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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 은 도서 , 기록 , 박물 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 모델을 실 함으로써 정보융합시 에 

부응하며 국회  의회민주주의에 한 국민 교육과 시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회도서 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라키비움 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 교육 로그램을 운 하기 하여 국내외 의회도서

, 기록 , 복합문화기 , GLAM 로젝트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회도서 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라키비움 

기반 시․교육 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its institutions need an integrated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provide all types of information resources which they produce, manage 

and preserve as part of history and evidence of democrac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for National Assembly Library based on Larchiveum model. 

an integrated concept of library, archive, and museum. This study analyzed exhibits and education 

programs of various national libraries, archive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suggested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for National Assembly Library based on Larchive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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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통 인 정보제공기 으로의 역할이 강조

되었던 도서 은 최근 생활수 의 향상  여가

시간의 확 에 따라 문화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도서 은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

보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시민의 

문화  요구를 해소시켜주고 이들의 여가생활 

 생활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 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 문화, 교육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도서

  공공도서 들이 시, 교육 등의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

하고 있다. 

국회도서 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도서 으로서의 기본 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외에, 외국도서 의 자료교환을 통한 각국과

의 문화교류사업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국가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한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국회도서 은 국가

문헌의 리  보존은 물론, 지식과 문헌의 지

역균형발  도모를 통한 지역 간 정보격차 해

소, 문헌, 기록물, 의정박물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다. 

김유승(2012)은 국회도서 ,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등의 국회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다루는 기 들의 통합  발 략으로 라키비

움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기  간의 체계

 력을 한 단계  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회민주주의  의정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국회도서 , 국회

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에 분산되어 운 되고 

있으며, 국회도서 , 헌정박물 , 국회기록보존

소의 자료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유기 인 

시․교육 로그램 역시 부족하다. 한 라키

비움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 인 서비스

나 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운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도서 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교육 로그램의 운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라키비움 운 모델

을 제시하고 국회도서 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시․교육 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회도서 ,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의 시․교육 로그램을 분석하고, 국내외 의

회도서 , 기록 , 복합문화기 , GLAM 로

젝트의 사례를 조사하 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는 국회도서  시․교육 로그램

의 활성화를 하여 국회 내 설치된 도서 , 국

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의 기능을 융합한 라

키비움 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회도서 의 시․교육 로그램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해 먼  본 연구에서는 라키비

움 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국회도서 , 국

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에서 시행되고 있던 

시․교육 로그램 황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도서 , 기록 을 비롯한 

라키비움 기 의 시․교육 로그램 사례를 

검토하여 국회기록 에 용 가능한 라키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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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시․교육 로그램의 방향과 운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교육 로그램 사례조사는 

의회민주주의  의정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국회도서 의 오 라인과 온라인 로그램 

제안을 목 으로, 국내외 의회도서 , 기록 , 

복합문화기  등 다양한 정보제공센터와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GLAM 로젝트

를 포함한다.

2. 이론  배경

2.1 라키비움 개념과 기능 

라키비움은 도서 , 박물 , 기록 의 합성어

로, 미국 텍사스 학교의 메건 젯이 2007년 

새로운 유형의 복합문화기 으로 제시한 개념

이다(이미경 2014). 기존의 도서 , 박물 , 기

록 이 개별 으로 정보자원을 수집, 운 , 제

공해오던 기능을 취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공유하고 제한 없이 정

보의 검색, 이용,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제시된 공간이다. 도서 , 박물 , 기록 의 융

합 복합모델로서의 라키비움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것은 개별 기 이 소장하고 있는 정

보자원이 디지털 환경에서 서비스 되면서, 정보

자원을 함께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

문이다. 아울러 도서 , 박물 , 기록 은 학문 

 문화발 , 지식향상  평생교육의 기능 담

당, 지역사회 문화 생산  활용 등 공통의 목

을 추구한다는 공통 이 있다(이미경 2014; 최

실, 이해  2012). 

라키비움 성공 인 도입을 하여 라키비움 

개념 정립이 선제되어야 하는데, 선행연구를 통

한 라키비움의 이론  개념을 살펴보면 라키비

움 실 을 한 선제조건, 라키비움의 기능상의 

요건으로 정리된다. 라키비움 실 을 한 선제

조건으로 개별 기 은 독립된 기 으로서 정보

자원을 수집하고 서비스하기 한 정책을 수립

하고 있으므로 라키비움 운 을 한 유기 인 

력이 필요하며 이를 한 정책  법규상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김유승 2012; 최 실, 이해

 2012). 라키비움을 한 기능은 최 실, 이해

(2012)은 라키비움 기능을 업무기능  서비

스 기능으로 구분하고, 업무기능을 복합정보 제

공 기능으로 명시하 다. 업무기능을 한 요건

으로 학  조사  수집 략연구, 자원 리, 자

원의 보존처리  장기 보존, 자원의 열람, 검색 

 공개서비스, 시 서비스로 제시하 다. 

한 라키비움 서비스를 한 기능은 지식정보 진

흥 기능  문화  이용확장서비스 기능으로 구

분하 다. 지식정보 진흥 기능을 한 요건은 

문화정보콘텐츠 개발  제공, 세미나, 강좌, 

문가 과정 등 교육, 연구지원, 이용자의 지식정

보 창작  재가공 지원으로 제시하 다. 한 

문화  이용확장서비스 기능을 한 요건으로 

지역정보제공  문화 매체 역할, 사회  문화

향유  체험, 이용자세분화, 홍보  경 , 이용

편의 시설의 제공으로 구분하 다. 권기창(2014)

은 라키비움 기능을 도서 , 박물 , 기록 의 

핵심기능, 공통기능, 연계기능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 다. 공통기능은 사무, 리, 이용객 편의, 

일반교육으로 구분하고, 연계기능은 박물 과 

도서 의 일반인 상 참여형 체험교육, 박물

-아카이 의 문가 상-창작 등 정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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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아카이 : 지역주민 상-정보공유  

상담으로 구분하 다. 윤성 (2016)은 통합  

라키비움의 구조모형을 공간, 소장품, 운 으로 

구분하고, 운 을 수집, 연구, 보존, 서비스의 기

능으로 세분화하 다. 서비스 기능은 다시 시, 

교육을 주요 로그램으로 분류하 다. 

