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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 DLS의 서지  기술요소가 지니고 있는 한계  학교도서  장서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교도서  장서가 지니고 있는 서지 , 교육  특성을 반 한 서지  기술항목을 제안하 다. 재 DLS에서 

자료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구조를 일원화하고, 일반모드와 문가모드로 분리되어 있는 서지 입력 방식을 

통합하여 ISBD 서지 역을 기 으로 학교도서  장서의 기술항목을 재구성하 다. 한 학교도서  장서의 서지  

측면과 교육  측면의 기술을 해 총 10개 상  기술항목  34개 하  기술항목을 계층  구조를 통해 구성하 다. 

이는 재 DLS가 지니고 있는 서지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도서 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서지 , 교육  

특성을 반 하여, 학교도서 의 기능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DLS bibliographic items and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use of school library collections, this study proposed descriptive items that can reflect the 

bibliographic and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library collections. These item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ISBD bibliographic areas by unifying and integrating the data input 

method, which is currently separated into general mode and expert mode in current DLS structure. 

In addition, a total of 10 upper-level items and 34 lower-level items were organized through a 

hierarchical structure for the bibliographic and educational aspects of school library collections. This 

is expect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DLS and to reflect the unique bibliographical 

and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libraries, thereby establishing a bibliographic environment 

that can efficiently support the functions of schoo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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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 으로 사회 각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  역시 인쇄 기반 장서

에 을 두었던 통  도서 에서 개인화, 

융합화, 지능화를 강조하는 디지털 도서 으로 

발 해 왔다. 이러한 도서  환경의 진화와 함

께, 학교도서 에서도 새로운 서지  환경을 

도입하는 등 지속 으로 개선, 발 을 이루어 

왔다.

학교도서 은 일반 인 도서 과는 다른 고

유한 목 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도서

은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

료, 설비, 시설을 갖추고, 사서교사의 문 인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 심의 열린교육과 자기

주도  학습을 실 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학생에게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선택과 수집, 분석과 종합, 

평가와 해석, 표  능력 등의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어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 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도서 은 정보

활용교육을 바탕으로 과정 심의 교육을 지원

하고, 탐구학습과 창의력 개발에 기여하는 목

을 지니고 있다(한국도서 회 한국도서 기

특별 원회 2013, 145-146).

학교도서 이 이러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

고, 이용자들의 학교도서  이용 목 을 충족시

키기 해서는 소장 자료 리에 있어서의 상세

성, 경제성, 효율성, 활용성 등이 개선될 필요

가 있다. 한 학교도서 은 다른 도서 과는 

다르게 주된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를 충족시

키기 한 고유한 서지  환경을 구축하고 있

다. 이 가운데 학교도서 업무지원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 DLS)은 시․도교육청 단

에 설치되는 표 화된 학교도서  정보시스템

으로서, 학교도서 의 고유한 역할  교육  

목 을 지원하기 한 도구로 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 의 수서, 목록 작성, 출 

 반납 등 교육청 내의 개별 학교도서 의 

도서 리 업무를 자동화하여 서비스하기 한 

체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경기도 독서

교육종합지원시스템 2019).

DLS의 구축  국 인 보 은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식별, 분석, 평가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활용능

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큰 기 를 받아왔다. 하

지만 학교도서  장서의 특성을 반 한 서지  

기술요소가 DLS에 충실하게 용되지 않아 이

용자들은 여 히 학교도서  소장자료의 검색

과 근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도서 의 교육 인 목 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부분은 DLS가 학교도서

 장서의 목 과 특성을 충분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DLS

가 지닌 서지  구조의 경직성  서지  기술

항목의 모호성이 이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DLS의 근본 인 목 을 충족시키

고 학교도서 에서의 교육  기능을 효율 으

로 지원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소장자료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 한 기술항목을 DLS의 서

지  구조에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장서가 지닌 

고유한 특성  목 을 반 하고 학교도서 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활용능력, 교수-학습 지원

이라는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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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술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행 

DLS의 구조에 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해 서지  측면에서의 DLS의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  환경에 최

화된 학교도서  장서 기술항목을 구성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LS의 반 인 측

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DLS의 서지  구조를 

개선하기 한 기술항목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

구의 범 를 한정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학교도서 업무지원시스템의 배경

학교도서 은 다른 유형의 도서 과는 다른 

고유한 목 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학교

도서 은 학교 환경에서의 교수-학습을 지원하

기 한 정보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명확

하게 규정된 이용자 집단을 상으로 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서지  환경을 마련하

고 있다. 학교도서 이 지닌 고유한 목  수행

을 지원하기 해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학교도서 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

다. 학교도서 업무지원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 DLS)은 국에 걸쳐 시․도교육청 

단 에 설치된 표 화된 학교도서  정보시스

템으로서, 수서, 목록 작성, 출  반납 등 교

육청 내 개별 학교도서 의 도서 리 업무를 

자동화하여 서비스하는 체제이다(경기도 독서

교육종합지원시스템 2019).

DLS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에서 각 학교도서 의 업무를 지원하

고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해서 구축하

으며, ․ 등학교의 종합목록 구축뿐만 아니

라, 단 학교별 자료를 교육청 시스템을 통해 

입력, 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 별 소재정보 

제공  상호 차 기반을 조성하고, 단 학교

에서의 자료 입력  시스템 리 부담 경감, 

담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 자료의 공동 활용

을 한 표 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

교별 자료공유, 공동활용 기반 조성  단 학

교 DB 구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

을 두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1).

