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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 은 1999년 개정(1998년 제정)된 북한도서 법과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 법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북한도서 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재개정된 북한도서 법

이 이  1999년 북한도서 법과 비교하여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은 무엇인지를 신․구조문 비표 방식을 

통해 분석하 다. 1999년 개정된 북한도서 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된 반면,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 법은 

제2장의 내용이 신설되어, 총 6장 58조로 개편되었다. 주요 변화와 특징은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도서 과 자출 물 련 조문들이 신설, 수정되었고, 도서  직원의 양성과 련된 조문들이 신설되었다. 

결론과 제언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토 로 원격 교육을 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상호교류,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력 체제 구축, 북한도서  련 문 연구인력 양성 등 향후 남북한 도서  간 교류 력에 

있어서 상호 논의 가능한 주제와 분야를 논의하 다.

주제어: 북한, 북한도서 , 북한도서 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both in 1999 and in 2012. In this study,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revised in 2012 compared to the previous North Korean Library Act in 1999, and the newly 

revised, deleted, and newly established items were analyzed by old/new phrase contrast method. 

While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revised in 1999 consisted of a total of 5 chapters and 45 

articles,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revised in 2012 was reorganized into a total of 6 chapters 

and 58 articles. The main changes and features are the establishment and modifica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electronic libraries and electronic publica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and new provisions related to training of library staff.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the topics and fields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future, such 

as mutual exchange of various learning contents for remote education,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ervice cooperation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libraries, and training specialists 

on North Korea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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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북한에는 도서 법 제정 이 에 이미 도서 법을 신한 문헌법이 있었다. 이 법은 1995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제정)되었고,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이다. 문헌법은 “문헌의 편찬과 보존 리를 잘하고 그것을 효과 으로 리용(이용)하여 

민족의 력사(역사)와 찬란한 문화,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업 을 빛내이는데 이바지”

(제1조)할 것을 목 으로 제정된 법이다. 문헌법은 제1장(문헌법의 기본), 제2장(문헌편찬), 제3장

(문헌보존 리), 제4장(문헌리용), 제5장(문헌사업에 한 지도통제)의 총 3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된 1995년 이후 개정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도서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으로 1998년 1월 21일 최  채택되었고,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법｣이다. 이 도서 법이 채택되고 나서 1년 후인 1999년 

1월 14일 도서 법이 수정(개정)되었고, 이후 2012년 12월 3일 수정보충(재개정) 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도서 법의 목 은 “도서 의 조직운 , 출 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 리, 도서

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데 이바지”(제1조)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서 법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 의 운 과 서비스, 사회  역할에 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문화발 에 기여”(제1조)하기 한 목 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 북한도서 법 제2조에서는 도서 을 “출 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

[이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 ”으로, 제3조에서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 자, 

사회 학습의 조직자”로, 그리고 제9조에서는 “인민들의 사상의식 수 과 과학문화 기술수 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요거 ”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도서 의 목 이 사회 학습의 

거  역할은 물론 과학기술의 지식보 과 민(全民) 과학기술의 인재화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민 과학기술의 인재화는 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 지식과 창조  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만드는 사업이다(리숙 , 2016c, 14; 안진송, 2017, 12; 도서 일군 참고자료, 2017(3), 15). 
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발 의 

담당자로 비시키기 한 요한 사업인 것이다(김종선, 이춘근, 2017, 4). 

체 인민을 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인재로, 과학기술발 의 담당자로 키우는 사업은 

문교육기 들과 함께 사회 교육기 들을 통해 실 된다. 북한의 도서 법 제2조에서 언 된 

사회교육의 거 으로서 북한의 도서 들은 민 과학기술의 인재화를 실 하는 사업에서 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과학기술의 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북한의 1999년 도서 법(이하 구법)과 2012년 개정된 도서 법(이하 신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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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 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목 은 북한의 신법이 

구법과 비교하여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 악할 수 있는 도서 계의 

변화와 특징은 무엇인지 신․구조문 비표 방식을 통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분석된 연구 결과를 

토 로 북한 도서 계의 황과 심 분야에 해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남북 도서  간 

교류 력과 논의의 석을 다져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북한의 도서 법과 련된 연구에는 남한의 송승섭(2005), 김성욱(2010a; 2010b), 차 선(2017), 

그리고 북한의 리숙 (2016a; 2016b) 등의 연구가 있다.

송승섭(2005)은 1999년에 수정된 북한의 도서 법을 조문별로 분석하고, 남한의 도서 법과 비교

한 바 있다. 남한과 북한의 도서 법에서의 차이 은 남한에서는 종별 도서 의 설립․운 에 

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도서  운 의 기본 요소인 자료수집과 리, 이용 사, 국가의 

지원체계에 해 세부 으로 다루고 있다는 을 들고 있다. 

김성욱(2010a; 2010b)은 남북한 도서 법의 차이 으로 이념  지향성에 있어서의 근본  차이를 

들고 있다. 북한의 국가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범  내에서 도서 이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근 범 , 출 물 수집 상, 출 물 출에 있어서의 제한조치, 그리고 반행 에 한 제재

방법을 남북한 도서 법의 주요 차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 선(2017)은 김책공업종합 학 도서 , 김일성종합 학 자도서 , 인민 학습당 자도

서 , 지방 자도서  등 주요 자도서  황을 하면서 그 법  지 인 도서 법도 함께 

논하고 있다. 북한도서 의 목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헌법, 출 법, 행정처벌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리숙 (2016a; 2016b)은 도서 일군 참고자료에서 2012년 수정보충(재개정)된 북한의 

도서 법 제4장(장서의 보존 리)과 제5장(도서 사)의 역을 각 조문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도서 의 운 방식을 실제로 알 수 있는 매우 소 한 이다.

