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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고문헌자료 약 55만권을 비롯하여 약 300만권을 
소장한 국내 최대의 대학도서관이다. 특히 고문헌자료실의 경우 다른 기관들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현재 국
내외 학자들의 학술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의 핵심 중 하나로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이관 받은 자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의 유산을 상당부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경성제대와의 단절을 표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가 해
방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역사 역시 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의 역사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성제대가 경성대
학에서 서울대학교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장서 대부
분이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소장 도서로 구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학문발전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가 끼친 영향으로 보건
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시기의 역사를 전사(前史)로서 정리하는 작업
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지식 생산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제국대학’을 설
립했다. ‘제국대학’은 일본 본국에 개교한 東京帝大, 京都帝大, 北海道帝大, 
九州帝大, 東北帝大, 大阪帝大, 名古屋帝大의 7개 대학과 식민지 조선의 경
성제대 및 대만의 臺北帝大를 가리킨다. 제국대학은 각 지역의 최고학부로서 
지식과 학문을 주도하는 위상과 권위,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은 일본이 식민지에 설립한 최초의 ‘제국대학’으로 일본 제국대학의 형식을 
이식받았고 이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앞서 설립된 제국대학 도
서관들의 조직, 운영, 관리 제도를 바탕으로 설립, 운영됨과 동시에 제국대학 
도서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일본의 제국대학 부속도서관 협의회의 일원으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교환을 하면서 ‘제국대학 도서관’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다른 
제국대학 도서관과 관계를 통하여 관리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다른 제국대학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관계는 해방 후 크게 변화를 겪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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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연속과 단절의 측면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경성대학 부속도서관이 지녔던 네트
워크 속의 도서관 위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일제하 조선 최대의 도서관으로 당대 지식과 
정보의 수집과 축적, 관리와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지
식과 정보의 수집, 교류 과정에 주목하면 외부 도서관과의 관계 즉 ‘도서관 
네트워크’ 속에서 ‘독특한’ 위상을 쌓아갔던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일본제국 내에서 다른 제국대학 부속
도서관과 횡적으로 연계되어 그 일익을 담당하였고 조선 내 도서관들의 정
점에 서서 지식 유통의 중추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도서관들은 회의기구를 결성하여 조선 내 도서관 업무를 
관리했다. 1926년 시작된 경성도서관연구회를 시작으로 1928년에 조선도서
관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조선도서관연구회는 기관지를 발행하며 조선의 도서
관 활동을 선도했는데,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었다. 일본에서 東京帝大 도서관이 일본도서관협회의 전신을 창
설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경성제대 도서관
이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유통에 앞장섰던 도서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었던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도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총독부
도서관이 단체의 활동을 주도하게 되기는 하지만, 경성제대 도서관이 조선의 
도서관 단체의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
라서 식민지 조선 내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한 중추기관으로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위상에 주목하여 그 성격을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은 전 세계에 한두 권밖에 없
는 희귀본 장서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 희귀본 도서는 대부분 경성제국대
학 부속도서관에서 이관된 것들로서 개별 도서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물
론 소장 경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
전국으로서 패전국 독일이 배상금 대신 현물로 지급한 도서를 각 제국대학
을 포함한 학계와 관청에 배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희귀 서양서를 경성제
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소장하게 되었고 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이는 제국의 도서관이자 식민지 조선의 최고
도서관으로서 경성제대가 가졌던 위치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고문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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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장된 ‘자료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제국대학 도서관의 일부로서 
경성제대 도서관의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공식 도서관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대학교 도서관 오십년사』에서는 경성제국대학 시절의 부속도서관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국립중앙도서관사』가 1923년 설립된 조선
총독부도서관의 역사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로 끌어안고 있는 점과 구별
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
다. 해방 이후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유산으로 청산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식민지배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그 
부속도서관의 역사 역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학계에서 경성
제대에 주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동화정책상 통치 기구로써의 역
할에 주목한 연구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의 교육학
자 馬越徹가 경성제국대학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한 이후 경성제국대학과 관
련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이 일제하 식민지조선에 세워진 유
일한 대학이면서 동시에 일본제국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제국대학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본고등교육학제의 도입, 교육사적 의미, 일
제 정책과의 관련성, 근대학문의 형성 문제, 경성제국대학 출신 엘리트들의 
사회진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그 부속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는 실
정이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과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
반 이후에야 시작되어 아직 시론적인 수준이지만, 그 중에서 의미있는 연구
성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김태웅의 경성제대 도서관의 규장각도
서 관리에 대한 연구는 동화정책으로서 조선문화 연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규장각 자료가 경성제대에 소장되게 된 경위와 경성제대측의 장서 보관과 
활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정근식의 논문은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법령과 조직, 직원, 장서수집과정과 
열람 대출, 조선 내외 네트워크, 그리고 해방 전후의 운영상황까지 살펴보았
다. 이는 최초의 종합적 연구가 가지는 성과로서, ‘모든 것’을 다루면서 서술
의 개괄성을 노정하였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 수집이 일제 
정책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또는 역으로 경성제국대학의 독자적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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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였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또한 불과 5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도서관보다 많은 장서를 수집하게 하였던 총독부의 의도 
역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대학이 아니라 제국대학의 
부속도서관이라는 특징, 즉 일본 내 최고권위를 가지는 관립대학과 그 부속
도서관을 식민지에 설립한 의도 및 배경, 정책적 효과 등은 여전히 해명되어
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경성제대 도서관 자체의 조직과 운영, 장서 관리에 대한 내부적 
접근과 더불어 다른 도서관과의 관계 즉 도서관 네트워크에 주목한 외부적 
접근을 통해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할, 위상과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
로 목표로 하여 먼저 『京城帝國大學一覽』과 『京城帝國大學學報』에서 도
서관의 조직, 운영, 장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사 정리하고 통계 처리하였
다. 또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에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관련 자료를 조사한 바, 조사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소장 자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函架係, 『和漢書分類統計表』
函架係, 『例規』 
貸出係, 『貸出關係書類 學外之部(一)』 (192?~1945)
貸出係, 『相互貸借關係書類 借受之部』 (1930~1943)
貸出係, 『相互貸借關係書類 借出之部』 (1930~1940)
『藏書記錄訂正』(1933~1935)
『豫科 備付證 西洋書』 (1942) → 속표지는 『圖書備付證 豫科 洋』
『豫科 備付證 화한서』 (1942) → 속표지는 『圖書備付證 豫科 和』. 또한 
1963년 가필된 내용이 있음. (ex. 1963.2.15. 문리대로부터 인수)
『의학부 도서실 비부금』 (1942) → 속표지는 『圖書備付證 醫學部圖書室 
Dissertation』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朝鮮經濟硏究所, 『朝鮮經濟硏究所 藏書目錄』 1930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目錄係 洋書部, 『昭和三年度以降 貴重圖書指定何』
『보관전환 서류철』 (1933-1934) → 속표지는 “대출계, 『昭和8년부터 昭
和19년까지 장서관계서류철』”임. 즉 현재 표지의 연도는 1933-1944의 오
자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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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도 장서관계서류철』
圖書保管係, 『文科協議會照會濟 豫科備付豫定 重複圖書目錄』
『島本文庫函架目錄』
『假分類番號簿』
本館所藏, 『Ernst Zitelmann 舊藏目錄』
本館所藏, 『八本又三 舊藏書目錄(英文學關係)』
本館所藏, 『Oscar Münsterberg 舊藏書目錄(東洋關係)』
本館所藏, 『島本文庫目錄(倫理關係)』 (1927)
『F.Kniep 舊藏書目錄 (小冊子)』 (1927)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和漢書書名目錄』 第1輯(1933)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和漢書書名目錄』 第2輯(1935)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和漢書書名目錄』 第3輯(1936)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和漢書書名目錄』 第4~6輯(1936)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제국대학 관련 법령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가기록원에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100여장의 설계도 이외에 경성제대 
도서관 공사 관련 설계도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帝国大学附属図書館의 틀 속에서 경
성제국대학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東
京帝大, 京都帝大, 北海道帝大, 九州帝大, 東北帝大, 大阪帝大, 名古屋帝大, 
대만의 臺北帝大 등의 대학 도서관에 대해 ‘도서관사’ 및 도서관 연구서를 
조사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議事録’에 대해 알
게 되었다.1)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의 활동과 동 협의회에서 경성제국 
도서관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日本図書館
協会 및 国立大学図書館協会(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의 후신)에 동 의사록의 
소장처를 문의하게 되었고 日本図書館協会에서는 현재 일본 国立大学図書館
協会사무국인 東京大学総合図書館에 소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곧 東京大學 도서관 담당자에게로 연결되어, 현재 東京大學의 총합도서관 館
史資料室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서울대학교 중앙도
서관 상호대차실을 통해 東京大學으로부터 1-16, 18-20차 의사록을 입수
1) 阪田蓉子,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の活動, 『図書館学会年報』33(3), 1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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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의 활동과 동 협의회 내에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경성제국대
학부속도서관 소속 직원들이 주도하여 간행된 조선도서관연구회의 기관지 
『朝鮮之圖書館』를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소장 
『貸出關係書類 學外之部(一)』 (192?~1945), 『相互貸借關係書類 借受之
部』 (1930~1943), 貸出係, 『相互貸借關係書類 借出之部』 (1930~1940)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실재했던 관외 대출의 모든 상황을 
조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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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1)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시작

(1)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5월 칙령 제105호에 의해 설립이 공식 확정되었
다. 이 칙령의 내용은 매우 간략했는데, “경성제국대학에 관해서는 제국대학
령에 의거하며, 이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칙령은 제국 일본이 식민지인 조선에 대학을 설립하기
로 결정했으며, 그 대학의 모델 및 형태는 ‘제국대학’으로 한다는 것을 공식 
천명했다는 점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2) 
  1919년 3.1운동 이후 식민통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식민당국
은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새로운 총독으로 齋藤
実와 정무총감 水野鍊太郎가 조선에 부임한 직후,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대학 설립 계획을 시작하였다. 우선 대학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교육령 전면개정(제2차 조선교육령)에 착수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대학설립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확보한 식
민당국은 1923년 대학예과, 1925년 학부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위한 구
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총독부는 1921년에 <조선총독부 재외 연구
원 규정>을 제정하여 대학 및 대학예과 교수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고, 그 위에 1922년부터는 대학예과 부지확보 및 건물 건설작업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했다. 하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작
업은 1923년 4월부터 이루어졌고, 1923년 12월 예과 본관건물이 완공되었
다.
  예과 건물이 준공되기 조금 전인 1923년 10월, 조선총독부는 대학의 초대 
총장 후보로 東京帝國大學의 服部宇之吉 교수를 내정한 뒤, 그를 중심으로 
1923년 11월 <조선제국대학 창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3) <창설준비위
2) 당시 일본의 대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제국대학이 있다. 제

국대학은 1886년 東京에 처음 설립되었고, 전전(戰前)에 본토에 7개소, 식민지에 2개소
(경성, 臺北)을 합하여 9곳에 설립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1918년 <대학령> 공포 이후 
등장한 사립대학, 관립단과대학, 공과대학이 여기에 속한다.

3) 경성제국대학은 처음 설립을 논의할 단계에서는 ‘조선제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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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1923년 12월 6일 제1회 위원회를 열어 대학관제의 대강을 확정지
었다. 1924년에 들어서면 식민당국은 4월에 예과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서둘렀다. 1월 학무국 내에 <예과개설준비사무소>가 설치되어 학생
선발을 위한 준비 및 예과교수 인선작업이 진행되었고, 3월 18일 예과입학
시험을 실시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을 마친 조선총독부는 예과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1926년에 개학하는 것을 목표로 학부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법령이 확
정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은 실제로는 대학부속기관인 예과만 존재하는 
상태에 불과했다. 그리고 服部宇之助가 대학 총장에 공식 임명되어, 재외연
구를 마친 교수들과 예과를 졸업한 학생들 앞에서 대학개학을 공식 선언했
던 것은 1926년 5월의 일이었다. 마침내 제국대학으로서는 6번째, 식민지에 
설립된 종합대학으로서는 첫번째로 경성제국대학이 탄생한 것이다.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관립대학이면서, 일본제국의 최고학
부인 ‘제국대학’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출발하였다. 제국대학으로서 경성제국
이 가지는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립의 법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선 1918년 12월의 칙령 제388호 <대학령>
과 1919년 2월의 칙령 제12호 <제국대학령>이다.4) 대학령은 일본제국 내 
공립 및 사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 그 제1조에서 “대학은 
국가에 필수적인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그 온오(蘊奧)함을 공구
(攻究)함을 목적으로 하며, 인격의 도야 및 국가사상의 함양에 유의해야 한
다.”고 밝혔다. <대학령>과 함께 1919년 개정된 <제국대학령>에서는 제국
대학이 국가의 시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제국대학령>
에서는 제국대학에서 교수하는 강좌의 종류나 수는 따로 ‘칙령’으로써 정하
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국대학 학부장 및 교수들로 구성된 평의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문부대신의 자문건을 심의하는 기관이었으며 고등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문부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었다. 국가의 교
육정책에 제국대학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음이 법령의 짧은 구절에서도 드러
난다.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1924년 5월 칙령 제105호로 경성제국대학은 제국

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조선제국의 대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반대
가 있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4) 두 법령의 전문은 부록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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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령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근거가 제국대학령에 있음을 밝혔
다. 따라서 경성제대 역시 제국 일본의 지배체제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라는 특성 상, 경성제국대학은 일본 
본국과는 달리 대학을 감독하는 문부대신의 권한을 조선총독이 대신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문부성에 속해 있었던 다른 제국대학과
는 달리 총독부 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경성제대 직원들도 총독부 직속기관
의 직원으로서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기록되었다.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조선총독에 있었고, 대학의 경비 또한 조선총독부의 예산으
로 운영되었다.

(2)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설치

  1924년 예과를 개설하며 경성제국대학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고, 이 때 대
학 소장 도서에 관한 업무 역시 함께 시작되었다. 경성제대 예과의 교무분장
에 따르면, 대학(당시는 예과)의 도서 관련 업무는 도서과에서 담당했다. 예
과 도서과에서는 담당한 사무는 ① 도서의 보존 및 정리에 관한 일, ②도서
인의 관수(管守)에 관한 일, ③ 서고 및 열람실에 관한 일, ④ 도서목록에 
관한 일, ⑤ 도서의 대부(貸付)에 관한 일, ⑥ 구입도서의 심사에 관한 일, 
⑦ 기타 도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 등이었다.
  또한 예과 설립 당시부터 도서는 서고에서 모아서 관리하고 있었다. 1937
년 예과 도서실이 신축되기 전에, 예과 도서실은 예과 본부 건물 안에 위치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초 서고에 소장하는 도서를 빌릴 수 있는 것은 교
관이나 직원에 한정되었다. 생도들이 도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학 초에 
도서과에서 교부받은 도서열람표를 이용하여 도서 열람을 신청하여 이용하
되, 도서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다.5) 
  1926년 학부를 개설하면서 경성제대는 공식적으로 대학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서는 “경성제국대학에 부속도서관을 둔다”고 하여 부속도서관 개설의 법적 
근거를 밝혔다. 도서관장은 교수, 조교수 또는 사서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
명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장은 총장의 감독 하에 도서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1926년 4월에는 칙령 제53호로 경성제국대학의 사무관, 사서관 
5) 예과의 도서관련 규정은 부록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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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서 특별 임용령을 공포하여, 부속도서관의 주요 직원인 사서관과 사서 
임용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경성제국대학 관제 제1조에는 대학 
직원으로서 사서관 1인(주임관) 및 서기 2인(판임관)이 포함되었다(사서의 
수는 시기를 지나며 점차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월 20일에 초대 도서관장으로 小倉進平가 임명되었고, 서기로 
近藤音三郞가 임명되었다. 5월 11일 西 良一을 서기로, 7월 1일에는 寺澤智
了를 촉탁으로 임명하고, 7월 12일 關野眞吉을 사서로 임명하였다. 8월 16
일에는 寺澤智了를 사서관으로 정식으로 임명하면서, 초기 도서관의 직원 진
용을 갖추었다.
  한편 1926년 8월에는 부속도서관 관련 심의기관으로서 <경성제국대학 부
속도서관 상의회 규정>이 제정되었다. 상의회는 도서관 운영 규정 및 세칙
의 제정과 개폐를 다루는 기구였는데, 1926년 10월 18일 최초로 부속도서
관 상의회가 구성되어 도서관의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게 된다(부속도서관 상
의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최초의 도서관 
규정이 1928년 2월 20일에 제정되었고, 운영 원칙이 확정되면서 부속도서관
의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3)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운영 원칙

  부속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칙은 ‘도서관규정’에 따랐다. 최초의 도서관 규
정은 1928년 2월 20일 제정되었으며, 총 6장 37조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
칙 하에 제1조~제6조, 제2장 관내열람 하에 제7조~제15조, 제3장 관외 대
출(借受) 하에 제16조~제25조,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備付) 
하에 제26조~제30조, 제5장 입고(入庫) 검색 하에 제31조~제33조, 제6장 
제재 하에 제34조~제37조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
는 규정이므로, 아래에 그 전문을 인용해 둔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28년 2월 2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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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귀중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서를 열
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
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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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
게 건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枚,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열람실은 다음 일시에 연다.
1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9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5조 열람실은 다음의 날과 기간 중 폐쇄한다.
1. 축일 및 제일
2.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
3. 매월 1일
4. 8월 2일부터 동월 21일까지
5. 동계휴업중
6. 하계휴업중 일요일
이 외에 임시로 폐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3장 관외 借受(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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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
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속 주임
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
해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 교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것
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할 수 있
다.

제18조 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 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 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 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

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 및 학생
은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예
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1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원학생 
및 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관장
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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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제24조 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 직원,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
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
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
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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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制裁
제34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5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
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제36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7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위의 부속도서관규정은 제정 이후 총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6) 그 중에서 
개관 및 운영시간이나, 도서관 이용 자격에 대해 일부 개정한 것을 제외하면 
큰 개정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먼저 1932년 4월에 개정된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제3
조의 도서 분류에서 기존의 귀중도서와 통상도서의 2종 분류에서, 귀중도서
와 통상도서 외에 규장각 도서가 추가되었다. 이는 규장각 도서가 총독부에
서 경성제대로 이관된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변화는 제
6장으로 ‘등사 및 촬영’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1938년 4월에 개정된 도서관규정은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도서관리체계의 
변동을 나타낸다. 제3조의 도서분류에서는 기존의 귀중도서, 통상도서, 규장
각도서의 3종에 더하여 ‘특수도서’가 추가되었다. 또한 규장각도서와 특수도
서의 취급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뒤에 다시 서술하겠지만, 이때 도
6) 1928년 제정된 규정을 비롯하여,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각 시기의 도서관 규정은 

그 전문을 <자료>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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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분류의 변화는 중일전쟁 발발 후 사상통제의 일환으로 사상관련 서적들을 
특수도서로 분류하고 열람 및 대출에 제한을 두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1938년 개정에서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학생증을 사용하도록 
변화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기존에는 대학의 학생들과 직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람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다. 경성제대 학생들은 입
학과 더불어 열람표를 교부받고, 졸업이나 퇴학 시에는 이를 반납해야 했다. 
학생이나 직원이 아닌 자, 즉 전임 교수나 졸업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열람
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경성제대도 학생증제
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 규정에서 학생들의 열람표 제도는 폐지되
고, 학생이 아닌 경우에만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교부해서 사용하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1년 10월에 도서관규정은 전문 개정되
었다.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총 7장 32조 체제로 간소
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후 1944년 한 차례의 개정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되지만, 정확한 개정 사항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알 수 없다.

(4) 도서관 건물 신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1926년 5월 본관 가건물 안에 개설되어 그 첫 
운영을 시작하였다. 본래 도서관 사무실, 열람실 및 서고 건축은 법문학부 
연구실과 함께 1929년도까지 3기로 나누어 완성할 예정에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경비감축으로 도서관 건축은 후일로 미뤄졌고,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사무실 등의 시설 배치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1927년 8월 27일이 되어서
야 부속도서관 일부가 준공되어 개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 6월에 이
르러 제2서고의 낙성되면서 독립된 완전한 건물이 준공되었다. 1930년 완성
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로, 건물 면적은 법문학부 연구실과 
합쳐서 1,491여 평(坪)이었다. 그 중 도서관 사용분만 따져보면, 사무실 열
람실 등이 519평, 서고가 4층에 392평이었다.7)
  <그림 1>은 1929년 당시 경성제국대학 건물배치도이다. 경성제국대학 도
서관은 그림 중 중앙에서 약간 동북쪽에 위치한 건물로, 붉은 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다. 이를 확대하면 <그림 2>와 같다.8) 
7) 『서울대학교 20년사』 1946~1966, 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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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성제국대학 건물배치도 (1929)

8) 이하 건물배치도 및 도서관 전경 사진은 『경성제국대학일람』(각년도)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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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성제국대학 건물배치도(1929) 부분 확대

  위 도서관 그림에서  부분은 1925년도 이후 신축된 건물,  부분
은 1929년도 신축예정인 곳,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장래 건축예정인 
부분이다. <그림 2>의 확대도면에서는 도서관 건축공사의 진행 과정을 어
느정도 알 수 있다. 즉 전체 예정지(장래 건축예정부분 포함)의 약 1/2 정
도, 즉 건물 동쪽의 연구실과 서고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건물 서쪽의 연구실, 북쪽의 서고 일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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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성제국대학 건물배치도 (1930)

뒤쪽의 소사실은 건축 중이었고, 19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었
다.
  그러나 건물 전체의 완공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1930년 6월에 제
2서고 등 건물의 나머지 부분이 완성되었고, 이로써 도서관 건물 신축은 일
단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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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까지 기존의 ‘신축 예정’이었던 부분은 1930년 단계에서는 이미 완
공되었음을 <그림 3>과 <그림 4>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건물 아래
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장래계획건물’ 예정지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세워
지지 않은 채 ‘장래의 계획’으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완성된 부속도서관 건물은 『경성제국대학 일람』 등에 게재
된 사진으로도 대략적인 모습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 경성제국대학 건물배치도(1930) 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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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전경(1)

그림 6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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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전경(3)

그림 8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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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경이 되면 부속도서관은 시설면에서 또 하나의 변화를 맞게 된다. 
부속도서관의 하부 기관인 예과 도서실이 신축된 것이다. 경성제대 예과 도
서실은 1924년 예과 설립 당초부터 예과의 도서관련 업무를 맡아오던 곳이
었다. 그러나 독립된 건물 없이 본부 건물 안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1937년
이 되면 예과 도서실이 예과본부 건물 옆에 새로 신축되어 자리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 8>, <그림 9>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예과 도서실 건
물이다.