DLS는 2001년 교육인 자원부에서 수행한 

‘ ․ 등학교 디지털자료실 시범구축사업’을 

통해 부산 역시 교육청을 심으로 DLS Ⅰ

을 개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에 DLS Ⅱ를 시범 으로 구

축․운 하 으며, 2003년∼2004년 주교육

청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교육청에 DLS 구

축을 완료하 다. 2004년에는 콘텐츠 공동 활

용의 움직임으로 KERIS 앙 DLS 시스템 구

축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 15개 

지역에 걸쳐 DLS v2.0이 구축되어 학교도서  

업무를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DLS는 ․ 등학교 도서 의 

서지정보 생성, 공유 활용체제 구축  확립을 

통해 학교도서  운   리 업무의 효율성

을 도모하고, 웹 기반 독서교육 지원 체제를 마

련하여 학교도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의 충

실성 증진  궁극 인 학교도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해 구축되었다.

DLS는 자료의 선정  수서, 목록, 출  

반납, 장서 검  폐기, 통계 분석,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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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학교도서 의 목  달성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DLS의 서

지 코드 생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

타나고 있다. 표 인 문제로, 학교도서  

장에서는 량 구매한 자료만 외주 업체의 목록

데이터를 반입하고, 기증자료  소량 구매 자

료는 학교도서  담당자가 직  서지정보를 입

력하는 방식을 용하고 있다. 외주 업체의 서

지데이터를 DLS에 용하면서 학교도서 에 

합한 서지 코드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DLS 상에서 서지 코드 입력을 한 명확한 지

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서  환

경에 합하도록 데이터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6, 145). 이는 

DLS의 서지  기술항목이 학교도서  장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

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DLS의 서지  구조

DLS에서 학교도서  장서를 기술하는데 있

어서는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ISBD)의 기술 역들을 기 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 표지이미지 등과 같이 일

반 인 서지기술 항목과 다른 항목들이 일부 

추가되어 있다. 이외에도 학교도서  장서 

리에서 자기호의 운 이 필요한 을 고려하

여 자기호 련 항목이 독립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는 등 학교도서 이 지닌 고유한 특

성을 반 한 기술항목을 용하고 있다.

DLS의 자료유형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

도서, 장학자료, 기타자료의 총 5가지로 구분되

어 있다. 각 자료유형마다 입력 요소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으며, 단  학교도서 을 운 하는 

인력이 정착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단행본, 

비도서, 장학자료, 기타자료의 경우 입력 방식

이 일반모드와 문가모드로 구분되어 있다.

단행본의 일반모드는 본서명, 권차, 자, 발

행지, 출 사 등 17개의 입력 요소가 제공된다. 

이 가운데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요소는 본서

명, 자, 발행지, 출 사, 가격, 분류기호, 자

기호로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문가모드는 일반모드의 요소에서 17개 기술

항목이 추가되어 총 34개의 입력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기본표목(개인명, 회의명, 단체명), 

부서명, 등서명, 잡제, 딸림자료, 분출표목, 서

명색인, 주기사항, 수상주기, 련자료, 검색키워

드, 자색인, 주제색인, 이용 상자주기, 생몰년, 

원서명, 원 자명이 추가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필

수로 입력해야 하는 요소는 7개로 일반모드와 동

일하게 설정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장학자료와 기타자료의 일반모드  문가

모드 기술항목들은 단행본 기술항목과 동일하

게 구성되어 있다. 장학자료 역시 단행본의 형

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기타자료

의 경우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

기 때문에 통 인 자료 유형인 단행본의 기

술항목을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학자료는 이론  배경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

거나 혹은 활동이나 지도방법을 기술하는 등 

일반 단행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

타자료 역시 단행본과는 다른 여러 가지 매체

, 내용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

행본의 기술항목으로 충분하게 기술할 수 있는

지에 해서는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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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행본 일반모드 자료등록화면

<그림 2> 단행본 문가모드 자료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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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은 일반모드와 문가모드를 구

분하여 지원하지 않고 일반모드 하나만을 지원

하고 있다. 간행주기, 잡지명, 부서명, 등서명, 

발행지, 출 사, ISSN 등 19개의 요소가 마련

되어 있으며, 잡지명, 발행지, 출 사, 권당 가

격, 표 권호패턴, 분류기호, 자기호의 총 8

개 요소가 필수 입력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도서 유형은 일반모드와 문가모드 두 

가지를 지원한다. 비도서의 일반모드는 단행본

의 일반모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

행본의 일반모드에서 ‘본서명’ 항목을 비도서 

일반모드에서 ‘자료명’으로 변경하고, ‘ISBN’을 

‘European Article Number(EAN)’으로 변경

하여 용하는 것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비도서 유형’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

며, DVD, E-book, 컴퓨터 일, 지구의, 카세

트테이 , 인쇄물, CD 자료, 지도, OHP, 궤도, 

컴퓨터용 디스켓, 비디오테이 , 악보, 슬라이

드, 기타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

하도록 하고 있다. 비도서 형식의 기술항목은 

총 21개이며, 7개의 필수요소를 갖추고 있다. 

비도서의 문가모드 역시 단행본의 문가모

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비도서유

형’에 ‘재생연주시간’의 값이 추가 으로 제공

되고 있다. 비도서 유형에서는 총 36개의 기술

항목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8개의 요소

가 필수 입력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비도서에 해당하는 각각의 자료 유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서지  특성을 충분하게 반 할 

수 있는 기술항목이 행 DLS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교육부 2016, 117-118).