이상을 살펴보면, 라키비움의 성공 인 운

을 해서는 도서 , 박물 , 기록 이 유기

으로 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

며, 기능을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의 정

립이 요구된다. 한 라키비움의 정보제공  

이용확장을 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한 

주요 로그램으로 시, 교육 로그램임이 뒷

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 라키비움 련 선행연구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라키비움 운

모델 연구와 도서 , 기록 의 시,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가 있다. 라키비움 운

모델에 한 연구는 2007년 처음 라키비움의 

개념이 도입된 후 문화기 으로서의 력과 융

합을 강조한 이론  논의와 함께, 최근에는 실

제 구축을 한 방안과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연

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김유승(2012)은 국회도

서 ,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등의 국회문

화유산과 지식정보를 다루는 기 들의 통합  

발 략으로 국회라키비움을 제안하고 력과 

통합의 비  공유, 상호 신뢰의 구축, 련 법령 

정비, 력 역  상의 확장, 국회 정보시스

템의 고도화를 통한 라키비움 구축의 단계를 제

시하 다. 배성 , 배삼열, 김용(2014)은 소규

모 학을 상으로 라키비움을 도입하여 기존

의 도서 , 박물 이 기록 의 기능을 융합하여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오정훈과 이응 (2014)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라키비움 사례를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구축에 필요한 반 사항을 분석하

고 문도서  환경에서 실제 도입할 수 있는 

라키비움의 도입 차  구축 방법을 제시하

다. 이명호, 오삼균, 도슬기(2015)는 복합정보 

서비스의 력의 방안으로 라키비움 모델을 제

안하 으며, 한국문학 을 사례로 라키비움의 

기능  요소를 분석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 다. 

이들은 문학 이 보유한 자료의 형태와 기능  

측면을 고려할 때 박물 , 도서 , 기록 과 차

별 이 없다는 을 강조하며 라키비움의 개념

을 확 할 것을 제언하 다. 

본 연구와 한 시와 교육 로그램 개발

에 한 선행연구로써 통령 기록 의 효과

인 이용과 홍보를 하여 다양한 시기법과 교

육 로그램 모형을 용한 연구들이 있다. 이숙

경(2007)은 통령기록 의 시, 교육 로그

램 운 방안을 제안하기 해서 해외 통령기

록  설립 황과 시, 교육 로그램의 사례

를 분석하 다. 이재나, 유 경, 김건(2015)은 

통령기록 의 시 로그램의 확 방안으로 

통령 일과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시방안을 제안하 다. 이들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통령기록 의 시는 특히 유아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시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잠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장효정 외(2015)는 

통령기록 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창의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사회과공통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통령기록물 활용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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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제안하 다. 집단탐구모형 동학

습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 의 체험학습

에 합한 동학습모형을 선정하고 구성요소

를 도출하여 체험학습 로그램 모델을 제안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도서 , 기록 , 박물

의 기능에 한 융합  모델인 라키비움 방식의 

운 방안에 해 제시하고 있지만, 부분 라키

비움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

나 공간  기능요소를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라키비움의 사례가 심에 비해 

확산이 크지 않고, 운  로그램 역시 일회성

에 그치는 등 도서 , 박물 , 기록 의 모범

인 력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김유승 2014). 

시,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 한 특정 기

의 기능 심에 맞춘 로그램 개발이 부분

으로, 련 문화기 들을 융합 으로 연계할 수 

있는 라키비움 모델의 시․교육 로그램 개

발과 제안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라키비움에 기반을 둔 국회도서

의 시․교육 로그램의 방향과 운 사례를 

통한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국회도서  시․교육 로그램

국회는 의회민주주의  의정활동에 한 정

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국회도서 , 국회기록보

존소, 헌정기념 에 나 어져 있다. 국회도서

은 1952년에 설립되어, 의회도서 이자 국가도

서 으로서 국회의 입법  국정심의활동을 지

원하고 일반국민의 연구를 한 장서수집  보

존, 열람실 운 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도서

은 독도자료, 통일자료, 토자료를 비롯한 특성

화자료는 물론, 국내외 정부간행물, 연구기  발

간자료, 국제기구자료 등의 공공정책자료를 수

집․제공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2000년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기록보존소로 시작하 으

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 , 국회 산정책처, 국

회입법조사처에서 생산되는 국회기록물의 수집 

 보존, 디지털 아카이  구축을 담당하고 있

다. 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 양민학살

사  진상조사보고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에 등재된 국회기록물 등의 특수기록물을 보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  국회의장단 구술기

록 아카이  구축사업’이 진행 인데, 역  국

회의장의 의정활동을 채록하고, 한국 정치사와 

의정사를 할 수 있는 구술동 상, 자막, 녹취

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헌정기념 은 임시 의정원  제헌국회 

시 부터의 의정활동 련 기록물  박물을 

수집․ 리하고 있다. 방문자들을 한 시공

간과 체험 을 운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표 자료로 의원의 정부 질문원고  인쇄

물, 개회사, 연설문고, 기념품, 집기류를 소장하

고 있다.

국회도서 ,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은 

개별 기 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

서 은 최근 3년 동안 ‘독도 최  거주민 고

(故) 최종덕 독도 생활 사진 ’, ‘국회의원의 서

재’, ‘의회 지도자 해공 신익희 선생, 국회도서  

기록으로 만나다’, ‘국회도서  62년사 사진

시회’ 등 국회와 독도 련 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미술품인 동양화, 서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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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조각 등의 작품을 사이버상에서 감상하

기 한 사이버 갤러리를 운 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표하는 고 인쇄물, 

활자 등 50여 을 선정하여, ‘우리활자, 우리기

록-국회도서 에서 만나는 古 인쇄․활자展’

을 2015년부터 상설 시로 운 하고 있다. 주

요 콘텐츠로 훈민정음 해례본(목 /인출본), 

무구정 다라니경(목 / 인본), 조본

방 불화엄경(복원간행본) 등이 시되고 있다. 

헌정기념 은 지하1층 90평 규모의 기획 시

실을 보유하고, ‘여의도국회 40주년 기념 특별

시’를 2015년 6월부터 지 까지 운 하고 있

다. 그러나 교육 로그램은 국회도서 , 국회기

록보존소, 헌정기념 에서 별도로 운 하고 있

지 않다. 

이를 고려할 때, 국회의 라키비움 운 을 

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도서 , 헌정

박물 ,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소속 기 으로 

의회민주주의  의정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공통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이 세 기

은 국회 고유의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정보서비스  시 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에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자원  로

그램이 풍부하다. 둘째, 이들 기 은 비록 근거

법령이 상이하나, 국회 내에 치하여 공간상 

력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는 등 라키비움을 

운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키비움의 시교육 기

능을 수행하기 한 국회도서 , 헌정박물 , 

국회기록보존소의 자료를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는 유기 인 시 로그램이 부족하며, 특화

된 시연계 교육 로그램 충분하지 않다. 국회

도서 ,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의 국회문

화유산과 지식정보를 다루는 기 의 통합  발

을 하여 이들 기 의 정보자원을 공동 활

기 년도 행사명 내용

국회도서

2014

독도 최  거주민 고(故) 최종덕 독도 생활 

사진

독도지킴이 고(故) 최종덕과 그의 가족의 독도생

활 모습

일본 헤이트스피치와 한 출 물 시회 일본 헤이트스피치, 한도서 시

2015

｢의회 지도자 해공 신익희 선생, 국회도서

 기록으로 만나다｣ 시회

제헌국회 후반기와 제2  국회의인 신익희 선생

의 사진, 문서, 유품 등 100여 의 기록 시

｢사진, 날씨를 말하다｣ 기상기후사진
‘기상기후사진 공모 ’ 입상작 50  등 총 100여 

 시

｢국회의원의 서재｣ 시회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추천한 도서와 직  쓴 

추천사 시

국회도서  62년사 사진 시회 국회도서 과 련한 그간의 사진 소개

2016 국회도서  박람회
제20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도서  의정지원

서비스와 문데이터베이스  발간물 소개

국회기록보존소 2015 古인쇄․활자 상설 시회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표하는 고인쇄