그림 9 1937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건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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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경성제대 예과 건물배치도(1937) 부분 확대

그림 11 경성제대 예과 도서실 사진 
(출처: 『朝鮮之圖書館』 제29호(192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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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의 조직 구성과 직원

① 도서관 심의기구 : 부속도서관 상의회(附屬圖書館 商議會)

  경성제국대학은 도서관 운영 규정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부속도서관 상의
회’(이하 상의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상의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서, 
1926년 8월 28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상의회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 규정은 제정 이후 개정되는 일 없이 운용되었다. 상의회 규정은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상의회는 도서관 운영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를 다루는 총장의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가진 기구라고 볼 수 
있었다.9)
  상의회 위원은 학부장 및 각 학부 2인씩의 교수나 조교수로 구성되었고, 
위원의 선정은 교수회에서 담당했다. 규정상으로 도서관장은 상의회에 참여
는 하되,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었다.
  부속도서관 상의회 규정은 사실 일본의 제국대학도서관 체제에서 형성된 
것이 경성제국대학에도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제국대학도서관 제
도는 東京帝國大學에서 주로 형성되었는데, 東京帝大는 1897년 ‘東京帝國大
學 官制’를 통해 부속도서관은 대학전체의 도서를 일괄취급하는 기구로서, 
교수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지었다. ‘관제’ 성립 이전에는 도서를 
보존 관리하는 부서는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관제’
에 의하여 ‘부속도서관’ 및 교수 관장제도가 마련되었다. 부속도서관의 운영
을 위한 ‘도서관 상의회’의 설치 역시 1899년 東京帝大 평의회에서 결정되었
다.10) 
  東京帝大에서 먼저 형성된 도서관 운영 방식은 이후 식민지에 제국대학을 
설립한 이후에도 대개 이식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뿐만 아니라 대만의 臺北帝
國大學 부속도서관 역시 경성제대의 그것과 내용상 거의 흡사한 부속도서관
상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11)
  경성제국대학의 최초의 도서관 상의회는 3명의 교수와 1명의 조교수 등 4

9) 부속도서관 상의회 규정의 전문은 부록 <자료>편 수록.
10) 《東京大學百年史》 부국사 제4권 제26편 부속도서관, 1986
11) 臺北帝國大學 상의회 규정(내규)에 관해서는 <자료>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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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기 상의회 (1926.10.18.~1928.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문학박사 兒島獻吉郞 1926.11.11.위원장 임
명

위원
교수 의학박사 德光美福
교수 의학사 中西政周
조교수 법학사 船田享二

인으로 구성되었다. 1926년 10월 18일 위원 4인에 대한 임명이 있었고, 이
후 얼마 후에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원래 상의회의 위원은 법문학부에서 법
학계열과 문학계열, 그리고 의학부의 기초의학계열과 임상계열에서 각각 1명
씩 4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으나, 최초에는 임상강좌가 확
립되지 않아서 기초의학계에서 2명이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12)
  이후 매우 규칙적으로, 상의회위원의 임기인 2년 주기에 맞추어 2년마다 
10월 18일에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되고, 그 뒤에 위원장이 선출되어 임명되
는 체제가 유지되었다. 다만 상의회 규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위원들의 임
기 중간에 변동사유가 생기는 경우 다른 위원으로 대체되고, 새로 선임된 위
원은 2년 임기가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채웠다. 상의회 위원의 임
기는 기본적으로는 2년이었으나 연임이 가능하였다. 실제로도 면면을 보면 
船田享二, 今村 豊, 藤田亮策, 中村 拓 등 연임한 위원들이 다수 존재하였는
데, 그 중 船田享二의 경우 이후 부속도서관장을 2차례 역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상의회는 계속 교수 4인(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다
가, 1942년에는 6인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는 이공학부가 신설되었기 때문
에, 이공학부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1926년 이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상의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13)

12)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사회와 역사』 87, 44쪽.
13) 아래의 명단은 『경성제국대학 학보』를 통해 구성한 것으로, 2년을 주기로 10월 18일

에 상의회 위원이 임명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다만, 임기 도중에 위원이 교체되
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료적인 한계로 전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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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기 상의회 (1928.10.18.~1930.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법학사 船田享二 1928.11.29.위원장 임
명

위원
교수 의학박사 德光美福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高楠 榮 1929.10.29. 
久保喜代二 보결 임명

조교수 경제학사 四方 博

표 3. 3기 상의회 (1930.10.18.~1932.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문학사 安倍能成 1930.12.1.위원장 임명

위원

교수 법학사 花村美樹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岩井誠四郞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今村 豊

표 4. 4기 상의회 (1932.10.18.~1934.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문학사 鳥山喜一 1932.11.1.위원장 임명

위원

교수 법학사 奧平武彦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今村 豊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中村 拓

高木市之助
보결(1933.4.28.)
→ 藤田亮策 
보결(19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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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기 상의회 (1934.10.18.~1936.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문학사 藤田亮策 1934.11.7.위원장 임명

위원

교수 법학사 內藤吉之助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松井權坪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中村 拓

표 6. 6기 상의회 (1936.10.18.~1938.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문학사 黑田 亮 1936.10.21.위원장 임
명

위원

교수 법학사 西原寬一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松井權坪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中村 拓

표 7. 7기 상의회 (1938.10.18.~1940.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문학사 金子光介 1938.10.28.위원장 임
명

위원
교수 법학사 松坂佐一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伊藤正義 
교수 의학박사 津崎孝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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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8기 상의회 (1940.10.18.~1942.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의학박사 津崎孝道 1940.11.30.위원장 임
명

위원

교수 문학사 麻生磯次
교수 법학사 藤本 直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北村精一

교수 공학박사
공학사 新鄕高一 1941.5.15. 임명

교수 공학박사
공학사 石橋弘毅 1941.5.15. 임명

표 9. 9기 상의회 (1940.10.18.~1942.10.17.)
직위 학위 성명 비고

위원장 교수 문학사 松本重彦 19420.11.9.위원장 임
명

위원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津崎孝道

교수 의학박사
의학사 渡邊道雄

교수 법학사 長谷川理衛
교수 공학박사

공학사 石橋弘毅

교수 이학박사
이학사 大井鐵郞

② 도서관의 직원 구성

  1926년 업무를 시작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먼저 도서관장이 임명된 이
후 도서관 건물과 도서관 규정이 마련되는 순서를 밟았다. 도서관장은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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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4대 도서관장 高木市之助의 사
진   

그림 13. 제3대 및 제6대 도서관장 船田享二

이 임명하게 되어있었고, 초대 도서관장으로는 小倉進平이 1926년 4월 20일
에 임명되었다. 小倉는 1929년 5월 23일까지 재직하였고, 이후 大谷勝眞, 
船田享二 高木市之助, 鳥山喜一의 순으로 도서관장을 역임했다. 1939년 6월 
船田享二이 다시 도서관장에 취임하여 패전 때까지 근무했다. 즉 6대에 걸쳐 
5명이 도서관장의 업무를 담당했던 셈이 된다. 그 중에서 船田享二, 高木市
之助, 鳥山喜一은 앞에서 살펴본 부속도서관 상의회의 위원(혹은 위원장)이
었던 경험이 있다. 관장이 되기 전에 부속도서관 상의회를 통해 도서관 관련 
사무에 대해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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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장 아래에는 주임관인 사서관이 1명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서관은 
경성제대 조교수가 담당했다. 처음 사서관은 寺澤智了였는데, 그는 東京帝大 
문학부를 졸업 후 東京帝大 조교수 겸 도서관 사서관으로 근무하다 경성제
대로 옮겨온 인물이다. 그는 東京帝大 도서관 사서관으로 근무한 만큼, 東京
帝大를 기반으로 한 제국대학도서관 운영방식을 경성제대에 잘 이식시켰을 
것이라 생각된다.14) 寺澤는 1930년 2월 大垣市 시립도서관장으로 전임하여 
갈 때까지 경성제대에 3년 6개월간 재직하였다.
  후임 사서관은 吉村定吉가 10년간 재직했다. 그는 부임한 지 몇개월이 지
난 1930년 7월에는 조교수 겸임으로 임명되었다. 吉村 사서관은 오랜 기간 
근무한 만큼, 활발한 도서관 관련 활동을 보인 인물이다. 특히 뒤에서 살펴
볼 조선도서관연구회의 『朝鮮之圖書館』 발간 등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전
개하였다. 吉村定吉은 1941년 퇴임하였고, 그의 후임으로는 도서관 창립 이
래 줄곧 서기 겸 사서로 있던 近藤音三郞이 1941년 3월 승진하여 사서관에 
취임하였다.
  사서관 아래는 사서, 서기, 촉탁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이
나 『경성제국대학 일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은 촉탁까지로, 이들이 
정규직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27년의 경우 도서관장 아래에 사서관 1인, 
서기 1인, 사서 2인 등 총 5인의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사서는 1927년 2명
에서 시작해서 1929년에는 4명, 1930년에는 5명으로 증가했는데, 사서 중 
1~2명이 서기를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조직규모는 꾸준히 증가하
여,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사서관, 서기, 사서, 촉탁 등 정규직이 13인까지 
증가한다.
  서기나 사서는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본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일본인이 핵심실무자 역할을 담당했으며, 반면 
조선인의 경우는 촉탁 중에 몇 사람이 포함되었을 뿐으로 사서 이상으로는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제가 조선인의 도서관 운영 역량을 키우기 
보다는 일본인 전문가들로 운영한다는, 보다 손쉬운 쪽을 택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 촉탁들은 해방 이후에 경험을 살려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을 주도해 나갔다. 1946년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한 김진섭 역시 경성
제국대학 도서관 촉탁 출신이었다.
14) 정근식, 앞의 논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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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인원수(명) 직책 인원수
관장(겸무) 1 고원 11
사서관 1 출납수 4
서기 1 제본공 3
사서 4 순시 1
촉탁 2 소사 2

  사서, 서기, 촉탁 밑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원(雇員)들이 존재했다. 
고원은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고용되기도 했으며, 임시고원 중에서 
고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했다. 고원 이외에도 출납수
나 제본공, 순시(巡視), 소사 등 도서관의 잡다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존재했다. 아래 표에서는 1928년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직원 수 및 사무분
담상황으로, 직원들이 직책별로 어느정도씩 분포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표 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관원수 및 사무분담 상황 
(1928년 6월 말 현재)

* 비고) 이 외에 시험삼아 타이피스트 1명을 임시고원의 자격으로 채용하고, 정기
적 청소일에 일용직 인부 3명~5명을 사역하고 있음. 
(* 출처 : 1928년 제5차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회의록, 28쪽)

  1928년 6월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31명(임시고원인 
타이피스트 포함)이었던 셈인데, 그 중에서 (임시)고원은 총 12명이다. 전체 
인원 중 3할이 넘는 셈이고, 잡역직인 출납수 이하를 제외한다면 약 절반 정
도가 고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원들의 재직기간은 편차가 매우 커서, 아주 짧은 기간만 근무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근속하며 승진경로를 밟은 사례도 있다. 극단적인 예
를 들자면, 짧은 경우에는 임명된 당일에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도 있고, 오
래 근속하는 경우는 처음에 고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사서 겸 서기로까지 승
진한 梁瀬五郎의 사례도 있다. 梁瀬 이외에도 장기간 고원으로 근무한 경우
에는 촉탁으로 승진시킨 뒤 해임하는 배려를 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
래의 <표 11> 경성제국대학 학보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직원의 인사이동상
황에서 파악할 수 있다.



- 33 -

관장 사서관 서기 사서 촉탁 고원 임시고원

1926
小 倉 進 平
(26.4.20
~29.5.23
)

寺澤智了
조교수
 겸임
(26.8.16~
30.2.1)

近藤 音 三郞
(26.4.30)

關野眞吉
西 良一

梁 瀨 五 郞
(26.4.30)
加 藤 淸 次
(26.5.1.)
道田不二郞
(26.5.10)
朴 政 植 
(26.5.10)
林原 操
(26.5.11)
上斗米 正
*(26.12.3
1 
~36.11.4.
)

1927
梁瀨五郞
사서겸 서기
(27.11.26.)

梁瀨五郞
사서겸
서기
(27.11.26
)

加 藤 淸 次 
고 원 → 촉
탁
(27.5.31.
~37.7.6.)
朴政植
고 원 → 촉
탁
(27.12.31
.)

瀧 澤 辰 雄
*(27.3.31)
高 橋 治 雄
*(27.3.31.
)
金 九 經
(27.4.8)
松田 榮
*(27.6.30.
)
坂 部 正 行
*(27.9.16.
)
上 床 一 男
(27.12.1)
板 東 雄 二
*(27.12.3
1)

加藤 潔
(27.8.20)

1928 阿部 浩 寺島 寬
임시촉탁

加1藤 潔
(28.4.1.*)

표 11. 『경성제국대학 학보』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직원의 인사이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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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0.
)

上 村 弘 勇
(28.4.30.*
)

1929
大 谷 勝 眞
(29.5.23
~33.5.1)

阿部 浩

金晋燮
임시촉탁
→촉탁
(29.2.28
~40.1.9.)
石野鐵彦
임시촉탁
(29.10.3.
)

扈基顯
출납수→
임시고원
(29.9.6.)
濱 田 邦 雄
(29.9.17)

1930
吉 村 定 吉
(30.2.22.
~41.3.11.
)

石松楨樹
임시촉탁
(30.7.21.
)

雨官 弘
*(30.1.9.)
柴田喜四郞
(30.11.21
)

1931

任 哲 宰
(?~31.9.1
4)
寺島 寬
임시촉탁
→촉탁
(31.12.31
.)

瀬戸山綱平
*(31.4.28.
)

1932

松 下 淸 曉
*(32.3.31.
), 松田 榮
*(32.3.31.
)
石 橋 芳 一
*(32.8.31.
~32.9.14)

1933
船 田 享 二
(33.5.1.~
34.3.31)

黑 川 倉 吉
(33.4.14.
~33.4.14)
熊 本 敏 秋
*(33.9.2.~
33.9.2)

1934 高 木 市 之 福 住 正 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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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
(34.3.31
~35.5.31
)

*(34.10.3
1. )

1935
鳥 山 喜 一
(35.5.31
~39.5.31
)

濱田邦雄
임시촉탁
→촉탁
(35.6.30.
)
佐 伯 逸 二
임시촉탁
→촉탁
(35.6.30.
~40.3.31
)

芳 賀 五 郞
(35.2.28~
37년 중일
전쟁 군복
무)
白 井 政 雄
*(35.3.31.
)
福 永 孝 夫
(35.3.31.
~37.5.26.
), 貴島兼
睦
(35.3.31.)
若林健二
(35.3.31.
~35.7.7.)
扈 基 顯
(35.3.31.)
瀧 澤 敏 夫
(35.3.31.
~38.2.)
塚 本 富 美
(?~35.4.6.
), 下妻勘
一 
(35.6.30.
~)
山 下 一 江 , 
李 海 鎭
*(35.6.30. 
~40.2.20)

1936
李 海 正
(36.2.7.)
村 上 克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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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大 平 茂 雄
(36.8.15.
~38.2.)
松 本 和 夫
(36.11.19
~37.3.16.
)
有 森 俊 吉
(36.12.31
)

1937

井 上 快 男
(37.7.7.)
田 中 正 美
(37.8.18
~38.4.30
)

塚 本 富 美
(37.1.26~
38.8.13.)
今田スマ子
(37.3.31.
~?)

1938
阿部 浩
사서 겸
 서기
(38.6.10.)

金 龍 培
(?~38.4.3
0.)
有 森 俊 吉
(38.4.30)
金 學 俊
(38.5.12
~39.2.28
)

立野健次郞
(38.2.28~
39.2.15) 
村 中 幸 人
(38.2.28)
宮 內 省 三
(38.5.9~4
0.4.5.)
兼 崎 太 郞
(38.7.8~3
8.7.31.)
李 庚 瑗
(38.8.11~
39.12.28.)
淺 野 武 雄
(38.8.15)
塚 本 俊 子
(38.9.2)

1939 船 田 享 二
(39.5.31)

石野鐵彦 사
무촉탁
→사서겸 서
기

石 野 鐵 彦 
사무촉탁
→사서 겸 
서기

石 野 鐵 彦
(~39.6.3
0)

國信彌榮子
(39.2.28)
平井多美子
(3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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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0.) (39.6.30.)

39.6.24.)
下山多喜子
(39.3.27~
42.1.17.)
橋元 覺
(39.4.30)
林 三 津 男
(39.4.30~
40.6.24.)
山口美津子
(39.5.3.~?
)
李 氣 浩
(39.5.24.
~?)
馬場志もゑ
(39.7.6.~
40.4.16.)

1939

李 鍾 達
(?~39.8.3
1.)
金 亨 奎
(39.11.30
~?)

1940
西 良一 
(~40.11.30
) 

芳 賀 五 郞
(40.1.10
~40.2.20
)

岸 孫 太 郞
(40.2.15.
~?)
金 信 受
(40.4.10.
~?)
李 鳳 順
(40.4.10~
42.7.31.)
渡 邊 中 一
(40.4.30.
~?)
中村淸次郞
(40.5.17~
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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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成 基
(40.6.27.
~43.3.31)
羅 相 紹
(40.6.27.
~?)
土 岐 正 治
(40.7.20~
40.11.30.)
平 原 正 泰
(40.12.28
~?) 潤上
順 子
(40.12.28
~42.9.30.
)

1941

近藤音三郞
서기겸사서 
→ 사서관 
승 진
(41.3.11.)

井上快男
촉탁 → 사서
( 41 . 1 . 2 3 . 
有森俊吉
촉탁 → 사서
(41.3.31.)

村 中 幸 人
(41.4.7)

大 山 載 喜
(41.3.31
~41.7.12.
)
豐川九一
고원
→촉탁
(41.6.30.
)
金 東 杓
(41.6.30.
~43.9.22.
)

松林康虎
출납수
→고원
(41.1.31.)
金 左 軍
(41.4.7.~
42.8.31.)
 宮 本 正 義
(41.4.7.)
池迫イツ子
(41.5.31.
~?)
忠州金永祚
(41.10.7.
~?)
松田 榮
(41.10.16
~42.3.31.
)
千葉 學
(41.10.31.
~?)

1942 佳 山 光 範 石 田 三 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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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42.1.23~
?)
豐 田 泰 雄
(42.1.31~
42.2.28)
內田 薰
(42.3.3~4
2.10.31.)
藤 澤 幸 雄
(42.3.31~
43.3.24.)
德 山 敬 二
(42.4.30~
42.10.31.)
植田由紀子
(42.10.31
)
竹 村 浩 三
(42.11.10
~43.11.30
.)

1943

淵 上 澄 子
*(43.3.22.
~)
木 戶 永 緖
(43.3.31~
)
鷲 頭 幸 滿
(43.4.22.
~)

비고) 1. 고원의 경우 이름 뒤에 *자가 붙은 것은 임시고원에서 고원으로 발령받
은 경우임. 2.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임명 또는 면직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③ 도서관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처음 부속도서관의 조직은 도서관장과 사서관 아래에 서무계(庶務係), 수
입계(收入係), 목록계(目錄係), 함가계(函架係), 대출계(貸出係), 서고계(書
庫係) 등 6계가 있었다. 각 계의 주임은 서기 또는 사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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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서기 사서 촉탁 고원 출납수 제본공 순시 소사
서무
회계 } 1 1 1 1 2
구입,
수입 1(△) 1 3
등록 1 2
목록 2 2
서고 2
열람 1 4
대부 1
잡지,
신문 1
제본 1(△) 3
계 1 4 2 12 4 3 1 2

비고) 1. 고원 중 1명은 임시로 채용된 타이피스트임 2. △표시는 겸무를 나타냄
(* 출처 : 1928년 제5차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회의록, 28~29쪽)

  1928년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에 경성제대 도서관이 제시한 사무분장
표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오면 계가 좀 더 세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의 6계에서 서무계, 회계계, 구입수입계, 등록계, 목록계, 서고계, 열람계, 대
부계, 신문잡지계, 제본계 등 최소 10계로 나누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1928년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사무분담표 

  위의 사무분담표에서 겸무를 제외하면 1928년 당시 도서관의 직원은 27
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서 4인 중 1인이 서기의 업무를 겸임하였고, 고
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였다. 각 계에 골고루 고원들이 실무를 
담당했으나, 도서 열람 관련 업무는 고원이 아닌 출납수들이 담당하고 있었
다. 
  서무계에서 주로 담당한 업무는 문서 관리 및 인사, 출근부 관리 등이었
다. 회계계에서는 직원에 대한 봉급이나, 관내 설비, 예산 조사 등에 관한 사
항을 비롯하여 일지 관리, 열람표 교부 등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
였다. 구입수입계에서는 도서의 구입 및 수입(受入)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전담하였고, 등록계에서는 도서가 새로 들어왔을 때 이를 도서원부에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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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서무 문서의 수수, 발송, 정리 및 보관, 인사 사항, 출근부 관리

회계

봉급 급료의 지출, 관내 설비 및 소용품의 계획 및 청구, 예
산의 조사, 학보 재료, 일지 및 숙직일지 기입 및 열람, 게
시, 외래자 안내, 열람표 교부, 근무상황 調書, 출근부 기입, 
학외로부터 借受한 도서에 관한 사무, 물품취급 주임에 처
하는 사무,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구입 수입
도서청구의 접수, 준비카드, 주문부표 작성, 구입 견적 조회, 
주문, 구입결의서 작성, 추산부 기입, 현품 검사, 기증 의뢰, 
기증 수입, 禮狀 기안, 수입번호 기입, 수입명령서 작성, 페
이지 나누기, 장서인 기타 압인, 장서 통계

등록 원부 등록, 등록번호 기입
목록 청구도서의 중복 조사, 준비목록 편성, 기본목록 편성, 목록 

복제, 목록 출판, 신문 스크랩 정리, 조선서지 편찬
서고 서고의 관리, 장서의 보관, 함가목록의 작성, 도서의 배열 

정리, 도서의 점검, 曝書

열람 열람실의 관리 및 실내 비치도서, 品具의 보관, 열람에 관한 
통계

대부 학내, 학외 대출 및 회수, 대출 통계
신문잡지 수입으로부터 열람, 제본에 이르기까지 일체. 기증의뢰 및 

예장 기안, 신문잡지 통계 
제본 제본 및 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본 및 수리에 관한 통

계

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목록계에서는 도서목록 작성 및 출판에 대한 사항, 
서고계에서는 서고 및 장서 관리, 열람계에서는 열람실 관리 및 열람 통계에 
관한 사항, 대부계에서는 학내 및 학외 대출 관련 사항,  신문잡지계는 신문
잡지의 구입부터 열람, 제본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사항, 제본계에서는 제본 
및 도서 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3. 각 계의 사무 분담 명세

(* 출처 : 1928년 제5차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회의록,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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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 부속도서관 <執務曆> 에서는 각 계별로 해야하는 업무를 매일해
야 하는 사항, 매월 해야하는 사항, 몇월에 해야 하는 사항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38년 도서관의 사무는 서무계, 회
계계, 수입계, 목록계(화한서부/양서부), 함가 편집계, 대출 서고 열람계, 신
문 잡지계, 제본계의 8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시기나 중요 업무에 따라 계가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운영 상황   
                                  
 (1)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심의 및 자문기구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는 다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가 있었다. 우선 부속도
서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상의회와 1930년 보관
전환이 완료된 규장각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규장각도서위원회가 있었으며  
‘법문학부에 있어서 도서에 관한 위원회’가 있었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상
의회는 1절에서 이미 설명하였고 규장각도서위원회는 (2) 도서의 확보에서 
언급할 예정으로 여기에서는 ‘법문학부에 있어서 도서에 관한 위원회’에 대
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문학부에 있어서 도서에 관한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초로 발견
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발굴한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사록> 중 
<제14차 1937년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부속도서관
은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
를 담당”15)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부속도서관 규정에 의하면(1928년 2월 2
일 제정) 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그리고 5차 개정에서 도서실이 추가되어 ‘교실, 도서실, 
연구실과 사무실 비치 도서’를 관리하게 되었다. 즉 부속도서관은 각 교실 
등의 도서를 관장하는 센터 역할을 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도서실이나 연
구실 중 일부는 도서 관리와 구입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
정되는데 이 중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것이 ‘법문학부에 있어서 도서에 관한 
15) 경성제국대학도서관규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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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책수 가액
화한서 40,913 92,837
양서 33,595 172,253
軸物 35 1,033

위원회’이다. 
  1937년 협의회의사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16)  

“법문학부에 법과 문과 각 따로 도서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법과에 
있어서는 각 연구실 주임위원이 됨. 문과에 있어서는 도서위원을 교수, 조교수 
중에서 선거함. 임기 1년. 법문과에서 그 권한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학부
의 도서비의 경리, 특히 배당 등에 대해 협의 결정을 함. 본 위원회는 일면 또 
도서에 한해 도서관과 동 학부와 사이에서 연락기관이다. 상호의 편익을 인정한
다” 

이 위원회는 도서관과 학부 사이에 도서관 관한 사항을 합의하는 기관이었
던 것 같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으로 있는 <문과협의
회 조회 예과 비부 예정 중복도서목록>이라는 자료 제목의 ‘문과협의회’가 
이 기관이 아닐까 추정되는데, 추후에 자세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하겠다.  

(2) 도서의 확보

 경성제대 도서관이 도서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보관전환’, 구입, 기증의 방
법이 있었다. 도서관 장서변화 중 1926년에서 1931년의 시기는 『학보』에 
통계표가 있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926년 장서 상황은 
<표 14>와 같다. 1926년에는 화한서와 양서의 도서량 차이가 별 반 없으
며 도서형성에 기증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그리고 기증도서의 가
액은 산정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가액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은 기
증도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1926년 개관 당시에는 구입도서의 비
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4. 1926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 상황17)

16) 의대에는 이러한 운영기구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第14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
議會議事錄」(1937),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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枚物 1,804 1,576
기증도서 1,130 -
합계 77,477 267,699

연도별 화한서 양서 계
1926년도 43,729 33,774 77,503
1927년도 5,690 19,232 24,922
1928년도 24,533 10,535 35,068
1929년도 18,610        

   418
8,414
  2,515 24,091

1930년도 167,318
   87 8,194 175,425

1931년도 11,894
  7,854 10,339 14,379

계 263,415 87,973 351,388

1927년 도서구입 양이 대폭 줄어들어서 1931년까지 연도별로 증가폭이 대
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1926년에서 1931년까지 각 연도 
도서수입 상황을 나타낸 표이다. 아래 <표 15>를 통하여 도서 확보의 추세
를 살펴볼 수 있다.  

표 15. 1926년~1931년까지 각 년도 도서수입 상황18) 

 (비고 : 굵은 글씨는 보관전환 拂出에 관계된 것)

  위 표에서 나타는 바와 같이 화한서의 증가가 도서증가량을 단연 선도하
고 있는데, 이는 1930년에 규장각도서가 이관되었기 때문이었다. 도서의 확
보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구입과 보관전환과 기증의 방법이 있음을 위
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개관부터 1932년까지의 도
서 확보의 방식에서 보관전환의 양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표 16> ‘1926년~1931년의 도서수입 종류별’에
서 눈에 띄는 부분은 1930년 보관전환 도서의 증가였는데 이때 보관전환된 

17) 『京城帝國大學學報』 (이하 『학보』로 표기) 2호 1927.5.5
18) 『학보』  65호 19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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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구입 기증 보관전환 계
1926년도 76,373 1,130 - 77,503
1927년도 23,759 1,045 118 24,922
1928년도 24,549 904 9,615 35,068
1929년도 25,601 1,285 138

2,933 24,091

1930년도 21,643 1,462 152,407
87 175,425

1931년도 13,260 2,671 6,302
7,854 14,379

계 185,185 8,497 157,706 351,388

종별 책자 軸券物 一枚物 계
화한서 244,129 188 19,098 263,415
양서 87,891 10 72 87,973
계 332,020 198 19,170 351,388

것은 규장각도서였다.19)

표 16. 1926~1931년 도서수입 종류별20)

(비고 : 보관전환란 내의 굵은 글씨는 拂出數임)

  규장각 도서의 편입으로 도서관 소장 도서/문서 중 화한서의 양이 양서의 
거의 3배에 달하게 되었다. 아래 <표 17>에서는 1932년 3월 말일 현재 장
서 수 및 화한서와 양서의 구성을 나타낸다.
 
표 17. 1932년 3월말 일 현재 장서 수 21)

  

  규장각도서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규장각도서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937
년 <제14차 협의회의사록>에 규장각도서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
다. 
19) 규장각도서의 정리에 관한 연구는 김태웅의 다음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93,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사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16; 
1995, 「일제강점기 초기의 규장각 도서정리사업」, 『규장각』18; 2008,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규장각관리와 소장 자료 활용」, 『규장각』 33.  

20) 『학보』  65호 1932.8.5
21) 『학보』  65호 19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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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에는 규장각도서라고 이름의 특별 수집서가 있다. 본 도서에 관해서는 그
것과 관계하는 교관들로 규장각도서위원회가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하는데, 회합은 일절 관에서 알선해 동 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예를 들면 목판 
편성, 도서의 인쇄발행 기타)을 논의한다. 사실상은 본 도서에 관한 관장의 자
문기관이며 위원 임기는 제한 없다.”