이러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유형별로 

공통 으로 용되는 항목과 특정 자료유형에

만 용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ISBD 역

단행본 

장학자료

기타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

공통

항목

표제와 책임표시 역
본서명(잡지명, 자료명), 생몰년, 자, 부서명, 등서명, 잡제, 분출표목, 원서명, 

원 자명

역 사항

자원특성 역 권차

발행 역 발행지, 출 사

자원기술 역 크기, 페이지수, 언어, 삽화

총서 역 총서명

주기 역 주기사항, 수상주기, 련자료, 이용 상자주기

자원식별자와 입수조건 역 ISBN(ISSN, EAN), 가격(권당가격), 분류기호, 자기호

기타기술 역 록/목차, 딸림자료, 서명색인, 표지이미지, 검색키워드. 자색인, 주제색인

자료

유형별

용

항목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역 - - 비도서유형

표제와 책임표시 역 기본표목 - -

주기 역 -
간행주기

-
표 권호패턴

기타기술 역 - - 재생연주시간

<표 1> DLS에서의 자료유형별 기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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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에는 기본표목, 연속간행물에는 간행주

기와 표 권호패턴, 비도서항목에는 비도서유

형과 재생연주시간이 특정 자료유형 항목에만 

용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 DLS의 서

지  구조에서는 자료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항목을 다르게 두었으나, 단행본, 장학자

료, 기타자료의 기술항목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연속간행물과 비도서의 경우도 단

행본, 장학자료, 기타자료와의 기술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보면, 재 DLS에서 자료의 유형별로 기

술항목을 구분해 놓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서지 코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래

하고 있다. 한 비도서, 장학자료, 기타자료 등

의 자료 유형은 여러 형태로 복합 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의 정확한 구분이 어려

우며, 재 리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의 경우 DLS를 통해 리하기가 실 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2.3 DLS 서지 기술항목의 한계

학교도서 은 일반 도서 과는 달리 교육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에 DLS는 학교도서 만의 서지시스템과 입력 

규칙을 통해 교육  역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 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행 DLS의 서지

 환경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LS는 ISBD 기반의 MARC 서지기술요소

를 용하고 있으나, 구문 구조는 XML, RDF를 

용하고 있다. 반면 DLS의 서지  기술항목은 

KORMARC와 같은 표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DLS 응용 어 리 이션에 따른 메타데

이터를 추가로 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

의 고유한 특성, 즉 교육  맥락과 련된 정

보로 근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병기 2009, 91).

한국목록규칙  KORMARC 입력 규칙에 

따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KOLAS와 달리, 

DLS는 제시된 기술항목에 따라 입력하도록 되

어 있어 비 문가의 입력이 편리하다는 장 이 

있다. 반면 일부 기술항목은 자의 인 해석에 

따라 입력될 수 있어 생성되는 서지데이터의 일

성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KORMARC 형식으로 서지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어 각 입력 요소와 색인의 연계 여

부를 악하기 어렵다는 한계 한 지니고 있다

(교육부 2016, 146). 따라서 서지  구조가 학

교도서 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표 화된 서지데이터 생성을 

해 서지정보로 입력하는 기술항목의 정리가 필

요하다. 행 DLS의 기술항목에서는 자료 유

형별로 유사한 기술항목이 많으며, 복해서 

용되는 기술항목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입력된 서지데이터가 검색에 사용

되지 않는 것이 많으며, 기술된 내용이 모두 검

색결과로 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2016, 146).

자료의 필수 입력항목 측면에서 보면, 단행

본, 비도서, 장학자료, 기타자료는 7개, 연속간

행물은 8개의 필수 입력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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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LS 기술의 충실성을 향상시키기 해 검

색 키워드와 록․목차를 필수 항목으로 입력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지  2018). 

한 학교도서 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해 이용 상자주기, 주제색인 등을 필수로 입

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한 제기

되기도 하 다.

기술항목의 구조와 련해서는, 서지데이터

의 입력 유형이 무의미하고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행 DLS에서는 일

반모드와 문가모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서지

코드를 생성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비 문가

가 작성한 일반모드의 서지데이터와 문가가 

작성한 문가모드의 서지데이터가 혼재하면서 

비일 인 복데이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지  2018). DLS에서 자료 유형별로 

제공하는 입력항목들은 사실상 단행본, 장학자

료, 기타자료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

속간행물과 기타자료 입력항목 역시 단행본의 

입력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

서 하나의 입력 형식에 자료 유형을 기술항목의 

하나로 입력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일 수 있다.

비일 인 서지데이터의 생성은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하와도 직결되고 있다. 