본 연구는 남한의 송승섭, 김성욱, 차 선의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구법(1999)의 조문들은 모두 

제외하고 신법(2012)에서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만을 분석하 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 

리숙 의 연구를 포함한 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북한도서 의 변화 양상과 특징들을 고찰해보았

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들과는 차이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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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의 북한도서 법, 북한의 도서 운 방법연구소가 발간한 도서

일군 참고자료, 그리고 북한도서 법에 등장하는 용어 등이 분석되었다. 이들에 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신(2012)․구(1999) 도서 법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한도서 법의 구법(1999)과 신법(2012)을 신․구조문 비표 방식으로 해당 

조문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 다. 1999년 구법과 동일한 2012년 조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 고,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만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시사 을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북한법령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의 에 의하면, 북한은 도서 법 외에 도서 법 시행세칙도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도서 법을 철 히 철[ 수]하기 하여 작성된 도서  시행세칙에는 법 조항별로 수하여

야 할 규정과 세칙들이 구체화 되었다. 한 장군님[김정일]께서 발 하는 실에 맞게 도서

법과 시행세칙을 계속 수정 완성해 나가도록 하심으로써 도서  사업은 법 으로 튼튼히 안반침

[뒷받침]되게 되 다”(정은심, 2017, 3). 그러나 아쉽게도 도서 법 시행세칙은 해당 문건 확보가 

불가능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2. 도서 일군 참고자료의 련 내용 분석

북한 도서 의 황과 운 방식을 살펴보기 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CD-ROM 형태로 소장

하고 있는 도서 일군 참고자료 2016년 1~4호, 2017년 1~4호를 북한의 도서 법과 병행하여 

살펴보았다. 도서 일군 참고자료는 평양시 평천구역의 도서 운 방법연구소에서 계간으로 

1년에 4번 간행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분만 존재한다. 도서 운 방법연구소는 

1982년 창립되었고 “도서 사업에서 제기되는 리론[이론] 실천  문제들과 국의 도서 운  과정

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해 설립된 기 이다(정은심, 2017, 4). 

3. 북한도서 법 등장 용어의 분석

북한의 도서 법에 등장하고, 남한의 연구자들에게는 생소한 도서  련 북한 용어들에 하여 

도서 일군 참고자료 2016년 1~4호, 2017년 1~4호, 표 국어사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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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언어비교 사이트 등을 참고하 다. 국립국어원의 표 국어사 은 북한어에 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고,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 사이트에는 1,000여 개 이상의 북한말에 응하는 남한말을 

제공해주고 있다. 

Ⅳ. 북한 신․구 도서 법 비교 분석

1. 북한 신․구 도서 법의 구성

1999년에 개정된 북한도서 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된 반면, 2012년에 개정된 북한도서 법은 

제2장(도서 의 조직운 )이 신설되고, 일부 장의 용어가 변경되어 총 6장 58조로 개편되었다. 

제1장(도서 법의 기본, 제1조~제8조)은 도서 법의 사명, 용어의 정의, 도서 의 조직운 , 출 물 

수집, 장서보존 리, 도서  사, 도서 분야의 교류와 력 등 도서 법의 개 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도서 의 조직운 , 제9조~제16조)은 2012년 신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장으로 도서  

조직운 의 기본, 도서 의 설립  등록, 도서 일군(직원), 자도서 의 운 , 도서 운 의 

개선 등 도서  운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출 물의 수집, 제17조~제24조)은 출 물 수집의 기본, 출 물 수집계획의 작성과 실행, 

출 물의 수집 방법과 상호교환, 자출 물의 수집, 목록자료기지(DB) 구축으로 되어 있다.

제4장(장서의 보존 리, 제25조~34조)은 출 물의 보존, 보 , 소독, 제 , 실사, 화재사고의 

방지, 그리고 컴퓨터망 사기실의 출입 등 장서 리와 련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도서 사, 제35조~제51조)은 도서  이용 반에 한 편의보장, 개 일, 이용방법, 열람, 

출, 반납, 통신 출, 이동문고, 상호 차, 출 물의 소개, 과학기술의 보 , 원격강의, 결심채택

(의사결정) 지원, 자인증 리 사, 사요  등 각종 도서  서비스에 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도서 사업에 한 지도통제, 제52조~제58조)은 도서  사업의 지도, 도서

부문의 과학연구사업, 도서 사업의 조건 보장, 감독통제, 손해배상, 이용 지, 이용에 한 행정 , 

형사  책임 등으로 도서  사업 체계와 책임 련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북한도서 법 등장 용어의 의미

∙결심채택지원: 의사결정 지원

∙과학기술자료통보: “새로운 과학기술정보들을 제때에 수집하고 분석 연구하여 과학자, 기술

자들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주동 으로 신속히 알려주는 사업”(백석,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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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격제정국: 국정 가격 등을 정해 북한 내 물가를 통제하여, 경제 흐름을 반 으로 