물과 활자 등 50여  시회

헌정기념 2015 여의도 국회 40주년 기념 특별 시 여의도 국회 련 사진 시 

<표 1> 국회도서 -국회기록보존소-헌정기념  시․교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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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라키비움 모형의 시․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 강좌  세미나 등 한 

웹을 기반으로 하는 시 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고, 시 로그램 역시 체계 이고 지속 이

기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 로그램이 

많으며, 정형화된 시로 운 되고 있다는 단

이 있다. 그러므로 체험 시, 온라인 시, 상설 

 기획 시 로그램 등 시 로그램의 다각

화, 시와 교육의 유기 인 연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4. 시․교육 로그램 운 사례 

4.1 의회도서

4.1.1 미국 의회도서  

미국 의회도서 (Library of Congress, LC)은 

미국의 국가도서 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 의 

도서 으로, 미국 의회도서 의 역할은 물론, 

국가도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의회

도서 은 1800년에 창립된 이래, 의회․연방

정부 지원은 물론 국민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미국인의 지 ․문화유산보존과 련한 지

식․정보의 수집  보존업무를 담당한다. 미

국 의회도서 의 시․교육 로그램은 다음

과 같다. 

(1) 시 로그램

미국 의회도서 은 미국 의회도서 이 소장

하고 있는 문화  역사와 련한 물리  는 

디지털 자료에 한 다양한 시를 개최하고 있

다. 시를 해 토머스 제퍼슨 건물과 온라인

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에 한 정보를 제공

하기 하여 도서  홈페이지에 시 메뉴를 별

도로 운 하여 미국 의회도서 의 시개요, 

재 시, 과거 시, 로그램  행사정보, 타 

기  시 로그램, 여 등의 메뉴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시는 네 개의 주요 테마 - 도서 의 

재  통, 미국의 과거와 기록, 세계 문화  

역사, 20세기 이후의 사건, 개인  작 - 을 

심으로 구성되며, 각 시는 시개요(Exhibition 

Overview), 연 자료(Learn More), 련 담당

자(Acknowledgments)  섹션(Sections)으로 

구분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시는 시와 련 있는 시해설 로그램  

학술강연회, 투어, 화 등 부가 인 로그램

이 함께 제공되는데, 시해설 로그램  강

연회는 도서  학 사  문가에 의해 이루

어진다. 이외에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통

령기록, 사진, 지도, 녹음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한 여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그림 1>

은 시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페이

지이고, 미국인의 삶과 문화와 련한 요 장

서에 한 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 진행 인 시 로그램은 ‘미국 의회도서

의 변화(Out of the Ashes: A New Library 

for Congress and the Nation)’로 2015년 5월

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로그램이다. 제퍼슨 도서 의 200주년을 기

념하여 기획되었으며, 온라인 시를 통해 미국 

의사당  도서  화재, 워싱턴 시 화재, 제임스 

매디슨 통령 블래던스버그 투의 기록, 제퍼

슨 도서  이  등에 한 필사본, 사진 등을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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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ooks That Shaped America” 시정보 제공 페이지

(2) 교육 로그램

미국 의회도서 은 소장자료의 수업활용을 

목 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자료

는 학생  평생학습자와 교수자로 구분하여 제

공된다. 학생  평생학습자를 해서 독서자

료, 미국역사, 고등학교 학생 상 시, 의회도서

 온라인 컬 션 하이라이트, 의회도서  소장 

흥미로운 과학 등의 자료가 제공되며, 교수자

를 해서는 의회도서  디지털 컬 션을 활용

할 수 있는 교육자료  지도안 등이 제공된다. 

이들 정보는 미국 의회도서 이 자체 구축하거

나, 교수자가 개발한 지도안으로 구성된다. 지

도안의 경우는 주제, 시 , 알 벳순으로 게시

되며, 각 지도안은 지도안의 목 , 소요시간, 

상학년, 시 , 주제, 교안개발자, 지도안에 활용 

가능한 자료, 수업 차,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

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으로 “정

부, 법  정치”의 경우 권리장 , 헌법, 독립선

언서 등에 해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교육자료 제공 외에, 학술강연이 제공되고 있

는데, 최근에 제공된 주제는 1933년부터 1941년

까지 나치통치시 의 유 인 음악가  술가

에 한 강연, 체로키 이주  정착, 도서  소장 

특수 자료에 한 강연 등이 제공된다. 

4.1.2 일본 국립국회도서

일본 국립국회도서 (国立国会図書館)은 

국가 표도서 인 동시에 국회도서 으로 도쿄 

본 , 국제어린이도서 , 간사이  등 3  체제

로 운 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부인 국회에 속

하는 국가 기 이면서 납본 도서 으로 국립도

서 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행정  사법의 각 부문, 일본 국민에 

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한

다. 일본 국립국회도서 에서 제공하는 시․

교육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시 로그램

일본 국립국회도서 은 일본의 역사  문화, 

인물, 도서  소장자료에 한 시 등이 온라

인/오 라인으로 시되고 있으며, 도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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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헌법제정과정에 한 자료 해설  온라인 시

 간사이 분 에 시기를 달리하여 동일한 

로그램이 시되기도 한다. 각 시는 시개

요, 포스터 이미지, 주요 시자료, 시회 구성 

 주요 시 아이템, 해설, 시장소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로그램은 일본의 

역사  문화, 도서  소장자료에 한 시가 

주로 이루어지며, 로는 지진 사진  기록 

정리  보존 강연회, 1945-종  후, 일본 유

명인의 편지와 자료, 일본과 랑스 교류 역사, 

도서  소장 이민 자료에 한 시, 도서  개

 60주년 기획 , 정치인, 료․군인․사업

가 등의 인물 사진 , 일본 정치사와 련한 기

록물  사료 시 등이 표 이다. 

특징 인 시 로그램으로는 ‘헌법제정과정

에 한 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온라인 시

로 진행되는 로그램으로 온라인 기록, 인물 

소개, 용어해설, 게재 자료 목록, 연표, 헌법 조

문, 참고문헌 등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자료 해

설 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그림 2> 참

조). 한 ‘역사 속 그 사람의 친필’ 시는 지

난 100년의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 사회운동가, 

사업가, 교육가, 학자, 문학자, 술가, 작가의 

편지, 필사본, 악보  과거자료를 제시하고, 해

독에 도 하거나 필체를 모방할 수 있는 체험

코 를 제공하며 분 과 간사이 에 동시 시

되며 2014년에 시작되어 2016년 두 번째로 

시되었다. 

