥
다른 국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창구

③
어린이․청소년

장서 및 문화유산 
보존관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⑤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의 리더

④
어린이․청소년 

지식정보서비스 허브 
및 구심체

❶
국내�

신간자료의�
무결성�수집

❷
고품질�
해외자료의�
적극적�개발

❹
웹정보자원의�
하비스팅�
강화

❻
실물보존�및
디지털�아카이빙�

극대화

❺
소급자료의�
지속적�발굴�
및�수집�확대

❸
라이선스형�
학술연구자료의�
최적화

<그림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미래 지향성과 장서개발정책 기본방향

이를 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그림 1>과 같이 ‘국내 신간자료의 무결성수집, 고품

질해외자료의적극적개발, 라이선스형학술연구자료의최적화, 웹정보자원의하비스팅강화, 소

급자료의지속적발굴과수집확대, 실물보존및디지털아카이빙극대화’를장서개발정책의기본

방향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지향성과연계하여구체화

하면 다음과 같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신간(아날로그 자료 + 디지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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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어린이․청소년및관련 연구자에게유용할 것으로판단되는모든 자료를납본, 구

입, 수증 등의방법으로 수집할때 무결성원칙을적용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및연구집

단을 위한 종합적인 장서보존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주요선진국을비롯한국제기구, 관련단체등에서생산되는고품

질자료를적극개발하여국내자료의질적수준을보충하고어린이․청소년연구자에게최

대한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학술연구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국내외에서온라인으로유통되는라이선스형자료(전자도서, 전

자잡지, Web DB)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을최적화함으로써어린이․청소년을위한디지털지식정보서비스의허브및구심

체로서의 역량을 제고시킨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인터넷으로접근․검색․이용할수 있는웹정보자원중에서특

히 디지털 회색문헌(연구보고서, 학술대회논문집, 석박사학위논문, 정부 및 비정부기구 간

행물, 학술논문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디지털 지식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대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극대화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최신자료수집기능강화와더불어소급자료를지속적으로발굴

및복원하는방향으로원본수집, 대체본제작, 디지털마이그레이션을통하여어린이․청소

년을 위한 지식문화유산 보존관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한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 신간자료의 무결성 수집, 고품질 해외자료의 적극적 개발,

라이선스형학술연구자료개발범위의최적화, 웹정보자원의하비스팅강화, 소급자료의지속

적발굴및수집확대를전제로어린이․청소년및관련연구집단을위한실물보존및디지

털 아카이빙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다.

라.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1) 어린이·청소년분야 장서개발정책 확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국가도서관으로서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국내외에서발행되는

어린이․청소년분야지식정보자원을체계적으로수집하고, 또한전문연구도서관으로서의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독서지도, 아동문학 등의 관련 연구자료를 폭넓게 수집해야 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11년에 발간된「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특수범주 자

료아래기술된어린이․청소년자료의세부지침에준하여장서를개발해야한다. 이지침에따르

면도서관은영유아에서청소년까지신체적, 정서적,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발달과성취에유용한

각종자료를 적극수집하며, 자료선정기준은일반적기준과 이용대상별·자료유형별·주제별기준

으로구분하고있다. 그러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어린이와청소년, 학부모, 그리고관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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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구자를서비스대상으로삼기때문에전자자료및특수범주장서의개발에는한계가있을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수집범주를 보완한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디지털네이티브세대인어린이․청소년을위한전략적장서

개발이필요하다. 따라서국내어린이청소년도서관들이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개발정책

을원용하여자관의장서개발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모범을제시함으로써국가를대표하는어

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2) 국내 어린이․청소년자료 수집책무 강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에근거하여어린이․청소년자료를납본수집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자료는 납본을 근간으로

개발하고 수증과 교환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장서구성의 충실성을 지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술연구자료의경우어린이․청소년을위한문학자료를핵심자료(Core Collection)로간주하

되, 관련연구를지원할수있도록심리, 교육, 사회복지, 독서, 예술등의연구자료및청소년독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권장도서, 교양 자료, 부모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연속간행물의경우, 현재의구독규모로는국가를대표하는어린이․청소년도서관및어린이․

청소년을위한연구전문도서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데미흡하다. 아울러, 연속간행물은발간

주기의 변동이 심하므로 연구지원을 위한 구독종수의 확충을 고려한다.