리하는 기구(김두환, 2011)

∙도서 일군: 도서 에서 근무하는 직원 체를 말하여 “지 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들을 지칭. 도서 일군의 자격은 “고등교육을 받은 상으로서 정해진 기 에 

도달한 자”이다(북한도서 법 제12조). 북한은 사서 수제와 별도로 공이 많은 사서에게 

공훈사서나 인민사서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훈 사서는 인민 학습당과 같은 도서

에서 15년 이상 계속해서 업 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민사서는 그 기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

들에게 칭호를 다(KBS World, 2021)

∙ 사기실: 산실의 서버(server) 룸(room) 

∙실사: “ 물과 장서 등록 장을 조 확인”하는 일(리숙 , 2016a, 25). 남한의 장서 검

∙자료기지: 데이터베이스(database) 

∙ 자인증: “콤퓨터망이나 자거래체계에 가입한 자의 신분, 자거래의 정확성 같은 것을 

자 으로 확인”하는 일(북한의 ｢ 자인증법｣ 제2조)

∙제 : “도서 장서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책을 없애는 것”(ꡔ도서 일군 참고자료, 2016(2), 48)
∙콤퓨터망: “콤퓨터 호상간 는 콤퓨터와 통신선로, 말단장치, 콤퓨터망보안시설, 운 로그람 

같은 것”(북한의 ｢콤퓨터망 리법｣ 제2조)

∙콤퓨터망 사기실: 컴퓨터망 + 사기실

∙호상 출: “자기 도서 에 없는 책을 요구하는 독자에게 다른 도서 의 책을 빌려다 보여주기 

하여 매개도서 이 서로서로 력하는 것”(ꡔ도서 일군 참고자료, 2017(3), 8-9)

3. 북한도서 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장 도서 법의 기본(1조~8조)

제1장 도서 법의 기본은 도서  본연의 조직운 에 한 부분을 신설하고, 서고 리를 장서의 보존

리로, 도서 리용을 도서 사로 용어를 수정하 다. 한, ‘도서 ’과 ‘출 물’에 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 다. 구법과 비교하여 제1조가 수정되었고 제2조(정의)는 신설되었다.

제1조(도서 법의 사명)는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도서 의 핵심 기능으로 사회 학습의 거 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재강국화, 민

과학기술인재화 실 을 해 북한의 도서 은 요한 치를 차지하며, 도서 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과학기술지식의 습득을 한 사회 학습의 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는 도서 을 “출 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 ”으로, 출 물을 “도서 에서 취 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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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는 자도서 을 도서 에, 자출 물을 출 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은 2000년  들어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제에 기 한 경제재건을 내세우며 새로운 과학

기술을 국 으로 보 하고  인민이 학습할 수 있는 자도서 을 확 하고 있다(정창 , 2020). 

이와 같은 동향에 발맞추어 자도서 과 자출 물이 도서 법의 정의에 포함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도서 법 주요 용어의 변경이 주된 특징이다. 제2조 정의를 신설하면서 도서   

출 물의 정의와 범 를 명시하여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의 이해도를 높 다(<표 1> 참조).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법은 출 물의 

수집과 서고 리, 도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1조(도서 법의 사명) [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법은 도서 의 조직운 , 출 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 리, 도서 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

-

제2조(정의) [신설] 

1. 도서 이란 출 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교육기 이다. 도서 에는 자도서 도 속한다.

2. 출 물이란 도서 에서 취 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 것을 말한다. 출 물에는 

자출 물도 속한다.

<표 1> 북한도서 법 제1장(도서 법의 기본) 신구 비표

나. 제2장 도서 의 조직운 (제9조~제16조)

제2장 도서 의 조직운 은 신법에서 신설된 장이며 특히 도서 에서 근무하는 직원 련 조문이 

강화되었다. 제2장에서는 도서 의 직원 양성과 재교육을 한 법령 신설을 통해 사서의 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자도서 의 운 과 디지털참고 사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9조(도서 조직운 의 기본요구)는 도서 이 “인민들의 사상의식수 과 과학문화기술수 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요거 ”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제10조(도서 의 설립)는 기 , 기업소, 단체가 도서 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도서 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도서 의 등록)는 “ 앙도서 지도기 이 도서 을 류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 은 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도기 은 

“당 혹은 사회단체, 사업기 ”을 가리킨다(차 선, 2017, 13).

1999년 개정된 구법의 제6조 도서 일군에 한 조문은 신법에서 제12조(도서 일군의 구분과 

자격), 제13조(도서 문가의 양성), 제14조(도서 일군에 한 재교육) 세 개의 조문으로 확

되었다. 도서 일군의 양성과 재교육을 조문에 명시하여 직원의 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2조(도서 일군의 구분과 자격)는 도서 일군에는 “그 지 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이들을 

지도하는 일군”들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고 정해진 기 에 도달한 자”만이 도서 일군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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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3조(도서 문가의 양성)는 “ 앙교육지도기 과 해당 기 은 도서  부문의 기술자, 문가 

양성을 한 교육체계를 세울” 것을 언 하며 문 도서 일군을 배양할 것을 강조한다. 