(2) 교육 로그램

일본 국립국회도서 은 의회도서 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일반 국민에 한 교육 서비스가 강

조되고 있다. 교육 로그램의 는 해외아동문

학, 책과 디지털, 휴먼 로  커뮤니 이션과 같

은 일반교양 로그램이나 생활 속에서의 도서

 활용법, 데이터 활용 워크 , 지 재산 세미

나, 디지털 자료 활용 세미나와 같은 정보활용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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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록  

4.2.1 미국 국립 기록보존소

미국 국립 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후 NARA)는 

정부 독립기 이며 입법기록보존소, 통령도

서 , 인사기록보존소, 자기록물센터로 구성

된 미국의 국립 구기록보존기 이다. NARA

는 기록 자료의 활발한 이용과 함께 이를 시민

의 역사, 사회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 시 로그램

NARA의 시 로그램은 상설 시와 특별

시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다. 표 인 상설

시로는 ‘공공유산(Public Vaults)’으로 NARA

에서 소장하고 있는 쟁, 외교 련 기록과 미

국인의 삶과 복지에 한 기록 등을 심으로 

이러한 기록이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미국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

다. 한 ‘권리에 한 기록(Records of Rights)’ 

시는 1965년 이민 개정법의 원본을 비롯하여 

미국수정헌법, 이민개 법, 행정명령 9881, 미

국장애인법 등의 역사기록물로 구성된다.

특별 시는 소장된 NARA의 기록물의 열람

과 이용을 홍보하기 해서 매해 새로운 주제로 

기획되고 있으며 표 인 로 ‘미국 이민사’, 

‘2차  등 쟁 당시의 기록’, 스 이들에 

한 기록 시인 ‘Top Secret’ 등이 있다. NARA

의 시 로그램은 단순히 소장 기록물만을 

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

여 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  

시 방법을 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시 로그램은 찾아온 람객이 체험을 

통해 기록을 보다 다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다. NARA의 보잉 

학습센터는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다양한 체

험 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습교육 공간으로, 상

설 시 기록  하나인 ‘Charters of Freedom

(권리장 )’을 그림으로 제공하고 색칠공부를  

통해 련 역사 인물들과 법안 통과 과정 등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NARA의 Public Vaults 시정보 제공 페이지

(https://www.archives.gov/museum/visit/vaul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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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인 시뿐 아니라, 온라인 시를 통해 

‘1906 샌 란시스코 지진  화재’, ‘미국원주민’, 

‘미국여성’ 등 미국의 입법, 행정, 통령 기록들

이 다양한 주제로 제공되고 있다.

(2) 교육 로그램

NARA는 미국의 알권리 강화와 함께 기록

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  이용방법

에 한 기본 인 교육을 심으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NARA의 기록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기록 의 이용 방법과 인용 방법 등을 온․

오 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NARA

는 소장 기록물을 장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자료 원문과 함께 교수자들을 한 

교수안과 학습계획을 제공하고 교과서에서 주

로 다루어지는 사건과 련된 기록물을 시 별

로 제공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생들을 한 다양

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히 NARA

의 표  역사  기록물인 권리장 (Bill of 

Rights)에 해서는 원격교육 로그램이 제공

되고 있다. 원격교육 로그램은 권리장 에 

해서 등학교 학년, 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 등 학년에 따라 교육내용이 구성된다. 

원격교육 로그램은 30분에서 45분 정도의 비

디오 클립과 함께 이를 수업에서 효과 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들을 한 웹 세미나가 

따로 제공된다. 그 외에 교육지원을 해 소장

기록을 기반으로 한 패 토론  온라인 포럼 

등을 제공하고 있다. 

4.2.2 미국 통령기록

미국 통령기록 은 기록  내 도서 과 시

을 같이 운 하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검색, 

활용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부터 일반인들을 

상으로 다양한 교육  시,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의 형태로 진

화되고 있다. 미국은 1940년부터 통령 기록물을 

일반 정부기록물과 분리하여 리하고 있으며, 

통령마다 독자 인 기록 을 운 하는 개별 

통령기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이숙경 2007). 

(1) 시 로그램

미국 통령기록 은 행정기록에 국한하지 않

고 통령의 선물, 소장품과 같은 박물기록을 비

롯하여 일기, 편지 등 개인기록을 시하고 있다. 

한 통령의 개인사를 심으로 하여 사회, 문

화, 교육  측면에서 흥미로운 소재와 주제로 

시 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건 통령기록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은 풋볼을 

주제로 희귀하고 역사 으로 요한 풋볼에 

한 행정박물들을 시하고 있으며, 포드 통령

기록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은 1970년  팝 문화 부흥기 시  

문화, 술을 주제로 그 당시의 랫폼 슈즈, 청

바지, 의상 등 다양한 기록을 시하고 있다. 이

러한 통령기록 의 다양한 주제 기획 시

로그램은 이용자들에게 통령에 한 친숙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기록에 한 심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이재나, 우 경, 김건 2015). 

한 미국 통령기록 의 시 로그램에

서 주목할 것은 이용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

는 인터랙티  기법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

다는 이다. 루즈벨트 통령기록 (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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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네디 통령 기록 의 “Interactive" 시정보 제공 페이지

에서는 공황의 시기부터 뉴딜정책, 세계 2차 

까지 루즈벨트의 재임시기의 이야기에 한 

시를 오디오-비디오 극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상설 시  체에 걸쳐 터치스크린을 마련하

고, 문서, 사진, 역사가의 해설을 포함하는 디지

털 립북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랙티  시는 

오 라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극 활용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는 네디 

통령기록 (John F. Kennedy Library and 

Museum)의 인터랙티  시 로그램이다. 네

디 통령 기록 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필름, 상, 오디오 기록물을 심으로 

다양한 인터랙티  온라인 시 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그림 4> 참고). 1939년부터 1965년 

네디 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주요 사건들을 

인터랙티  타임라인으로 제공하고, 백악  일기 

작성과 통령 집무실 등 다양한 인터랙티  연

출을 통해 기록을 다각 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사 인 달착륙 순간을 인터랙티  

연출을 통해 분 단 로 이용자가 같이 체험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시를 제공하며, 등학교 

고학년과 학생을 상으로 아이패드용 앱을 

개발해 아폴로 11호의 미션을 우주비행사와 

사단으로 수행하게 하는 인터랙티  게임형식의 

시를 제공하고 있다. 

(2) 교육 로그램

미국 통령기록 들은 홈페이지에 학생과 

교사를 한 교육웹페이지를 따로 마련하여 기

록물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에게 지

도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통령기록 에서 

가장 에 띄는 로그램은 참여형 로그램이

라 할 수 있다. 참여형 교육 로그램의 표  

사례는 트루먼 통령기록 (Trumen Library 

and Museum)의 ‘The White House Decision 

Center'(백악  의사결정 센터)이다. The White 

House Decision Center는 2001년 10월 처음 시

작되었는데, 트루먼 통령의 역사  결정이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학습과 역할놀이를 통해 

체험하도록 하는 로그램으로 백악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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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의 재 을 통해 서 , 등학생, 학생, 일반

인들을 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학생의 경우, 

트루먼 통령 시  있었던 1949년 베를린 

쇄, 군 의 인종차별 철폐, 1950년 한국 쟁 등

의 역사  사건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학생들

은 각자 맡은 역할에서 지정된 문제에 해 토

론하고 결정하는 학습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통령, 국무장 , 국방장 , 변인 

등 여덟 그룹으로 나 어 각자 역할에서 당면

한 문제에 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에 

한 의사결정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과정을 걸쳐 학생의 입장에서 역사  사건을 

실제 체험하여 깊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림 5> 참조).