DLS의 자료 등록은 분담목록시스템의 형식을 

용하고 있는데, 사서교사자격증 혹은 사서자

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비 문가가 작성한 목록

은 오류가 많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송기호 2008, 56).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종합목록의 구축을 

해서는 서지 코드 생성을 한 명확한 지침 

혹은 기술항목의 입력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 하고 학교

도서 의 교육  목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추

가 인 기술항목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도서

 장서에 해서는 서지  측면을 반 한 기

술항목뿐만 아니라 이들 장서를 교육  맥락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항목 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도서   학교도

서  장서의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

장 근본 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학교도서

 장서가 지닌 서지 , 교육  특성을 고려하

여, 일반 도서 과는 다른 학교도서 의 고유

한 특성을 반 한 서지  구조를 마련하고, 이

에 기술될 수 있는 추가 인 서지  기술항목

을 반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행 DLS 서지구조는 학교도서

의 장서 특성을 충분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교도서 의 고유한 목

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MARC 형식 기반의 

경직된 구조로 되어 있는 행 DLS 서지구조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장서의 환경에 최 화된 서지  기술항목을 

제안함으로써 DLS가 학교도서 의 교육 , 정

보  역할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게 근할 수 있

어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교과교사는 학교도서 의 자료를 교육 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사서교사 역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자

료 목록을 통해 미리 구축해 놓아 원활하게 서

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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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도서  장서의 특성

학교도서 의 특성을 반 한 DLS 기술항목

을 구성하기 해서는 우선 학교도서  장서가 

지니고 있는 정보 , 교육  목 에 한 고찰

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도서  장서를 구성하

는 자료의 유형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1 학교도서  장서의 특성

학교도서 은 어린이  청소년의 요구와 수

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 체계 인 정

보활용교육이 가능하고, 학생과의 지속 이고 

빈번한 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상

호간에 정보탐색 략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학습에 유리하고, 지역교육 목표에 합한 

장서를 개발하고 교육활동을 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국립 앙도서  2011). 따

라서 구성원의 범 가 명확하고 이들 구성원들

이 하게 상호작용하는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도서 이 교육 , 정보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이들 목 을 충족시키기 한 방향으

로의 장서구성  장서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도서 은 교육부  교육청의 정

부간행물, 교과용 도서 등 일반 인 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자료들이 존재하며, 교수-학

습 지원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는 고유한 특성

을 지니고 있다. 한 정보 , 사회 , 문화  기

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 과는 달리, 학교도서

은 교육  목 이 강조되는 기 이며, 그에 

따라 학교도서  장서의 구성도 공공도서 과

는 극명하게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와 련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학교도서 의 장서유형을 구

분하 는데, 이들 가운데 표 인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기(2006)는 학교도서 이 수집․ 리하

는 장서를 형태별로 구분하 으며, 크게 인쇄

자료와 녹음자료, 화상자료, 상자료 자자료

로 구분하 다. 이와 유사하게 송기호(2008)는 

학교도서 의 자료유형을 인쇄자료, 시청각자

료, 화상자료, 상자료, 자자료로 구분하

다(송기호 2008). 이병기의 자료유형에서 상

자료를 시청각자료 하 의 유형으로 두었으며, 

화상자료를 시청각자료의 시각자료로, 녹음자료

를 시청각자료의 청각자료로 구분하 다. 자자

료의 경우 이병기는 자자료로만 유형을 구분

하 으나, 송기호는 이를 멀티미디어자료로 범주

화하고, 매체, 자기매체, 통신매체 유형으로 각

각 세분하 다. 한 윤희윤(2007)은 도서 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인

쇄자료와 비인쇄자료로 구분하 다. 이 가운데 

인쇄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로 세분하고, 비인쇄자

료는 마이크로 자료, 시청각자료, CD-ROM DB, 

온라인 DB, 웹 정보자원 등으로 구분하 다(윤

희윤 2007).

이와 같이, 학교도서 의 장서는 자료의 유

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의 연구들에

서 수행한 자료의 유형 구분은 일반 으로 사

용되는 자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도서

 특성을 명확하게 반 하 다고 보기 어렵다. 

한 정보환경의 진화에 따라 새로운 정보기술

을 용한 정보자원이 학교도서  장서의 범주

에 지속 으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자

료유형 구분을 기반으로, 행 학교도서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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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을 재의 진화한 정보환경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 으며, 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1차 자료유형
(내용 구분)

2차 자료유형
(형태 구분)

일반자료
교과자료
학교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화상자료

상자료

자자료

기타

<표 2> 학교도서  장서의 자료 유형 구분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교도서  장서의 자

료 유형은 행 DLS의 자료유형 입력 항목을 

기 으로 일반자료, 교과자료, 학교자료로 1차 

구분하 으며, 각 자료의 유형을 도서, 연속간

행물, 화상자료, 상자료, 자자료, 기타로 세

분하 다. 내용의 구분에서 교과자료는 학교의 

교과목과 연계되는 자료의 유형을 의미하며, 

학교자료는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각 단

학교 자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일반자료는 교과자료, 학교자료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학교 특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자

료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내용에 따른 1

차 자료유형을 다시 형태에 따른 2차 자료유형

으로 세분함으로써, 행 DLS에서 각 자료유

형별로 구분하여 서지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

을 통합 으로 용할 수 있다.

3.2 학교도서  이용자 그룹별 특성

DLS에서는 학교도서  이용자 그룹을 학생, 

교사, 사서교사․사서, 학부모, 행정직․ 문직, 

지역주민, 외부 력의 총 7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 한 추가 으로 이용자 그룹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각 학교의 상황을 반 할 수 있도

록 하 다. 지역 개방 학교도서 의 경우를 제

외하고 DLS에서 제시한 학교도서  이용자 그

룹을 토 로 이용자 그룹을 구분하면 크게 학생, 

학부모, 사서교사  사서, 행정직  문직, 교

사를 포함한 교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이용자 그룹은 각기 다른 목

으로 학교도서   학교도서  장서를 이용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도서 의 주된 이용

자 그룹인 학생 계층은 출을 해, 책․신

문․잡지를 열람하기 해, 학교공부나 숙제를 

하기 해, 학교도서 의 도서 로그램에 참여

하기 해, 사서에게 독서상담․독서지도를 받

기 해, 비디오나 화감상을 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

부 2010). 반면 교사  교직원 계층은 학생과

는 다소 다른 목 을 지니고 있으며, 교양함양 

 여가활동, 수업 활용 자료 탐색  제작, 개

인학습  연구, 학생 이용을 한 로그램 참

여 등이 학교도서  이용의 주된 목 으로 나

타났다(안다인 2018).