제14조(도서 일군에 한 재교육)에서는 “도서 일군은 정기 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앙도서 지도기 과 지방인민 원회는 도서 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한 재교육 체계를 세워 

교육을 정상 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는 도서 일군이 된 후에도 지속 인 도서  련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아서 문 사서로 도서  운 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리애순(2016, 45)은 “나무는 10년 키우고 사람은 일생 키운다”는 격언과 함께 도서 일군이 갖추

어야 할 자질과 기본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높은 문화  지식과 지식갱신 능력, 

문헌의 선별 능력과 여러 과목에 한 기  리론 지식, 문헌을 가공하고 재창조하는 능력, 둘째, 콤퓨터

의 핵심인 다매체기술, 망정보기술, 문자처리 조작 능력, 셋째, 일정한 외국어 읽기 능력과 일반 인 

번역수 , 넷째, 소박하고 청렴결백, 헌신 인 복무 정신과 사의식이다. 북한은 문헌개발 인재를 양

성하기 해서 공 기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공분야에 한 지속 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5조( 자도서 , 자도서실의 운 )는 자도서  련 신설 조문으로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 , 콤퓨터망 정보 사, 콤퓨터망 보안”과 련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콤퓨터망 정보 사는 

온라인 실시간 문답 사, 자우편 사, 망상 열람, 정보의 내리 재(다운로드) 사, 자동 자료기지 

만들기, 검색 사 등을 포함한다. 망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사를 제공하기 해서는 4명 이상의 

직원이 교 로 사하며, 5건 이하의 원문다운로드는 무료로 서비스 한다(최 희, 2016, 42).

제16조(도서 운 의 개선)는 도서 이 “사회교육 발 의 요구에 맞게 도서  운 을 규격화, 

표 화하며”, “도서  사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의 정상운 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은 도서 의 설립  등록과 자도서  운 , 도서 일군의 문 양성에 한 조문으로 

모두 신설된 8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 의 문헌 수집, 보존, 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 

가장 필요한 도서  자체와 인력에 해 강조하여 규범화한 것이 특징이다(<표 2> 참조).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9조(도서 조직운 의 기본요구) [신설]

도서 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 과 과학문화기술수 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요거 이다. 앙도

서 지도기 과 해당 기 은 사회교육의 목 에 맞게 여러 가지 도서 을 내오고 그 운 을 과학 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서 의 설립) [신설]

앙도서 지도기 과 지방인민 원회, 해당 기 은 지역의 문화발 수 , 장서보 능력, 도서 리용

자수, 정보통신조건을 고려하여 도서 을 합리 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기 , 기업소, 단체는 도서 을 

내오려 할 경우 도서 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 북한도서 법 제2장(도서 의 조직운 ) 신구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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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장 출 물의 수집(제17조~제24조)

제3장 출 물의 수집은 출 물의 수집체계와 자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다. 신법의 조문 부분은 

구법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책임기 이나 수집 등의 행 에 한 허가기 을 추가하 고, 자료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인쇄출 물 외 축소필림, 록음물, 록화물 등에 한 내용(제16조)은 삭제되고, 

자출 물에 한 수집(제22조) 조문은 신설되었다.

남한은 출 된 책을 국립 앙도서 과 국회도서 에 납본하지만, 북한은 납본을 인민 학습당이 

아닌 ‘국가서 ’이 따로 맡는다. 1948년 ‘국가서고’로 출범한 ‘국가서 ’은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책 같은 모든 출 물을 수집해서 구 보존하는 ‘보존도서 ’의 역할을 수행한다(백창민, 2019).

제19조(출 물수집계획의 실행)는 도서 의 출 물 보 기 , 해당 기 과 연계 력을 명시하고 

있다. “출 물보 기 은 도서 에 보장하게 된 출 물을 우선 으로 배포”해야 하는 출 물보

기 의 의무를 갖는다. 

제21조(출 물의 호상교환)는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기 의 승인을 받은 후, 국내 도서  간 

는 해외 도서 과 출 물을 교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2조( 자출 물 수집)는 자출 물의 수집을 “콤퓨터망 는 해당 기 ,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하며, “다른 나라의 출 물은 인터네트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3조(출 물의 등록)는 출 물의 내용, 성격, 형태 등에 따라 출 물등록 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출 물의 재등록”은 상 기 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11조(도서 의 등록) [신설]

앙도서 지도기 은 도서 을 그 류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 은 

운 할수 없다.

제6조

도서 일군은 새로운 과학

과 기술의 보 자, 사회학

습의 조직자이다. 국가는 

도서 일군 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

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12조(도서 일군의 구분과 자격) [신설]

도서 일군에는 그 지 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도서 일군은 고등교육을 받은 상으로서 정해진 기 에 도달한자가 될 수 있다.