어린이자료와는 별개로 청소년서비스를 확충하고 상대적 수월성을 확보하려면 청소년자료의

수집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자료는 납본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입기능을 강화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어린이․청소년과관련된학술연구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

학술연구지원을위한자료수집계획을체계화하고, 저명한아동문학작가의컬렉션등특화장서

개발 및 확대의지를 명시한다.

3) 해외자료 수집의 다원화

2011년 발간된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정책 에따르면외국자료는구입에치중하되수증과

교환등의방식도병행하여장서를구성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현재세계아동문학상수

상작, 주요아동작가의대표작및어린이들에게각국의문화와역사등을알려줄수있는아동도서

와어린이․청소년분야의문학, 교육, 심리등연구자료를구입하고있는데, 그범위를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들자료는어린이․청소년분야학계및연구자로구성된외국자료추천위원의추천을

받아구입하고있으며우수외국자료구입을위해추천위원(12개국 22명)이구성되어있으나, 이는

매우적은규모로언어권과위원회의확대가필요하다.2) 따라서어린이․청소년분야의해외자료

수집력을강화한다. 구체적으로유관기관및단체(도서관, 학회, 출판사등)와협력하여수집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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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원화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택과 집중형 전략을 구사한다.

-연구자를 위한 주요 국가의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 수상작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아동자료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아동자료, 국외거주 한국 아동작가의 작품
-각국의 주요 아동문학 도서

4) 디지털 콘텐츠 체계화

어린이·청소년자료와관련된오프라인및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적극적으로구입한다.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를통해 운영되고있는 어린이전자도서관과 어린이그림책 전

자갤러리를활성화하기위하여관련디지털자료를적극수집해야한다. 특히 Born Digital 세대

인 어린이의 특성을고려하여 UX(User eXperience)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자원확충·제공에 주

력한다. 아울러특화장서에대한디지털화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소장자료의전략적디지

털화, 연구자를 위한 디지털 회색문헌(학위논문,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 수집의

책무,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특화된 디지털 컬렉션의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가. 장서개발의 대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서개발정책에명시하는 ‘자료’, ‘정보자료’, ‘정보자원’, ‘지식정보’, 그리고

‘정보원’은호환적으로사용되는용어이며, 그대상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국가장서로서구축하

는어린이․청소년장서와관련연구장서를의미한다. 이들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지식정보서

비스를위하여개발․제공․보존되는아날로그자료및디지털정보자원으로서지식문화유산적가치,

교육학술적 가치, 연구가치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장서개발정책에서강조하는국가장서로서의어린이․청소년자료는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국내외에서생산․유통되는각종자료를대상으로다양한방법을통하여수집, 개발및보존하는

장서, 즉 지적 유산으로서의 축적성, 체계성, 가치성을 지니는 자료를 의미한다.

장서개발정책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어린이자료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이나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3)

2) 이에 반해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은 120개국 어린이자료, 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은 130개국 언어로 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3) 발달심리학에서는 어린이를 연령에따라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교육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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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자료는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독서자료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이나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4)

• 연구자료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 제공되는

학술자료 및 실용서를 말한다.

•전자자료는 CD-ROM, DVD 등의오프라인자료, 전자책․전자잡지․Web DB 등의온라

인 자료,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되는 웹정보자원을 말한다.

•특수범주자료는속성, 제본형태, 유통경로, 이용집단, 지적수준, 기대수명등의측면에서일

반자료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운 지도, 사진, 원화, 실물자료, 단명자료 등을 의미한다.