  보관전환과 더불어 ‘보관이전’ 방식도 있었던 것 같다.22) 『도서원부』 최
초의 서류에는 1926년 5월 1일, 조선총독부편 『조선법령집람』(1924년 
판)이 들어온 것이 기록되어 있다. 『도서원부』의 등록번호 1번~11707번
까지 책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보관이전’ 되었다. 더불어 11708~11726번까
지는 대학본부로부터 ‘보관전환’ 된 것이었다. 종합해보면 1932년까지 구성
된 장서의 50%가량이 ‘보관전환’과 ‘보관이전’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었다.23) 
  이상에서 도서관 성립 초기의 도서를 확보하는데 규장각도서의 보관전환
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성제대와 규슈제대 간에 보관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보관실에 소장되어 있는 
〈보관전환서류철(1933~1934)〉24)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보관전환이 초기에 장서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에도 구입은 장서
확보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다. 학교설립 초기인 1926년에서 1928년간 경
성제대가 도서구입에 들인 액수는 경성제대 총예산의 20%에 해당한다고 한
다.25) 첫해 7만 여 권의 구입 후 경성제대는 해마다 대략 2만권 내외의 장
서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보에는 경성제대에서 구입한 특별장서의 목
록이 일부 제시되어 있는데 1926년과 1927년의 7월 5일 이전 구입한 특별
장서는 로마법학자 F. Kniep 장서  5,639책 (이중 소책자 2,611),경제학자 
W. sombart 장서 3,254 (이중 소책자 2,589), 동양미술학자 O. 
Münsterberg 장서  36626)이었다. 그리고 1927년 8,9,10월 구입한 특별장서
22) 보관전환과 보관이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 시기 도서관용어에 대한 정리

가 필요한 부분이다. 
23) 그런데 위  <1926~1931년 도서수입 종류별>을 보면 1926년~28년까지 보관전환의 

수가 미미하다. 이 통계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추후에 자료조사를 보강해야 
할 것 같다,

24) 이 자료의 속표지는 “대출계, 『昭和8년부터 昭和19년까지 장서관계서류철』”임. 즉 현
재 표지의 연도는 1933-1944의 오자로 여겨진다.

25) 정근식, 앞의 논문 57P
26) 『학보』  4호 19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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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4월중 5월중
도서扱 38책 37책
잡지 및 소책자류 13 45
계 51 82

로는  八木又三 장서 (영문학관계) 973책과 F. Tezher 장서 (墺國헌법행정
법 관계)  967책  중 소책자 377책이었다.27) 
  경성제대도서관의 소장 도서 중에는 배상도서 즉 ‘대장성배상금특별회계도
서’가 있었는데 이 도서는 독일의 현물배상으로도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장
성은 배상도서를 관리하기 위해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를 통하여 관리방
식을 전달하여 제국대학들에 분배된 도서들이 통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
다.28)
  기증도서의 비중은 전체 장서량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미미했다. 부속도서
관에서 도서 기증은 어느정도 받고 있었는지를 『학보』의 1927년 4월 ~5
월의 기증도서29) 통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8. 1927년 4월~5월 기증도서 상황

  이와 아울러 1927년 7월 5일자 『학보』 4호에 의하면 도서扱 24책, 잡
지 및 소책자류 53책 합계 77책이 기증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증도서를 받았을 때, 그 관리 사항 중에는 기증도서에 대한 예장
(禮狀)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 제국대
학 도서관들은 1927년 제4차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에서 경험을 교환했
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특별한 도서의 경우 즉 고귀(高貴)한 곳으로부
터의 기증 또는 귀중도서이거나 책 수가 많거나 문고이거나 그리고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총장 명으로 예장을 보냈고 기타의 기증도서에 대해서는 도
서관명 또는 도서관장의 명으로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고 한다.30) 다른 제
국대학들의 방법도 이러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외국도서의 수입이 어려웠지만 1930년대 후반
27) 『학보』  8호 1927.11.5
28) ‘배상도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형성방식을 밝힐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도서

가 분배되었는지, 배상금을 가지고 구입한 도서의 경우 어떤 책들을 구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추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9) 『학보』 3호 1927. 6.5
30)  「第4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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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서 서양
一. 고사본(古寫本)
 1. 고사회경(古寫繪經)  足利 이전
 2. 고사경(古寫經)      足利 이전
 3. 고문서 – 선명(宣命), 윤지(綸

一.고사본

에도 장서 수집이 이루어졌다. 1937년에는 브라운(Mcleary Brown)의 동양
학 관계 도서 633책과 島本문고 616책(윤리학)이 수집되었다. 1938년에는 
지텔만(Ernst Zitelmann)의 민법관계 879책이 수집되었다. 1945년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55만권으로 조선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3) 도서의 종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에 의하면(1928년 2월 2일 제정) 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교실, 연구실과 사무실 비치 도서’로 나누어 관리되었다. 
그리고 소장도서는 귀중도서와 통상도서로 구분하였고 귀중도서는 본관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소장 도서의 종류는 2종류에서 시작하여 3종류, 4종류로 
나뉘어 관리되었다. 1930년 규장각도서의 보관전환이 완료되었고 1932년 4
월 도서관규정 3차 개정에서 소장 도서를 귀중도서・통상도서・규장각도서
의 3종으로 하였다.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난 후에는 특수도
서가 추가되었다. 즉 1938년 4월에 도서관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도서종류가 
귀중도서・특수도서・통상도서・규장각도서의 4종으로 구분되었다. 귀중도서
와 특수도서, 규장각도서는 본관에 두고 규장각도서와 특수도서의 취급에 관
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1941년 10월 도서관규정 개정에서는 
종류는 변함없었으나 통상도서・귀중도서・특수도서・규장각도서로 도서의 
순서가 바뀌었다.
  귀중도서 지정 양식에 대해서는 1928년~1944년 까지의 서류로 구성된 
<貴重圖書指定伺>을 통해 알 수 있다.(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에 복사본이 남아있다) 1934년 양식은 가안이며 1936년 4월 21일에 
지정된 양식은 이후 계속 사용되었다. 다음은 1934년 양식과 1936년의 귀
중도서지정 양식이다. 

표 19. 1934년 귀중도서지정표준(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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旨), 전권(田券), 고첩 등  
二. 고판본
 1. 고판적(古版籍)  (慶長 이전, 

1600년경)
 2. 고활자판 (寬政 이전, 1620년

경)
 3. 德川 시대 고활자판 ― 寬政

天~天明寬政 경

二. 고판본(15,16세기 판)

三. 古版 초간본 三. 동양 관계 고판본(17세기 말까
지)

四. 백부 이내 한정본 저명 私刊本 四. 근대 명가 초판본
五. 헌상본(獻上本) 五. 유명 화가 삽회본(揷繪本) 

   例 Blake, W.
六. 절판본 六. 백부이내 한정본 저명사간본 

   例 Morris.
七. 명가 자필본 七. 명가의 자필, 서입(書入), 서명 

또는 구장본(舊藏本)
八. 특이판식, 特異裝釘, 豆本 八. 특수제정본(製釘本)
九. 가격 1책 오십엔 이상 九. 가격 1책 오십엔 이상
十. 기타 특히 희귀하다 인정되는 

것
十. 기타 특히 희귀하다 인정되는 
것

1

고사본
  1. 일본 元和 이전
  2. 조선 인조 이전
  3. 중국 명 이전
  4. 서양 17세기 이전 

2

고간본 
  1. 일본 元和 이전
  2. 조선 선조 이전
  3. 중국 명초 이전
  4. 서양 16세기 이전 단 동양 관계의 것은 17세기 이전  

3 근대 명가 초판본

 

표 20. 1936년 귀중도서 지정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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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명화가 초쇄판화, 저명화가 삽회(揷繪)초판본
5 유명 자필, 서입(書入), 서명 또는 구장본(舊藏本)
6 백부 이내 한정본, 저명사간본 
7 특수 장정본
8 탁본, 법첩(法帖), 화첩, 윤권물(綸券物), 지도 등으로 희귀한 

것 
9 기타 특히 희귀하다고 인정되는 것 

  
  최초의 귀중도서 지정서류는 1928년 4월 6일 기안으로 같은 날 결재된 
『The Chinese Repository(1833~51)』로 총 20책을 귀중도서로 지정하였
다. 서류에는 도서관장, 사서관, 주임 등의 날인이 있다. 책 정보로 서명과 
저자명, 출판사항(발행지와 출판연도), 책 수, 구입가격, 등록번호 기재란이 
있다. 1936년 4월 21일 등록된 귀중도서의 경우도 이 형식과 대동소이하지
만 좀 더 세밀한 내용을 갖추었다. 발의일, 결제일과 귀중서고 소장일, 총장
보고일이 적혀있고 도서관장, 사서관, 목록주임, 함가계 주임, 관계교관의 날
인이 있다. 서지 사항으로 제목, 저자, 발행연도와 발행지, 대조사항, 함가번
호, 등록번호, 가격, 강좌가 구성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지정)에 대하여 적는 
난이 있었다.
  귀중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
강사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었다. 학생(대학원 학생을 포함)을 비롯하여 각 
조수나 부수 등이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할 때는 원서(願書)를 지도
교관 또는 관계학과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
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또 이외에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관장을 거쳐 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했다.31) 그리고 귀중도서는 정해진 자리에서만 열람할 수 있
었다.32)
  규장각 도서는 1928년 10월 29일부터 1930년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보관전환’ 되었다. 1차 
이관(1928. 10. 29) 조선본 도서 2,074부, 9,551책이었으며, 2차 이관
(1930.5.28.)은 중국본 도서 1,086부 15,970책이었고 3차 이관은
31) 도서관규정 9조. 
32) 도서관규정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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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11.29.) 『備邊司謄錄』을  비롯한 기록류와 미정리도서 13,471종, 
136,638책이었다.33) 규장각도서 이전으로 1932년 3월 26일 도서관규정 3
조가 개정되어 소장도서는 귀중도서, 통상도서, 규장각도서의 3종이 되었다. 
규장각도서를 본관에 장치하고, 규장각도서의 취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
도록 하였다.34) 규장각도서 도서를 취급하는 내규가 있었고 1941년 11월 5
일 부속도서관 규정 개정 때 규장각 도서취급 내규와 규장각도서위원회 규
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35) 하지만 내규의 내용과 개정 내용 규장각관리위
원회의 자세한 내용과 개정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추후 자료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규장각도서위원은 『학보』 160호(1940.7.5.)에 교수 內藤
吉之助36)를 규장각도서위원으로 촉탁한다는 내용이 있어서(6월 27일, 대학) 
그 일부나마 알 수 있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4월 25일 도서관규정이 개정되어 도서구분에 
‘특수도서’가 추가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도서는 대개 좌익사상이나 식민
지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체제 비판적 서적을 가리킨다.37) 협의
회 15차 의사록에 의하면 열람금지 서적에 ‘秘’인을 찍었다고 한다. 九州帝
國大學, 東京帝國大學 등이 제안한 안건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여러 관청 기타의 출판물 중 秘 인을 찍은 경우, 열람금지기간을 어떻게 취급
하는지 (九州)
관청 등 간행의 秘本에 관해, 그 소위 ‘秘’의 정도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협의회의 이름으로 각 발행소에 청구하는 건 (東京)
경성에서 ‘秘’는 거의 秘扱으로 하고 있음. 시절상 그러한 것으로 대학이 세간
의 오해를 부르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함. ‘秘’라고 되어 있으면 秘급으로 두
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논의의 정확한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저간의 사정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
지만, 전시 하 열람금지 도서에 대한 관리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
33) 김태웅, 2008 앞의 논문을 참고.
34) 1932년 6월 개정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규정 참고.
35) 『학보』 176호 <공문> 
36) 1919년 7월 東京帝國大學 法學部 政治學科 졸업하였다. 1919년 10월 동교에 助手가 

되었고, 1921년 1월부터 法制史의 연구에 종사하였다. 1928년 4월 京城帝國大學 교수로 
임명되어 조선에 건너왔다. 동년 10월부터 재외연구원으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각국에 유학하고 1932년에 귀국하였다. (출처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37) 정근식, 앞의 논문,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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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논의하고 있는 秘級 내지는 秘라는 인장을 찍은 도서가 특수도서와 같
은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상 특수도서가 
언제 어떻게 해지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니, 역시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1942년에 제 19차 협의회의사록에서 경성
제대 도서관은 “당관에서는 특수도서 취급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
수도서취급내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
다. 한편 1930년 협의회의사록에 고문서정리방법에 대한 각 관의 실정을 물
어보는 의제가 있었는데 경성제대는 “고문서는 목하 도서로 취급하여 구입하
고 있다. 더불어 정리는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38)   

(4) 열람과 대출

  도서의 열람과 대출은 ‘도서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도서관 규정 중 
2장 관내열람에 의하면 관내열람을 위하여 도서관은 열람표 제도를 운영하
였다. 도서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직원(예과 직원을 포함하여)과 
대학원 학생 및 학생으로 열람표를 가진 자,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 생도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이외에 특별 열람표를 가진 자에 한정되
었다.(7조) 열람표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본부의 서무과 또는 소속 학과 사
무실을 통하고, 학생과 대학원학생은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
해야 했다.(8조) 도서를 열람할 때는 열람표나 특별 열람표를 관계 직원에게 
건내고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했다(10조). 1927년 12월 
학보에는 ‘열람표 정리를 위해 12월 1일을 끝으로 현재 사용하는 백권(白
券)을 폐지하고 새 열람표(赤券)로 교환하도록 한다’39)는 소식이 있었다. 
 열람할 수 있는 책의 수는 3부 5책을 넘을 수 없었으며(11조), 도서는 열
람실 내에서만 열람해야 하며 특히 귀정도서는 정해진 자리에서만 열람해야 
했다(12조) 관외 차수(借受) 즉 대출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3장 관외 차수(借受)>
  제16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속 

38) 「第7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30) 참고. 
39) 『학보』 9호 192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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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 교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제18조 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 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 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 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

사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 및 
학생은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 및 학
생은 1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
원학생 및 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관
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4조 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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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열 람 인 열 람 책 월평균 일평균 개관일수

1월 8일 ~ 7월 10일 오전 9시 ~ 오후 9시
7월 11일 ~ 7월 31일 오전 8시 ~ 정오 12시
8월 22일 ~ 9월 10일 오전 8시 ~ 정오 12시
9월 11일 ~ 12월 24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일요일 오후 2시 ~ 오후 8시

다.
  제25조 직원,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

를 바로 반납해야 한다.

  1930년 도서관규정이 3장 관외 대출 중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의 규정에
서 ‘학생은’이 생략되고 ‘대학원학생’으로 개정되었다. 즉 대학원 학생이 아닌 
학부 학생들에 대한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관외 대출에는 제국대학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국대학 도서관 간 상호대차는 
현황은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상호대차관계서
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대출계에서 작성하였고 ‘貸出之部’
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
의회의 활동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도서관 열람은 1926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도서관 규정 정해진 열람 시
간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표 21. 도서관 열람시간 

  하지만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열람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다. 예
를 들어 전등 설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27년 11월 10일부터 당
분간 열람시간을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단축하기도 하였다.40) 
  그렇다면 부속도서관의 평균 이용 인원이나 열람 책수 등은 어떠했을까? 
다음의 <표 22>는 1926년에서 1931년까지 열람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2. 1926년~1931년 열람 상황

40) 『학보』 제9호, 192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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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 인원 책수 인
원

책
수

1926년도 2,354 4,786 294 598 14 28 (8개월) 
171일

1927년도 17,677 23,944 1,473 2,000 61 83 288일
1928년도 32,508 44,441 2,709 3,703 108 147 302일
1929년도 31,304 40,784 2,609 3,399 103 134 303일
1930년도 30,990 52,306 2,583 4,359 102 172 304일
1931년도 34,634 44,076 2,886 3,673 113 144 307일

연도 인원 책 수 월평균 1인당 책 
수 비고인원 책 수

1927년도 1,336 6,331 121 576 4.74책 11 개월
분

1928년도 2,631 14,057 219 1,171 5.34
1929년도 3,193 15,991 266 1,333 5.01
1930년도 3,723 25,845 310 2,154 6.94
1931년도 4,676 34,106 390 2,842 7.29
1932년도 4,856 52,182 405 4,349

(출처 : 『학보』 65호, 1932.8.5.)

표 23. 1927년~1932년 관외 대출 상황

(비고 : 1926년도 통계 없음. 월평균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출처 : 『학보』 65호, 1932.8.5.)

  1928년 정도가 되면 열람인원과 대출 책 수 등으로 볼 때 도서관 이용추
세가 본격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람 업무가 1926년에 시작되었으나 당
시에는 도서관이 본관 가건물 안에 있었던 시설이었다. 1927년 8월 도서관
건물이 일부 준공되어 개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졌고, 
1928년부터는 본격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관외 대출 상황인데 열람인원에 비하여 관외 대출 인원이 적은 것
은 도서관 규정상 학생에게 관외 대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열람
자인원과 관외 대출 인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간의 이용 비율을 대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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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열람인원 열람책수
월평균 일평균 개관

일수인원 책수 인
원

책
수

1932년도 36,740 39,447 3,062 3,287 131 141 280
1933년도 29,827 41,674 2,486 3,473 142 149 280
1934년도 39,605 61,478 3,300 5,123 144 223 276
1935년도 32,957 58,934 2,746 4,911 117 209 282
1936년도 22,264 42,866 1,855 3,572 82 158 271
1937년도 25,680 38,361 2,140 3,197 96 137 279
1938년도 23,721 37,701 1,977 3,142 88 139 271
1939년도 22,911 32,265 1,870 2,687 84 118 274
1940년도 22,434 39,810 1,860 3,318 83 145 271
1941년도 29,569 28,802 1,881 2,400 114 110 269
1942년도 46,017 34,015 3,835 2,835 164 121 280
1943년도 19,486 17,328 1,624 1,444 95 86 204

* 1943년도 통계는 1943년 4월~1943년 12월까지의 누계임(소수점 이하 반올
림)

로 알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관외 대출의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당 대출 
책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람이나 대출의 편의를 위하
여 1932년 8월 <화한서서명목록> 제 1집 제 1책, 양서목록 제1권 제 1책
이 배부되었다.41)
  다음의 <표 24>는 1932년~1943년까지 열람 상황이다.42) 

표 24. 1932년~1943년까지 열람 상황

추세를 보면 대략 중일전쟁을 기점으로(1942년을 제외하고) 도서관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학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한 1934년부터 부속도서관 열람자 내역이다. 이공학부가 생기면서 
1941년도부터의 통계에 이공학부가 추가되었다. 

41) 정근식, 앞의 논문
42) 이 표는 학보 각 년도에서 재구성하였는데 이때부터 월평균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제시

된 표는 필자가 각 연도의 열람인원과 책 수를 12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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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직
원

1
일
평
균

특별
회원

1
일
평
균

법문
학부
학생

1일
평
균

의학부
학생

1
일
평
균

예과
생도

1
일 
평
균

1934 111 - 1,228 4 27,59
6

1 0
0 9,770 41 900 3

1935 85 - 1,744 6 24,03
4 85 6,778 24 330 1

1936 97 - 2,357 9 12,68
4 50 4,937 18 1 , 1 9

0 4

1937 86 - 2,194 8 16,74
2 60 4,229 15 1 , 1 4

7 4

1938 68 - 2,890 11 16,44
1 61 2,962 11 1 , 3 6

0 5

1939 94 - 1,625 6 17,33
2 63 2,693 10 1 , 1 6

7 4

1940 67 - 1,807 7 16,31
0 61 3,023 11 1 , 2 4

4 5

연도별 직
원

1
일
평
균

특별
회원

1
일
평
균

법문
학부 
학생

1
일
평
균

의학부
학생

1
일
평
균

이공
학부
학생

1
일 
평
균

예과
학생

1
일
평
균

1941 39 - 1 , 1 1
5 4 20,806 80 4,612 17 1 , 3 8

7 5 1 , 6 1
0 6

표 25. 1934년~1940년 부속도서관 열람자 상황

* 1일평균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1일 1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시하지 않
음

표 26. 1941년~1943년까지 부속도서관 열람자 상황(이공학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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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47 - 2 , 2 4
1 8 36,742 131 5,332 19 291 1 1 , 3 6

4 5
1943 21 - 819 4 14,401 70 3,533 17 143 1 569 3

(단, 1943년도 통계는 1943년 4월~1943년 12월까지의 누계임)

(5) 정리와 장서 점검

  1934년 협의회의사록에 의하면, 경성제대 도서관은 본관 소장 도서를 매
년 1회, 3월경에 전원이 점검하였다고 한다. 법문학부 연구실의 것에 대해서
는 매년 1회는 점검하려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1934년에는) 여유가 충분하
지 않아서 실행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연 1회가 완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었
다고 한다. 의학부의 소장 도서는 전부 손이 미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서 점검의 책임은 주임에게 있으나 조수가 2년 매번 바뀌므로 신
구 조수 사무 인계의 때 관원 입회하에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43)

43) 「第11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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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와 경성제대부속도서관

 1)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설치 및 활동 

  (1)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설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일원으로 제국대학부
속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여하였다. 후발주자인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은 협의회에 참석함으로써 다른 대학들과 운영상 제도적 통일성을 기
하고 운영에서 보완을 기할 수 있었다.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는 東京제국대학 부속도서관장의 발의로 1924년 
6월 도쿄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다. 東京제대 부속도서관장은 “제국대학도서
관들이 학부와의 관계, 서목 정리방법, 도서의 기증교환, 사무원의 정원과 대
우 등에 있어서 각기 특수한 연혁과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공통의 문제와 
이해가 있을 것”44)이므로 각 대학도서관장과 사무원들이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협의회는 관이 개입을 하여 모임을 강제하거나 한 것이 아닌 부
속도서관들의 필요에 의하여 운용되었다. 처음 열린 협의회에는 東京, 京都, 
九州, 東北, 北海道 제국대학부속도서관이 참여하였다. 경성제대는 1927년 4
차 협의회부터 참가하였다. 경성제대는 후발주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하여 운
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유용하였다. 제국대학 부속도서관들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대학의 형성 경험에 따라 실제 운영되는 
모습은 달랐다. 경성제대에 이어 1928년에는 臺北帝國大學이, 1932년에는 
大阪帝國大學이 1939년에는 名古屋帝國大學이 합류하였다. 협의회는 1924
년부터 시작되어 한해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으나, 1940년에 京都에서 개최 
예정이던 17차 협의회는 무산되었다. 이에 1941년 東北帝大에서 18차 협의
회가 열렸고 1942년 19차 협의회가 九州帝國大學에서 열린 후 일제의 패전 
전까지 개최되지 못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의회는 각 대학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
문이 나는 점을 문의하고 공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의제로 제의하여 
협의안을 만들었다. 제안된 의제나 문의 사항에 대해 각 부속도서관은 의견

44) 阪田蓉子,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の活動, 『図書館学会年報』33(3), 1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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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書館學
도서관용어
협회, 회의, 보고
도서관원 양성

圖書館行政 도서관법규
특전

圖書館建物 

圖書館組織 

직원 보수(대우)
보건

도서관상의회
경비 용품 
통계
통신

圖書管理法 

선택
구입  신문잡지 구입 
기증, 교환 중복도서, 잡지결호 
기탁
수입, 등록, 제적  학내등사와 간행도서, 제본비 가산

목록법과 색인법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제정 화한서목
록규칙

잡지목록규칙
로마자 철방법
제국대학직원씨명록

분류법
배열과 정돈, 점검
이용, 열람 열람상호허가

입고검색

을 내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상황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공
통으로 해결할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냈다.  
  1차에서 19차에 이르기까지 협의회는 도서관 운영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
들을 논의하였다. <표 1>은 1924년 1차 협의회에서 1938년 15차 협의회
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의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7. 제국대학 부속도서관 협의회 의제 분야별 분류45)

45)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 편, 1939,  『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題目錄』 1p~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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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촬영·증명
대출 상호대차
비부
제본과 보존 曝書, 소독

훼손, 분실,변상
특수자료 귀중도서, 특수도서, 소책자, 신문잡

지
圖 書 及 圖 書
館利用法 

독서 지도
독서 향상 

도서관연장, 
도서관 제사
업 
도서관목록 특수장서목록

잡지목록
圖 書 解 題 及
目錄 총서목록

 
 (2)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주요 활동  

  협의회에서는 도서분류와 정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
한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실제 간행된 것은 『화한서목록규칙』 1편
뿐이었으나 <제국대학도서관용어집>, <통일분류표>, <잡지목록법>, <일
본간행총서목록> 의 간행이 시도되었다. 
   공통의 목록이나 분류방법을 만드는 것은 의제 제의 이후 꽤 많은 시간
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화한서목록규칙만 해도 1928년에 東京帝大에 의해 
제안되어 1929년 초안이 협의회에 보고되었지만 1932년에 제 9차 협의회에 
이르러서야 초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1936년에는 제 13차 협의회 개
최자인 大阪帝大가 최종안을 인쇄 배포하였다. 1937년 제 14차 협의회에서 
적용상 곤란한 점이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재검토를 위한 위원
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939년에 京都帝大에서 회의를 열어 규칙구
성안을 가결하였고 1942년에 『화한서목록규칙 제1편』을 완성하였다. 
  <제국대학도서관용어집>은 1926년 東京帝大에 의해 제안되었다. 관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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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후 東京帝大는 재건과 정리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
고, 이에 따라 용어통일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東京帝大가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각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東京帝大에 보내도록 하였다. 
1929년에 일단 완성을 한 뒤 1933년에 비교표가 배포되었고, 1935년에 大
阪帝大가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용어집을 발표하였다. 완성본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사업에 진전에 없었기 때문에 1935년에 발간한 조사내용이 최종본
인 셈이 되었다. 이외에도 <통일분류표>, <잡지목록법> <일본간행총서목
록> 등을 만들 것이 의안으로 제안되어 공통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남기지는 못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제국대학 부속도서관들 간에 상호이용을 위한 방법을 강구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국대학상호열람’, ‘상호대차’, ‘중복도서교환 및 
잡지결호보충’ 등이 있었다. ‘제국대학상호열람’은 1925년 제 2차 협의회에
서 北海道帝大가 제안한 것이었는데 하기휴가 중 학생들이 현지의 대학도서
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협의회는 또한 상호대차 제도를 마련하였
다. 1925년 2차 협의회에서 ‘도서와 잡지를 지장 없는 한에서’ 교환대차하기
로 하였고 1929년에는 상호대차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협정된 상호대차협
정은 다음과 같다.46)

1. 제국대학대학, 부속도서 상호 간에 도서의 상호 대차를 한다.
2. 기한은 현품 발송의 날로부터 반환 도착의 날까지 3주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차 상호 기관의 협정에 따라 2배의 기간(6주간)로 할 수 있다.
3. 동시에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3부 3책 이내로 하며, 또한 和漢裝書는 3

부 9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규정과 저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서의 대차에 대신하여 등사 또는 복사로 할 수 있다.
5. 비용은 받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대차는 다음 수속에 의한다.