제13조(도서 문가의 양성) [신설]

앙교육지도기 과 해당 기 은 도서 부문의 기술자, 문가양성을 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도서

일군들을 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서 일군에 한 재교육) [신설]

도서 일군은 정기 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앙도서 지도기 과 지방인민 원회는 도서 일

군의 자질을 높이기 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 한 재교육을 정상 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15조( 자도서 , 자도서실의 운 ) [신설]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 기 , 기업소, 단체는 인 자도서 , 자도서실을 갖추고 콤퓨터망

을 통한 정보 사활동을 극 벌려야 한다. 자도서 , 자도서실운 에서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 , 

콤퓨터망정보 사, 콤퓨터망보안과 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16조(도서 운 의 개선) [신설]

도서 은 사회교육발 의 요구에 맞게 도서 운 을 규격화, 표 화하며 도서 사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보수  개건, 설비 리사업을 짜고들어 도서  정상운 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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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목록자료기지의 구축)는 신설된 조문으로 앙도서 지도기 은 “도서 의 목록자료

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출 물의 수집에서는 출 물 수집계획의 작성과 실행, 자출 물을 포함한 출 물의 

수집, 목록 DB의 구축, 그리고 납본, 수매(구입), 공유, 기증, 복사 등을 통한 출 물의 수집 방법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표 3> 참조).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제11조 도서 은 출 물보 기 과 주문 약을 바로

하고 도서, 신문, 잡지 같은 출 물을 제때에 수집하여

야 한다. 요하거나 가치있는 출 물은 먼  수집하

여야 한다.

제19조(출 물수집계획의 실행) [수정  신설]

도서 은 출 물보 기 을 비롯한 해당 기 과 련계를 강화하여 계획에 

반 된 출 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수정]

출 물보 기 은 도서 에 보장하게 된 출 물을 우선 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 출 물수집은 다른 나라와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 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출 물의 호상교환) [수정]

출 물수집은 우리나라 는 다른나라 도서 들사이의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 기 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도서 은 열람, 출자의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축소필림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도 수집하

여야 한다. [삭제]

제22조( 자출 물의 수집) [신설]

자출 물은 콤퓨터망 는 해당 기 ,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한다. 

다른나라의 출 물은 인터네트를 통하여 수집할수 있다.

제14조 도서 은 수집한 출 물의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출 물등록 장을 만들고 수집한 출

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출 물의 등록) [일부 신설]

도서 은 수집한 출 물을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출 물등록 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출 물의 재등록은 상 기 의 승인 에서만 할수 있다. [신설]

제15조 등록한 출 물은 정해진 분류표와 자모순

기호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삭제]

제24조(목록자료기지의 구축) [신설]

도서 은 장서에 한 목록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앙도서 지도기

은 도서 의 목록자료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표 3> 북한도서 법 제3장(출 물의 수집) 신구 비표

라. 제4장 장서의 보존 리(제25조~제34조)

제4장 장서의 보존 리는 1999년 ‘서고 리’에서 2012년 ‘장서의 보존 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신법에서는 출 물의 보존과 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출 물의 승(傳乘)에 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장서 보존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자출 물  컴퓨터와 련된 설비․보안, 

제  출 물의 처리방법,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반 하고 있으며, 장서를 국가 지 재부로 

표 함으로써 이에 한 보존과 폐기를 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26조(출 물의 보존)는 신설된 조문이며 도서 은 “출 물 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 재부를 후손만 에 해갈 수 있게” 출 물의 승을 한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리숙 은 출 물의 보존을 해 다음의 사안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 은 자자료의 

보존에 필요한 CD 쓰기장치와 쏘 트웨어들을 구비하고 2  보 원칙에 따라 모든 자자료들을 

보존”하여야 하며, “2  보 은 반드시 CD 매체에 하여야 한다. 보 용 매체들이 자기마당[자기장]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의 변화와 특징 분석

- 127 -

의 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30℃ 이하의 온도와 45%~55%의 상 습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사기실은 무인조종을 받아들여 최 한 무인상태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 원격 감시카

메라와 화재경보 장치들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조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기실

[서버룸]은 섭씨 15℃~30℃의 온도와 25%~60%의 상 습도를 보장”하여야 하며, “ 사기실에는 

리자 외에 그 구도 들어갈 수 없다”(리숙 , 2016a, 21). 

제27조(출 물의 보 )는 출 물의 종류, 형태, 내용, 성격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렬(배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로작(勞作, 노동 계 의 명 이론 

발 에 의의를 가지는 고  서), 백두산 세 인들의 상을 모신 출 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배려(기증)해  출 물, 비공개도서와 자료, 구보존을 한 장서는 따로 조직하여야 

한다. 인쇄출 물은 과학부문별, 어문별로 장서를 조직하여야 하며, 축소 필림, 카세트, 자매체

들은 인쇄출 물과 구분하여 장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장서 배열은 장서 조직에 따라 사와 

리에 편리하게 분류순, 자모순, 등록순, 년 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로 결합하여 배렬할 수도 

있다”(리숙 , 2016a, 22).

“도서 은 자자료 기지 리 체계를 구축하고 콤퓨터망에 한 불법침입과 콤퓨터 비루스 

를 막기 한 책을 세워야 한다.” “ 사기[서버]는 자문헌 생산용과 보 용, 사용으로 나 어 

리할 수 있다. 사기에 당의 사상과 노선에 어 나는 자료들이 재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자료

검열 책”과 “비공개 자자료에 한 보안체계를 세워야 한다.” “도서 은 콤퓨터 비루스 검사 

책임자를 정하고 매주 설비 검의 날을 리용하여 비루스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 사기에 

자자료를 재[업로드]할 때에는 자자료의 보안상태와 비루스 감염상태를 반드시 검열”하여

야 한다(리숙 , 2016a, 22). 