나. 장서개발의 주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이 규정한 모든 신간자료 납본수집의 주체이며,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관은 납본되는 어린이․청소년자료의 수집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

서관 장서개발의 총체적 책임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에게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는납본및납본에의하지않은어린이․청소년자료와관련연구자료의수집에대한

책임을진다. 이를위하여담당자는어린이․청소년자료출판의최근경향과관련연구의동향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적의 국가장서를 개발․관리하여,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접근방

법과서비스를제공할책임을진다. 아울러이장서개발정책의프레임워크내에서구입, 수증, 국

제교환, 기탁, 영인․제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장서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서개발정책 및 각종 세부지침의 제개정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장서개발의 방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국내에서발행․제작된모든자료의법적제출(납본), 국내외자료의구

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영인․제본등의방법을적용하여어린이․청소년자료를개발․관리한다.

사전에서는 아동을넓은 뜻으로 어린이라고 칭하며 신생아와유아를포함하며 사춘기와청년기에도달하기 전

까지라 정의하고 있다. 헌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국내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자로 정의하고 있

다. 이렇듯아동은영유아및청소년을포함하는넓은뜻으로정의되고있다. 이 연구에서는용어의통일을위하

여동일한범주로아동대신어린이란용어를사용하고, 어린이자료란어린이가이용할수있는 독서자료로도

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이나 그 밖의 자료라 정의하였다.

4) 청소년의연령범위는다양하게규정된다. 청소년문학에의하면대략 12세부터 18세사이를그독자로규정하고

있고, ERIC(Th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learinghouse)에 의하면청소년을 18세부터 22세사이로규정

한다. 반면 NAEP(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는 21세부터 25세까지를말한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법규는 아동, 소년, 미성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자로규정하고,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의자를소년으로, 민법에서는만 20세 미만의자를미성년이라고

하고있다. 그리고청소년기본법에서는청소년을 ‘9세이상 24세이하의자’로규정하고있다. 이렇듯사전적으로나

법적으로인간의발달단계로서청소년기를명확히정의내린다는것은쉽지않다. 다만, 이연구에서는중고등학교

시기의학생을청소년이라규정하고, 청소년자료는중고등학생들의수준에적합한독서자료라정의내리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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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본 :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린이․청소년자료를 납

본방식으로 수집하여 국가장서로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한다.

② 구입 : 도서관은 특히 청소년에 대한 지식정보서비스와 연구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연구자료를 구입방식으로 수집한다.

③수증 : 납본제도가시행되기전에출판된연구용자료나도서관미소장자료는수증방식으로

수집한다. 다만 장서개발정책와세부지침에부합하지않는자료나복본은수증을거절하거나등

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국제교환·기탁수집 : 도서관은 각국의 주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관련정부간행물, 정책및통계자료, 학술연구기관간행물, 다문화관련자료등을

수집한다. 도서관은주요국가의국가도서관및아동문학전문기관과자료교환협정을통하여어

린이․청소년도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부간행물, 정책자료, 법령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한다.

⑤기타 : 도서관은소장하지않거나구입, 수증, 교환등의방식으로수집할수없는자료중에

서 국내외 소재의 주요 연구자료는 영인․복제 및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3.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가. 수집단계와 우선순위 

도서관은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어린이․청소년자료를개발한다. 다만자료유형과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공통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 : 도서관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어린이․청소년지식정보

센터로서정보자료의완벽한보존을전제로공시적이용과통시적가치를동시에고려한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분야의 국가장서를 개발한다는 전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유

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고려한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실물 수집을 최대화한다.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 도서관은어린이․청소년정보자료의수집과보존을통하여

국가지식문화의공유와전승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따라서납본, 구입, 수증, 교환(기탁)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자료 수집의 완전성을 지향한다.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 도서관은아날로그자료를우선적으로수집․보존한다. 그러