이와 같이, 이들 각각의 이용자 그룹은 학교

도서  이용에 있어 상이한 목 을 지니고 있

지만, 공통 으로는 학교도서  장서의 이용을 

통해서 교육  목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이병기 2005). 한 이용자 그룹별 

학교도서  이용 목 을 종합해 보면 학교도서

 소장 자료의 활용이 가장 주된 목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에 해 근과 탐

색을 할 수 있는 서지  환경을 완 하게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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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용자 그룹의 특

성에 따른 항목들을 DLS 기술사항에 반 하면 

서지 코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 인 측면은 행 DLS에 충분

하게 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부분은 

장서의 서지  측면을 기술할 수 있는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재의 DLS는 일반 도

서 의 서지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으며, 이로 인해 학교도서 의 근본 인 목

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에 DLS 상에서 용이 필요한 교육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세분을 들 수 있다. 학교도서  

장서의 검색 시에 이용자별 학력수 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료를 선택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검색 기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

생과 학부모는 자신에게 맞는 자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교수 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등학교의 

경우 학력수 의 범 가 넓기 때문에, 학생만으

로 분류했을 때 수 에 맞는 한 자료를 선

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의 경

우 추가 으로 넓게는 학년  고학년, 좁게

는 학년별로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일 수 있다.

둘째, 과목별 구분의 용이다. 교과서에 수록

된 자료들은 그 일부만을 발췌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학교도서 에서 해당 자료의 원문인 단행

본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 이외에도 특정 교과에서 일반 으

로 다루는 주제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들 

한 존재하고 있다. 자료를 검색할 때 과목별 

구분이 되어 있다면, 사서교사는 학생과 교사에

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교수-학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도 자료의 

주제와 수 을 악할 수 있어 이용 측면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수상주기는 학교도서  장서의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사서교사

는 수서를 할 때 많은 출 사의 모든 자료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수서의 

단 기 에 주 이 많이 개입된다는  때문에 

수상 여부를 자료선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자료선택을 할 때 확인한 수상주기

를 서지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자

료를 검색할 때 자신에게 보다 합한 자료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독서교실 자료 안내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부분의 학교도서 에서는 방학 

에 독서교실을 운 하고 있다. 이를 해 사서

교사는 책의 난이도를 악하고 주제․내용과 

련된 활동을 비해야 한다. 따라서 단  학

교들의 독서교실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가 DLS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은 보다 효율

인 독서교실 운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료를 

확인할 때 특정 자료가 독서교실 수업에 어떻

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다면 사서교

사들의 부담은 어들고, 각 학교도서 의 

문성 제고  정보자원을 최 한 활용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련 도서 안내는 정보의 허 로서

의 도서 의 근본 인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학교도서 의 DLS에서도 서지 코드 작성 시 

검색 키워드, 주제색인 등을 통하여 련 도서

들을 연결시켜 주는 서지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목록 작성 시 문가모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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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입력이 가능하며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

에 입력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서지 코드상에서 련 도서에 한 정보

를 제공해 다면 학교도서 의 교육  목 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 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 DLS의 서지 코드

는 학교도서  소장 장서를 상으로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 의 고유한 교육  

목 을 반 할 수 있는 기술항목을 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서지 코드와의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DLS 서지 코드

의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행 DLS 구조

는 MARC 형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서지  단 가 개별 인 장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에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련된 자

료를 보다 포 으로 지원  검색해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도서  소장 자

료에 한 충분한 근  제공  학교도서

의 교육  기능 지원을 해, 본 연구에서는 학

교도서  소장 자료가 지닌 서지  특성을 추

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DLS에 용 가능한 기

술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4. 학교도서  장서를 한 서지  
기술항목 제안

학교도서  장서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반

하고, 학교도서 의 목 을 충분하게 지원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장서의 서지 , 교육  특

성이 서지 코드 상에 반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장서의 기술  

리를 해 서지  측면에서의 DLS 기술항목

의 문제를 보완하고, 교육  측면에서 필요한 

기술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행 DLS의 효용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서지  기술항목

재 DLS에서는 학교도서  소장 장서를 5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유형에 

한 서지  기술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복되어 있는 기술항목이 상당수를 차지하

고 있으며, 각 유형의 장서가 지닌 고유한 특성

을 명확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성만을 

가 시키는 문제를 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장서가 지

니고 있는 특성을 통합 으로 반 할 수 있는 

서지  기술항목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항목을 처음부터 새롭

게 구성하는 것은 행 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있어서 많은 비효율성을 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 DLS에서 용하고 있는 

기술항목을 기반으로, 학교도서 의 목   

학교도서  장서의 서지 , 교육  특성을 반

한 기술항목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재 자료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

는 기술항목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모드와 

문가모드로 구분되어 있는 방식 역시 하나의 

모드로 일원화하 다. 이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기술이 가능한 서지  기술항목을 구축하기 