1) 빌려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도서 상호 대차 신청서’(A)를 
발한다.

46) 일본문고협회, 1930년 5월 『圖書館雜誌』 제126호에 소재한 것으로, 경성제국대학 부
속도서관 貸出係, 『相互貸借關係書類 借受之部』 (1930~1943)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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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이에 응할 때는 현품을 발송함과 함께 ‘상
호대차도서발송표(B)’를 발한다.
 3) 빌려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전호의 도서를 수취한 때는 즉
시 ‘상호대차도서 도착차용증(C)’을 발한다.

 4) 도서 반환의 때는 현품 발송과 함께 ‘상호대차도서 반환(返戻) 
발송표’(D)를 발한다.
5) 대출한 기관에서 반환도서를 수취한 때는 ‘상호대차도서 반환 수
령증’(C)를 발한다.
다만 본 표는 ‘상호대차도서도착차용증’(C)를 다시 사용하여 해당하
는 난에 기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6)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이에 응하기 어려울 때는 ‘상호대차도서 
거절서’(E)를 발한다.

 7) 2배의 기간 차용을 희망할 때는 그 뜻을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
다.

 8)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배의 기간 대출에 응하기 어려울 때는 ‘도
서상호대차발송표’(B)에 그 뜻을 부기해야 한다.

 9) 도서 대출(借受)에 대신하여 등사 또는 복사를 희망할 때는 ‘도
서상호대차신청서’(A)에 그 뜻을 부기해야 한다.

 10)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이에 응할 때는 신청서에 응낙의 뜻을 기
입하여 반송하고, 가급적 단시일간에 등사 또는 복사를 마쳐 희망 
기관에 송부한다.

  11) 대출(借受) 신청 기관에서 특별히 등사 또는 복사의 희망을 덧
붙이지 않았으나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등사 또는 복사를 제공하는 
쪽이 편의에 맞을 때는 ‘도서상호대차 거절서’(E)를 이용하여 신청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한다.

  12) 비용의 변상은 대차 상호 기관에서 ‘도서상호대차 거절서’(E)를 
이용하여 협정한다.

  경성제대의 상호대차 이용 상황은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서 소장하고 있는 <상호대차관계서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의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929년 12월 12일 기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九州帝大와의 상호대차 건이다. 서류에는 도서관장, 사서관, 대출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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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개 최  경성제대 제출의제 

임의 인장이 찍혀있고 그 다음 건명이 있다. 건명은 ‘상호대차규정에 의한 
도서의 대출의 건’으로 九州帝國大學 부속도서관장으로부터 별지를 통한 신
청(申出)이 있어 대출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위의 규정대로 九州帝大로부
터 도서 상호대차 신청서가 왔다. 신청서에는 신청번호, 신청월일과 신청서
를 받은 날, 책 제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상호대차를 수락하는 문서
와 규슈제대로부터 온 편지 봉투가 함께 <상호대차관계서류>에 철이 되어 
있다. 
  상호대차제도는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지
면서 더욱 유용한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상호대차 중 분실, 소실 등의 문제
가 제기되면서 복사와 사진을 이용한 상호대차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요금을 표준화 하는 문제가 협의회에서 의제로 논의되었다. 

 2)  경성제대부속도서관의 참여와 활동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1927년 10월 19일 九州帝國大學에서 개최된 4차 
대회를 시작으로 일제 패전 이전의 마지막 회의인 19차 회의까지 참석하였
다. 우선 경성제대부속도서관이 협의회에 참가하면서 제안한 의제를 살펴보
자. <표 2>는 경성제대가 제안한 의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제
목록-1차~15차』과 경성제대 도서관사 연구팀이 발굴한 <제국대학부속도
서관협의회의사록 1-16, 18-20차>을 가지고 작성하였다. 의제 목록은 각 
도서관의 상황보고 및 의견을 제출하는 타합(打合)사항과 제안 의제에 해당
하는 협의제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의제 형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3
회 대회에서 東京帝大에 의해 제안되어 1927년 4회 대회에서부터 시도되면
서 정착되어갔다. 

표 28. 경성제대도서관 제출 의제목록(4차~19차)47) 

47)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 편, 1939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제목록-1차~15차』 ;  
 「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 1-16, 18-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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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차 1927 九州

<협의제>
학생에게 도서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

는 방법
기증도서의 평가방법
복본 교환의 건 
총서목록편찬방법과 그것을 촉진하는 건
협의회의사록 공개의 건
각 학부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총예산과 도서관 경

비(인건비, 총 소용 경비)의 요구와 배부에 대해서
는 도서관장의 참가와 발언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

화한서의 형장(形狀)기호법 표준결정의 건 
<타합(打合)사항-희망 및 문의사항>
기증도서목록을 매월 교환하는 건
관장 위임사항에 대하여 듣고 싶음
관원의 지적 수양방법에 관한 시설에 대하여 듣고 싶

음  
희구서를 복제할 때 다른 대학에 미리 통지하여 필요 

유무를 문합할 것을 미리 문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관원의 보건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건 
살충방법과 설비와 폭서(曝書) 효과 여하
작년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서우대에 관한 건의 경과

를 듣고 싶음
참석자 : 도서관장 小倉進平, 사서관 寺澤智了, 사서 
關野辰吉, 고원 瀧澤辰雄

5차 1928 北 海
道

  
각 대학 부속도서관원(용인 포함) 수 및 사무분담 상

황을 듣고 싶음 
미완도서 수입(受入) 방법
제본비를 도서가격 가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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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본(和裝本) 및 축물(軸物)의 설치방법을 듣고 싶
음 

카드목록 복제의 좋은 방법을 듣고 싶음
참석자 : 도서관장 小倉進平, 서기 近藤音三郞

6차 1929 臺北

<협의제>
협의회 중에 매년 순차로 계별 교체하여 부회를 설치

할 것
매년 6월 말에 다음과 같은 조사표를 교환할 것 
 ― 인원수와 배치(前年 말)
   전년도 도서비와 장서통계, 열람통계, 신문잡지통

계
<협의사항-희망과 문의사항>
신착신문잡지의 수 년 증가 수와 현재 수를 듣고 싶

음
부속도서관 주최 전람회 강연회 개최 사실과 상황을 

듣고 싶음 
별치도서에 부여할 기호와 그 기호에 편부(便否)를 

듣고 싶음 
도서관에 있는 각계의 정리통계를 듣고 싶음
참석자 :도서관장 大谷勝眞, 近藤音三郞

7차 1930 東京

각 도서관 현행 도서관 배열표(同一分類綱目 中)에 
대하여 듣고 싶음

학생열람도서의 일시보관에 관한 실시 내용. 기한과 
可否등에 대하여 듣고 싶음 

도서관장 大谷勝眞, 사서 關野眞吉 사서 西良一

8차 1931 京城

각 도서관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도서목록의 종류와 
앞으로의 계획

학생의 타관열람에 관한 합의가 교관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일본간행총서목록>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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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서목록편찬규칙제정>에 관한 건 
9차 1932 京都 각 도서관 특별 집서(集書)의 명칭과 책 수와 성질의 

개략을 듣고 싶음

1 0
차 1933 東北

목록편찬상 중국 시문 도서 서명 읽는 방법 및 그 로
마자 표기법을 결정하는 건 -  

공립도서관직원령의 개정에 따라 제국대학사서관과 
제국대학사서에 관한 법규 개정이 필요할지

불명도서의 처치법에 관하여 듣고 싶음(특히 본관 관
리에 속하는 것) 

1 1
차 1934 九州

4차, 6차 협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록 공표’의 실행촉
진에 관한 건

귀중도서보관 상황을 듣고싶음
제본비를 도서가격에 가산하는 건
*경성제대 참석자: 도서관장 高木市之助, 사서 関野眞
吉,上床一男

1 2
차 1935 北 海

道

국내신간도서의 완전한 목록 간행의 기운 촉진의 건
외국잡지신문의 구입에 대하여 최근의 경험을 듣고 

싶음
*경성제대 참석자 도서관장 島山喜一, 사서 西良一, 
촉탁 天野鉄彦

1 3
차 1936 大阪

외국신문잡지구입에 관한 건 
협의회의사록은 폐회 후에 빨리 완성 배포할 것에 대

하여 상호노력할 건 

1 4
차 1937 臺北

도서관사무에 관한 조회 및 회답은 지장이 없는 한 
조회하는 관에서 제대의 각 관으로 배포하는 건

제본 관계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듣고 싶음 
 1. 본년도 제본단가
 2. 관내 혹은 학내제본소(직영)의 제본능력과 책 당 

평균 단가 
 3. 2의 제본 직공 수와 대우 상황
 4. 관내 혹은 학내제본소에 청부제도로 제본을 한다

면, 그 상황과 가부(可否)
입고 검색자의 취체 현황을 듣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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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서고계 유무와 그 분장사항, 인원 또는 서고계
와 겸무의 계명 등을 듣고 싶음  

1 5
차 1938 東京

영구보존신문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듣고 싶음
 1. 현재 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열람 공용 중인 신문
명(영구보존의 것에는 *인을 찍었음)

 2. 제본방법, 서고 내 배열방법 및 보관상 서고서가 
기타의 특별한 시설의 상황

외국잡지 구입에 관하여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건    

1 6
차 1939 京城

전국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결성에 관해 시국 하 관원이 만류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있는지 

<화한서목록규칙>에 관한 건 
인문과학에 관한 <학술잡지목록편찬> 발행의 건

1 7
차 1940 京都 *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1 8
차 1941 東北 * 협의회 의제가 따로 분리되어 정리되어 있지 않음 
1 9
차 1942 九州 중복도서 교환에 관한 건 (경성)

 

  처음 참가한 4차 협의회에서 경성제대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협의제와 타
합사항으로 의제를 나누어 제안하였다. 도서관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
던 탓에 경성제대가 제안하거나 문의한 것은 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전범
이 없는 것들, 규칙화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가격이 설정되지 않은 기증도
서의 (가격)평가방법,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방법 교육, 도서관 직원교
육, 도서관의 각 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이 그러하
였다. 의사록 공개를 제안한 것은 앞선 회의에 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 습득 차원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성제대는 지속적으로 
의사록 공개를 제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성제대가 제안한 희귀서를 복제할 
때 각 대학에 필요 유무를 묻자는 안건은 통과되었다. 그리고 4회 협의회에
서 1925년 결정된 ‘하기(夏期)열람 상호허가의 협정’48) 즉 ‘제국대학상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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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관한 협정’이 경성제국대학으로 확대되었다.
  5차 협의회는 1928년 7월 4일~6일까지 北海道帝大에서 개최되었다. 경성
제대는 5개의 협의제를 제출하였는데, 사무분담에 관한 건으로는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원(용인 포함)의 수, 회계 사무에 관한 내용으로는 미완도서 수입
방법과 도서가격 제본비 가산 여부, 도서정리에 관한 건으로 화장본 및 축물
의 설치방법, 목록분류에 관한 건으로 카드목록 복제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카드목록 복제 방법에 대하여 각 제국대학에 통지하여 그 내용을 받아서 참
고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경제적으로 도서를 정리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 
제시했다고 하는 ‘화장본 및 축물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각 도서관은 각자의 
상황을 발표하였다. 경성제대의 질의에 대하여 각 도서관은 그에 대한 상황
을 설명하였다. 협의회가 도서관 운영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늦게 출
범한 경성제대가 협의회를 통하여 도서관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차 협의회는 臺北帝大에서 1929년 9월 25일~27일까지 개최되었다. 경성
제대가 요청한 통계에 대한 건의에 (신착 신문잡지의 수 년 증가에 대한 내
용과 인원 수와 배치(전년 말)/ 전년도 도서비와 장서통계, 열람통계, 신문잡
지통계 교환 건) 대해서 다른 대학에서는 별도의 통계표를 제출하였다. 경성
제대는 명년(1930년)에 건물이 증축되면 적당한 부실(部室)에 1개월에 1번
이나 수시로 전람회를 열 것을 희망하였다. 그런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한 경
험을 공유하고자 각 부속도서관들은 전람회, 강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각 대학의 사업 경험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협의회 
중에 매년 순차로 계별 교체하여 부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철회되었다. 
  7차 협의회는 1930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東京帝大에서 열렸다. 경성
제대는 2가지 안건을 제출하였는데 각 도서관의 현행 배열표 제도와 학생이 
열람 중이던 도서를 일시로 보관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였다. 또 하나는 정리 업무에 관한 것으로 경성제대의 경우 정리완료 순서
로 배열을 하는데, 복본과 개정판의 경우 처음에 놓여 졌던 것과 나란히 배

48) 이건은 北海道帝國大學이 1925년 2회 대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하기휴업 중 제국대학
공통열람표를 교부하여 학생들이 현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 것
이었다. 이때 하기휴업은 “수시로 기간을 한정하여(隨時期間ヲ限リ)”로 바뀌어 결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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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도서관은 어떤 정리 방법을 사용하
는지 문의하였다. 두 제도는 도서정리와 도서열람제도에서 경험을 얻기 위해 
제기한 의제였다.   
  8차 협의회는 1931년 10월 1일에서 3일까지 경성제대에서 개최되었다. 
경성제대는 학생이 타관을 열람하는데 합의한 것이 교관에게도 미치는 것과 
각관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도서목록의 종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문
의하였다. 교관의 상호이용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도서목록의 종류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경성제대는 1931년 9월 현재 작성한 
목록을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앞서 건의되어 진
행 중인 일본간행총서목록과 화한서목록편찬규칙 제정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9차 협의회는 京都에서 1932년 10월 20일~22일에 개최되었다. 경성제대
는 상호대차에 편리를 기하기 위하여 각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집서(集書)
의 명칭과 책 수, 특성을 문의하였다. 
  10차 협의회는 東北帝大에서 1933년 개최되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만
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의제로 만몽(滿蒙)관계 문헌목록교환의 건이 제
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北海道 제출). 경성제대는 만몽관계를 포함한 것
은 만드는 중이며 교관들이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각자 작성한 것도 있고 
현재 경제연구실에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연구실과 협의하여 목
록을 교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중국의 시문 도서는 중국식으
로 읽고 표기는 웨드 씨(Tomas Francis Wade) 로마자표기법으로 하고 있
는데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조를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 문제는 협의회 구성원에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었
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또한 공립도서관직원령의 
개정에 따라 제국대학사서관과 제국대학 사서에 관한 법규 개정이 필요할지
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 의제는 공립도서관령 개정에 의하여 공립도서관의 
관장 및 사서에 대한 대우가 개선됨에 따라 제국대학도서관 직원과 균형을 
잃게 되어  때문에 제기되었다. 경성제대는 문부성 소속이 아닌 조선총독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법령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었지만 “내지의 대학에서 
이에 대해 운동할 의향이 있다면 협력하려는 생각으로 제안”하였다고 하였
다. 이를 통하여 경성제대 도서관이 협의회 참가를 통해 제국대학 부속도서
관 협의회의 한 성원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11차 협의회는 九州帝大에서 1934년 10월 18일~20일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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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에서 경성제대는 귀중도서보관 상황을 문의하였다. 비록 설비를 갖
추고 있지는 못했으나 장래에 서고를 증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2회 협의회는 北海道帝大에서 1935년에 개최되었다. 경성제대는 ‘국내 
신간 도서의 완전한 목록 간행의 기운 촉진의 건’을 제안하였다. ‘국내 신간
서의 목록이 상당히 있으나 그 수록 내용이 불완전하여 본 협의회에서 적당
한 방책을 구상하여 완성을 기하고 싶다, 이 문제가 협의회만의 문제가 아니
라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도서관협회를 주체로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협의회의 이름으로 협회에서 따로 
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 심의를 하는 것을 실행방법으로 제안하였다.
  13차 협의회는 大阪帝大에서 1936년에 개최되었다. 경성제대는 전년도에 
제기하였으나 이번 연도로 이월된 ‘외국신문잡지구매에 관한 건’을 건의하였
는데, 대학도서관의 예산과 경리 상 각 도서관이 일치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하였다며 의견을 구하였다. 외국잡지구입방법에 각 제국대학 간
에 협정을 둘 것 등이 제안되었고 실행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
다. 협의회의사록을 빨리 완성 배포할 것에 대하여 상호노력한 건을 제기하
였는데 의사록 배포 요구는 경성제대가 꾸준히 제기한 것이었다. 
  14차 협의회는 1937년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臺北帝大에서 개최되었
다. 경성제대는 이전부터 제기하였던 제본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조직 중 서고계의 역할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당시 경성제대 도서관은 대출 
및 열람계가 겸임 업무를 하고, 서고계는 재고도서 관리, 정돈, 검색, 소독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어떠한지 물었다. 
  15차 협의회는 1938년 11월 24~26일까지 東京帝大에서 개최되었다. 일
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외국학술잡지 구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짐
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도모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당시 외국학술잡지에 
관하여 제안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의제 1. 유입 통제 하에서 외국도서 및 잡지의 유입 곤란에 대해 적당한 대
책이 있는지 (九州)

의제 2. 외국잡지의 예약 방법에 관해, 각 관 간에 어떤 신청 혹은 협정 필
요가 있는가 (東北)

의제 3. 해외비의 제한에 관란, 외국 도서의 구입량의 감소에 대해 각 관의 
의견 내지 대책을 묻고자 함 (東北)



- 72 -

의제 4. 외국 잡지 구입에 관해 제국대학부속도서관 협의회의 이름으로 청원
하는 건 (경성)

  - 이유 : 외국 전문학술잡지는 대학에서 연구 상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의제 5. 외국잡지주문리스트의 상호 교환의 건 (北海道)
의제 6. 법에 의해 유입이 불가능해진 외국잡지에 대해 내년 분 예약주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각 관의 방침을 묻고 싶음 (臺北)

  경성제대는 협의회 차원에서 외국잡지 구입을 청원할 것을 건의하였고, 협
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잡지 구입에 대한 구체적 방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시 하 해외비 제한에 따라 생기는 연구자료 참고문헌의 
부족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경성제대는 상호대차를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상호대차에 관계있는 장서목록을 매년 교부 인쇄하여 각 관에 
배부하겠다고 하였다. 학생생도의 독서 지도에 관해 각 관의 방책에 대하여 
경성제대는 열람안내를 배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16차 협의회는 1939년 10월 5~7일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열렸다. 중일전
쟁 중이라 전시에 따른 대비에 관한 논의가 두드러져 보인다. 경성은 시국 
하 관원을 붙잡아 둘 좋은 방책을 물었고, 서양서 증가 대책은 어떠한가 하
는 도쿄제대의 질의에 일-독 교환 외에도 일-이탈리아 교환을 이용하고 싶
다고 하였다. 17차 협의회는 무산되었다. 18차 협의회는 東北帝大에서 1941
년 10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열렸는데 공습에 대비한 의제들이 제안되
었다. 

1. 시국 하 사무 관련의 방책에 대해 (九州) 
2. 시국 긴박함에 따라서 귀중도서의 방호 카드부 등 중요서류의 보전에 대

해 어떤 방법을 가는지 (京都)
3. 각관의 도서, 공습 대책에 대해 (臺北)
4. 방공시설에 대한 각 관의 상황 (九州)
5. 각 관의 방공시설의 실제에 대해 (北海道)

중일전쟁 직후에는 서구 사회에서 수입하던 학술잡지의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공습에 대한 대비 방공시설 등의 내용의 의
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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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차 협의회는 1942년 10월 29일~31일까지 九州帝大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확대하면서 남방관계 문헌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각관 소장의 구문(歐文) 남방 관계 문헌 목록 상
호교환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면서 東北帝大는 대동아공영권 특히 남방에
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해 학술연구가 왕성한데 각 관에서 소장한 남방 관
련 문헌 목록을 상호교환하면 편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계문헌을 만들어 
상호교환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긴급하게 진행하야 하지만 각 관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구문만을 실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경성제대는 취지는 
좋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며 실행에 곤란함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1942년 3
월말에 문부성이 ‘대동아공영권자원과학문헌목록’(인도차이나, 타이, 뉴기니)
을 편찬하였고 이 문헌을 만드는데  지질, 동물, 식물, 지리, 인류학 등의 각 
전문가의 참가하여 1939년 이전의 문헌을 망라하였으니 말레이, 수마트라, 
자바, 포르네오, 필리핀, 버마 등의 부분이 속간된다면 이 문제는 대체로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문부성에 청원해서 속간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臺北帝大는 대만은 남진기지
이므로 대만총독부는 臺北帝大 부속도서관, 총독부도서관 및 남방자료관을 
중심으로, 대만 전토에 소장된 남방문헌을 망라해서 종합도서목록을 편찬하
려는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경성제대뿐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은 취지는 괜찮으나 각 관 모두 인
원 부족으로 조급하게는 만들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현재 각관에서 가능한 
범위의 것을 작성하여 교환할 것에 합의하였다. 
  상호대차는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상호대차가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호대차 시 상호문헌복사를 해서 교환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복사가격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성제대는 이에 동
의하였으나 인원 부족과 복사기가 도서관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당장 요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설립 초기에 제국대학부속
도서관협의회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를 갖추어 가면서 제국대학도
서관들과 통일성을 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부속도서관들과 소속이 달라 이
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대학 사서관과 제국대학 사서에 관한 법규 
개정을 제안한 것은 경성제대도서관이 협의회의 일원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 만몽지역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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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고조되었고 태평양전쟁 중에는 남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경성제
대는 협의회를 통하여 연구에 협조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서 구
입이 어려워지자 각 대학은 상호대차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경성제
대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에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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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대출일
49)

반납
일 대출자명 도서명 비고 특징

1
1929
.7.31 
이전

西 田 直 二
郞50)
(경성제국
대학내)

四季ノ朝鮮
1책

‘ 圖書借受證 
返納’에 관한 
문서로 대출 
및 반납일의 

표 29. 학교 외부 이용자 관외 대출상황(1929~1945)

3장 조선 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1) 경성제대 도서관의 관외 대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식민지 조선에서 최대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
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조선 내 지식의 생산 및 유통에서 핵심적 역
할을 담당했으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55만여권에 달하는 장서를 기
반으로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유통에 앞장섰다. 그러한 지식유통의 실례로 
관외 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시행한 학외 이용자의 관외 대출은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폈던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협정
에 따라 시행한 제국대학 간의 상호대차이다. 제국대학 간 상호대차는 1930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학술연구증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제국대학 소속이 아닌 이용자들을 위한 관외 대출이 존재했다. 이 
관외 대출의 이용자로는 조선총독부 소속 관리들을 포함하여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 경성제국대학 졸업생, 조선학 연구자 등이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
부도서관, 경성부에 소재한 철도도서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大連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에서도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이용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貸出關係書
類 學外之部(一)』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대출계가 생산한 자료로, 경
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시행한 관외 대출상황을 보여준다. 이 서류철에는 
1929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학교 외부의 
이용자들에 도서를 대출해준 사례가 모여 있다. 이 자료의 내용을 표로 정리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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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확인은 
어려움

2
1931
. 5 . 5
이전

 窪川豊男
( 金 澤 市 
蛤 坂 新 道
十七)

圖書全集 4질

 園田助手51)
로부터 빌려간 
책으로, 본관 
도서정리에 따
라 급히 반납
요청함

3 1931
.9.15

아 라 리
보52)
(천주교회
주교)

천 주 교 에 서 
1931.9.13~2
6 ‘조선전도개
시100년제’를 
개최, 전람을 
위해 대출요
청.  순조실록
을 제외하고 
지장이 없다고 
회답. 
학무국의 승인
서류 첨부.

규

4
1932
.6.13
. 이
전

京 城 第 二
高 等 女 學
校

창립 10주년 
기념 전람회에 
경성제국대학 
소장 귀중도서
를 대여해준데 
대한 감사의 
편지.

5
1932
.12.9
. 

1932
.12.1
1

조 선 총 독
부 도 서 관
장

龍洲遺稿 23권 12책
해당 도서를 
참고하고자 2
일간 차용하길 
원함

규

6
1932
.12.2
7.

1933
.1.

조 선 총 독
부 학 무 국
장

四禮便覽 8권 2책 공무상 필요로 
대출

7 1933
.2.3

1933
.5.12

조선인쇄
주식회사 광해군일기 정족산본 광해군일기 영

인 사업상 원 규



- 77 -

서를 관외 대
출함.
총독부 학무국
의 승인서류 
첨부.

8
1933
.11.4
.

1933
.11.1
6.

조 선 총 독
부 식산국
장

오주연문장전산고 
권2, 4, 5, 7, 10, 11, 19, 
22, 47, 49, 58

어류에 관한 
고문헌 조사를 
위한 필요

규

9
1933
.11.1
6.

1933
.12.1
3

조 선 총 독
부 식산국
장

오주연문장전산고 권16, 21, 
25, 31, 32, 33, 34 35, 37, 
45, 48, 57, 59

어류에 관한 
고문헌 조사를 
위한 필요

규

10 1933
.12.8

1934
.1.9.