나인터넷정보유통과디지털정보매체에대한선호도가급증함에따라장서개발의무게중

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

근․검색의 편의성, 이용자요구와 이용가능성, 영구접근성(perpetual access)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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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회변화와이용자요구의변화에부응할수있도록인쇄자료와전자자료의비중을고

려한 장서개발을 추구한다.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 : 도서관이납본, 구입, 수증, 교환(기탁) 등의방법으로자료

수집을최대화하더라고완벽하게수집하기는어렵다. 따라서자료의유형이나주제에따라

미납본어린이․청소년자료및연구자료의확인과구입, 연속간행물결호보완, 파오손자료

의 수선․교체․매체변환, 연구자료 영인, 복제 등을 통하여 보완한다.

•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 : 도서관은 국가수준의 다른 도서관 및 해외 주요도서관과

협력하여 특정 주제자료, 고가자료, Web DB, 회색문헌, 인터넷자원 등을 분담 개발한다.

나.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국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장서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잠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장서를 개발한다.

•어린이․청소년자료는망라적으로개발한다. 다만, 현실적인고려를통하여주제, 유형, 언어

별로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자료의지식문화적중요성, 학술연구가치, 잠재적이용가능성등을기준으로자료를개발하

되, 편향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자료를선택할때는사상, 종교, 정치적입장, 개인적이해관계등을초월한다. 즉, 모든이해

관계로부터중립적입장에서교육적, 정보적, 사회적가치등만을고려하여선택의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한다.

•자료를수집할때는보존상필요성과이용․복사등에따른파오손가능성을고려하여복본

수를 결정한다.

•장서구성의체계성과균형성을확립한다. 이를 위하여장서를주기적으로평가하여핵심자

료, 주변자료, 학제적 자료 등을 골고루 수집한다.

•이용자의지적수준과독해능력수준을기준으로가장낮은등급의어린이자료에서부터청소년

을위한교양자료, 그리고전문연구자들을위한학술연구자료에이르기까지광범하게수집한다.

•동일한내용이라도발행또는제작된포맷이다르면각각최우량판(버전)을수집한다. 자료

와함께수집된장난감, 모형및기타예외적으로취급해야할아이템들은자료에대한보완

가치가 있을 경우 수집한다.

•자료의매체별수명주기가상이한점을감안하여장기적으로보존해야하거나이용될가능

성이 높은 자료는 인쇄매체를 우선 수집한다.

•다양한매체, 즉인쇄본, 마이크로형태, CD-ROM, 파일형태(HTML, PDF등)로존재할경

우에는인쇄매체, 파일, CD-ROM, 마이크로형태의순으로우선순위를두고수집하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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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명이 짧은 자료는 온라인 DB 등의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4.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가. 국내자료

1) 적용대상

국내에서발간․제작된자료는유형이나매체, 기술된언어를불문하고모두수집대상으로삼

는다. 그외에납본제도가시행되기전에발행․제작된각종과거자료, 납본대상에서제외된단명

자료 중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 등에도 적용한다.

2) 기본지침

• 일반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5>과 같다.

구분 유형 개발지침

어린이
자료

일반도서

어린이의 교양습득, 정서함양, 인격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진흥용 권장도서 및 
교양도서는 모든 수집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도서관은 납본수집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거나, 수증, 교
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다만 교재와 참고서 등은 그 자료적 가치를 고려
하여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아울러, 미납본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본을 요
청하고, 납본제가 시행되기 전의 자료는 구입과 수증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한다. 

참고자료
전자형, Web DB 등의 다른 버전으로도 출시되는 경우, 인쇄형을 우선적으로 수

집하고, 전자형 등은 접근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납본이나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단편적인 참고 및 조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료이므
로 최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록한 자료로 집서를 구성한다.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소급자료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연속간행물
유아, 어린이, 학부모 대상의 정기, 부정기간행물로서, 어린이잡지, 소식지, 신문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자료로서 교육적, 교양적, 정보적 측면에서 충분한 이용 및 
보존가치가 있는 연속간행물은 예산이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집한다.