해 기존 DLS의 문가모드를 기 으로 서지  

기술항목을 구성하 다. 이들 기술항목은 IS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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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의 서지 역을 기 으로 카테고리화하 으

며, 기존 DLS에서 각 자료 유형별로 제공된 기

술항목 가운데, 서지  성격은 동일하지만 명칭

이 구분된 항목에 해서는 ISBD 2011의 서지

역을 기반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변경하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 DLS의 자

료유형은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유형의 

기술항목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자료의 유형에 특화된 서지  특성

들이 충분하게 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 동일한 서지  측면이라 하더라도 자료 

유형에 따라서 상이한 항목명을 용하는 경우

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무의미한 유형 구

분을 배제하고 서지데이터 생성에 있어서의 복

잡성을 해소하기 해, DLS에서의 서지  기

술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료의 유형을 기

술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서지데이터 

입력의 명확성  단순성을 확보하 다.

를 들면, 단행본에는 ‘본서명’, 연속간행물에

는 ‘잡지명’, 비도서에는 ‘자료명’으로 용되는 

항목은 ‘표제’로 변경하 으며, 단행본의 ‘ISBN’, 

연속간행물의 ‘ISSN’, 비도서의 ‘EAN’은 ‘표

식별번호’로 변경하 다. 한 단행본과 비도서

에는 ‘가격’, 연속간행물에는 ‘권당 가격’으로 구

분된 항목은 ‘가격’이라는 포 인 의미  범

를 갖는 항목명으로 변경하여 서지  기술의 효

율성을 확보하 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자료의 특성을 반

한 항목이 존재하기도 한다. 를 들어, 비도서

는 자료의 수량을 페이지 단 로 표 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의 DLS는 

모든 비도서자료의 기술항목에 페이지수로 수량

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된 기술항목을 취

하기 해서는 모든 자료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포 인 항목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

도서자료에 용되는 ‘페이지수’ 항목을 ‘수량’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한 항목명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자와 련한 측면에서 보면, <학교도서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매뉴얼>에서는 2인 이상 

자의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하여 입력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자가 있을 경

우 키워드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하여 입력

한다는 자색인의 항목과 복된다. 이에 ‘

자색인’ 항목을 삭제하고 ‘ 자’ 항목 하나만을 

유지하도록 하 다. 검색 키워드의 경우에는 

행 DLS 입력 항목의 부분이 근 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 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한 결과, 총 10개 역에서 

총 34개의 기술항목으로 DLS 기술항목을 재구

성할 수 있다. 통합 수정된 기술항목은 모든 유형

의 자료의 서지  측면을 포 할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하고 모호성이 없는 기술항목의 구성이 가

능하여 자료 등록 시에 혼란을 일 수 있다.

4.2 교육  기술항목

학교도서 은 학교 구성원들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한 목 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서

지 코드의 생성에 있어서도 교육 인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항목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도서  장서의 서지  측면 이외의 교

육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항목을 제안하

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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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DLS 기술항목 기술항목 제안

자료유형
단행본
장학자료
기타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 자료유형

표제 역

본서명 잡지명 자료명 표제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표제 련정보

등서명 등서명 등서명 등서명

잡제 잡제 잡제 -

분출표목 - 분출표목 소제목

원서명 원서명 원서명 원서명

책임표시 역

생몰년 - 생몰년 생몰년

자- 자자

원 자명 - 원 자명 원 자명

기본표목 - - -

역 사항 사항 사항 사항

자원특성 역 - - 권차 권차

발행  배포 역

발행지 발행지 발행지 발행지

출 사 출 사 출 사 발행처

발행년 발행년 발행년 발행년

형태기술 역

크기 크기 크기 크기

페이지수 - 페이지수 수량

언어 언어 언어 언어

삽화 - 삽화 기타형태사항

총서 역 총서명 - 총서명 총서명

주기 역

주기사항 주기사항 주기사항 주기사항

수상주기 - 수상주기 수상주기

련자료 련자료 련자료 련자료

이용 상자주기 이용 상자주기 이용 상자주기 이용 상자주기

- 간행주기 - 간행주기

- 표 권호패턴 - 표 권호패턴

자원식별자  
입수조건 역

ISBN ISSN EAN 표 식별번호

가격 권당가격 가격 가격

분류기호(KDC) 분류기호(KDC) 분류기호(KDC) 분류기호(KDC)

자기호 자기호 자기호 자기호

기타 기술 역

록/목차 - 록/목차 록/목차

딸림자료 - 딸림자료 딸림자료

서명색인 서명색인 서명색인 -

표지이미지 - 표지이미지 표지이미지

검색키워드 - 검색키워드 검색키워드

자색인 - 자색인 -

주제색인 주제색인 주제색인 주제명

- - 재생연주시간 재생연주시간

<표 3> 학교도서  장서를 한 서지  기술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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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술항목 내용

이용학년 소장자료를 이용하는 주된 학생의 수 을 학년으로 명시

련 교과목 소장자료와 련된 교과목을 명시

활용수업 활용수업에서의 소장자료의 이용과 련한 정보 제공

교사추천 교사가 추천하는 자료인지 여부를 기술

교과서 수록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 여부를 기술

필독자료 필독자료 해당 여부를 기술

입수연도 해당 자료를 입수한 시기를 학년도  학기로 기술

신토피칼 신토피칼 독서 련 자료에 한 정보 제공

<표 4> 교육  측면의 기술항목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도서  장

서가 지닌 교육  목 을 지원하기 한 항목

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도 여러 가지 교육  목 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학교도서  장서의 서지  기술사항에 포함되

는 측면들은 자료 자체의 특성과도 연계가 되

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  

역에 집 한 기술항목들을 제안하 다.