제32조(출 물의 제 )는 출 물의 제 에 한 조문이다. 이용 가치가 없는 발행된 지 오랜 

도서, “종당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도서와 자매체,” “재 된 도서에 한 [前版]도서,” “잃어

버린 도서와 자자료,” “심히 손되 거나 못쓰게 된 도서와 자매체,” “해당기 의 지시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없애게 된 출 물,” “다른 출 물과 교환하 거나 다른 기 에 넘겨  출 물,” 

“보 기한이 지난 신문과 잡지(자연과학 부문의 신문 잡지는 제외)” 등은 제 할 수 있다. “도서에 

한해서 도[道]도서 은 종당 2부, 시, 군도서 은 종당 1부씩 종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 의 지시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없애게 된 출 물들은 종본을 남기지 말고 지시된 로 

하여야 한다”(리숙 , 2016a, 24). 

제34조(서고, 콤퓨터망 사기실의 출입)는 서고  산실의 출입 질서에 한 조문이다. 서고와 

사기실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있으며, 사기실에 출입하고자 하면 “사 에 ‘ 사기실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 통지를 받은 다음 출입하고, “출입하는 상에 해 ‘ 사기실 출입 장’에 

그 정형[情形, 상황, 사정의 형편]을 기입해야 한다”(리숙 , 2016a, 25). 컴퓨터망 사기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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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서버 룸)의 보존과 보안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제4장 장서의 보존 리는 출 물의 승과 이용을 한 보 조건, 수복(고쳐서 본 모습과 같게 함), 

제 , 실사, 검, 컴퓨터망 사기실의 출입질서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자료의 보존과 

사기실에 한 보안과 련된 조문이 제시되고 있다(<표 4> 참조).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26조(출 물의 보존) [신설]

도서 은 출 물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 재부를 후손만 에 해갈수 

있게 출 물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출 물은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서고에 보

한다. 축소필림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

료는 기술 요구에 맞게 보 한다.

제27조(출 물의 보 ) [수정  신설]

도서 은 출 물의 종류와 형태, 내용, 성격 같은 것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렬하여야 한다. [수정]

자출 물은 자료 장고 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요구에 맞게 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콤퓨터망에 한 불법침입과 콤퓨터비루스 를 엄격히 막으며 자출 물에 

한 2  보 체계를 세워야 한다. [신설]

제23조 쓸모가 없는 출 물은 제 한다. 

출 물의 제 은 해당 기 의 승인 에 

한다.

제32조(출 물의 제 ) [수정  신설]

쓸모가 없는 출 물은 제 한다. 

도서 은 출 물의 제 상을 바로 정하고 해당 기 의 승인을 받아 제때에 제 하여야 

한다. [신설]

제 된 출 물은 앙도서 지도기 과 해당 기 이 정한데 따라 처리한다. [수정]

제24조 도서 은 서고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에 출입할 수 

없다.

제34조(서고, 콤퓨터망 사기실의 출입) [수정]

도서 은 서고와 콤퓨터망 사기실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와 

콤퓨터망 사기실에 출입할 수 없다.

<표 4> 북한도서 법 제4장(장서의 보존 리) 신구 비표

마. 제5장 도서 사(제35조~51조)

제5장 도서 사는 1999년 ‘도서 리용’에서 2012년 ‘도서 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새롭게 

신설된 제47조~제50조 외 다른 조문은 일부 문구 수정 정도로 구법과 거의 유사하다. 

제47조(원격강의)는 새롭게 신설된 조문으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원격 교육을 강조한다. “원

격강의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자료기지로 보 하 다가 수요에 따라 사”할 수도 있다. 

“원격강의 신청과 수는 콤퓨터망을 통하여 진행한다. 강의는 어떤 주제 분야에 하여 보통 

한 강의로 진행하며 집  강습은 일정한 과학기술 분야에 하여 일정한 기간 진행”한다. 북한의 

도서 은 “김일성종합 학, 인민 학습당, 과학기술 당, 김책공업종합 학 등 원격 강의를 진행하는 

단 들과 의 에 원격강의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리숙 , 2016b, 11). 

한편, 북한은 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에서 ‘원격교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 231). 

제48조(번역, 결심채택지원, 과학기술 장 사, 과학기술토론회)는 신설된 조문이다. 북한의 

도서 은 타국의 문헌정보를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번역은 도서 의 비된 일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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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서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아는 다른 기  사람들에게 탁”해서 할 수도 있다. “문헌

정보를 탁 번역하 을 때에는 정한데 따라 해당한 값[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도서 에서 

독자에게 번역자료를 복사해주는 경우에는 독자가 정해진 요 을 내야”하며, 요 은 “국가가격제

정국과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리숙 , 2016b, 11). 북한의 도서 은 과학기술 일군들과 지도 

일군들의 결심채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보조사 활동을 제공하며, 장 정보 사도 제

공하는데 이는 “도서 일군들이 문헌정보 자료들을 가지고 장에 나가 직  진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리숙 , 2016b, 12).

제49조( 자인증 리 사)는 자인증 사에 한 신설 조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자인증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인증이란 “콤퓨터망이나 자거래체계에 가입한자의 신분, 

자거래의 정확성 같은 것을 자 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임받은 일부 도서 은 임받은 

범  안에서 자인증 사를 리할 수 있다. 자인증은 ‘국가콤퓨터망가입자인증의뢰기’ 어 리

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강진규, 2017). 