청소년
자료

일반도서 납본수집과 구입을 병행하되, 수증과 교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교재, 
학습자료 등은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참고자료
청소년문학, 교육, 진학 및 진로적성 탐구, 인적성 개발 등과 관련있는 자료 위주

로 최신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교과교육에 필수적인 자료와 교과연계자료는 도
서관자료로서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연속간행물
주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의 관심을 반영하여 수집하되, 전자형태의 잡지와 비교

하여 인쇄형태의 잡지를 우선 수집한다. 청소년문학, 교육, 진학 및 진로적성 탐
구, 인적성 개발, 언어습득 등과 관련된 자료는 우선 수집하며 일반적인 관심, 취
미, 연예 등을 다룬 잡지(magazine)는 수집하지 않는다.

<표 5> 국내 일반자료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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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

일반자료

연구자료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는 여러 학제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자료로 구성한다. 범주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자료, 어린이․청소년
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연구자료를 우선 수집하되, 어린이․청소년의 교
육과 관련된 예술, 심리학, 교육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자료를 보완적으로 수집한다. 이러한 자료는 구입방식으로 수집하
며, 집서수준을 4단계(연구지원수준)로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참고자료
교과교육에 필수적인 자료는 교과 연구자료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

한다. 어린이․청소년 연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는 주요 서지, 색인 등 이차자료를 
위주로 구입하고, 학위논문 DB 등의 웹정보자원을 우선 구입한다.

연속간행물
국내 아동문학, 아동학, 아동심리 및 교육, 독서교육 등 어린이․청소년 연구를 지원

하는 학술지, 소식지, 신문 등의 정기, 부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학술지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연구의 최신동향을 알 수 있도록 최신자료 위주로 수집하되, 연구자료
로서의 장기 가치를 고려하며, 전자형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전자형을 구독한다. 

영인‧복제
자료

영인․복제자료는 내용적,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원본을 그대로 영인, 복제한 자료이
며, 수집대상은 납본제 시행 이전으로 국한한다.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에 필수
적인 경우와 기존 연구자료 및 개인문고의 완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수집
하고, 국내 타기관 및 외국기관에 소장된 자료일 때는 선별적으로 영인·수집한다.

• 전자자료 및 시청각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국내 전자자료 및 시청각자료 개발지침

유형 개발지침

오프라인
(패키지형)
전자자료

CD-ROM, DVD, VCD, 디스켓, 테이프 등의 물리적 장치에 고정된 패키지 계통의 디지털 콘텐츠 
자료로, 오프라인 자료가 인쇄형과 함께 유통될 경우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형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오프라인 자료가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네트워크형을 우선적으로 계약하며, 현재 오프라인형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접근․열람, 복제․다운
로드 등의 계약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온라인
(네트워크형)

전자자료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계통의 전자출판물로서 전자책, 전자잡지, Web DB, 장서의 디
지털 사본을 포함하며,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 편의성, 동시 접근자 허용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에 유의하여 개발한다. 웹정보자원은 대표적인 서지
DB, 어린이․청소년 전문지식DB, 어린이․청소년연구를 위한 학술정보, 저명사전과 시소러스, 희귀자료
와 절판자료, 그리고 상업 DB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개발한다. 국립중앙도서관(국가전자도
서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전자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이용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시청각자료
시청각자료는 시각자료(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비디오 테이프, 영화필름, 비디오 디스크 등), 청각자료

(음반,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CD 등), 실물 또는 모형자료(지구의, 표본, 게임 등)를 포괄하
며, 원본수집을 통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포맷을 우선적으로 수
집하며, 멀티미디어자료, 체험동화구연자료, 위성방송 등 다양하게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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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범주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7>와 같다.