이용학년 항목은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합

한 자료를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 시 수업과 

련된 자료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교육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의 이용자 상주기와는 달리, ‘이용학년’ 항목

은 학교도서 이라는 특성을 반 하여 학생들

의 학습  교과교사들의 교수 활동에 합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 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다만, 융합교육, 이용자 수

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용 학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한 근성과 활용성의 

확보를 하여 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년

을 입력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의 DLS에서는 주제색인을 통해 해당 자

료와 련된 주제의 근 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의 교수학습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서는 련 교과목으로 근할 수 있는 근 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일 수 있다. 이에 ‘

련 교과목’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특

정 교과와 련한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경우 

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교사는 자신의 

담당 과목과 련된 자료들을 보다 쉽게 악하

여 양질의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사서교사의 경우 학 당 4차시의 활용수업이 

권고되어 있으며, 사서의 경우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독서교실을 운 하면서 책과 

련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활용수업’ 

항목을 DLS의 기술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도서  장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학교도서  장서와 련된 

정보공유의 장이 제공될 수 있으며, 학교도서  

담당자들이 효율 으로 독서 로그램을 계획하

고 운 하는데 보다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 DLS에서는 교사추천도서와 련된 기

술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남

주희 2010, 67). 이는 한 자료의 리스트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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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게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학교도서 이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추천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교사추천’ 항목을 제공

함으로써, 각 단  학교도서 의 교육목표, 특

성, 성격을 살린 자료목록을 생성할 수 있으며,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효율 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수록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들은 부분 문이 다 나와 있지 

않으며 일부분만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심

화학습을 해, 교사들은 수업 비를 해 해

당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한 교과서에 수

록되어 있다는 자체가 해당 자료의 권 와 공신

력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자료 선택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DLS에서는 KERIS에서 개발

한 종합목록시스템 교과연계목록을 KERIS 홈

페이지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들이 직  검색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을 래하고 있

다(남주희 2010, 16). 따라서 DLS에서 교과서

에 수록된 자료에 한 기술사항을 제공한다면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신력 있는 기 에서 제공하

는 필독자료는 학교도서  자료 구입의 선택도

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의 목록에서 필

독자료는 수서 당시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으

며, 학교도서  소장자료가 필독인지 여부가 교

육  가치를 명확하게 반 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필독자료와 련

한 포 인 정보가 서지 코드를 통해서 제공

된다면, 학교도서 의 특성 측면에서는 독서와 

련된 신뢰성 있는 선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부분의 학교도서  이용자들은 새롭게 입

수된 자료에 한 흥미와 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각 학교도서  담당자들은 신간도서를 안

내하여 이용자들이 신착자료에 근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 으로 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자료가 언

제 입수된 것인지를 확인하는데도 어려움이 존

재한다. 이에 서지 코드 상에서 입수연도를 

학기 단 로 표기해 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자료의 신착 여부를 보

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학교도서 의 교육  측면을 반 할 

수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신토피칼 독서와 

련한 정보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신토피칼 독서

(syntopical reading)는 Adler and van Doren

의 독서수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해

당하는 것으로(Adler and van Doren 1972), 

하나의 주제에 한 몇 권의 책을 서로 련지

어서 읽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을 읽느냐

가 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요

하다’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토피칼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특정 주제에 한 개념

을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표 5> 참조).

재 DLS는 련 자료를 기술할 수 있는 항

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항목을 이용한 데이

터의 입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 으로 보다 구체화된 신토피칼 항목을 제

공함으로써, 특정 자료와 련된 자료를 체계

으로 안내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도서 의 교육  목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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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수 내용

제1수 독서 보의 읽기, 쓰기 기술을 습득하기 한 기술

제2수 검독서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책의 구성 형태와 구성 부분, 종류 등을 충분히 악하는데 

제3수 분석독서 이해를 깊이하면서 읽는데 주안 을 둔 철 한 읽기, 완 한 읽기를 의미

제4수 신토피칼독서 한 권뿐만이 아니라 한 주제에 해 몇 권의 책을 서로 련지어서 읽는 과정

<표 5> Adler and van Doren의 독서수

4.3 DLS 기반의 학교도서  장서 기술항목 

제안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  장서에 

해 제안한 기술항목들은 크게 서지  측면과 

교육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학교도

서 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반 한 것이며, 학

교도서  장서의 교육  활용을 해 학교도서

에 특화된 서지 코드의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제안한 기술항목들이 DLS

의 서지  구조에 용되기 해서는, 각 기술

항목들이 행 DLS 기술항목과 상호연계를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항목들을 서지  역과 교육  역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기술항목들이 다른 항목들과 연계되는 구조를 

계층구조를 통해 구성하 다. 이들 기술항목의 

서지  구조를 종합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학교도서  장서의 기술항목은 총 13개 

상  기술항목과 40개 하  기술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 기술항목은 크게 서지  역

과 교육  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지  

역은 기존 DLS 기술항목 가운데 자료유형을 

통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역

은 학교도서 의 근본 인 목 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술항목들은 상  기술항목과 하  기