트루먼 통령기록  외, 부시 통령기록

(George Bush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How We Shall 

Govern)’, 아이젠하워 통령 기록 의 ‘ 한 

지도자들(Five Stars Leaders)’, 루즈벨트 통

령 기록 의 ‘ 통령 체험(Pretend You Are the 

President)' 등 다양한 체험학습 로그램을 제

공하여,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통령의 

책임과 정부의 행정시스템, 법, 리더십, 동심, 

의사소통, 지리 등에 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역

사 인 사실에 해 깊이 있고 비 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숙경 2007). 

한 미국 통령 기록 들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온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로그램은 주로 퀴

즈, 퍼즐 맞추기, 게임 등을 활용하여 국가에 

한 반  지식, 통령에 한 역사  사실과 

정보제공  역사  시각을 키우도록 이루어져 

있다. 부시 통령 기록 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권리장 -미국 장애인복지법)’ 

로그램의 경우에는 기록 을 수업에 효율 으

로 활용하도록 하기 해서 기록 을 방문하기 

과 람 시,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교실 수업 

활동, 사후 평가 등을 구분하여 교사들이 학생들

을 지도할 수 있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교육내용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트루먼 통령기록 의 “The White House Decis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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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합문화기 과 GLAM 로젝트 

4.3.1 국립아시아문화 당

국립아시아문화 당(Asia Culture Center, 이

하 ACC) 라이 러리 크는 도서 과 박물 , 아

카이 가 결합된 라키비움이다. ACC는 아시아 

과거- 재의 문화 술과 신 인 아이디어와 신

념이 만나 미래지향 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국제 인 술기 이자 문화교류기 이다. 

(1) 시 로그램

ACC는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시  

주요 주제와 이슈,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역사

와 문화에 한 다학제  연구와 창제작을 기반

으로 한 다양한 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로그램은 문화창조원과 문화정보원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다. 문화정보원 라이 러리 크는 

도서 , 박물 , 아카이 , 상 , 극장, 커뮤니

티 룸, 휴식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합한 새로

운 모델의 문화공간으로 아시아 역의 문가

들이 수집한 주제별 자료와 도서, 이미지, 상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주제 문 과 기획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16년 라이 러리 크에

서는 ‘사진’, ‘ 상’, ‘건축’, ‘공연’ 등 13개 주제의 

동시  아시아 문화 술 자원을 선보이는 <아

시아 문화 술 문아카이 >를 심으로 개

기획 특별 로젝트 <국립아시아문화 당 건립 

아카이 >, 국제교류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범세계주의자의 술과 사상>, <독일문화원 

력 시 Myriad>를 시 이다.

(2) 교육 로그램

ACC는 아시아문화자원과 동시  술을 기

반으로 융․복합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

술 향유․창작․체험의 장과 융합형 문화․

술 문교육을 제공을 목표로, 시민 로그램, 

문인력 로그램, 청소년 로그램, 어린이 

문화교육으로 나 어져 있다. 

시민 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술․

창작․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 술․인문

학․과학 분야의 표 인 문가를 청하여 

‘시민아카데미’와 ‘인문학강좌’를 제공하고 있으

며, 문인력 로그램으로 시 테크니션 교육

과정과 메이커스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 메

이커스 교육과정은 ACC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디지털과 결합된 

제작 환경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특화한 교육

로그램이다. 청소년을 상으로 한 로그램

은 ACC 일일직업체험, ACC TEEN 심화직업

체험, 창작실기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

린이 상 로그램으로는 아시아문화를 소재

로 다양한 놀이․창작활동, 실험 인 술 활동

을 통해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이 제공된다. 

4.3.2 센다이 미디어테크

미디어테크는 미디어와 선반, 용기를 뜻하는 

불어 테크(theque)가 결합된 합성어로 사람들 

상호 간에 어떠한 정보를 달하기 한 도구라

는 뜻을 가진다. 미디어테크는 도서 의 기능이

었던 정보의 수집, 리, 보존의 기능에 멀티미

디어 자료를 포함하여 갤러리, 자료 , 극장, 교

육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미디어)를 한 

곳에서 복합 으로 수용하는 공공시설의 기능

을 의미한다(이윤석 2004). 

일본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2001년에 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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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센다이미디어테크의 ‘Thinking Table' 로그램

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2개월 

동안의 폐쇄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고, 1년 동안 

시민들이 직  복구에 참여하여 재개 되었다. 

이후 미디어테크는 3․11 지진 이후의 삶을 돌

아보고 재정의함으로써 재해를 극복하고 치유

하기 해 재해 복구 기록을 공유하고 보존하는 

‘recorder 311'과 ‘Thinking Table’이라는 공개

토론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 recorder 311 로젝트

‘recorder 311'은 동일본 지진의 향에 

해 지역 시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치유하는 것을 

서로 돕기 해 마련된 3․11을 기억하는 로

그램이다. 이 로그램을 해서 센다이 미디어

테크는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를 갖추고 시민, 

문가, 직원들이 력하여 지진 피해 복구 과정

을 사진, 화, 음성 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한 로그램이다. 센터에

는 스튜디오와 방송국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집

한 련 정보를 스튜디오의 비디오, 카메라 장

비 등을 통해서 구술 채록하고 방송국에서 편집

하여 인터넷에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2) thinking table 로그램

‘thinking table'은 동일본 지진에 해 지역 

시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이를 술로 표 하거나 

공동체의 재구성과 같은 주제로 열린 화를 나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직  

참여하여 지진 이후의 삶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재정의함으로써 재해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생한 학습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4.3.3 GLAM 로젝트 

GLAM이란 ‘Gallery(미술 )’ + Library(도

서 ) + Archive(기록 ) + Museum(박물 )’

의 합성어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보기 으로

부터 디지털화 된 문화유산자원을 제공받아 통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지

칭한다. 라키비움이 복합문화시설로서 근과 

활용을 극 화하기 한 로그램과 공간상의 

변화가 주요한 이슈라면, GLAM은 온라인 상에

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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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검색했을 때 도서, 기록, 박물 등의 

유형과 계없이 주제별로 통합 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술 , 도서 , 기록 , 박물  등 문화

정보기 들과의 력을 바탕으로 통합  지식정

보서비스 구축을 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유로피아나(Europeana)의 유로피안 랩

유로피아나는 유럽연합(EU) 내 랑스 국립

도서 , 루 르박물 , 박물 , 암스테르담 

국립미술  등 200여 개의 도서 , 기록 , 박

물 과 시청각 자료센터 등의 문화유산기 들

이 보유한 도서, 기록, 박물자료, 미술품, 음악, 

사진, 동 상 자료 등 2,300만 종의 디지털 문

화유산자원을 연결하여 서비스하는 로젝트이

다(유동환 2015). 유로피안랩(Europeana Labs)

은 ‘Europeana Creative’와 ‘Europeana Space’ 

사업의 일환으로 API 등 오 데이터를 제공하

여 개발자와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애 리 이

션, 게임  서비스를 창출하는 환경 마련을 목

표로 한다. 유로피안랩은 문화정보의 통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유로피아나의 력 기 들이 제공한 데이터, 메

타데이터, 콘텐츠, 기술 등을 이용자들이 공개

으로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창출과 비즈

니스 모델을 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참조). 