유형 개발지침

지도자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도자료는 한국역사를 조명·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개발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최
신 지도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버전을 불문하고 법적 납본, 지도제작 및 유통기관의 
기증요청, 구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사진자료
교과연계자료, 연구자료 위주로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과 수증 등을 통하여 수집한

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 수집하고 디지털화한다. 

원화(原畵)
원화는 도서관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작품과 원화 자체의 가치를 고려하여 구입 및 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원화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시, 보존 및 이용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되, 원본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본, 전자버전 수집 또는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체본 위주로 우선 수집한다. 

악보
동요를 포함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음악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저명한 작곡가의 악

보, 유명한 음악출판사나 연주단체의 관련자료, 작곡가 및 연주자의 원본자료와 사본은 구입, 
수증, 유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하되, 기존장서의 연구가치를 높이는 사본에 우선순위를 
둔다.

실물자료
․ 도서의 딸림자료 형태로 함께 수집되는 3차원의 실물로서, 카드, 화석이나 암석 등의 실물
(realia), 그리고 모델이나 인형 등의 장난감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도서의 서술과 진행에 필
수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하며, 테마도서 전시 등의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여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집한다.

단명자료 팜플릿, 리플렛,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및 카드 등의 자료로, 어린
이․청소년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하고 풍부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집한다. 

<표 7> 국내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나. 외국자료 개발지침

1) 적용대상

외국자료는자료에기술된언어가외국어이고외국에서발행․제작된자료, 즉 저자와출판지

에외국인속지주의가적용되는자료로정의한다. 수집대상에는국내자료와마찬가지로발간․제

작된모든유형과매체가포함되며, 주요국가의일반도서중어린이․청소년도서(학술서), 참고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북한자료및다문화자료및시대적, 사회적흐름에맞는적시성있고

특성화된자료도포함된다. 수집범주는외국에서발간된한국영토및역사와관련된자료, 한국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외국 발행본 및 한국인이 쓴 자료에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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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지침

• 외국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구분 유형 개발지침

어린이자료 일반도서

외국에서 발간 · 제작된 어린이자료는 선별 수집한다.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어린이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작가의 어린이자료,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아동서는 우선 수집한다. 세계의 그림책과 명작동화, 문학 및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자료(학술서, 비평서, 서평지), 각국의 아동문학상 수상작 및 주요 아동작가의 대표작,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어린이자료, 각국의 전설․설화․민화, 주요 학술지와 참고도서 등의 외국 어린이․청소년자료는 적극 수집하되, Lexile 지수(읽기능력, 내용 난이도 측정척도) 등을 고려하여 읽기수준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각국 어린이도서관과 자료교환과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의하여 외국자료를 적극 수집한다.
참고자료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및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자료집,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는 선별적으로 수집하며 최신성을 유지한다. 

연속간행물 어린이․청소년자료로서 우수한 작품을 우선 수집하되, 일반 교양지와 영어권 국가의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청소년자료

일반도서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작가의 작품,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문학 등은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외국 청소년자료로서 국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참고자료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및 국제기구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자료집,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는 선별적으로 수집하며 최신성을 유지한다. 

연속간행물 국내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과 다문화사회에의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연속간행물(학술지, 교양지)은 중점적으로 수집하되, 일반 교양지와 영어권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연구자료

일반자료
어린이․청소년 문학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예술, 심리학, 교육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적인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북한의 어린이․청소년자료들을 보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 연구자료는 구입방식으로 수집하며, 집서수준을 3단계와 4단계(연구지원수준)로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참고자료 연구적 가치와 교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는 우선 수집하고 서지자료는 중점적으로 구입하며,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Web DB 등의 전자자원을 적극 확보한다.

연속간행물
교양지보다 학술지를, 비영어권의 학술지보다 영어권 국가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학술지를 우선 수집한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발간 연차보고서, 통계연보는 적극 수집하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는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Web DB 등의 전자자원을 확보한다.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보고서와 세미나 자료 등은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수집한다. 