술항목으로 이루어진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해 련된 서지  측면  교육  

측면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

다. 행 DLS에서는 모든 기술항목들이 수평

으로 열거되어 있어 련된 서지  특성들이 

분산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술항

목 사이의 계 형성에 계층구조를 용함으로

써 서지 코드 생성에 있어서 기술항목들의 의

미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이용자

들의 자료 검색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의 효

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지  역의 기술항목들은 ISBD 2011에

서 제안하는 역을 기 으로 학교도서  장서

의 특성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

의 서지 코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 행 DLS에

서는 ‘MARC 반입’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DLS의 기본 인 서지  구조를 해

하지 않는 범 에서 학교도서  장서의 고유한 

서지  특성을 반 함으로써 기존의 서지 코

드의 재활용 혹은 다른 도서  서지 코드와의 

연계를 수행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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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  기술항목 하  기술항목

서지  역

자료유형 -

표제 역

주표제

부표제

등표제

분출표목

원표제

총서명

책임표시 역

생몰년

자명

원 자명

역 사항

발행  배포 역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형태기술 역

크기

자료종별  수량

언어

간행주기

표 권호패턴

기타형태사항

자원식별자  입수조건 역

표 식별번호

가격

분류기호(KDC)

자기호

기타 기술 역

주기사항

록

목차

딸림자료

표지 이미지

주제색인

재생연주시간

교육  역

추천 련

수상주기

교사추천

필독자료

교과목 련
교과서 수록

련 교과목

이용 상자 련
이용학년

이용 상자주기

활용수업 련
활용수업

신토피칼

기타 입수연도

<표 6> DLS에의 용을 한 학교도서  장서 기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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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의 기술항목들은 행 DLS에서

는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이며, 다른 도서 과

는 차별화되는 학교도서 만의 고유한 역할을 

반 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 

DLS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해  수 있

는 충분한 서지정보가 DLS 상에서 제공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서지  환경을 마련하고, 학교도서

의 교육  측면을 충분하게 반 할 수 있는 

기술항목의 구 을 해 교육  역의 5개 상

 기술항목을 제안하 으며, 10개의 하  기

술항목을 통해 교수-학습의 지원  학생과 교

과교사의 이용 목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지

 기술항목을 구성하 다. 이와 함께, KERIS

의 종합목록시스템 교과연계목록 항목을 유지

함으로써 국가 인 차원에서의 교육 련 시스

템과의 연계 한 일 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학교도서  장서 기술항

목의 구성은 재의 DLS가 지니고 있는 한계

를 보완하고, 각  학교  학교도서 이 지니

고 있는 고유한 서지 , 교육  특성을 반 함

으로써, DLS 활용의 근본 인 목 을 충족시

킴과 동시에 학교도서 의 교육  기능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행 DLS의 서지  환경이 

지니고 있는 한계  학교도서  장서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교도서  

장서가 지니고 있는 서지 , 교육  특성을 반

한 서지  기술항목을 제안하 다. 이는 학

교도서  장서가 지닌 고유한 특성  목 을 

반 하고, 학교도서 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활

용능력 지원, 교수-학습 지원을 충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된 목 을 두

고 있다.

재 DLS에서는 학교도서 의 자료 유형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장학자료, 기타자

료의 총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자료유형마다 입

력 요소가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자

료 유형별로 제공되는 기술항목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자료의 

서지  특성을 입력하는데 있어서의 복잡성만

을 가져오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한 학교

도서 의 주된 목  가운데 하나인 교수-학습

의 지원, 교육  측면에서의 장서의 활용을 반

할 수 있는 서지  기술항목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 학교도서 의 근본 인 기능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 자료 유형별로 구

분되어 있는 DLS의 기술항목  일반모드와 

문가모드로 구분되어 있는 입력 방식을 하나

로 일원화하 다. 이들 기술항목은 ISBD 2011

의 서지 역을 기 으로 재구성하 으며, 학교

도서 의 특성을 반 하여 서지  역과 교육

 역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 다. 하

지만 이들 기술항목은 행 DLS의 구조에 

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재 DLS

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가모드의 기술항목을 

기반으로 서지  기술항목을 구성하 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의 제공을 심으로 교수-학습과 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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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구성하 다.

서지  역에서는 총 10개 상  기술항목의 

34개 하  기술항목으로, 교육  역은 5개 상

 기술항목의 10개 하  기술항목으로 DLS 

기술항목을 재구성하 다. 이들 기술항목들은 

상  기술항목과 하  기술항목으로 이루어진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련

된 서지  측면  교육  측면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서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

든 기술항목을 나열한 행 DLS의 단 을 보

완할 수 있는 구조이며, 련된 측면들을 집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각각의 기

술항목들이 지닌 의미  범 를 명확하게 제시

해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항목의 의미  

모호성이라는 행 DLS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행 DLS에서의 ‘MARC 반입’ 기능

을 유지함으로써 MARC 형식으로 생성된 기

존 서지 코드의 재활용 혹은 다른 도서  서

지 코드와의 연계를 수행할 수 있는 상호운용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학교도서  장서 기술항

목의 구성은 재의 DLS가 지니고 있는 한계

를 보완하고, 각  학교  학교도서 이 지니

고 있는 고유한 서지 , 교육  특성을 반 함

으로써, DLS 활용의 근본 인 목 을 충족시

킴과 동시에 학교도서 의 교육  기능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교도서  환경에서 용

할 수 있는 기술항목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 가 한정되어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항목을 이용해 DLS 환경

에서 서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실제 인 

구문을 용한 서지 구조를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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