제50조( 사료 )는 도서  출 사에 따라 사료 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  홈페

이지를 통해 컴퓨터 망을 통하여 개별도서 이 구축한 자료, 즉 자체로 구축한 각종 자료기지, 자체로 

번역 출 한 출 물, 자체로 작성한 정보조사연구자료 등의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유료로 사하며, 

자료를 내리 재(다운로드)할 때는 자료량(바이트 수)에 따라 요 을 받는다(리숙 , 2016, 12). 

제5장 도서 사에서는 도서  이용과 련하여 열람, 출, 반납, 독후활동, 홍보, 이용자의 학습, 

번역, 과학기술 련 각종 서비스, 망 활용을 한 자인증 리 사에 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요 , 건물  시설물 리에 해 제시하고 있다(<표 5> 참조).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47조(원격강의) [신설]

도서 은 상  음성 송을 방향으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 리용

자에게 원격강의를 할수 있다.

-

제48조(번역, 결심채택지원, 과학기술 장 사, 과학기술토론회) [신설]

도서 은 다른 나라 출 물에 한 번역 사, 경제와 과학기술발 을 한 결심채택지원 사, 과학기술 장

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 가지 사활동을 극 벌려야 한다.

-

제49조( 자인증 리 사) [신설]

해당 도서 은 앙 자인증지도기 의 승인을 받아 할지역의 기 , 기업소, 단체와 개별 공민에 한 

자인증 사를 리할수 있다. 자인증 사를 임받은 도서 은 임받은 범 안에서 자인증 사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 사료 ) [신설]

도서 은 도서 리용자의 신청에 따라 출 물의 출 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사료 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 과학연구부문의 도서 에서는 출 물의 출 사료 을 받지 않는다. 사료 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 이 한다.

<표 5> 북한도서 법 제5장(도서 사) 신구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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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6장 도서 사업에 따른 지도통제(제52조~제58조)

신법(2012) 제6장 도서 사업에 따른 지도통제는 구법(1999) 제5장에 해당되며 도서 사업에 

한 반 인 운 과 감시에 해 설명하고 있다.

제54조(도서 부문의 과학연구사업)는 “해당 교육기 과 과학연구기 은 도서 운 을 화, 

과학화하기 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극 받아들여야”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도서 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문가를 망성 있게 양성”해야한다는 구법 조문은 

신법 제2장 제13조에 명시되면서 삭제되었다.

제55조(도서 사업조건보장)는 도서 부문에 필요한 노력, 설비, 비품, 자 을 원만히 보장해 

주는 기 으로 “국가계획기 과 로동행정기 , 력공 기 , 체신기 , 재정은행기 ”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구법에는 없었던 력공 기 , 체신기 이 신법 조문에 추가되었다. 북한의 도서 에서는 

기공  문제가 아직도 요한 해결 문제이고, 공민의 요구에 따른 통신 출 서비스(법 제40조)도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6장은 국가의 도서 사업 운  체계와 조건을 명시하며, 법 시 손해보상과 행정  는 형사  

책임을 무는 법  제재를 강조한다. 구법의 도서  일군에 한 조문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도서  

업무의 진행과 련된 기 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표 6> 참조).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제41조 해당 교육기 과 과학연구기 은 도서 운 을 화, 

과학화하기 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

를 극 받아들이며 도서 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문가를 망

성 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54조(도서 부문의 과학연구사업) [일부 삭제]

해당 교육기 과 과학연구기 은 도서 운 을 화, 과학화하

기 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 국가계획기 과 로동행정기 , 재정은행기 , 해당 기

은 도서  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비품, 자재, 자 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도서 사업조건보장) [수정]

국가계획기 과 로동행정기 , 력공 기 , 체신기 , 재정은

행기 , 해당 기 은 도서 부문에 필요한 로력, 력, 설비, 비품, 

자재, 자 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표 6> 북한도서 법 제6장(도서 사업에 한 지도통제) 신구 비표

신법(2012)의 주요 특징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도서 법의 기본은 도서  기능과 련된 용어를 변경하고, 도서 과 출 물을 정의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 다.

제2장 도서 의 조직운 은 신설된 장으로 도서 의 설립과 등록, 자도서 의 운 , 도서 일군의 

양성과 문성 강화를 조문화하 다.

제3장 출 물의 수집은 출 물의 수집체계와 등록, 자료조직과 련된 조문으로 부분의 조문은 

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축소필름, 녹음물 등의 조문은 삭제되고, 

자출 물의 수집 련 조문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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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서의 보존 리는 출 물의 승(傳乘)에 한 의미를 강화하고, 자출 물과 련된 

설비  보안, 제  출 물의 처리방법, 보존과 폐기와 련된 조문을 신설 는 수정하 다.

제5장 도서 사는 도서  서비스와 련된 조문으로 북한 도서 의 가장 큰 기능인 학습과 

련한 원격강의, 결심채택(의사결정) 지원, 과학기술 장 사, 과학기술토론회 등의 과학기술

련 서비스, 망 환경에서의 자인증 리 사, 사료 의 부과 등의 조문을 신설하 다.