조 선 총 독
부 학 무 국 
편찬과장

대동여지도 22책 교과서 편찬상 
참고 규

11
福岡 현립
도서관
大田光次

赤穗義士에 관한 도서, 서적

1934.2.11부
터 후쿠오카현 
독서주간 전람
회에 진열하려 
요청
(1933.12.25)

대출
거절

12
1934
.6.5.
이전

徐斗銖 
( 진 남 포 
상공학교)

Walzel, 
Gehalt und gestalt im 
kunstwerk des dichters  1
책

반납한 책을 
받았으며 반납
수령증을 동봉
해 보낸다는 
내용

13

1934
.6.2.
/
1934
.6.15
.

山本 禮
(전 법학
부 대학원 
학생, 淸津
府 福泉町 
16) 

政治學の任務と對象, 政治學
의 諸問題, 政治學史槪論, 政
治學槪論, 政治學槪論
政治の任務と對象,
政治學硏究(Beard 저, 高橋
淸吾 역) 

앞 5책은 6월 
2일 반납, 政
治の任務と對
象과 政治學硏
究는 청구독촉
하여 6월 15
일 반납

14
1934
.6.28
.

金正中
( 경 기 도 
용인군 水
餘면 용인

朝鮮社會經濟史 
庶民金融
無盡と契の硏究
中小農商工業者に対する金融

전 경성제대 
직원 鄭泰植으
로부터 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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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합)
に就て
産業組合主義經濟組織の話
産業組合は中小商業者を壓迫
しているか

15
1934
.10.2
6.

조 선 총 독
부 학무국 
편찬과
森又四郞

退溪言行錄 3책
退溪年譜 1책 규

福岡 현립
도서관

河海港灣의 발달 또는 변천
에 관한 서적

港의 地料에 
관한 전람회 
개최하여 관련
서적 출품을 
요청
(1935.1.10.)

대출
거절

16 1935
.2.1.

多 田 正
知53)
동경시 小
石川區 宮
下町 7

 閑居漫錄 2책 (상, 하) 
 黙齊記聞錄3책 (2,3,4)  

최남선을 통해 
대리 반납 규

17 1935
.5.8

1935
.5.23

東 京 帝 國
大學 문학
부장 宇野
哲人

조선 해인사 藏補版
釋華嚴敎分記圓通鈔 
卷十 1권

東京帝大 언어
학과 小倉교수
가 학술상 참
고하고자 대출
요청

18 1935
.8.22

1935
.8.27

조 선 총 독
부 학무과
장

白雲和尙語錄 附解題 
2책

19 1935
.9.30

경 성 제 일
공 립 고 등
보통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전람회로 
각종도서 요청

20
1935
.11.2
1

1935
.12

조 선 총 독
부 식산국

서유구, 임원경제지 권1, 15, 
16, 17. 4책 

어류에 관한 
문헌조사를 위
해 대출신청

규

21 1936
.2.6

1936
.2.18

조 선 총 독
부 학무과
장

三輪物語 神道叢說 1책

22 1936 1936 조 선 총 독 三輪物語 神道叢說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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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3.31 부 학무과
장

23 1936
.6.6

1936
.11.2
4

長 崎 고 등
상 업 학 교 
도서과

Macpherson, 
D.- History of European 
commerce with India. 1812. 
1책

대출신청연장
신청서와 반납
독촉서류 첨부

24 1936
.9.5

1937
.1.25

塩原 秘書
官54)

(이완용 등 편)
증보문헌비고 
卷首. 3.6.7. 4책

규

25
1936
.10.1
3

1936
.11.1
7

三木 采 
(경기도립 
수 원 의 원 
관리)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사학
회본) 4책
朝鮮に於ける花柳病の統計的
觀察 1책

26
1936
.11.1
0

1936
.11.1
8

조 선 총 독
관방 심의
실 수석 
사무관 秋
山昌平

M.V.Brauchitsch,
Verwaltungsgesetze für 
Preussen. 3
(cop.2) 1책
Robin,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nlique 1책

27
1936
.11.1
8

1937
.1.22

조 선 총 독
관방 문서
과장 

景德傳燈錄 10책
續傳燈錄 6책

28
1936
.11.2
1

1936
.12.1
5

조 선 총 독
부 재무국
장

薪島鎭地圖 1책 10577
龍川府地圖 1책 10578
龍川府邑誌 1책 17499
龍川郡邑誌 1책 10947
經理院平安北道各郡公土賭穀
賭錢稅錢殖利錢納未納成冊 2
책 19264

조사상 필요 규

29
1936
.10.1
6

1937
.6.3

남 만 주 철
도 주 식 회
사 大連圖

Faider, Cat. des mss. de la 
Bib. pub. de la ville de 
Mons 1책

10월 17일 안
동에서 개최예
정인 조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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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館長
Ashley, Catalogue of the 
John Boyd Thacher : 
collection of incunabula 1책

관협의회에서 
접선하고 싶다
는 내용 첨부

30 1937
.1.22

1937
.5.17

加藤灌覺
(조선총독
부 학무국 
촉탁)

高麗板大藏經 內 (第122冊
目)
金剛般若波羅密經 1책

31 1937
.6.3

1937
.10.2
1

경성　 동대
문 경 찰 서
장

鄭鑑錄 (12371) 1책
鄭鑑錄 (12620) 1책
朝鮮叢書 第三  1책

32 1938
.9.26

1939
.2.23

경성
지방법원

大正二年東洋學報第三卷 1책
(服部宇之吉의 ‘宗法考’ 등재
된 것)

33
1938
.12.2
8

1939
.5.29

大 屋 德
城55)
( 京 都 市 
下 鴨 泉 川
町 53번
지)

東師列傳 (古 1723 4 1-3) 
3책 규

34
1939
.8.10
.

1939
.8.18

철 도 도 서
관

內地官報 明治 30년 8월, 40
년 3월, 41년 11월, 12월, 
대정 9년 5월. 5책
內地官報 明治40년 4월. 1책

35
1939
.11.2
2

今西 龍56) 吏文輯覽  朝1162-5 
4책

故 今西 박사
가 빌려간 책
을 아들 今西
春秋에게 반환
청구, 법과 藤
田東三 교수를 
통해 반납

규

36 1940
.3.26

安 田 幹
太57) (변
호사, 경성
부 황금정 
6 정 목 

Die systematischen und 
geschichtlichen Grundlagen 
des subjektiven Rechts.
Mieterschutz vom April 
1933 ab : Gesetz über 

경성제국대학 
재직중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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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Räumungsfristen vom 29. 
März 1933
 Der Zwangsvertrag. 
1925.Hans Blumenthal. 총 
3책.

37 1940
.4.12

1940
.6.8

名 古 屋 帝
國大學 부
속도서관

A.L.A Bulletin v.21 (1927)
A.L.A Bulletin v.26 (1932)
A.L.A Bulletin v.28 (1934)
A.L.A Bulletin v.29 (1935) 
4책

38 1940
.6.13

1940
.6.26

조 선 총 독
부 농림진
흥과장 대
리 사무관 
秋山昌平

林園十六志 (원제 임원경제
지) (규6565) 52책
靑邱指掌 (古4650 151) 집무상 참고

이하 ‘未齊’로 분류됨

39 1940
.5.22

조 선 총 독
부 내 무 국 
사회과장

救荒撮要  
1책  

40

관동군 사
령부 南嶺
硏究所 稲
村賢造

1940.8 .10. 
<Handbuch 
d e r 
Hygiene> 신
청했으나 이 
도서가 본관에 
없음. 저자 공
저도서가 의학
부도서실에 있
다고 회답

41 1940
.9.24

1940
. 1 0
추정
(1개
월 간 

경 성 제 국
대학 서무
과장

해인사대장경문 

본부 시정기념
관에서 해인사
대장경문을 진
열 요청.
책수 5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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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품)

외,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출품이라는 것
을 명백히 할 
것.

42 1941
.5.14

1941
.5.16

조 선 총 독
부 학무국 
편찬과

滄洲遺稿 7책 6551

43 1941
.5.16

조 선 총 독
부 학무국 
편찬과

日本智囊 3책
遠思樓詩鈔 4책

44
尹行重
(보성전문
학교)

Go t t l -O t t l i l i e n f e l d , 
Friedrich von, Die 
Wirtschaftliche Dimension, 
1923 1책
Wirtschaft als Leben 1925 
1책
Bedarf und Deckung 1928 
1책
Wirtschaft und 
Wissenschaft, 1931 2책
Der Mythus der 
Planwirtschaft 1932 1책
Zeitfragen der Wirtschaft 
1934 1책
Schmollers fahrbuch Jg.47, 
Jg.53 Heft 1, Jg58 Heft 1 
3책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Bd.88 
Heft 1. 1책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59 1책

1941년 7월 
29일 신청. 8
월 28일까지 
1개월간 대여
를 의뢰.
본건은 관계 
敎官의 희망도 
있고 전례가 
되는 일이므로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
었음. 공문 회
답 없이 본인
에 그 뜻을 통
지.

대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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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z-archiv, Neue Folge, 
Bd4 Heft4 1책. 총13책

45 1942
.2.19

1942
.8.19

만철 大連
도 서 관 장 
北川勝夫

Kroell,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aérien

2책
Coquoz,  Le Droit privé 
international aérien 1
책

46 1942
.5.19

1942
.6.2

경 성 사 단 
사 령 부 근
무
육군 少尉 
平野一郞
대리 上田

市川紀元二中尉傳

市川紀元二의 
전기 조사를 
위해 파견, 편
의를 봐달라는 
京城師團副官 
井上金土의 편
지 첨부.

47 1943
.2.9

6 책
은 
1944
.10.2
6.
(F.V
.The
oba l
d)
/ 
3 책
은 
1945
.2.28

육 군 군 의
학교 도서
관
( 東 京 市 
牛込区 戶
山町1)

C. Strickland, A short key 
to both sexes of the 
Anopheline apecies of 
India, Ceylon and Malaya 
1925
S.P.James, W.G. Liston, A 
monograph of the 
anopheles Mosquitoes of 
India. 1904
Patrick Hehir, Malaria in 
India, 1927
F.V.Theobald,  A 
Monograph of the culicidae 
of mosquitoes, 1901-1910 
(6 vols.)

말라리아 예방
을 위해 필요
한 서적을 대
출

48 1945
.3.2

국 민 총 력
조선연맹 
사 무 국 총
장

薺藤, アメリカの国民性と文
学　1책
石井, アメリカの内情　 1책
津留, 米国の政治と経済政策  
1책

총력운동의 참
고를 위해 미
국관계 도서 5
책을 3월 2일
부터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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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平洋協會, アメリカ國民性
の硏究  1책
須磨弥吉郎, 米国及米国人 

까지 차용신청

(비고 : 특징의 ‘규’는 규장각도서를 의미한다)

(1) 경성제국대학 소장 규장각 도서의 대출

  도서관을 포함한 각종 기관이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한 배경에
는 경성제대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의 높은 학술적 가치가 있었다. 특히 규장
각 도서는 관외 대출의 주요 대상이었다. 규장각 도서는 원래 경성부 소격동 
소재의 종친부 규장각도서 서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서 이를 관리했다. 그러던 것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것이
다. 규장각 자료는 1928년 10월 29일부터 1930년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
쳐 총 151,501책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1930년 6월 콘크리트 건물인 제2서고가 완성되었다. 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분실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규장각 도서가 이관된 것은 경성제
국대학이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결과였으며, 식민지 조선 연구와 동양 
연구의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였다.58)

49) ‘대출일’은 시행일 기준이며, 발송일이 표시된 경우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기입함.
50)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이며, 일본사 연구자이다. (출처: 조선총독부직원록 1929년

도)
51) 園田庸次郞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를 지낸 인물이다.(출처: 조선총독부직원록 

1930년도)
52) 원 라리보 하드리아노 주교(larriveau, 원형근)으로, 명동성당 9대 교구장(1933~1942)

을 지낸 인물이다. 1907년 3월 10일 서품되어 1907년 5월 21일 조선에 입국했으며, 
1926년 12월 14일 보좌주교로 임명되어 이듬해 5월 1일 주교로 성성되었다. 1933년 1
월 23일 교구장 승계 후 1942년 1월에 은퇴하였다가 1958년에 초대 대전교구장을 역임
하였다. (출처: 명동성당 홈페이지 http://www.mdsd.or.kr/parish/bishops.asp, 검색일 
2014.11.1.)

53) 경성제대 예과 교수를 지낸 재조일본인 한문학자이다.
54) 鹽原時三郞는 1936년 南次郎 총독 비서관으로 착임하여 이후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대

리에 임명되었다.
55) 大屋德城(1882～1950)는 일본의 불교학자로, 1937년 『高麗續藏雕造攷』를 간행하기

도 한 인물이다.
56) 今西龍(1875~1932)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회원이며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다.
57) 安田幹太(1900~1987)는 일본의 법학자로, 東京帝大를 졸업하고 1927년 구미 유학 이

후 경성제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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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 대출사례 중에서는 규장각도서를 대출신청한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규장각도서는 연구를 위한 필수 
자료였다. 그런데 1933년 2월 3일에 시행된 조선인쇄주식회사 신청의 『광
해군일기』 대출은 『조선왕조실록』의 영인사업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영인사업을 위해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경성제대 총장 및 부속도서관에서 오
간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영인사업을 위해 당국과 경성제대 간 교섭이 이루
어진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총장이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보낸 문서의 초안(1932년 12
월 21일)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조실록(태백산본)의 인영을 완
료하였는데 그중 광해군일기의 원고본 연구를 위해 정족산본 실록중 해당 
일기를 추가 인영하고 싶으므로 승낙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정족산본
의 광해군일기는 40책으로 그중 2책은 활자본, 그 외는 사본임을 밝혔으며, 
인영의 형식, 배포처 등은 이미 간행한 실록대로 한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이를 12월 28일 승인하였다. 학무국의 승인에 따라 『광해군일
기』의 추가인영작업이 시작되어, 조선인쇄주식회사가 1933년 1월에 작업을 
위한 관외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2월 3일에 대출이 이루어졌다.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제시한 조선왕조실록 영인본 구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滿鐵大連圖書館 
慶應義塾大學圖書館
東大文學部史料編纂所
東洋文庫
東方文化學院東京硏究所
京都帝國大學
中樞院
宮內省圖書館
李王職
靜嘉堂文庫
廣島文理科大學

58) 김태웅, 2008 「日帝强占期 京城帝國大學의 奎章閣 관리와 所藏 資料 활용」, 『규장
각』33. 160~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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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 반납일 대출처 도서명 비고 분류
1932.1
2.27. 1933.1.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四禮便覽 8권 2책 공무상 필요
로 대출

1933.1
1.4.

1933.1
1.16.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오주연문장전산고 
권2, 4, 5, 7, 10, 11, 19, 
22, 47, 49, 58

어류에 관한 
고문헌 조사
를 위한 필요

규

1933.1
1.16.

1933.1
2.13.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오주연문장전산고 권16, 
21, 25, 31, 32, 33, 34 
35, 37, 45, 48, 57, 59

어류에 관한 
고문헌 조사
를 위한 필요

규

1933.1
2.8

1934.1.
9.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찬과장

대동여지도 22책 교과서 편찬
상 참고 규

1934.1
0.26.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찬과

退溪言行錄 3책
退溪年譜 1책 규

표 30. 조선총독부 관할부서의 관외 대출

東京文理科大學
三井文庫
臺北帝國大學
東京帝國大學圖書館
京城帝國大學
齋藤實
大倉喜七郞 
深谷德郞(天理圖書館代表)
九州帝國大學
東北帝國大學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
朝鮮總督府圖書館 (使送)
延禧專門學校
中央佛敎專門學校

(2) 조선총독부 관할부서의 ‘참고상 필요’를 위한 관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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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又四郞
1935.8.
22

1935.8.
27

조선총독부 
학무과장

白雲和尙語錄 附解題 
2책

1935.1
1.21

1935.1
2

조선총독부 
식산국

서유구, 임원경제지 권1, 
15, 16, 17. 4책 

어류에 관한 
문 헌 조 사 를 
위해 대출신
청

규

1936.2.
6

1936.2.
18

조선총독부 
학무과장 三輪物語 神道叢說 1책

1936.2.
29

1936.3.
31

조선총독부 
학무과장 三輪物語 神道叢說 1책

1936.9.
5

1937.1.
25

塩原 秘書
官

(이완용 등 편)
증보문헌비고 
卷首. 3.6.7. 4책

규

1936.1
1.10

1936.1
1.18

조선총독관
방 심의실 
수석 사무
관 秋山昌
平

M.V.Brauchitsch,
Verwaltungsgesetze für 
Preussen. 3
(cop.2) 1책
Robin,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nlique 
1책

1936.1
1.18

1937.1.
22

조선총독관
방 문서과
장 

景德傳燈錄 10책
續傳燈錄 6책

1936.1
1.21

1936.1
2.15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薪島鎭地圖 1책 
龍川府地圖 1책 
龍川府邑誌 1책 
龍川郡邑誌 1책 
經理院平安北道各郡公土
賭穀賭錢稅錢殖利錢納未
納成冊 2책 19264

조사상 필요

1937.1.
22

1937.5.
17

加藤灌覺
( 조선총독
부 학무국 
촉탁)

高麗板大藏經 內 (第122
冊目)
金剛般若波羅密經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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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6.
3

1937.1
0.21

경성동대문
경찰서장

鄭鑑錄 (12371) 1책
鄭鑑錄 (12620) 1책
朝鮮叢書 第三  1책

1938.9.
26

1939.2.
23

경성지방법
원

大正二年東洋學報第三卷 
1책
(服部宇之吉의 ‘宗法考’ 
등재된 것)

1940.6.
13

1940.6.
26

조선총독부 
농림진흥과
장 대리 사
무관 
秋山昌平

林園十六志 (원제 임원경
제지) (규6565) 52책
靑邱指掌 (古4650 151)

집무상 참고 규

1940.5.
22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
회과장

救荒撮要  
1책  

1941.5.
14

1941.5.
16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찬과

滄洲遺稿 7책 

1941.5.
16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찬과

日本智囊 3책
遠思樓詩鈔 4책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관외 대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출
집단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여러 부서이다. 위 표는 조선총독부 및 경성지방
법원과 경성 동대문경찰서(각 1건)의 관외 대출 사례를 다시 제시한 것이다. 
가장 많은 대출건수를 보이는 곳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찬과로, 교과서 및 
각종 편찬업무를 위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참고문헌을 대출한 것
으로 보인다. 학무국 외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소
장도서를 공무를 위해 열람 및 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산국과 재무국, 농림진흥과에서는 정책수행의 참고를 위해 자료를 
대출하였다. 공무를 위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소장한 규장각 도서
등 각종 서적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36년 9월 
『증보문헌비고』를 대출한 鹽原時三郞의 경우, 1936년 8월 南次郎 총독 비
서관으로 착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도서
를 대출한 것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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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행정절차와 청구　독촉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관외 대출은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루
어졌다. 관외 대출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국대학 간 상호대차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살필 수 있다. 제국대학간 상호대차와 관외 대출의 대출 수속 및 
절차는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의 상호대차에 관한 합의> 
(昭和 5년 5월 『圖書館雜誌』 제126호 소재) 中

    (…전략) 6. 대차는 다음 수속에 의한다.
 1) 빌려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도서 상호 대차 신청서’(A)를 발한다.
 2)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이에 응할 때는 현품을 발송함과 함께 ‘상호대차
도서발송표(B)’를 발한다.
 3) 빌려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전호의 도서를 수취한 때는 즉시 ‘상호
대차도서 도착차용증(C)’을 발한다.
 4) 도서 반환의 때는 현품 발송과 함께 ‘상호대차도서 반환(返戻) 발송
표’(D)를 발한다.
 5) 대출한 기관에서반환도서를 수취한 때는 ‘상호대차도서 반환 수령증’(C)
를 발한다.
   다만 본 표는 ‘상호대차도서도착차용증’(C)를 다시 사용하여 해당하는 난
에 기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6)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이에 응하기 어려울 때는 ‘상호대차도서 거절
서’(E)를 발한다.
 7) 2배의 기간 차용을 희망할 때는 그 뜻을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8)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배의 기간 대출에 응하기 어려울 때는 ‘도서상호
대차발송표’(B)에 그 뜻을 부기해야 한다.
 9) 도서 대출(借受)에 대신하여 등사 또는 복사를 희망할 때는 ‘도서상호대
차신청서’(A)에 그 뜻을 부기해야 한다.
 10)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이에 응할 때는 신청서에 응낙의 뜻을 기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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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하고, 가급적 단시일간에 등사 또는 복사를 마쳐 희망 기관에 송부한다.
  11) 대출(借受) 신청 기관에서 특별히 등사 또는 복사의 희망을 덧붙이지 
않았으나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등사 또는 복사를 제공하는 쪽이 편의에 맞
을 때는 ‘도서상호대차 거절서’(E)를 이용하여 신청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한다.
  12) 비용의 변상은 대차 상호 기관에서 ‘도서상호대차 거절서’(E)를 이용
하여 협정한다.59)

  위 규정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관외 대출
은 일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청자 혹은 신청기관이 경성에 소
재하지 않은 경우, 우편을 이용하여 대출이 시행되었다. ‘도서 상호 대차 신
청서’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보내고, 도서관에서는 대출을 승인한 후 
현품 도서를 발송하면서 ‘상호대차도서발송표’를 발행하였다. 기관에서 도서
를 수취하면 ‘차용증’을 보냈다. 또 도서 반납이 완료되면 도서관에서는 ‘도
서반환 수령증’을 보냈다. 
  제국대학 간 상호대차는 현품 발송일부터 반환 도착일까지 3주간을 한도
로 하였으나, 관외 대출의 경우 대출 기간은 15일이었다. 이는 1936년 6월 
6일 이루어진 長崎 고등상업학교의 관외 대출 관련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실무적인 사례로서 이 경우를 살펴보면, 나가사키고등상업학교 도서과는 
Macpherson의 『History of European commerce with India』 1책을 1936
년 6월 2일 신청하였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6월 6일 이에 회답하면
서 도서를 소포로 보냈으며, 이 때 대출기간은 15일이므로 6월 20일 기한이
며, 연기를 희망할 때는 그 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나가사키고
등상업학교에서는 해당 도서를 6월 8일 수령했고, 6월 20일에는 대출도서기
간연장신청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반납독촉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외 대출에 있어서 반납독촉은 다른 대출사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지리적으로 먼 곳이나 일본 내지에서 우편으로 도서를 대출한 경우에
서 자주 보이며, 경성제국대학 소속이다가 퇴직하여 기존 대출 도서가 관외 
대출로 취급되게 된 경우가 많다. ‘도서관규정’ 제3장 관외 대출 제25조에서 
“직원,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59)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貸出係, 『相互貸借關係書類 借受之部』 (193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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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일 반납일 신청자 도서명 비고 분류

1934.
6.5.

徐斗銖
60) 

Walzel, 
Gehalt und gestalt im 

반납한 책을 받았
으며 반납수령증

표 31. 조선인 관외 대출 신청자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경우 반납독촉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淸津에 거주하는 전 법학부 대학원 학생 山本禮의 경
우 정치학 관련 서적을 여러 권 대출하였는데, 1934년 6월 2일 대출도서 중 
일부만 반납하였다. 도서관에서는 미납도서에 대해 독촉장을 청구하였고, 6
월 15일 반납도서가 도착하자 다시 수령증을 발송하였다. 경성제국대학 법
학과에 재직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安田幹太에 대해서도 재직중 대출도서가 
퇴임과 함께 관외 대출로 분류되어 1940년 반납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반납 독촉에 따른 대리 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貸出關係書類 
學外之部(一)』에는 최남선의 명함이 부착된 서류가 있는데, 이 명함은 경성
제국대학 예과 교수였던 多田正知가 최남선에게 대리 반납을 맡겼기 때문에 
첨부된 것이다. 多田正知는 1935년 1월 교수직을 그만두었는데, 경성제국대
학 부속도서관에서는 바로 東京의 多田正知에게 대출도서 반납을 청구하였
다. 多田正知는 현재 강연차 내지 방문중인 최남선을 통해 대출도서를 대리 
반납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이에 최남선에게 다시 
반납청구서를 보내, 1935년 2월 1일 반납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조선사편
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경성제국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한 今西龍의 경우
도 대리 반납의 사례이다. 1932년 今西龍가 사망하자 기존 대출도서에 대한 
반납을 청구하여, 1939년 법과 藤田東三 교수를 통한 반납 이후 반납수령증
을 가족에게 발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4) 조선인 대출자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관외 대출 이용자 중 조선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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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진남포 
상 공 학
교)

kunstwerk des dichters 
1책 을 동봉해 보낸다

는 내용

1934.
6.28.

金正中
61)
(경기도 
용 인 군 
水 餘 면 
용 인 금
융조합)

朝鮮社會經濟史 
庶民金融
無盡と契の硏究
中小農商工業者に対する
金融に就て
産業組合主義經濟組織の
話
産業組合は中小商業者を
壓迫しているか

전 경성제대 직원 
鄭泰植 62)으로부
터 대출함

尹行重
63) 
(보성전
문학교 
교수)

Go t t l- Ot t l i l i e n f e l d , 
Friedrich von, Die 
W i r t s c h a f t l i c h e 
Dimension, 1923 1책
Wirtschaft als Leben 
1925 1책
Bedarf und Deckung 
1928 1책
Wirtschaft und 
Wissenschaft, 1931 2책
Der Mythus der 
Planwirtschaft 1932 1책
Zeitfragen der 
Wirtschaft 1934 1책
Schmollers fahrbuch 
Jg.47, Jg.53 Heft 1, 
Jg58 Heft 1 3책
Zeitschrift für die 
g e s a m t e 
S t a a t s w i s s e n s c h a f t 
Bd.88 Heft 1. 1책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1941년 7월 29
일 신청. 8월 28
일까지 1개월간 
대여를 의뢰.
본건은 관계 敎官
의 희망도 있고 
전례가 되는 일이
므로 허가하지 않
는 것으로 결정되
었음. 공문 회답 
없이 본인에 그 
뜻을 통지.