유로피안 랩의 ‘Co-creation Made Agil 

Methodology’은 디지털 문화 유산 콘텐츠를 재

사용하여 교육, , 디자인, 사회 분야의 다양

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랫폼  제품

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그램이다. 

WOTIFY(What IF I)라는 랫폼을 통해 창

의 인 공동 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아

이디어로 출발하여 로토타이핑, 구 에 이르

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에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스마트 램코리아(Smart GLAM 

Korea)의 테마 시

스마트 램코리아는 한국문화정보원이 2016년 

<그림 7> 유로피안 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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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 램코리아의 조선왕실 시

미술 , 도서 , 기록 , 박물  분야의 공공데이

터를 LOD기반의 융․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한 포털서비스이다. 스마트 램코리아(Smart 

GLAM Korea)의 테마 시 은 미술, 민속, 고

 유물을 심으로 기  간 연계를 통해 특

정 주제에 해당하는 정보를 큐 이션하여 온라

인으로 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테마

시 은 콜 션 모아보기, 하나보기, 시 별보기

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콜 션 네트

워크보기는 특정 주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분야

별 련 리소스를 네트워크 형태로 볼 수 있는 

시각화 기능이다. 한 ‘테마 시  만들기’ 기

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테마를 정하여 미

술, 민속, 고  유물을 심으로 기  간 연계

를 통해 통합된 문화정보를 큐 이션하여 온라

인으로 시할 수도 있다. 재 기획하여 시

되고 있는 테마 시 은 ‘조선왕실 시 ’으로 

국립 앙박물 과 국립 미술 , 국립 앙도

서 의 LOD 기반 문화데이터를 다양한 주제별

로 모아 제공하고 있다.

4.4 시사  

국내외 의회도서 , 기록   라키비움 등 

다양한 정보제공센터의 시․교육 로그램 분

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일본

의 의회도서 은 의회도서 이면서 국가도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교육 로

그램 역시 일반 국민은 물론 ․ ․고 학생 

 평생학습자를 상으로 한 폭넓은 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시 로그램의 경우,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 역사와 련한 

자료, 특성화자료를 바탕으로 기 시, 행사

시, 주제 시의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오 라인은 물론 온라인 시를 통해 도서

이 소장한 디지털 컬 션에 한 시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부분의 기 이 시에 한 

홍보  정보제공 차원에서 시개요, 연 자료, 

련담당자, 비용, 시장소 등의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   미

국의회도서 의 경우는 시와 련한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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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형 종류 시 특징

미국

의회

도서

시

미국의 역사  문화, 

세계 쟁, 도서  소장

자료 시

도서 의 재  통, 미국의 과거와 미국의 기록, 세계 문화  

역사, 20세기 이후의 사건, 개인  작

시, 시 여, 타기  

시안내, 연락기  등의 

정보 제공

교육

교육 련 자료제공
독서자료, 고등학교 상 시, 미국역사, 미국 의회도서  소장 흥미로

운 과학사실, 미국 의회도서  역사 온라인 컬 션 하이라이트
상으로 구분

강연
1933년부터 1941년까지 나치통치시 의 유 인 음악가  술가에 

한 강연, 체로키 이주  정착, 도서  소장 특수자료에 한 강연

일본

국립

국회

도서

시
일본의 역사  문화, 

도서  소장자료 시

지진 사진  기록 정리  보존 강연회, 1945-종  후, 메이지 

유신 이후 당시의 기술  산업발 , 일본과 네덜란드 교류의 역사에 

한 자료, 문서  일기, 도서  소장 이민자료에 한 시, 도서  

개  60주년 기획 , 도서  소장 메이지  다이쇼 지  건축물

련 사진 , 역사 속 그 사람의 친필, 정치인, 료, 군인, 사업가 

등의 인물사진 , 일본정치사와 련한 기록물  사료 시, 헌법제

정과정에 한 자료 해설  시

시개요, 포스터 이미지, 

주요 시자료, 시회 구

성  주요 시 아이템, 

해설, 시장소 등에 한 

정보제공

교육
정보활용교육, 일반교양

교육  심포지엄

휴먼로  커뮤니 이션, 해외아동문학, 도서  활용법  지  재산 

세미나 등

일반 국민에 한 교육 서

비스 강조 

일본

국립

기록

보존소

시
상설 시, 기획 시, 

온라인 시

미국수정헌법 제14조, 미국수정헌법 제26조, 미국장애인법, 행정명령 

9981, 이민개 법

인터 티  시  체험

로그램 

교육

교육 련 자료제공 NARA 소장자료를 활용한 교수안 제공, 권리장 (Bill of Rights) 이용자 유형별교육내용

체험교육 자유헌장(Charters of Freedom) 색칠공부놀이할용

원격교육 ‘권리장 (Bill of Rights)’(동 상교육) 이용자 유형별

포럼  패 토론 온라인포럼  패 토론 유튜  활용

미국

통령

기록

시

통령 일생  역사  

공 , 도서  소장자료 

시 

트루먼 통령기록 의 ‘Harry S. Truman: The Presidential Years', 

네디 통령기록 의 ‘JFK Challenge: Free iPad App’, ‘We 

Choose the Moon', ‘JFK Timeline’ 등(온라인 인터랙티  시)

시, 시 여 로그램, 

타 기  시안내, 연락기

 등의 정보 제공, 온라인 

인터랙티  시구성

교육

교육자료제공 , , 고등학교 역사수업 교수안과 워크시트 상으로 구분

체험교육
부시 통령기록 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가’, 아이젠하워 통

령 기록 의 ‘ 한 지도자들’, 루즈벨트 통령 기록 의 ‘ 통령 체험’

온라인교육
부시 통령기록 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권리장 -

미국 장애인복지법)’ 

퀴즈, 퍼즐 맞추기, 게임, 

동 상교육

강연  해설 링컨 통령 기록 의 부인링컨의 다락방
시해설 로그램  학

술강연회제공

국립

아시아

문화

당

시 상설 시, 기획 시

아시아 문화 술 문아카이 , 국립아시아문화 당 건립 아카이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범세계주의자의 술과 사상, 독일문화원 