<표 8> 외국 일반자료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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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전자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유형 개발지침

오프라인(패키지형)전자자료

외국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본과 함께 유통될 경우에는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본 수집을 우선한다. 오프라인 전자자료가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형을 우선하며,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전자잡지는 이용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구입하되, 전자책은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서지DB는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 분야별로 대표적인 패키지를, 참고자료는 포괄적 서비스에 유용한 것을 엄선한다. 
온라인(네트워크형)전자자료

온라인 전자자료는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동시 접근자 허용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집한다. 온라인 전자자료 중 주요 국가의 상업서지, 출판정보, 국가서지, 서지DB, 사실DB, 패키지형 전자잡지 등을 중심으로 엄선․수집하며 참고자료 중 사전, 데이터집, 통계, 편람, 법령집 등을 주요 수집대상으로 한다. 

멀티미디어자료
주제별 전문지식 제공여부, 콘텐츠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자료, 해외의 대표적인 수상작품 및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 해당주제 및 영역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엄선․수집한다. 

<표 9> 외국 전자자료 개발지침

• 외국 특수범주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10>와 같다.

유형 개발지침

지도자료 역사적으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도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지도의 경우 인쇄형 원본수집을 우선하되, 영인․복제본을 포함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사진자료 사진자료는 구입과 유증 등을 통한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화한다. 

원화(原畵) 도서관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입 및 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하며 충분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원화를 수집한다.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복제본, 전자버전의 수집 또는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체본 위주로 우선 수집한다. 
악보 해외의 어린이․청소년용 악보 및 음악과 관련된 자료는 작품의 우수성과 요구에 근거하여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내 음악자료 수집정책에 준한다. 

다문화자료
다문화자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 형성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우선 수집한다. 국가와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광범하게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수집대상 국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다.  

<표 10> 외국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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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서수집 수준

가. 기본지침

집서수준(Collecting Levels)은연구자료에한정하여적용한다. 현재의장서수준은소장자료의

양과질을표준서지와비교하여소장비율을산출하거나전문가의판단과정을거쳐결정하고, 미래

의수집의지는자료수집과관련된각종정보(장서개발정책, 장서증가및제적데이터, 예산배정및

지출정보, 지출 대비 수집자료 비율 등) 및 연차증가율로 판단하며, 수집목표는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장서개발프로그램․이용자요구와비교하여확인하고, 보존의지는장서의내용적및형태적

보존기준의 설정여부, 보존범위의 포괄성 정도, 대체방안의 모색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나.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도서관은WLN, OCLC의컨스펙터스를원용하여연구자료의집서수준을최소수준(Minimal

Level); 기본정보수준(Basic Information Level); 학습교육지원수준(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연구수준(Research Level) ; 망라적수준(Comprehensive Level)으로나누고

연구자료개발을위한주제(학문)별집서수준은KDC의10개주류로구분하여 <표16>을기준으

로 설정한다. 각 주류의 하위주제에 대한 집서수준은 주제별 개발지침에서 상세하게 정한다.

주 제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자료
국내자료 외국자료 오프라인 온라인

총    류 3 3 3 2
철    학 2 1 2 1
종    교 1 1 1 1
사회과학 4 4 4 2
순수과학 2 2 2 2
기술과학 1 1 1 1
예    술 4 3 3 2
언    어 3 3 3 2
문    학 4 4 4 2
역    사 4 3 4 2

* 1 : 최소수준, 2 : 기초정보수준, 3 : 학습교육지원수준, 4 : 연구수준, 5 : 망라적수준

<표 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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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서개발과 지적자유

지적자유는언술의자유(Free Speech), 독서권(Freedom to Read), 정보접근권(Open Access

to Information), 표현의자유(Freedom of Expression) 등을포괄하는용어로서, 궁극적으로정보

에대한자유로운접근및활용권리를지칭한다. ALA는지적자유를 ‘모든관점으로부터제한없

이정보를찾고획득할수있는모든개인의권리’로정의하며어떠한사안에대해서의문점, 원인,

양상등을섭렵할수있도록보장함으로써모든사상적표현에대하여자유롭게접근을보장해야

한다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장서개발정책은성문화된지적자유보호지침을포함하여도서관에