대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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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politik Bd59 1책
Finanz-archiv, Neue 
Folge, Bd4 Heft4 1책. 
총13책

  관외 대출을 신청한 조선인은 모두 3명으로, 이 중 서두수와 김정중은 경
성제국대학 졸업생이었다. 서두수(1907~1994)는 경성제국대학에서 일본문
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조수로 일했으며,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일본문학 교
수를 지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한 1934년에는 진남
포 상공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중(1907~?)은 경성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가 빌린 도서가 전 경성제국대학 직원 鄭泰植을 통해 대출된 것이라는 점이
다. 정태식은 1933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조수로 재직하던 중 조선공
산당 재건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공산주의 운동가 이재유를 경성제국대학 교
수 三宅鹿之助의 집에 은신하도록 소개한 인물이다. 정태식은 1934년 5월에 
체포되었는데, 김정중에 대한 반납 독촉은 정태식의 체포 이후 이루어진 것
이다.  

(5) 대출 거절 사례

60) 서두수(1907~1994)는 경성제대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했다. 1938년부터 이화여전 일본
문학 교수를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연희전문과 경성대학 등에서 국문학을 강의했다. 
1949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을 맡았으나 4개월 만에 사임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하버
드 대학과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이충우, 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박상현 외, 2012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자 서두수 연구」, 『일본문화연
구』42 참고.

61) 김정중(1907~?)는 경성제대 법과를 졸업한 뒤 新興金融組合 이사, 五老金融組合 이사. 
朝鮮板石工業株式會社 지배인, 興南工專 교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출처: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62) 정태식은 사회주의운동가로 경성제대 법과 조수를 지냈으며 조선공산당재건사건으로 
검거되는 인물이다.

63) 尹行重 (1904~ ?)은 해방 이후 북한의 관료를 지내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京
都帝國大學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다. 케인스 이론을 
소개 고 통화문제를 분석했으며, 〈계획경제의 이론〉·〈국민주의 경제의 개념〉 등을 발
표했다. 1945년 12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경제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후 월북하여 
1948년 해주 대표자대회 주석단의 일원이자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다. 1959
년 자유주의자 및 반당 혐의로 처벌받았고, 이후 활동은 알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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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선인의 관외 대출 신청 중 1941년 윤행중의 대출 신청건은 대출이 
거부되었다. 윤행중은 京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근무하
였는데, 보성전문학교 교장의 대출 허가 의뢰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敎官의 
희망도 있고 전례가 되는 일이므로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윤행중은 京都帝國大學 경제학부에서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河上肇의 가르침을 받았다. 윤행중은 1939년 전시통제경제와 전체
주의 경제이론을 수용하며 ‘전향’하였다고 하나,64) 그의 대출신청이 거부된 
데에는 전시체제하 사상통제라는 시국상황에서 그가 지녔던 학문적 배경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학외 대출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1941년 윤행
중 이전에도 두 건이 확인된다. 모두 福岡 현립도서관에서 신청한 경우인데, 
1934년과 1935년 福岡縣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전람회에 경성제국
대학이 소장한 도서를 대출해달라는 신청이다. 福岡 현립도서관의 대출신청
이 거부된 이유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던 대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시회 출품을 위해 경성제국대학 
소장도서를 대여해달라는 요청은 1931년 천주교회의 조선 전도 백주년기념
제의 전시, 1932년 경성제이고등여학교의 창립 10주년 기념 전람회, 1935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전람회에서도 있었다. 이는 모
두 승인되었는데, 경성제국대학이 소장한 고도서나 희귀본, 조선학 관련 학
술서가 주요 진열 대상이었다. 
  즉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조선 학계의 중심으로서 조선 내에서 학술
적으로 의미가 있는 서적을 전시하여 일반에 알리는 데에 협조하였다. 그러
나 福岡 현립도서관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赤穗義士’이나 ‘河海港灣의 발달 
또는 변천’은 경성제국대학이 주도하는 조선 학계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요청에 대해서는 거절을 표시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 전시체제하 관외 대출의 사례

  1940년대 관외 대출의 특징은 이전 시기와 달리 육군에서 도서를 대출하
는 사례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도서를 대출한 부서는 관동군 사령부, 경성사
64) 이상호, 2009 「윤행중의 ‘이론경제학’과 한국의 맑스주의」, 『한국인물사연구』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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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일

반납
일 신청자 도서명 비고

관동군 사
령부 南嶺
硏究所 稲
村賢造

1 9 4 0 . 8 . 1 0 . 
<Handbuch der 
Hygiene> 신청했
으나 이 도서가 
본관에 없음. 저
자 공저도서가 의
학부도서실에 있
다고 회답

1942
.5.19

1942.
6.2

경 성 사 단 
사령부 근
무
육군 少尉 
平野一郞
대리 上田

市川紀元二中尉傳

市川紀元二의 전
기 조사를 위해 
파견, 편의를 봐
달라는 京城師團
副官 井上金土의 
편지 첨부.

1943
.2.9

6책은 
1944.
10.26
.
(F.V.
Theo

육군 군의
학교 도서
관
( 東 京 市 
牛込区 戶
山町1)

C. Strickland, A short 
key to both sexes of the 
Anopheline apecies of 
India, Ceylon and Malaya 
1925
S.P.James, W.G. Liston,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적
을 대출

표 32. 전시하 관외 대출의 사례

단 사령부, 東京의 육군 군의학교였다. 당시 전쟁이 지속되면서 서양도서 특
히 영미권의 서적 입수가 어려워지고, 도서배급제가 시행되는 시국이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도서의 부족에 대응하고자 상호대차를 한층 강
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었다.65) 이에 따라 육군에서도 경성제국대학 부
속도서관을 이용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대출해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쟁 막바지에 다다른 1945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총력운동의 참
고를 위해 미국 관련 도서를 대출하였다. 
  

65) 「第19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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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
/ 
3책은 
1945.
2.28

A monograph of the 
anopheles Mosquitoes of 
India. 1904
Patrick Hehir, Malaria in 
India, 1927
F.V.Theobald, 
A Monograph of the 
culicidae of mosquitoes, 
1901-1910 (6 vols.)

1945
.3.2

국 민 총 력
조선연맹 
사 무 국 총
장

薺藤, アメリカの国民性と
文学　1책
石井, アメリカの内情　  1
책
津留, 米国の政治と経済政
策  1책
太平洋協會, アメリカ國民
性の硏究  1책
須磨弥吉郎, 米国及米国人 

총력운동의 참고
를 위해 미국관계 
도서 5책을 3월 2
일부터 3월 6일까
지 차용신청

2) 조선도서관연구회와 경성제대 도서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일제하 조선 최대의 도서관으로 당대 지식과 
정보의 수집과 축적, 관리와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제국 
내에서는 다른 제국대학 부속도서관과 횡적으로 연계되어 있었고, 식민지 조
선의 차원에서는 조선 내 도서관들의 정점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도서관들은 단체를 결성하여 조선 내 도서관 업무를 관리
했다. 1926년 시작된 경성도서관연구회를 시작으로 1928년 조선도서관연구
회가 만들어졌다. 조선도서관연구회는 1931년부터 기관지를 발행하며 조선
의 도서관 활동을 선도했는데,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경성제
국대학 부속도서관이었다. 일본에서 東京帝大 도서관이 일본도서관협회의 전
신을 창설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경성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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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유통에 앞장섰던 도서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활동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도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조선 내 도서관 단체의 
활동을 주도하게 되면서 그 성격을 달리해 가게 된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조
선 내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조선의 도서관 활동과, 
그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중추기관으로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위상에 
주목해 그 성격을 살펴보려 한다.

 (1) 조선 도서관 단체의 결성 
  
  식민지 조선의 도서관 단체는 1926년 결성된 경성도서관연구회를 시작으
로 회의기구를 결성하여 조선 내 도서관 업무를 관리했다. 조선총독부는 
1923년 11월 조선도서관제를 칙령으로 공포하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창설
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총독부 직할
의 관립도서관이었다.66) 조선총독부도서관 개관 당시 경성에는 만철경성철
도국에서 운영하는 철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철도도서관은 1920년 만
철경성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며, 1925년에는 이를 총독부 철도
국에서 직영함에 따라 관명을 철도도서관으로 개칭하여 관립으로 운영한 것
이다. 또한 1922년 경성부고시에 따라 설립된 경성부립도서관이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기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더해져, 1926년 경성도
서관연구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① 경성도서관연구회 

  경성도서관연구회는 1926년 3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조선총독부도
서관, 철도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을 주축으로 모여 조직하였다. 창립 당시의 
간사 5인은 조선총독부도서관 島崎末平,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關野眞吉, 
경성부립도서관 古賀秀雄, 조선총독부문서도서실 北島俊作, 철도도서관 古野
健雄이었다. 

66)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1973 『국립중앙도서관사』 국
립중앙도서관 발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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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도서관연구회규칙>67)
제1조 본회는 경성도서관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도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월 연구회를 개최한다.
제4조 본회는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조직한다. 단, 본회의 취지에 찬
동하는 자는 회원의 소개에 의하여 입회케 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은 매년 회비 1圓 20錢을 12월 중에 다음해의 회비로서 前納하
여야 한다. 단, 7월 이후에 입회한 자에 대해서는 60錢을 입회와 동시에 징
수한다.
제6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5명을 두되 그중 1명을 상임간
사로 하고 상임간사는 서무 회계사무를 주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간사는 총회에서 互選하고 상임간사는 간사회에서 互選한다.
제8조 간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결의한다.
제9조 매년 1회의 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는 전년의 회무성적 및 
회계보고를 한다.

 ② 조선도서관연구회

  조선도서관연구회는 경성도서관연구회를 배경으로 조선의 도서관 단체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한 것이다. 1928년 1월 21일 철도도서관에서 경성도서
관연구회 회합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사서 關野眞吉이 새롭게 조선
도서관연구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68)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서관, 경성
부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총독부문서과, 철도도서관에서 1명씩으로 창립준비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1928년 3월 5일 조선도서관연구회 규칙을 제
정하였다. 1931년에는 조선도서관연구회 규칙을 개정하고, 연 6회로 잡지 
『朝鮮之圖書館』을 발간하였다. 조선도서관연구회는 1939년 조선도서관연
맹으로 변화하기까지 조선 전 지역의 도서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도서관연구회규칙(1931)>69)

67) 국립중앙도서관, 1973 『국립중앙도서관사』 231~232쪽.
68) 『朝鮮之圖書館』 창간호(1931년 9월), 67쪽.
69) 『朝鮮之圖書館』 창간호(1931년 9월),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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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회는 조선도서관연구회라 칭하고 사무소를 조선총독부도서관 내에 
둔다.
제2조 본회는 도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또한 조선도서관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1년
에 6회 회보를 발행한다.
제4조 본회는 도서관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직한다. 단,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는 회원의 소개에 의하여 입회할 수 있다.
제5조 회비는 보통회원은 월 20錢, 특별회원은 월 50錢 이상으로 하고 지방
회원은 월 10錢으로 한다.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30圓 이상을 납부한 자는 명예회원으로 한다.
회비는 입회한 날부터 매월 이를 징수한다.
제6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의 役員을 두고 役員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1. 이사 5명. 5명 중 1명은 상임이사
 2. 간사 1명.
제7조 이사 및 간사는 총회에서 선거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互選한다. 
간사는 사무소 소재 도서관의 관원중에서 맡는다.
제8조 이사회는 이사 및 간사로서 조직하고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결의한다. 상임이사는 회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서무 회계를 처
리한다.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 및 이사 입회하에 간사
의 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조 매년 1회의 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는 전년의 회무성적 및 
회계 보고를 한다.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칙 개정(1933)>70)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조선도서관연구회라고 칭하고 도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도서관계의 발전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당분간 조선총독부도서관 내에 둔다.
제2조 본회의 前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70) 『朝鮮之圖書館』 통권 제9호(1933년 3월),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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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월 1회 例會를 개최
      (2) 연구회, 강연회, 전람회 등 개최
      (3) 연 6회 이상 회보 발행
      (4)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3조 본회는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1) 도서관사무에 종사하는 자
      (2)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회원이 된 자는 회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
제4조 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통상회원의 3종으로 한다.
제5조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명예회원. 일시금 30圓
      (2) 특별회원. 월 50錢 이상
      (3) 통상회원. 경성 在住者는 월 20錢. 경성 외 在住者는 월 10錢

회비는 입회한 달부터 징수한다.
 제3장 役員
제6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役員을 둔다.
      회장, 부회장, 평의원 약간명, 편집장, 이사 7명
제7조 회장, 부회장 및 편집장은 총회에서 선거한다(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은 허용하지 않는다). 평의원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이사 중 2명
은 상임이사로 한다. 
제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의 경우 이를 대리한다.
제9조 평의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편집장은 회보 편찬 및 발행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이사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보편집사무를 보좌한다. 상임이사는 서무 
및 회계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는 총회・평의원회 2종으로 하고,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는 매년 12월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무의 보고 (2) 회칙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 (4) 재산의 처분 (5) 
기타 의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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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4조 회장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사 반수 이상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개최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회칙의 변경 및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7조 본회는 회원의 회비, 會報의 賣上高, 그 외의 收得재산 및 잡 수입을 
자산으로 한다.
제18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본 회칙은 昭和 8년(1933)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선도서관연구회와 경성제대 도서관의 선도적 활동

  ① 회칙 개정과 회장단 구성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활동과 그 기관지인 『朝
鮮之圖書館』의 발행을 주도하였다. 조선도서관연구회의 창설을 제안한 것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사서인 關野眞吉이었다. 또한 기관지 『朝鮮之圖
書館』의 발간은 역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사서관인 吉村定吉71)의 제
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吉村定吉와 關野眞吉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의 사서관과 사서로서 『朝鮮之圖書館』 편집발행을 포함하여 조선도서관연
구회의 활동을 주도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조선도서관연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았
다는 것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임원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1933년 1월 27일 
조선도서관연구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을 개정하였는데, 기존과 가장 크
게 달라진 점은 회장과 부회장, 편집장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구성한 것이었
71) 吉村定吉은 1886년생으로 1916년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30

년 경성제국대학 사서관 겸 조교수로 조선에 부임하여 1940년까지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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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칙 개정과 함께 이루어진 임원단 선거에 따라, 1933년 조선도서관연구
회의 첫 회장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장 大谷勝眞으로 선출되었다. 부회
장은 철도도서관의 林靖一, 『朝鮮之圖書館』 편집장은 조선총독부도서관의 
島崎末平이 맡았다. 또한 서무는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서 담당하였다. 
  기존 회칙의 제1조는 “본회는 조선도서관연구회라 칭하고 사무소를 조선
총독부도서관 내에 둔다”였으나, 개정안은 제1조에서 “본회는 조선도서관연
구회라고 칭하고 도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도서관계의 발전
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당분간 조선총독부도서관 
내에 둔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칙의 변화와 임원진 구성에서 드러나듯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활동을 선도해 나갔다. 
1923년 관립으로 설립되어 조선의 도서관 사업을 주도하던 총독부도서관 대
신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으로 도서관계를 선도한 것이다. 이러한 선도는 
경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경성 바깥의 거주자에게는 회비를 적
게 징수하여, 지방의 도서관들을 포섭하려 한 회칙의 변화에도 주목할 수 있
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첫 회장을 배출한 이래, 
1934년에는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사서관인 吉村定吉이 부회장으로, 關野眞
吉이 편집장으로 선출되었다. 1935년에는 吉村定吉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
며, 關野眞吉은 계속해서 편집장을 맡았다. 1936년에는 회지편찬업무를 경성
제대 부속도서관 사서 濱田邦雄이 맡았다. 
  
 ②  『朝鮮之圖書館』의 발행 주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기관지인 『朝鮮之圖書
館』의 발행을 주도하였다. 『朝鮮之圖書館』에는 조선도서관연구회 가입자 
명단이 실려 있는데, 점차 연구회가 지방의 도서관에까지 영향력을 확보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평양의 仁貞圖書館을 비롯하여 조선인 설립
의 사립도서관 또한 있었다. 즉 『朝鮮之圖書館』은 지방의 도서관들을 비롯
해 조선 전역의 도서관을 독자층으로 가진 잡지였으며, 이를 선도한 것이 경
성제대 도서관이었던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朝鮮之圖書館』을 이끌었다는 점은 경성제
대 부속도서관 직원들이 많은 논설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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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월 호
수 필자 직위 기사명

1931년 
9월 1

大谷勝眞 도서관
장 發刊のことば

吉村定吉 사서관 祝辭
關野眞吉(번

역) 사서 フロべンとエラスムスの親交
吉村定吉 사서관 滿洲時局參考圖書の紹介
吉村定吉 사서관 本誌編輯擔當の御挨拶　

1931년 
12월 2 金晋燮 촉탁

鮮文新刊紹介
- 李瑄根 著 <朝鮮最近世
史>

1932년 
1월 3 吉村定吉 사서관 天皇禮讚のシオン運動

1932년 
5월 5 吉村定吉 사서관 農村對策 尊德文獻の紹介

1932년 
7월 6 吉村定吉 사서관 讀書指導の一方面實演

1933년 
3월 9 關野眞吉 사서 大文字使用法(Capitalization) 

(上)
1933년 

5월 10 關野眞吉 사서 大文字使用法(Capitalization) 
(中)

1933년 
9월 11 關野眞吉 사서 大文字使用法(Capitalization) 

(三)
1933년 
10월 12 大谷勝眞 도서관

장 圖書館週間に當りて
1934년 

1월 14 關野眞吉 사서 大文字使用法(Capitalization) 
(四)

1934년 
3월 15 船田享二 도서관

장 羅馬の圖書館

1934년 
7월 16

吉村定吉 사서관 本は家の飾り及び其の本に就
いて

雨宮弘(번역) 촉탁 ユーロッパの図書館とアメリ
カの図書館と（上）

1934년 
11월 17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朝鮮書誌の書誌 (一)

표 33. 『朝鮮之圖書館』 중 경성제대 도서관 소속 필진의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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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 
雨宮弘(번역)　 촉탁 ユーロッパの図書館とアメリ

カの図書館と（下）
1935년 

1월 18 吉村定吉 사서관 必要圖書 買
1935년 

8월 20 吉村定吉 사서관 全國圖書館大會多數參加勸誘
辭

關野眞吉 사서 標準的中學校圖書館組織

1935년 
10월 21

吉村定吉 사서관 館界業友の來鮮を歡迎す
吉村定吉 사서관 簡單帙と簡單カバ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목록계 
朝鮮書誌の書誌 (二)

193６년 
1월 22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목록계 
朝鮮書誌の書誌 (三)

193６년 
6월

23
・2
4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목록계 
朝鮮書誌の書誌 (四)

1937년 
12월 28 關野眞吉 사서 洋書目錄法序說

1938년 
2월 29 關野眞吉 사서 洋書の各部分の名稱 (上)

1938년 
7월 30 關野眞吉 사서 圖書分類法に關する日本の文

獻ー發表年月日順目錄
西良一 사서 圖書點檢雜感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속의 필진은 거의 매 
호에서 논설 기사를 작성하였다. 『朝鮮之圖書館』는 매호 3~4편의 논설 기
사를 싣고 도서관계의 뉴스 기사를 그 뒤에 전달했는데, 논설 기사의 필진 
중 경성제대 도서관 직원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이다. 특히 사서관 吉村定吉
과 사서 關野眞吉의 활약이 컸다. 吉村定吉는 1931년 『朝鮮之圖書館』 창
간을 주도하고 편집을 맡았는데, 창간호에는 3편이나 되는 글을 기고하였다. 
회보 등의 소식 전달을 제외하고, 한 호당 기사 수가 평균적으로 3~4편 정
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직원들이 『朝鮮



- 105 -

발행연월 호
수 교수명 기사명

1931년 12월 2 辛島曉 支那小說と奎章閣
1932년 3월 4

多田正知 朝鮮文學覺に書
名 越 那 可 次
郞 幸田成友博士快著「和蘭夜話」を読む

1933년 9월 11 秋葉隆 朝鮮の村祭
1934년 7월 16 松月秀雄 社會敎育の進展と圖書館の新使命

佐藤淸 外國の圖書館生活
1934년 11월 17 田中梅吉 倂合直後時代に流布していた朝鮮小說

の書目
1935년 10월 21 田中梅吉 圖書館の使命 講演要記
1937년 7월 27 笠井淸 圖書漫筆

표 34. 『朝鮮之圖書館』 중 경성제대 교수의 기사목록

之圖書館』의 발행에 있어서 주요 필진으로 중요한 지분을 담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도서관연구회와 『朝鮮之圖書館』에 있어서 경성제국대학의 활약은 
도서관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진이 집필한 기사 목록에서
도 드러난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들은 『朝
鮮之圖書館』에 도서 및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기사를 실은 주요 필진 
집단이었다. 또한 이들은 1933년 조선도서관연구회 이사를 맡은 예과 교수 
名越那可次郞과 같이 조선도서관연구회에 참여하는 회원이기도 하였다.

 

 ③ 조선도서관연구회의 ‘강습회’ 실시 
 
  조선도서관연구회는 1931년 8월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도서관 강
습회를 실시하였다. 도서관강습회는 조선에 도서관 관련 지식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도서관과 관련한 일반 강의를 비롯하여 도서관리법 및 문고 
설치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괄하였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직원들 또
한 이 강습회의 강사로 활약하였다. 
  1931년의 도서관강습회는 8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총독부도서관에서 
조선교육회 주최로 열렸으며, 총 118명이 참가해 98명이 수료했다. 이 강습
회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장 大谷勝眞은 ‘학교도서관과 歐美도서관’을, 



- 106 -

외국도서관잡지명 구독처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ulletion. Chicago. 
Monthly. 경성제대도서관
The Librarian and book world. London. Monthly. 총독부도서관

吉村定吉 사서관은 ‘사회교육과 도서관’을 강의하였다. 경성제대 도서관 사서 
關野眞吉도 ‘화한양도서 분류 및 목록법’에 대해 총독부도서관 사서 島崎末
平과 함께 강의하였다. 關野眞吉은 1936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 도서
관강습회에서도 강사로 참가하여, ‘洋書目錄法 및 실습’과 ‘洋書分類法 및 실
습’ 강의를 담당하였다.

 ④ 도서관 관련 자료 제공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조선 학계의 중심으로서 학술활동을 선도하였다. 
장서 수에 있어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총독부도서관과 철도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등 관공립도서관은 물론이고 다른 전문학교 도서관을 압도
했다. 1931년을 기준으로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의 장서 수는 35만권을 넘
었으며, 1945년에는 5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총독
부도서관의 장서 수는 1923년 2,022권, 1925년 28,730권, 1930년 91,678
권, 1935년 134,947권, 1940년 206,790권, 1945년 284, 467권이었다.72) 
철도도서관의 장서 수는 1920년 9,695권, 1931년 85,334권, 1941년 
185,106권이었다. 경성부립도서관은 1932년의 경우 분관과 본관을 합해 
52,961권을 소장하고 있었다.73) 
  이와 같은 장서 보유의 차이는 도서관 관련 잡지의 소장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였다. 『朝鮮之圖書館』에는 1934년 경성 내 외국도서관 잡지 구독상황
이 아래 표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 특히 영미권의 도서관
잡지는 경성제대도서관에서 앞서 구독하고 있었다. 또 경성제대 도서관 사서 
關野眞吉은 개인적으로 도서관잡지를 구독하였으며, 이를 조선도서관협회 회
원들에게 알려 공유하려 하였다.