력 시 Myriad 등

교육
상자별 로그램

시민(인문학강좌, 테마강좌, 문화 술체험), 청소년(ACC 일일직업체

험, ACC TEEN 심화직업체험, 창작실기 로그램), 어린이 로그램

(어린이 술실험실, 각양각색건축놀이터, 별난 상상 동물원, 술가 

워크  등), 문인력 로그램( 시 테크니션, 메이커스 교육과정)

심포지엄  워크 아시아와 디자인, 아시아와 실험 화

센다이 

미디어 크
공개토론 로그램 recorder 311, Thinking Table 구술채록, 편집  배포

GLAM 

유로피아나 오 데이터 제공, Co-creation Made Agil Methodology
데이터 활용 기술  방법

론 교육

스마트 램코리아 테마 시 , LOD 기반 문화데이터 제공
기  연계를 통한 온라인 

시 구성

<표 2> 시․교육 운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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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해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시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

째, 시 역시 인터 티  시기법, 체험 시, 

시연계 교육 로그램 등을 통하여 일방형 

시가 아닌 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콘텐

츠에 하여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콘텐츠에 한 흥미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넷째, 교육 로그램은 상자별

로 차별화하여 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

며, 교과과정에 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콘텐

츠 이용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국립아시아문화 당, 센다이 미디어테크  

GLAM 로젝트와 같이 도서 , 박물 , 기록

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요해지고 있으며, 시․교육 로그램 역

시 이러한 에서 근하고 있다. 

 5. 국회도서  시․교육 로그램 
운 방안

국회도서 은 정보제공  이용확장을 한 

라키비움 모형의 시․교육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한 시교육 로그램 기획 

시 입법지원기 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역사, 문화, 인물, 축제를 상으

로 한 시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국회

기록물 구보존기 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홍

보할 수 있는 시교육 로그램의 제시를 통해 

다른 공공도서   국가도서 과 차별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도서  시․교육 로그램을 

하여 다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라키비움 운 모델

국회의 경우 의회민주주의  의정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국회도서 , 국회기

록보존소, 헌정기념 에 나 어져 있다. 국회 고

유의 기록물  정보, 실물자료를 국회도서 , 

헌정박물 ,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제공하고 있

으며 정보서비스  시 련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는 에서 라키비움을 운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라키비움을 운 하기 해

서는 도서  자료와 연계성을 지닌 실물자료의 

망라  수집  기  간의 력 네트워크가 

요하다(조 양 외 2015). 국회도서 , 헌정박

물 , 국회기록보존소는 각 기 이 의회민주주

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한 통 인 도서

 자료, 기록물, 실물자료  행정박물을 분담

수집하고 이용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연계

성을 지닌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 국

회 내에 국회도서 , 헌정박물 , 국회기록보존

소가 치하고 있어 조직상의 자료  서비스

에 한 력이 용이하다. 

국회도서 은 도서 , 기록 , 박물 의 기능

을 융합한 ‘라키비움’ 모델을 실 함으로써 정

보융합시 에 부응하며 국회  의회민주주의

에 한 국민 교육과 시 기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키비움 모델에서 각 기

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회도

서 은 문도서 에 특화된 장서 구축, 열린공

간 성격의 자료실 설치, 문화․홍보 로그램 

구상을 담당하고,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

물 보존서고 마련, 국회 련 민간기록물 수집, 

피난국회 련 지역인사 구술채록, 국회기록물 

열람 서비스, 기록물 리 유 기 과의 교류

력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박물 은 의정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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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  구축  기획 시를 담당한다. 이와 

동시에 라키비움 기반의 시교육 로그램 운

을 하여 력기반의 로그램 기획, 정보자

원의 공유 등 유기 인 연계를 통하여 정보제공 

 이용확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9> 라키비움 운 모델 

∙다각화된 시 로그램

국회도서 은 기 시, 행사 시, 주제 시

의 형태로 시 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며, 오

라인은 물론 온라인 시, 멀티미디어 활용 등

을 고려하여 컬 션의 홍보를 극 화할 수 있다. 

시를 기획하는 주제를 기획할 때는 어린이  

청소년의 시참여를 확 하기 하여 교과과정

과 한 연 이 있는 기록물을 시코스로 만

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체험 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도서 이 소장한 도서, 기록 이 

소장한 기록물, 박물 이 소장한 유품 는 박물

을 유기 으로 연계하여 라키비움의 성격에 맞는 

시가 운 되어야 하며 이를 한 자세한 정보

제공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오 라인 시 외에 

온라인 시 등을 활용하여 국회도서 ․기록

․헌정기념 이 소장한 디지털자료에 한 

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도서 은 다음과 같은 기 시, 행사

시, 주제 시를 고려할 수 있다. 기 시는 기

의 역사가 담긴 상징  자료를 시함으로써 

해당기 의 설립목 과 정체성을 내외 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 으

로 하며, 국회도서   국회의 역사와 련한 

시테마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행사 시는 국

가나 국회의 주요 기념일이나 행사와 련한 테

마의 선정이 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제는 특정

한 인물, 사건, 시 와 련한 시로 주로 기

과 련한 인물, 사건, 시 를 선정하여, 이와 

련한 사진, 문서, 유품, 련 도서 등을 시할 

수 있다. 선거, 정부, 법, 정책, 국제 계, 역사 

등의 주제를 고려할 수 있다. 기 시의 는 

국회 연보, 국회도서  연보, 피난국회 기록물 

시, 국회 사진기록 시회, 기록으로 보는 국

회 등이 될 수 있으며, 행사 시는 복기념 기

록물 시회, 3.1  기념 시회, 선거 련 시

회를 고려할 수 있다. 주제 시의 로는 국회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을 활용하여 역

 국회의장 련 시, 역  국회의장 개인 소

장 기록물, 내가 만난 국회의장, 국회의원이 되

어보다, 국회 발간 도서 시회, 포스터로 만나

는 국회의원 선거 등이 된다. 

온라인 시로는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흥사

단 소장 컬 션, 공공정책정보와 같이 국회도서

, 기록 , 헌정기념  내의 구축되어 있는 디

지털 컬 션을 최 한 활용한다. 체험 시 

로그램으로는 의정활동에 한 기록물을 단순

히 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시를 목표로 

한다. 인터 티  시기법을 통하여 일방형 

시가 아닌 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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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시에 있어서 련된 의정활동, 즉 법률 제

정이나 개정의 배경과 그 과정에 하여 스토리

텔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에게 기록

물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역사  사실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 주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던 국회  지방의회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기록물 시와 연계하여 

어린이나 가족 상으로 역할놀이를 통해 의정

활동을 체험하는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방

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시를 체험학습 로그

램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기록문화 

련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국회도서

의 잠재  이용자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국회

도서 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프로그램 예시: ‘내가 만난 국회의장’
∙ 시목