서의지적자유를수호하고, 이용자의독서권뿐만아니라표현의자유를보장함으로써지식정보

광장으로의순기능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하여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개발정

책은 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과 ‘디지털도서관선언’(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지지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7. 장서개발정책의 유지․관리 

장서개발정책의유지및실행에관한책임은정보서비스과에있다. 이에장서개발정책의검토

와개정은정보서비스과가주관하고관련부서와협의하여장서개발위원회의검토과정을거친다

음관장결제로확정한다. 장서개발정책은기본원칙과세부지침을규정한문서로서실무수행의체

계성,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현실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및 사회환경, 지식정보의

생산․유통패러다임, 이용자정보요구의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는방향으로개정될때실용적

인정책문서가될수있다. 이에도서관은최소 5년을주기로장서개발정책의체제및내용을검

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Ⅴ. 결 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장서를 집중적 및

전략적으로개발․보존하고제공해야할책임이있다. 이러한국가적책무를수행하여, 국가를대

표하는 명실상부한지식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위상을 확립하려면 장서개발및 보존관리에

포괄성(comprehensiveness), 균형(balance), 안정성(steadiness), 합리성(reasonability), 민주성

(impartiality)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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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본연구는국내외주요도서관의장서개발정책을분석하여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서

개발정책의기본적원칙과지침을설정하고이를근거로최적의장서개발정책모형과실무에활

용할 수 있는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미래지향성은 ‘국가를대표하는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

이․청소년학술연구정보센터, 어린이․청소년장서및문화유산보존관, 어린이․청소년지식정

보서비스허브및구심체, 국내어린이․청소년도서관발전의리더, 다른국가어린이․청소년도

서관과의 교류협력 창구’로 설정하였다.

둘째, 미래 지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6가지 기본방향은 ‘국내 신간자료의

무결성수집, 고품질해외자료의적극적개발, 라이선스형학술연구자료의최적화, 웹정보자원의

하비스팅 강화, 소급자료의 지속적 발굴 및 수집 확대, 실물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극대화’로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방향에입각한기본원칙은 ‘어린이·청소년분야장서개발정책확립, 국내어린이․청

소년자료 수집 책무강화, 해외자료 수집의 다원화, 디지털 콘텐츠 체계화’로 설정하였다.

넷째, 기본지침은국내외로대별한후에다시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 전자자료, 특

수범주 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집서수준은연구자료로한정하여 OCLC Conspectus를 근거로주제별및매체별(아날

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 집서수준 모형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차등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상에서제안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서개발정책모형은공식적승인과정을거쳐성문

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부서는 내부 검토 및 장서개발위원회 자문을 거친 장서개발정책

최종안을공식확정한다음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홈페이지에한글및영문버전을업로드할것

을제안한다. 장서개발정책에법적지위를부여하면강력한실천의지가반영된정책문서로작용하

는동시에국내어린이․청소년도서관등이자체적인장서개발정책을수립할때활용할수있다.

이러한정책문서에기반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장서개발이체계성, 효율성, 실효성등을

담보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다른 산하기관인 국립디지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

도서관과의 주제별, 유형별, 매체별 기능분담내지 역할재조정이 필요하다. 차제에기관명을 존

중하여 디지털자료, 장애인 대체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정책행정자료를 각각 독립적으로 개

발·보존하고서비스할것인지, 개발기능은통합하되보존·서비스를기관별로수행할것인지, 본관

중심의집중형개발체제로전환하고보존및서비스기능을분산할것인지를논의하고해법을모

색해야한다. 요컨대 ‘국가지식문화유산의무결성수집과보존’이라는절대적가치를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서 개발정책의 집행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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