표 35. 1934년 경성 내 외국도서관잡지 구독처74)

72) 국립중앙도서관, 1973 『국립중앙도서관사』  201쪽
73) 김남식, 2010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126~128쪽
74) 『朝鮮之圖書館』 제15호 (1934년 3월) 별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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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rary assistant. London. Monthly.
關野眞吉
(경성제대 도서관 
사서)

The Library association record. London. Monthly.  경성제대도서관

The Library journal. New York. Semimonthly.
경성제대도서관, 총
독부도서관, 철도도
서관 

The Library quarterly. Chicago. 경성제대도서관
The Library World. London. Monthly. 關野眞吉
Wilson bulletin for librarians. New York. Monthly. 경성제대도서관
Zentralblatt für Bibliothekswesen. Leipzig. 
Monthly. 경성제대도서관
中華圖書館協會會報 北平 隔月發行 총독부도서관
國立北平圖書館館栞 北平 隔月發行 경성제대도서관, 

총독부도서관
北平北海圖書館月刊 北平 총독부도서관
圖書館學季刊 北平 총독부도서관

 
  ⑤ 전람회와 강연회 주최
  
  경성제국대학 및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각종 도서관련 전람회와 강연회
를 주최했다. 특히 전람회는 1930년 도서관 건물 완공 이후 추진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의사록에서도 경성제대가 건물 완공 
이후 전람회 개최를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개최
한 전람회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31년 5월 2일에 열린 경성제국대학 
창설 7주년 기념 古書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朝鮮本과 中國本 2종으
로 나누어 역사서를 중심으로 규장각 도서를 전시했다. 1931년 10월 3일과 
4일에는 活字本 전시회를 법문학부 강의실에서 개최하고 일반에 공개하였
다.75) 이는 제8차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가 경성제국대학에서 개최된 것과 
함께 이루어진 전시회였다.76) 또 1933년 12월 5일과 6일에는 법학과 부속
정리실에서 ‘신문 切拔 정리사업 및 각국 신문지 전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934년 5월 3일, 4일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창립 10주년 기념 朝鮮文敎史 

75) 『東亞日報』 1931년 9월 29일. “조선고서전람회 성대도서관주최”
76) 『朝鮮之圖書館』 제2호(1931년 12월).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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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일 강연자 제목
1933년 3월 20일 大谷勝眞  紙の話
1933년 4월 1일 阿部浩 朝鮮歌壇を語る

板東雄二 菊人モラユスの死
1933년 5월 19일 兩宮弘 慶州の話

濱田邦雄 弱衣の話 
1933년 6월 19일 右野鐵彦 大島圭介と朝鮮
1933년 7월 3일  上村弘勇 ルネサンス時代の社會生活 
1933년 9월 4일 上斗米正 日本銅版の話 

표 36.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월례담화회 목록

展覽會가 청량리 경성제국대학예과 본관에서 열렸다.77) 1936년 2월 25일에
는 경성제국대학 심리학교실에서 ‘『徒然草』 전람회’가 개최되었다.78) 
  1936년 5월 2일에는 개학10주년기념일을 맞아, 도서관에서 도서와 사무
의 전람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서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소장중
인 희귀본 약 천여 종을 2부로 나누어 진열하였다. 제1부에서는 조선왕조실
록을 주로 하여, 관계자료 및, 그 외의 기록과 불경, 사적 등 총 52부를 전
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중국에 관한 유럽인들의 서굴 중 특히 저명한 명말 
청초에 관한 예수교 선교사의 업적을 주로 하며, 그 외의 외교 관계 사료 및 
동아시아와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학술보고 등 총 57부를 전시하였다. 
사무전람회는 도서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무 관련 물품, 도표 등을 배
열하여 도서관 사무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진열하였다. 이 전
람회에는 우가키 총독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였다.79)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는 전람회뿐 아니라 다수의 강연회도 주최하
였는데, 특히 ‘월례담화회’라는 이름으로 매월 강연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朝鮮之圖書館』에 실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강연회 소식은 1931년 
6월 13일 대학 법문학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역 성서의 성립에 대해’를 시작
으로 한다. 1932년 2월 12일에는 吉村定吉 사서관이 『朝鮮之圖書館』 창간
호에 실은 기사를 원고로 강연하였다. 1933년 3월 20일에 개최된 것을 시작
으로, 이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월례담화회’가 매호 소개되었다. 월
례담화회의 강연자들은 주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직원이었는데, 『朝鮮
之圖書館』에 소개된 것을 토대로 작성한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77) 『朝鮮之圖書館』 제16호(1934년 7월). 34쪽.
78) 『朝鮮之圖書館』 제23・24호(1936년 6월). 82쪽
79) 『朝鮮之圖書館』 제25호(1936년 10월).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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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11월 6일 加藤淸次 京城漫談
1933년 12월 13일 加藤潔 日本音樂の變遷に就いて
1934년 1월 15일 金晋燮 　 話さない話
1934년 2월 26일 扈基顯 朝鮮の巫覡
1934년 9월 25일 西良一 　 萬二千峰と我等の深勝路
1935년 1월 28일 白井政雄 煙草に就て
1935년 2월 25일 關野眞吉 日本のフランクリン文獻
1935년 4월 30일 瀧澤辰雄 世帶の內幕
1935년 5월 27일 上床一男 長崎拾遺
1936년 9월 18일 近藤音三郞 朝鮮の史庫に就いて
1936년 11월 30일 吉村定吉 美男美女となる法

  ⑥ 1935년 전국도서관대회 주최
  
  1935년에는 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일본도서관협회 주최 제29회 전국도
서관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조선도서관연구회의 회장은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 사서관 吉村定吉이었다. 吉村定吉은 『朝鮮之圖書館』을 통해 전국도
서관대회 참가를 권유하였다. 1935년 10월 8일부터 3일간 열린 전국도서관
대회에 참여한 수는 조선 93, 내지 66, 대만·만주 22, 합계 181명으로, 매우 
성대하게 열렸다. 대회 전후에는 부내 관원의 안내로 조선 내 각지를 여행 
견학했다. 전국도서관대회의 일정 및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80)

제1일
개회식 오전 9시 반 국가합창, 개회지 대표 오기야마 총독부도서관장 
인사 후, 마츠모토 도서관협회이사장의 식사(式辭), 다음으로 문부대신(林 
제국도서관 사서관 대독)·조선총독(정무총감 대독)·경성제국대학총장·경기도
지사·경성부윤의 축사 및 각지로부터 축전이 있었음.
협의회 약간 휴식 후, 松本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협의에 들어감. 우
선 문부대신 자문안(별항 참조)를 상정, 당국에 대신하여 마츠모토씨 설명, 
답신안 기초를 11명의 위원에 부탁. 다음으로 조선총독 자문안(별항 참조)
를 상정, 嚴 학무국 사회과장 설명, 질문 응답 및 의견발표가 있었고, 마찬가
지로 12명의 위원에 부탁.
정오 휴게  의학부 뒷뜰에서 일동 기념촬영, 대학총장 초대 오찬 후, 부속
80) 『朝鮮之圖書館』 제22호(193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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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조선고도서전람회를 관람.
협의회     1시 반 개회, 今井 이사의 전 대회결의사항 실행 보고 후, 회
원 제출의 협의제(별항 참조)를 심의, 3시 10분 폐회. 이 사이 우가키 총독
이 회장으로 임하여 본지(조선지도서관 5-2) 게재한 강연을 하였고, 참석자 
일동에 큰 감명을 줌.
강연회     오후 3시반부터 같은 장소에서 다음의 강연회가 있었음. 청중
은 약 200명
   (1) 조선의 문헌에 대해  : 조선총독부도서관장 荻山秀雄씨
   (2) 도서관 운동의 新정신 : 제국도서관장 松本喜一씨
경성부윤 초대회  

제2일
협의회 오전 9시 반 개회, 松本 이사장이 일반부회(一般部會)와 조선
부회로 나누어 협의를 진행할 뜻을 선언, 일반부회는 같은 장소에서, 조선부
회는 별실에서 오기야마씨 의장 하에 각각 협의제(별항 참조)를 심의함. 또
한 조선부회에서는 총독부관계자가 임석, 회원의 질문에 응답했다.
오찬 
인천견학
인천부윤 초대회

제3일
부회  일반부회는 松本 의장의 병환으로 今井 이사가 의장이 되어 
오전 9시 20분, 조선부회는 荻山씨 의장 하에 동 9시 205분 각각 개회하여 
협의제를 논의. 또 조선부회는 폐회에 즈음하여 吉村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장
의 문병건을 가결함.
총회   부회에 이어 9시 55분 荻山씨 의장 하에 개회. 우선 문부대신 
자문에 대한 답신안 기초위원장 今井씨의 보고가 있었고, 만장일치 답신안을 
가결. 다음으로 조선총독자문에 대한 답신안기초위원장 山中씨의 보고가 있
었고, 위원 회안을 한두군세 수정하여 가결. 이어서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작일 이래 두 부회의 의사를 보고하게 하고, 일괄 본회의의 결의를 거친 것
으로 찬성을 얻어, 이로써 협의를 종료함.
폐회식   今井 이사의 폐회인사, 각 방면에 대한 참석자 일동의 감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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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후 개최지 대표 荻山 총독부도서관장의 인사가 있었고 11시 반 식을 종
료함.
영화 및 오찬
경성부내 견학
간친회

<문부대신 자문건>
현시의 정세에 비추어 우리나라 도서관사업 일단의 진전을 도모할 만한 방
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신)
현시의 정세에 비추어 우리나라 도서관사업 일단의 진전을 도모할 방책은 
많이 있지만, 우선 도서관에 관한 현행법류를 힘써 시행하고 아울러 다년간
의 도서관계 정세에 적응할 실제적 방도를 강구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그 주요사항은 左記과 같다.
記
1. 도서관 법규에 관한 사항
(1) 중앙도서관의 지정 및 전임관장 임명 勵行 (도서관령 제10조 제1항)
(2) 전임관장 기타 상당한 인원수의 직원 임명 독려(동 제11조)
(3) 봉급지급규정 실시 독려(공립도서관직원령 제12조)
(4) 사서검정시험의 실시(공립도서관직원령 제7조)
2. 경비에 관한 사항
(1) 중앙도서관장의 봉급 국고 지불
(2) 중앙도서관에 대한 지방도서관의 지도원조에 필요한 경비 국고 보조
(3) 지방 공사립도서관 충실을 위해 관리자 독려
3. 직원에 관한 사항
(1) 교양 향상을 위해 도서관학교 설치
(2) 다른 교육직원과의 동등한 대우 실행
4. 기타 사항
(1) 제국도서관 관제의 정비, 건축설비의 완성 및 운용의 확충
(2) 사범학교부속도서관의 설치 및 도서관과의 신설
(3) 학교도서관직원제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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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립도서관의 公租, 公課 면제

<조선총독 자문건>
조선의 도서관으로 하여금 한층 발전하게 할 방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신)
조선의 도서관사업은 최근 점차 진운의 서광을 인정할 수 있기에 이르렀지
만, 아직 요람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내지, 대만 등의 상황에 비해 심
한 손색이 있음은 국민교양상 실로 유감인 바, 이 발전의 방책은 여러가지 
있지만 시정25주년을 계기로 하여 속히 左記의 사항 실현을 기함.
(갑) 당국의 시설을 기다려야 하는 사항
1. 도서관규칙을 제정하고 도부군읍면의 도서관망 통제를 기할 것
1. 국비 및 지방비로부터 도서관비 보조 방법을 강구하고, 그 보급발달을 촉

진시킬 것
1. 우량도서관 및 效績 있는 도서관원에 대한 選獎 규정을 정하여 斯業의 진

작 향상에 이바지할 것
1. 사회교육 전임 지도관을 설치하고, 도서관의 지도감독의 임무를 담당하게 

할 것
1. 매년 도서관에 관한 강습과를 개최하고 도서관원의 교양 지도에 힘쓸 것
1. 부군도읍면립 도서관에 국어교육에 적합한 係員을 두고, 문맹자를 지도 

교육시킬 것

(을) 도서관원의 노력에 맡겨야 할 사항
1. 양서의 모집 소개에 힘쓰고 설비의 충실 완성을 기하며 한층 그 기능을 

발휘케 할 것
1. 항상 독서의 경향에 유의하여 국민의 사상 선도에 힘쓸 것
1. 도서관 이용의 수속을 간이하게 하고 공중으로 하여금 한층 도서관에 가

까워지게 할 것
1. 학교, 청년단, 부인회 기타 각종 단체와의 연결 유지에 힘쓰고 도서관의 

이용증진을 도모할 것
1. 일반사회에 대해 도서관사업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도서관 이용 가치

를 주지시킬 것
1. 도서관 상호 연락을 밀접하게 하고 협심 戮力하여 斯業의 향상 진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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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전국도서관협회 협의 의제>
1. 공공도서관비 국고 보조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하는 건 – 가결
2. 도서관 사업 부진한 부현에 대해서는 부현 당국에 대해 진흥책을 독려하

도록 했으면 함 – 가결
3. 도서관학교를 설치하도록 건의하는 건 – 가결
4. 도서관령을 개정하고 제10조 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추가하는 건 ‘다만 

홋카이도에 한해 그 수를 정하지 않는다’ - 보류
5. 우리나라 도서관 정세를 밝게 하기 위해 문부성에서 공사립도서관의 각종 

통계를 제작 발표하기를 희망하는 건 – 가결
6. 도서관 직원의 대우조사에 관해 건의하는 건 – 가결
7. 제국도서관 관리 하에 중앙대출도서관의 설치를 요망하는 건 – 가결
8. 사립도서관 부지의 지조를 면제하도록 건의하는 건 – 가결
9. 문부성에서 각 부현에 대해 배부하는 각종 강좌비를 도서관에 교부하여 

도서관으로 하여금 그 개설을 담당하게 하도록 건의하는 건 – 가결
10. ‘도서관’의 뜻과 음을 표시하기 위해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어느 한 글자 

혹은 어느 마크를 연구 제정하고 그를 사용하거나 지도상에 부호로서 
육군성 기타 지도 위에 표시하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기를 희망하는 
건 – 문자부결, 마크가결

11. 일본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연감을 편찬하도록 희망하는 건 – 가결
12. 종래 여러차례 건의된 左記 사항을 속히 실현하도록 요망하는 건. (1) 

국고보조의 건 (2) 年功 가봉의 건 (3) 승차선임 할인의 건 – 가결
13. 현대의 世相에서 각 도서관 내에 皇太神宮을 제사하는 가미다나를 설치

할 것의 여하 – 결의의 형태를 피하고 일동 암시를 받아 그 정신을 잘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됨

14. 소도서관에서 각 방면으로부터 후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지 – 제출자 결석으로 상정하지 않음

15. 소도서관에서 가장 적당한 도서분류법 여하 – 제출자 결석으로 불상정
16. 일만도서관 연결 촉진에 관한 건 – 가결
17. 일본도서관협회의 마크를 제정하는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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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부회) 협의제>
1. 속히 조선에 도서관령을 발포하도록 건의하는 건 - ‘도서관령을 발포’를 

‘도서관규칙을 제정’으로 수정 가결
2. 조선에 사회교육 전임 지도관을 설치하도록 건의하는 건 – 가결
3. 교육 效積者 選獎 규정을 도서관원에게도 실시하도록 건의하는 건 – 가결
4. 선내 우량 소도서관에 장려금을 하부하도록 건의하는 건 – 가결
5. 지방에 소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당국으로부터 통첩을 발했으면 하는 건 – 

가결
6.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아동생도 수양상 도서관의 부설을 장려케 하는 것을 

건의하는건 - ‘수양’을 ‘교양’으로, ‘부설을 장려케 할 것’을 ‘부설장려방
책’으로 수정 가결

7. 조선에서 매년 1회 도서관강습회를 개설했으면 하는 건 - ‘조선에서 매
년 1회’를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매년’으로 수정 가결

 ⑦ 라디오 방송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과 조선도서관연구회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도서
관주간을 선전하였다. 1933년 11월 1일 전국에서 일제히 도서관주간이 개시
되자, 경성제국대학의 吉村사서관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를 알린 것이
다.81) 1935년 11월 1일에는 다시금 도서관주간을 맞아 경성제국대학 조교
수 田中梅吉가 경성방송국에서 ‘옛날과 오늘날의 독서(昔と今の讀書)’라는 
강연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⑧ 조선도서관연구회의 스포츠 행사

  조선도서관연구회의 활동 중 마지막으로,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경기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1929년 5월 철도도서관 대 경성
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야구경기를 시작으로(4:2로 경성제대 승리), 1932년
에는 총독부도서관이 합세하여 제1회 경성도서관야구리그가 개최되었다. 제
1회 우승팀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었다. 야구경기는 매년 시행된 것으
로 추정되는데, 1934년과 1935년에도 야구리그 소식을 살필 수 있다. 경성
81) 『朝鮮之圖書館』 제13호(1933년 12월)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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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도서관 팀은 1934년에도 우승하였는데, 이 해에는 ‘올드보이’ 경기가 
홍백팀으로 나뉘어져 열리기도 했다.
  도서관 간에는 야구뿐만 아니라 배구 시합도 열렸다. 1934년 5월 26일에
는 제1회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대 총독부도서관의 배구시합이 열려 총독부
도서관이 승리하였고, 1934년 11월 3일에는 제2회 배구시합이 열려 경성제
대도서관이 승리하였다. 이처럼 경성제대 도서관 직원들은 스포츠 팀을 꾸려 
시합을 펼치는 등 다른 도서관과 각종 행사를 통해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3) 전시체제기 도서관 통제와 경성제대 도서관
 
 (1) 조선 도서관계의 재편과 주도권 변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임원을 역임하면서 조선
의 도서관계를 선도하였다. 그런데 1936년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칙 개정으로 
회장제가 폐지되면서, 조선 도서관계의 구도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1937년에
는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칙 개정으로 경성부내 4개관(총독부도서관, 철도도서
관, 경성제대부속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이 돌아가면서 『朝鮮之圖書館』 
편집업무를 맡게 되었다.82) 『朝鮮之圖書館』 편집 및 발행을 주도하며 경
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조선 도서관계의 분위기를 이끌던 것에서 상황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사상통제가 강화된 것과 무
관하지 않았다. 이 시기 도서 및 열람자 취체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 1937년 1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독서연맹을 창립하고 도서보급운동을 전
개하였다.83) 1937년 만주국에서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는 도서관을 “문
서선전기관”으로 규정하였다. 1938년 7월을 끝으로 『朝鮮之圖書館』의 발
행이 중단되었다. 즉 도서관계의 분위기가 연구 중심에서 사상통제 중심으로 
82) 『朝鮮之圖書館』 제27호(1937년 7월), 88쪽
83)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212쪽. 조선독서연맹은 그 사무소를 조선총독부도서관 사회

과에 두고 지부를 각도에 두었으며, 규약 제2조에서 “본 연맹은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노력함과 아울러 교화사업과 제휴하여 일반사회의 進運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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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게 되었다.84)
  1939년 7월에는 조선도서관연구회가 조선도서관연맹으로 전환되었다. 조
선도서관연맹은 회칙 제8조에서 이사장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장을 추대한다
는 것을 규정하였다. 조선도서관연맹 발족 당시의 役員은 이사장 조선총독부
도서관장, 이사 경성부립도서관장・철도도서관주사・전주부립도서관장・부산
부립도서관장・평양부립도서관장・청진부립도서관장, 감사 인천부립도서관
장・대구부립도서관장이었다. 즉 총독부도서관을 정점으로 식민지 조선의 각 
지역 도서관이 모이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관공립도서관 중심의 조선도서관연맹에 가입
하지 않았다. 1938년 『朝鮮之圖書館』의 발행중단과 1939년 조선도서관연
구회 해소 및 조선도서관연맹 창립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조선의 도
서관계에 개입할 발판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1939년 이후 조선도서관연맹 
주최의 ‘강습회’ 강사 명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의 강습회와 
달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직원들은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총 5회 실
시되는 동안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85) 이 때에는 오히려 일본 내지의 大阪
帝國大學 도서관이나 일본 제국도서관에서 강사를 파견하였다. 
  이 시기 도서관 협의기구의 재편은 외국의 도서를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
진 전시의 시국 상황과도 연계되었다. 1942년 도서특별배급제가 실시되면서 
도서관 신간도서는 공공도서관을 1순위 배급대상으로 두었다. 제국대학을 비
롯한 학교도서관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일본 
내지나 만주보다 도서의 배급상황이 나쁘다고 제국대학협의회에서 발언하였
다.86) 또 중일전쟁 발발 이후 연구에 필수적인 서양 잡지의 구독이 어려워
졌던 상황은 앞서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 의사록에서 살핀 바 있다. 전시체제
하 도서관의 신간도서 수집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적으로 수집하는데 치중되었다.87) 이처럼 도서를 국가에서 배급받고 학술서
적 특히 영미권의 서양서 입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
관은 도서 입수뿐만 아니라 인원 감축에 따른 곤란을 겪었다. 

84)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사회와 역사』 87. 71쪽
85)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228~231쪽.
86) 『제19차제국대학협의회의사록』 1942
87) 『文獻報國』 제4호 (1938년 3월) 7~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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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상통제 강화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전시체제기 도서관은 ‘동원’과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도서관연맹에서 
볼 수 있듯 관공립도서관은 ‘동원’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은 ‘검
열’의 대상이었다. 1938년 2월 24일 서대문고등계 경찰은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불시에 습격하여 수백권의 ‘불온도서’를 압수했다. 이어
서 27일에는 보성전문학교의 도서관에 출동하여 도서를 일일이 조사해 200
여권의 불온서적을 압수하였다. 전문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내 서점의 도
서도 압수되었다.88) 
  그런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전문학교 도서관과 달리 검열에서 비
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달리 원래 조선총독부가 ‘금서’로 단속하였던 각종 검열도서를 소장하고 있
었다.89) 경성제국대학이 지닌 대학의 권위 상 다른 도서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의 차이는 검열도서의 
열람에 있어서 조선총독부도서관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서로 다른 
방침을 적용했음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발금도서 및 수입금지
도서와 사상・풍교상 요주의도서에 대해 열람을 금지했다. 그러나 경성제국
대학 부속도서관은 이러한 도서들을 교수연구실에서 열람할 수 있었다. 즉 
공공도서관은 검열도서류를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고등교육기관도서관은 상
급학교에서 해당할수록 그 통제가 완화되어 있었다. 발금도서와 수입금지도
서는 오직 대학도서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다.90) 
  물론 전시체제기 사상통제와 검열의 강화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1938년 4월 규정을 개정하여 도
서의 종류에 ‘특수도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
서관의 도서종류는 귀중도서, 특수도서, 통상도서, 규장각도서의 4종으로 구
분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제국’의 도서관인 동시에 ‘대학도서관’
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제국의 전시체제기 질서는 ‘특수도서’라는 

88) 『동아일보』 1938년 2월 26일 및 27일.
89) 곽동철, 1986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도서관학과 석사논문. 53~55쪽. 여기에서는 일제하 표본 검열도서 33종의 소장여
부를 조사하였다. 물론 이 표본도서는 주로 조선 독립과 관련된 도서로, 경성제국대학의 
조선학 연구를 위한 필요상 소장하는 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90) 곽동철, 위 논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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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생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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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전사로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대해 
조직과 운영, 장서 관리,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에의 참여와 활동, 조선 
내에서의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 자료를 통해 밝힐 수 
있는 범위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가 설치되었고, 1926년 5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식
민지의 유일한 관립대학이면서, 일본제국의 최고학부인 ‘제국대학’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제국대학령'에 근거하여 출발하였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과 함께 도서업무가 시작된 이래, 1926년 
경성제국대학 관제 제13조에서 부속도서관에 대해 규정되었다. 경성제대 도
서관 운영은 총 6장 37조의 '도서관규정'에 따랐다. '도서관규정'은 1928년 
처음 제정된 이래 6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총칙과 관내열람, 관
외 대출 및 도서의 비부와 검색, 제재규정 등 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 규
정되어 있다. 경성제대 도서관의 건물은 1926년 5월 본관 가건물 안에 개설
되었다가 1930년 건물이 완공되었다. 도서관에는 교수들로 이루어진 상의회
를 비롯한 위원되가 있었으며, 직원으로 도서관장과 사서관, 사서, 서기, 촉
탁, 그리고 고원이 있었다. 직원들은 서무계, 수입계, 목록계, 함가계, 대출
계, 서고계 6계로 나누어져 도서관 업무를 분담하였고 이후 분장이 더욱 세
분화되었다.
  조선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경성제대 도서관의 장서 확보는 보관전환, 구
입, 기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도서는 원래 귀중도서와 통상도서로 나누어졌
다가, 1930년 규장각도서가, 중일전쟁 발발 이후 특수도서가 추가되었다. 도
서를 열람하려면 열람표를 소지해야 했고, 대학원 학생 및 교원만 관외 대출
이 가능했는데, 학보를 통해 경성제대 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 통계를 작성하
였다.  
  한편 경성제대 도서관은 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일원이기도 했다. 일본의 
제국대학 부속도서관들은 1924년부터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업무사항을 협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제국대학 간 상호열람
과 대차를 시행하였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1927년 제4차를 시작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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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협의회에 출석했다. 1931년 제8차 협의회와 1939년 제16차 협의회는 경
성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議事録’을 통해 경성제대 
도서관이 제출한 의제 및 논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국대학 도서관 네트워
크의 일원으로 활동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조선 내 지식의 사회적 유통에 앞장섰으며, 다른 도서
관들을 선도했다. 경성제대 도서관이 수행한 지식유통의 역할은 학외 이용자
의 관외 대출상황에서 나타난다. 규장각 도서를 비롯한 장서의 관외 대출 사
례를 살필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 각 관서는 정책수립을 위해 경성제대 도서
관 장서를 참고하기도 했다.
  또한 경성제대 도서관은 식민지 조선의 도서관 중 정점에 서서 조선 도서
관 단체의 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1931년 조선도서관연구회의 개편 및 기관
지 발행은 경성제대 도서관이 선도한 결과였다. 조선도서관연구회의 『朝鮮
之圖書館』은 경성제대 도서관 교수와 직원을 주요 필진으로 했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또 다양한 전시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조선지도서관에 
알렸다. 그러던 중 조선 도서관계의 구도는 전시체제하 사상통제가 강화되면
서 재편되었다. 전시체제기 도서관은 '동원'과 '검열'의 대상이 되었는데, 경
성제대 도서관은 제국대학이라는 권위 아래 제한된 자유를 가졌으나, 도서 
배급제 시행과 인원 감축이라는 곤란을 겪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경성제대 도서관의 설치 이후 도서
관의 운영, 역할과 위상, 역사적 성격 등을 전체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었지
만, 기존 연구들이 활용하였던 『京城帝國大學一覽』, 『京城帝國大學學報』, 
『朝鮮之圖書館』등의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통계처리하고 실증적으로 정리
하여 도서관의 조직, 운영, 장서 관리 등에 대해 새롭게 밝혀낸 부분도 적지 
않다.
  또한 경성제대 도서관이 식민지 제국대학의 부속도서관으로서 가지는 함
의가 어떤 것인지를 일본의 대학체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그 성격을 분
석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대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던 
도서관 건물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면에서의 변
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도서관 직원이나 조직에 관해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처음 시작한 연구로서 
개설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다보니 도서관 직원을 자료에서 파악하기 용이한 
촉탁 이상 정규직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조선인 직원들만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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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서관 직원 중에서는 위의 정규직 직원들보다 수
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고원 및 용원들이 존재했으며, 그들의 인사 내역 또
한 『학보』 등 기존에 잘 알려진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목되지 않았던 도서관 구성원들까지 시
야에 놓고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도서관에
서 일하고 있었고, 각 계에 어떻게 분포되어 어떤 업무들을 담당했는지에 대
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장서 부문에서도 도서 확보 방식을 구입, 보관전환, 기증 등으로 나누어, 
자료에 제시된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각의 도서 확보 상황이 어
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나, 도서를 입수, 관리한다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생각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연구라고 하겠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議事録’을 발굴함으로써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의 연도별 활동 내역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이 발
의한 의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사록을 통하여 제도가 실제 운
영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성제대의 부속도서관상
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고 또한 상의회가 대학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
영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던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사록을 통하
여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살폈던 자료인 『朝鮮之圖書館』의 경우도, 이번 연구
에서는 잡지의 필진과 경성제국대학 직원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필진 구성에
서 경성제대 도서관 직원 및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을 제시하였
다. 또한 경성제대 도서관의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람회 및 강연회
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행사까지 확인 제시하여, 경성제대 
도서관이 주도한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1945년까지의 관외 
대출 상황에서는 조선인을 포함한 대출 신청자, 대출 도서명, 대출 기간 등
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이후 해당 대출 신청자에 대한 인물 연구 등에 단초
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수 윤행중의 도서
신청과 대출 불허가 그 예인데, 이는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학계에 대한 
사상통제의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    
  이렇듯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역사를 자료에 입각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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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일제시대 연구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다만 주어진 연
구기간과 연구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보다 더 잘 정리된 결과를 내지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있는 경성제
대 도서관 관련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조금 유감이다. 예
를 들어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경성제대 도서관 시설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적어도 전기나 가스 등 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도 정도는 기관 차원
에서 확보해 둔다면,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
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도서관사 편찬 사
업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에 건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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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료 1. 경성제국대학 및 부속도서관 관련 법령 모음> (번역 수록)

■ 대학령 (1918년 12월 칙령 제388호)

제1조 대학은 국가에 필수적인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그 蘊奧함을 
공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인격의 도야 및 국가사상의 함양에 유의해
야 한다.