제6장 도서 사업에 따른 지도통제는 도서 사업의 운  체계와 조건, 법  제재를 명시하 다. 

도서  업무의 보장을 한 련기 으로 력공 기 , 체신기  등의 기 이 추가되었다.

Ⅴ. 결론  제언

북한의 도서 법은 1998년 처음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1999년에 개정되었으며, 2012년에 재개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서 은 사회 학습의 거 이고, 사회 학습의 조직자 역할을 한다. 북한도서 법 

제3조는 도서 이 사회 학습의 조직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도서 사를 잘하는 

것은 “사회 학습의 기풍”을 세우기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도서 사가 

“도서  리용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요한 사업”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도서 은 민 과학기술 인재화, 인재 강국화에 을 두고 있다. 북한도서 법 

제9조는 도서 이 인민들의 사상의식 수 과 과학기술 수 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요 거 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 과학기술의 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최신 과학지식과 기술기능에 정통

하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는 명인재로 키우기 한 사업인 것이다. 북한도서 의 목 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과학기술의 인재로 키워 근로자들의 완  평등을 실 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도서 은 과학기술 보 기지의 거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도서 법 제3조는 

도서 이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 자임을 밝히고 있고, 제46조는 과학기술자료통보, 새기술통

보교육, 과학리론강의, 과학강연 등의 과학기술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지역의 거  도서 을 통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서 법 제47조는 

도서 이 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  이용자에게 원격강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많은 도서 은 과학기술 통보강의와 외국어 강습 등을 원격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도서 은 과학기술 장 사, 문답 사, 과제 사, 자문 사 등 다양한 도서 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제48조에서는 “번역 사, 경제와 과학기술발 을 한 

결심채택 지원 사, 과학기술 장 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 가지 사활동을 극 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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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답 사는 “리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조사해 주며 

리용자의 물음에 해답을 주는 사”(리숙 , 2016b, 10)를 말하고, 과제 사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상으로 과학기술 발 방향과 연구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해결을 한 과학연구사업과 실도입을 

방조[ 조]해주며, 그 수행 결과를 평가해주고 고무해주는 사업”을 의미한다(김명옥, 2016, 33).

여섯째, 북한의 도서 은 도서 일군(직원)의 양성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법 제12조에서는 

도서 일군의 범 와 상을, 제13조에서는 도서 문가의 양성을, 제14조에서는 도서 일군에 

한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 일군의 문성 강화는 도서 의 기능을 증 하여 민 과학

기술 인재화를 한 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수자(디지털) 참고자문

사를 수행하는 일군이 갖춰야 할 자질은 “정보학을 비롯한 기 지식, 도서  규정과 업무, 각종 

검색도구 사용방법에 정통하고, 2차, 3차 문헌 작성, 학과 범주의 자문 문제에 한 리해능력” 

등이다(태수미, 2017, 45).

일곱째, 북한의 도서  역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도서  분야의 교류 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도서 법 제8조(도서 분야의 교류와 조)에서는 국가가 도서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조를 발 ”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 회와 조선도서

회가 력체를 구성하여 교류 력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012년 북한도서 법의 분석이 제시하는 남북도서  간 교류 력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서 은 다양한 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심 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도서 법은 인 자도서 , 자도서실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 사활동을 극 

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재 제공하는 과학기술 장서비스(임베디드 서비스), 문답

사(참고정보서비스), 수자자문 사(디지털 참고서비스, 력 디지털 참고서비스), 새 책 소개

(북큐 이션), 개성화정보 사(이용자 심의 능동  정보서비스), 과제 사(과제 발굴  분석 

서비스) 등과 련하여 향후 정보서비스 분야의 도서  사서 는 문헌정보학자 간 토론이 가능하다. 

둘째, 북한도서 은 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목표로 사회  학습을 강조하며, 지역의 거  도서

을 통해 원격교육을 조직  실시하고 있다. 원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교육용 콘텐츠의 

확인과 동 상을 포함한 각 분야별 콘텐츠의 조사 발굴을 통해 교류 력의 돌 구를 마련할 수 

있다. 과거 EBS에서 1997년 제작한 ‘시베리아, 잃어버린 야생동물을 찾아서’가 ‘러시아 원동지방에 

사는 조선범’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조선 앙TV를 통해 방 된 바 있다(조 성 외, 2021, 299). 

EBS의 수학교육, 과학교육 콘텐츠의 활용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문헌정보학  지식을 갖추고, 컴퓨터 련 기술, 외국어 능력, 제2, 제3의 공 

지식을 겸비한 도서  일군들의 재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와 련하여 남한도서 은 북한에 자

도서  시스템 구축, 운 지원 랫폼 리 노하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 의 공간 변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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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시설  기기, 리  활용, 공간별 로그램 등)에 따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해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력 체제 구축에 한 논의도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도서 에 한 체계 인 연구와 남한 내 북한도서  련 문 인력의 양성이 

시 하다. 북한도서 의 실과 북한도서 이 심을 가지는 분야에 정통한 문 인력이 있어야 

남북한 도서  간 교류 력을 비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국립 앙도서 은 남한의 도서

법 제19조 “도서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 에 한 지도․지원  력”에 따라 국 

도서 의 사서를 상으로 단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도서  련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도서 련 문 인력이 지속 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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