- 국회의장과 련한 사진, 문서, 유품, 련 도서 등을 

시하여 국회의장에 한 이해를 높임

- 역  국회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 

제공 

∙ 시 상

- 국회도서  소장 국회  국회의장 련 도서, 국회기

록보존소 소장 국회의장 사진, 국회의장 구술기록 

21건, 국회기록물 2,030건, 헌정박물  소장 국회의

장 기념품, 연설문, 이승만 제헌국회의장 서한  

공한 등 

∙ 시구성

- 구술기록은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국회의장 사진 

 상을 보며,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 

- 역  국회의장의 표 업 을 슬라이딩 비 을 이동

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나도 국회의장” 코 를 통해 국회의장이 되어 취임

식  선서 낭독 체험  국회  의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 기 체험제공 

- 도서 , 박물 , 기록 이 소장한 자료의 시를 통해 

라키비움 구  

∙ 상자별 교육 로그램의 차별화

국회도서 의 의회도서 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자별 교육 로그램이 요

구된다. 교육주제와 련해서는 국회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정책정보, 법률정보  의회정보 

련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으

며, 우리나라 역사․문화와 련한 교육, 국회

책임, 역할, 활동과 련한 교육 로그램, 입법

정책을 한 세미나( : 청년일자리 황과 입

법․정책  개선방안), 국회 원활동 등 국회 

련 교육, 도서  소장자료에 한 교육, 시

연계교육 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주제 게이트웨이와 같은 주제정보원을 개발하

여 교육정보 제공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을 한 교육 로그램으로

는 수 별 학습을 고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상 교육 로그램은 등학교 학년

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학교의 사회 과목과 연계

하여 련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

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특강, 강연을 통한 가족단  체

험학습 로그램을 주말에 운 하여 활발한 참

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의 주 연령층이 

부분 유아와 등학교 학년 이용자층임을 고

려할 때, 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맞춤형 

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체험학

습 로그램 개발 시, 상학생들의 교과 지식

을 악하고 배경지식을 고려한 내용으로 콘텐

츠를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학습

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한 교육 로그램 한 사회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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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목 연계 교육 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 진도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 로그

램을 체험한 후 국회도서 에 한 지속 인 

심을 유도할 수 있다. 재 각 학교에서 진행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수업과 연계하여 학교 

단 로 학기  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만나는 직업체

험, 청소년 입법캠  등이 표 인 가 될 수 

있다. 성인 상 교육 로그램은 평생교육의 일

환으로 시민강좌  특강의 형태로 입법지원기

으로서의 정체성, 의회서비스 지원 등을 제

공하며 소셜 디자인과 같은 로그램을 기획하

여, 다양한 사회  이슈에 한 강연, 소셜 디자

인 방법론 교육, 국회도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나 제품 개발 등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예시: ‘소셜 디자인’
∙교육목

- 디자인의 을 제품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과 사회

로 확장시키는 추세로, 사회 , 정치  이슈들을 주제

로 작품 활동을 하는 소셜디자이  양성 로그램.

- 교육 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사회문제를 고찰하

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추진하는 

입법에 심을 갖고 청원활동  의정감시 등 시민의 

사회참여 실 을 도모함.

∙교육 상: 성인

∙교육내용

- 강연  토론: 다양한 사회  이슈에 안을 제공하는 

소셜 디자인의 역할과 비  이해

- 소셜 디자인 방법론 교육: 소셜 디자인의 아이디어 

구상부터 로토타이핑, 구 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에 한 교육제공

- 국회자료 검색  활용: 국회도서 이 보유한 서 , 

기록, 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창의 인 문화콘텐츠나 

제품 개발,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 종류 시

시

형태

기 시
국회 연보, 국회도서  연보, 국회 사진기록 시회, 기록으로 보는 국회, 기록으로 보는 

부산의회, 포스터로 살펴보는 국회의원선거, 국회기록으로 보는 특별 원회 

행사 시 복기념 기록물 시회, 선거 련 시회, 3․1운동 기념 시 등

주제 시

근  의정사, 역  국회의장 련 시, 역  국회의장 개인 소장 기록물, 내가 만난 

국회의장, 국회의원이 되어보다, 포스터로 만나는 국회의원선거, 국회 발간 도서 시회, 

피난국회와 피난문학․ 술 등

유형
오 라인 국회도서 에서 만나는 古인쇄 활자展, 휘호로 만나는 국회 원

온라인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흥사단 소장 컬 션

교육

주제

우리나라 역사․문화 련 교육, 국회도서  소장자료에 한 교육: 국회도서  법률정보, 공공정책정보, 

의회정보 정보 교육  정보활용교육, 국회  지방의회 련 교육: 입법․정책를 한 세미나( : 청년일자

리 황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시연계교육 로그램, 의정사 체험교육(ex.모의국회 체험-본회의, 

법률안 는 조례안 발의 등), 일반 정보활용교육, 소셜디자인

상

어린이 사회과목 교과연계 교육 로그램(교육콘텐츠와 교수안 제공), 체험학습 로그램 

청소년
사회과목 교과연계 교육 로그램(교육콘텐츠와 교수안 제공), 자유학기제 로그램, 

진로탐색 로그램(국회에서 만나는 직업체험), 입법캠

일반성인 시민강좌, 특강, 일반 인문 교양 교육 로그램, 시민 참여형 교육 로그램(소셜 디자인)

교육자료 선거, 법, 국회, 지방의회 등 교과과정과 련한 교육자료 제공

<표 3> 국회도서  시․교육 로그램 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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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국회도서 은 도서 , 기록 , 박물 의 기능

을 융합한 라키비움 모델을 실 함으로써 정보

융합시 에 부응하며 국회  의회민주주의에 

한 국민 교육과 시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 ,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의정활동

에 한 지식정보를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 로그램에 있어서 기

의 유기  연계를 통한 라키비움 운  모델을 

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도서

,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 에서 시행되고 

있던 시․교육 로그램의 황을 검토하여 

국회도서 의 융합된 시․교육 로그램 운

을 한 라키비움 모델을 제시하 다. 한 국

내외 도서 , 기록 을 비롯하여 복합문화기 , 

GLAM 로젝트의 시․교육 로그램 사례

를 조사하 다. 

다양한 운  사례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국

회도서  라키비움 기반의 로그램 운 에 있

어서 다각화된 시 로그램과 상자별 교육

로그램의 차별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도출

하 다. 국회도서 의 라키비움 기반의 시

로그램은 오 라인 시뿐 아니라 온라인 시 

등을 통해 기 에서 소장한 디지털 컬 션을 활

용하여 시와 교육 로그램으로 연계할 필요

가 있다. 인터랙티  시기법과 스토리텔링 방

식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심과 몰입도를 높

일 수 있는 시를 기획하여 소장 자료의 이해

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육 로그램에 있어서 다양한 상자별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

다. 어린이  청소년을 한 교육 로그램으로

는 수 별 학습을 고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인 상 교육 로그램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민강좌  특강의 형태로 입법지원기 으로

서의 정체성, 의회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셜 디자인과 같은 참여형 교육 로그램을 개

발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상 범 를 시민

체로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라키비움 기반의 

국회도서 의 시․교육 로그램은 실제 국회

도서 에서 용할 수 있으며, 제안된 모델을 

기반으로 추후 다양한 로그램 사례를 개발함

으로써 다른 라키비움에서 제공되는 시, 교육 

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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