제2조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부를 두는 것을 상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1개의 학부만으로 대학을 이룰 수도 있다.
학부는 법학, 의학, 공학, 문학, 理學, 농학, 경제학 및 商學의 각 부
로 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질 및 규모가 1 학부를 구성하기에 적
합한 때는 전 항의 학부를 나누어 학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학부에는 연구과를 둘 수 있다.
여러 개의 학부를 둔 대학에서는 연구과 간의 연락 협조를 기하기 위
해 이를 종합하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대학은 제국대학 기타 관립인 것 외에 본령의 규정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을 이룰 수 있다.

제5조 공립대학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北海道 및 府縣에 한하여 설
립할 수 있다.

제6조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일 것을 요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로 인해 학교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사업으로서 설립하는 경우는 
이 범위에 있지 않다.

제7조 전 조의 재단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이에 필요한 자금 및 
적어도 대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낳는 기본 재산을 가질 것
을 요한다.
기본재산 중 전 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금 또는 국채증권 기타 문부대
신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하며 이를 공탁해야 한다.

제8조 공립 및 사립 대학의 설립 폐지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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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의 설치 폐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 항의 인가는 문부대신이 勅裁를 청해야 한다.

제9조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입학의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정한다.

제10조학부에 3년 이상 재학하며 일정한 시험을 받고 이에 합격한 자는 학
사라고 칭할 수 있다.
전 항의 재학연한은 의학을 수련하는 자에 있어서는 4년 이상으로 한
다.

제11조연구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의학을 수련하는 자에 있어서는 4년 
이상, 그 외의 자에 있어서는 3년 이상 해당 학부에 재학하고 기타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로서 해당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12조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과를 둘 수 있다.
대학 예과에서는 고등학교 고등과의 정도에 따라 고등보통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수업연한 3년인 대학 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수업연한 2년인 대학 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4조대학 예과의 설치, 편제, 교원 및 교과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고등과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대학 예과의 생도 定數는 매년 예과 수료자의 인원수가 그 해 해당 
대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정해야 한다.

제16조 대학 및 대학 예과의 학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이 정하
며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공립 및 사립 대학에는 상당한 인원수의 전임 교원을 두어야 한다.
제18조사립대학의 교원 채용은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립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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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 관리의 대우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
다.

제19조공립 및 사립 대학은 문부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제20조 문부대신은 공립 및 사립 대학에 대해 보고에 비추어 검열하고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본 령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칙령으로 정한 규정에 별단의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라고 칭하거나 또는 그 명칭에 대학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본 령은 19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령 시행의 때에 현재 대학이라고 칭하거나 또는 그 명칭에 대학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하는 학교에는 당분간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

■ 제국대학령 (1919년 2월 칙령 제12호)

제1조 제국대학은 여러 개의 학부를 종합하여 구성한다.
제2조 각 제국대학에 두는 학부의 종류는 별도로 칙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국대학에 대학원을 둔다.
제4조 제국대학에는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학부장, 교수, 조교수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 제국대학에 평의회를 두고 각 학부장 및 각 학부의 교수 2인 이내로 

조직한다.
제국대학 총장은 평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교수로서 평의원인 자는 각 학부마다 교수의 互選에 따르고 문부대신
이 이를 명한다.
전 항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의 학과 설치 및 폐지
2. 강좌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해 자문한 사항
3. 대학 내부의 制規



- 132 -

4. 기타 문부대신 또는 제국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평의회는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문부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학부에 교수회를 두고 교수들로 조직한다.
학부장은 교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의 학과 과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시험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부대신 또는 제국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제10조학부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조교수 또는 촉탁강사를 교수회
에 열석시킬 수 있다.

제11조학부에 강좌를 둔다.
강좌는 교수로 하여금 담임케 한다. 다만 교수가 없는 경우 기타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교수 또는 촉탁강사로 하여금 담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강좌의 종류 및 그 수는 따로 칙령으로써 정한다.
제13조제국대학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학술상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勅旨에 

따라 명예교수의 명칭을 줄 수 있다.
부칙
본 령은 19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한다는 건(1924년 5월 칙령 제105호)

  경성제국대학에 관해서는 제국대학령에 의한다. 다만 동 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학규정(1926년 4월 조선총독부령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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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학의 설립에 대해 인가를 받으려는 때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조
선총독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대학의 명칭
2. 학부의 종류 및 명칭
3. 대학원의 설치 여부
4. 학칙
5. 위치 및 校地
6. 교사의 도면 및 건설 설계
7. 각 학부 및 대학 예과 재학자 定數
8. 각 학부 전임교원 수
9. 학부, 학과 및 대학 예과 개설의 기일
10. 경비 및 유지의 방법
전 항 제5호에 관해서는 교지의 지질, 면적 및 부근의 정황을 기재한 
도문 및 음용수의 定性 분석표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대학의 폐지에 대해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및 재학자의 처
분 방법을 갖추어 조선총독에게 신청해야 한다. 학부의 폐지에 대해
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3조 대학은 그 목적 및 규모에 응하여 교수상 및 연구상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한다.

제4조 학부의 입학에 관해 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대학에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정해야 
한다.

제5조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 예과의 입학에 관해 중
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1. 고등학교 고등과에 입학할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제6조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 예과의 입학에 관해 중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1.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따른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이 일반 전문학교의 입학에 관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 134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지정한 자
3. 조선총독이 특종 전문학교의 입학에 관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지정한 자
전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입할 수 있는 대학의 학부 또는 학과
에 관해서는 대학에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대학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학부에 입학할 자격을 가진 자에 대
해 입학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동 순위에 있는 학부 입학 지원자의 수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
월하는 경우에 시행해야 할 선발 방법에 관해서는 대학에서 조선총독
의 인가를 받아 정해야 한다.

제9조 대학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채용에 대해 조선총독의 인가
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 신청서에 담임과목을 기재하여 본인의 이력
서 및 호적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0조대학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재학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11조학칙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학부 및 대학 예과의 학과 과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 또는 대학원에 관한 사항
3. 학부의 재학연한 및 대학 예과의 수업 연한에 관한 사항
4. 학사의 칭호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7. 입학, 퇴학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업료, 입학료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대학에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表簿를 갖추
어야 한다.
1. 학칙 및 교수 시간배당표
2. 고원의 명칭 및 이력서
3. 재학자의 학적부 및 입영 연기 또는 징병 유예에 관한 서류
4. 시험문제 및 성적표
재학자 학적부에는 재학자의 씨명, 족적, 거소, 생년월일, 입학전의 
학력, 입학, 전학, 퇴학, 제명, 제적 및 시험 합격 연원일, 징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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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형 또는 보증인의 씨명 및 거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13조외국인으로서 제국대학의 학부에 입학하려는 자가 있을 때는 학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본 령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경성제국대학 관제(1924년 5월 2일 발포 칙령 제103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총장 칙임
  서기 전임 2인 판임
제2조 총장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일반의 일을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통독한다.
     총장은 고등관의 진퇴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에게 具狀하고 판임관에 
관해서는 전행(專行)한다.
제3조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회계에 종사한다.
제4조 경성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다.
      예과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부장

교수 전임 15인 주임
생도감
조교수 전임 2인 판임
부장은 예과교수 중에서 조선총독이 補한다. 총장의 명을 받아 예과

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교수 및 조교수는 생도의 교육을 담당한다.
생도감은 예과교수 중에서 조선총독이 補한다. 부장의 명을 받아 생

도의 훈육을 담당한다.

■ (개정) 경성제국대학 관제
(1924년 12월 칙령 제421호 제4조 정원개정, 1925년 4월 칙령 제139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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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및 제4조 정원개정, 1926년 3월 칙령 제46호 제1조 및 부칙 개정, 
1927년 2년 칙령 제19호 개정)
제1조 경성제국대학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총장 칙임
교수 전임 34인 칙임 또는 주임
조교수 전임 22인 주임
사무관 전임 1인 주임
학생감
사서관 전임 1인 주임
조수 전임 26인 판임
서기 전임 13인 판임
사서 전임 2인 판임

제2조 총장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일반의 사무를 담당하
고 소속직원을 통독한다.
총장은 고등관의 진퇴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에게 具狀하고 판임관에 
관해서는 전행(專行)한다.

제3조 교수는 각 학부에 분속하여 그 강좌를 담임하고 학생을 교수하며 그 
연구를 지도한다.
교수로서 학부장에 임명된 자에게는 강좌를 담임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조교수는 각 학부에 분속하여 교수를 도와 교수 및 실험에 종사한다.
강좌를 담임하는 조교수는 제1조의 정원 외로 한다. 다만 강좌를 분
담하는 자는 이 범위에 있지 않다.

제5조 사무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 회계를 장리한다.
제6조 학생감은 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조선총독이 보한다.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사서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부속도서관의 도서, 기록 및 열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8조 조수는 각 학부에 분속하여 교수 또는 조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직무에 복무한다.
제9조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회계에 종사한다.
제10조사서는 상관의 명을 받아 부속도서관의 도서, 기록의 정리 보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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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1조 각 학부에 학부장을 두고 그 학부에 속하는 교수 중에서 조선

총독이 보한다.
학부장은 총장의 감독 하에 그 학부의 일을 담당한다.

제12조경성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다.
예과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부장
교수 전임 18인 주임
生徒監
조교수 전임 1인 판임
부장은 예과교수 중에서 조선총독이 보한다. 총장의 명을 받아 예과
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교수 및 조교수는 생도의 교육을 담당한다.
생도감은 예과교수 중에서 조선총독이 보한다. 부장의 명을 받아 생
도의 훈육을 담당한다.

제13조경성제국대학에 부속도서관을 둔다.
도서관에 도서관장을 두고 교수, 조교수 또는 사서관 중에서 조선총
독이 보한다.
도서관장은 총장의 감독 하에 도서관의 사무를 장리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성제국대학 사무관, 경성제국대학 사서관 및 경성제국대학 사서 특별 
임용령 (1926년 칙령 제53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 사무관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자로부터 고등시
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고등문관의 직에 있던 자
  2. 3년 이상 교육행정에 관한 주임대우의 직에 있던 자 
  3. 5년 이상 교육행정에 관한 판임관직에 있으며 판임관 5급봉 이상

의 봉급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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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성제국대학 사서관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자로부터 고등시
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1. 교육 또는 도서에 관한 고등문관의 직에 있던 자
  2. 3년 이상 교육 또는 도서에 관한 주임관 대우의 직에 있던 자
  3. 5년 이상 교육 또는 도서에 관한 판임관 또는 판임관대우의 직에 

있으며 판임관 5급봉 이상의 봉급 또는 85원 이상의 월봉을 받는 자
  4. 도서에 관해 특별한 학예 기술을 가진 자
제3조 경성제국대학 사서는 도서에 관해 학술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보통시

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상의회 규정(1926년 8월 28일 제정)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도서관상의회를 둔다.
도서관상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규정 및 동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에 관해 총장이 자문한 사항
3. 도서관장이 제의한 사항
4. 위원이 제의한 사항
도서관상의회는 도서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조 도서관상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3조 위원장은 위원의 互選에 의하고 총장이 이를 명한다.

위원은 학부장 및 각 학부 2인으로 하며 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교
수회가 선정한 자에 대해 총장이 이를 명한다.

제4조 위원장은 도서관상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
리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殘任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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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도서관상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서관장 
혹은 위원 2인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 여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도서관상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는 위원장은 그 전날까지 회의의 목
적이 되는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위원 및 도서관장에게 통지해야 한
다.

제7조 도서관상의회는 이를 조직하는 자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제8조 議案은 위원장으로부터 상의회에 부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議事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도서관장은 상의회에 열석한다.
제11조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이 아닌 본학 직원으로 하여금 

상의회에 열석케 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도서관상의회에는 의사록을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씨명
3. 의사록의 要領

부칙
본 규정은 1926년(大正 5)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북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상의회 내규 
(1929년 2월 4일 제정, 1936년 4월 1일 개정)

제1조 도서관 상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건
  2. 도서관에 관해 총장으로부터 諮詢하는 건
  3. 도서관장으로부터 제의하는 건
  4. 도서관 상의위원으로부터 제의하는 건
제2조 상의회는 도서관장 및 상의위원으로 조직한다.
  상의회에 위원장을 두고 도서관장으로써 이를 충원한다.
제3조  상의위원은 左記에 대해 총장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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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학부마다 교수    2명
  2. 각 전문부마다 교수  1명
  상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상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학부장 및 전문부 주사는 상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의위원 이외의 본학 직원의 열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임시 열석하는 본학 직원은 의결의 수에 더하지 않는다.

■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28년 2월 2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귀중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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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서를 열
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
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
게 건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열람실은 다음 일시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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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9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5조 열람실은 다음의 날과 기간 중 폐쇄한다.
1. 축일 및 제일
2.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
3. 매월 1일
4. 8월 2일부터 동월 21일까지
5. 동계휴업중
6. 하계휴업중 일요일
이 외에 임시로 폐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
해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 교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것
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제18조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
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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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

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 및 학생
은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예과
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1
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원학생 
및 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관장
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4조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직원,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
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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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
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
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制裁
제34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5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
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제36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7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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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28년 9월 개정사항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귀중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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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
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
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
게 건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열람실은 다음 일시에 연다.
1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9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5조 열람실은 다음의 날과 기간 중 폐쇄한다.
1. 축일 및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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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
3. 매월 1일
4. 8월 2일부터 동월 21일까지
5. 동계휴업중
6. 하계휴업중 일요일
이 외에 임시로 폐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
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
해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 교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것
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제18조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
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

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

과강사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 
및 학생은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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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
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1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
원학생 및 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관장
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
을 수 있다.

제24조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직원,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
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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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
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制裁
제34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5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
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제36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7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30년 3월 개정사항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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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귀중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
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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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
게 건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열람실은 다음 일시에 연다.
1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9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5조 열람실은 다음의 날과 기간 중 폐쇄한다.
1. 축일 및 제일
2.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
3. 매월 1일
4. 8월 2일부터 동월 21일까지
5. 동계휴업중
6. 하계휴업중 일요일
이 외에 임시로 폐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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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
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
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경
우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제18조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
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

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

과강사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는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
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은 1
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원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관장
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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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
을 수 있다.

제24조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직원, 대학원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

납해야 한다.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
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



- 154 -

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制裁
제34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5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
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제36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7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3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32년 4월 개정사항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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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장각도서
귀중도서 및 규장각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규장각도서의 취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
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도
서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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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건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이 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월 1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5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은 날 폐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개관 혹
은 폐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1. 일요일, 축일 및 제일
1.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5월 2일)
1.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
1.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7일까지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
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
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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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도서관장
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경
우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제18조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
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

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

과강사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는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
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은 1
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원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도서
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
을 수 있다.

제24조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직원, 대학원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

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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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
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
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등사, 촬영
제34조본관 소장 도서를 등사 또는 촬영하려는 자는 그 서명, 등사(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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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개소, 방법 및 목적과 기한을 기입한 원서를 도서관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35조전 조의 출원에 대해서는 詮議한 뒤 허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다. 다만 사정에 따라 등사 또는 촬영 진행중이라고 해도 도서관장은 
그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7장 制裁
제36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
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8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9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32년 12월 개정사항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3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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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3. 규장각도서

귀중도서 및 규장각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규장각도서의 취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
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도
서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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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

게 건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이 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월 1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5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은 날 폐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개관 혹
은 폐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1. 일요일, 축일 및 제일
1.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5월 2일)
1.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10월 1일)
1.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7일까지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
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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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
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도서관장
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경
우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제18조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
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

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

과강사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는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
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은 1
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도서
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
을 수 있다.

제24조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직원, 대학원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

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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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
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
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등사, 촬영
제34조본관 소장 도서를 등사 또는 촬영하려는 자는 그 서명, 등사(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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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개소, 방법 및 목적과 기한을 기입한 원서를 도서관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35조전 조의 출원에 대해서는 詮議한 뒤 허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다. 다만 사정에 따라 등사 또는 촬영 진행중이라고 해도 도서관장은 
그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7장 制裁
제36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
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8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9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35년 2월 개정사항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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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3. 규장각도서

귀중도서 및 규장각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규장각도서의 취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
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도
서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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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

게 건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이 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월 16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5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은 날 폐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개관 혹
은 폐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1. 일요일, 축일 및 제일
1.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5월 2일)
1.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
1.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7일까지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
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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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
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도서관장
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경
우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제18조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
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

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

과강사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는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약제
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은 1
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원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도서
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
을 수 있다.

제24조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6월 3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직원, 대학원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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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해야 한다.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
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
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169 -

  제6장 등사, 촬영
제34조본관 소장 도서를 등사 또는 촬영하려는 자는 그 서명, 등사(촬영)해

야 할 개소, 방법 및 목적과 기한을 기입한 원서를 도서관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35조전 조의 출원에 대해서는 詮議한 뒤 허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다. 다만 사정에 따라 등사 또는 촬영 진행중이라고 해도 도서관장은 
그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7장 制裁
제36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7조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
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8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9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38년 4월 25일 개정사항 반
영)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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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귀중도서

2. 특수도서
     3. 통상도서
     4. 규장각도서

귀중도서, 특수도서 및 규장각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규장각도서 및 특수도서의 취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통상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열람표 교부를 받으러는 자는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예과 생도
는 그 부장의 허가를 거칠 것을 요한다.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원서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생도주
사 및 예과강사는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 귀중도서를 열람할 수 있
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도
서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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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서를 도서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10조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직원은 관계직원의 인정을 얻고 학생은 
학생증, 그 외의 사람은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게 건
네고 借覽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화한장인 것은 3책으로, 圖
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이 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월 16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5조열람실은 다음과 같은 날 폐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 개관 혹
은 폐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1. 일요일, 축일 및 제일
1.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5월 2일)
1.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
1.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7일까지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약제관, 조수, 예과교수, 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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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주사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통상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
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통상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도서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경
우에 한해 貸付한다.

제17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약제관, 예과교수 및 예과생도
주사는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 귀중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제18조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
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

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약제관, 예과

교수, 예과생도주사 및 예과강사는 20책 이내, 조수, 부수 및 대학원
학생은 10책 이내, 기타는 5책 이내의 통상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통상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생도주사 및 예과강사는 2개월 이
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은 1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원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
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도서
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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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6월 3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직원, 대학원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

납해야 한다.

  제4장 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
임으로부터 소정의 備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의 희망에 따라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該室 비치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2호 이하의 사람의 대출은 이 범위에 있지 
않다..

제30조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
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생
도주사,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고 또 도서관장의 허가
를 받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여 검색을 허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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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관계직원에게 그 취지를 
고해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등사, 촬영
제34조본관 소장 도서를 등사 또는 촬영하려는 자는 그 서명, 등사(촬영)해

야 할 개소, 방법 및 목적과 기한을 기입한 원서를 도서관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35조전 조의 출원에 대해서는 詮議한 뒤 허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다. 다만 사정에 따라 등사 또는 촬영 진행중이라고 해도 도서관장은 
그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7장 制裁
제36조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

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7조교실, 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당 주임은 즉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서관장을 거쳐 총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8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9조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41년 10월 전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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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본학 소장의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통상도서
2. 귀중도서
3. 특수도서
4. 규장각도서
전 항 제2호 이하의 도서는 통상도서와는 따로 두고 특별한 보관에 
부친다.
귀중도서, 특수도서의 지정 및 특수도서, 규장각도서의 취급에 대해서
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요에 응해야 한
다.
기탁도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이를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
에 準用한다.

  제2장 열람
제5조 左記한 자는 통상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대학원 학생, 학생 및 열람표를 가진 예과생도. 다만 등학 정지 또
는 정학중인 자를 제외한다.
2. 직원, 명예교수, 전 교수, 전 조교수, 전 예과교수 및 졸업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3.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6조 열람표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장에
게 청구해야 한다.
특별열람표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증인 連署로써 도서관장에게 
출원해야 한다.

제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사서관, 약제관, 예과교수, 예
과생도주사 및 예과강사는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 귀중도서를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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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 부수, 대학원 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을 보증인으로 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회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가 귀중도서를 열
람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출원해야 한다.

제8조 열람실에 들어가려는 자는 학생증,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와 바꾸어 
입관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도서를 열람하려는 자는 소정의 圖書借覽證을 입관증과 함께 제출해
야 한다.

제10조열람 책수는 한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도서에 대해 정하며, 和裝 도서는 3책으로써, 圖畫 
등 帖, 軸, 枚, 帙을 이루는 것은 1帖, 1軸, 1枚, 1帙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1조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정한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제12조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한 때는 즉시 이
를 屆出해야 한다.

제13조열람실은 다음의 정해진 날에 닫는다. 다만 임시로 개관 또는 폐관하
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일요일, 축일 및 제일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 (5월 2일)
8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 (10월 1일)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7일까지

제14조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시로 이를 변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월 16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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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借受(대출)
제15조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사서관, 약제관, 예과교수, 예

과생도주사, 예과강사 및 조수는 통상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전항 이외의 직원 및 대학원 학생은 소속 주임 또는 지도교관의 보증
을 받아 통상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휴학 중인 대학원 학생은 
대출할 수 없다.
전 두 항 이외의 자가 대출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도서
관장에게 출원해야 한다.

제16조교수, 조교수, 강사 및 예과교수는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 귀중도서
를 대출할 수 있다.

제17조辭書 및 여러 학과에 공통되는 참고서의 대출은 도서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신문 및 잡지의 대출은 그 도착 후 1개월간은 도서관장이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18조대출할 수 있는 통상도서의 책수는 강사 및 예과교수는 20책, 사무
관, 학생주사, 사서관, 약제관, 예과생도주사, 예과강사, 조수 및 대학
원 학생은 10책,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자는 5책을 넘
을 수 없다.
대출할 수 있는 귀중도서의 책수는 2부 10책을 넘을 수 없다.
도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앞 두 항의 제한을 넘
어 대출을 허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대출 책수의 계산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통상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강사 및 예과교수는 
2개월, 사무관, 학생주사, 사서관, 약제관, 예과생도주사, 예과강사, 
조수 및 대학원 학생은 1개월, 기타의 사람들은 15일을 넘을 수 없
다.
귀중도서의 대출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도서관장은 위 기간내라고 해도 필요에 응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요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0조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도서대출증(圖書借受證)을 도서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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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출한 도서를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직원 또는 대학원 학생으로 본학을 떠나는 경우에는 대출 도서를 즉

시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관청 또는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본 장의 규정

에 따라 그 수요에 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4장 備付(비치)
제24조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도서관에서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해 左記

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類
2. 도서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학과에 관한 도서로 상용하는 것

제25조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
로부터 소정의 圖書備付證을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
을 지는 것으로 한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당 주임은 즉시 그 이유
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서관장에게 屆出해야 한다.
도서관은 필요에 응하여 비치 도서의 점검을 하고 또는 반납을 요구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7조도서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자로 하
여금 該室 비치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입고 검색
제28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통상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학생주사, 약제관, 예과교수, 예과생
도주사,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
2. 명예교수,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 학생으로서 관계 학과의 교관 또는 지도교관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3호 이외의 자로서 도서관장이 특별히 검색을 허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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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검색허가증과 교환하여 
在庫證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장 등사, 촬영
제30조본관 소장 도서를 등사 또는 촬영하려는 자는 소정의 願書를 도서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장 制裁
제31조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서로 보상하게 한

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2조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게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는 도서관의 이용을 금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33조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

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4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세칙 중 도서 관리 관련 규정

(전략)

  제6장 도서규정
제1조 본교 소장의 도서는 무릇 서고에 비부하도록 한다.
제2조 교관은 필요한 경우에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제3조 도서를 차용하려고 하는 자는 도서과에서 소정의 수속을 해야 한다.
 교관은 1인 20책, 기타 직원은 1인 5책을 한도로 차용할 수 있다.
제4조 차용한 도서는 매학년 끝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시의(時宜)에 

따라 임시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5조 교관실, 특별교실 또는 사무실 등에 비부를 요하는 도서는 해당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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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또는 각 과 주임이 이를 빌리고 그 보관의 책임을 맡도록 한다.

  제7장 도서 열람실 규정
제1조 도서열람실은 휴일 외에 매일 연다. 다만 임시 개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개폐 시한은 때때로 게시한다.
제2조 생도는 입학 초에 도서과에서 도서열람표를 교부받고 졸업 또는 퇴학

의 때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
제3조 도서열람표는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만일 분실했을 때는 속히 신

고해야 한다.
제4조 도서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용지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고 도서열람표

와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열람실 비부 도서는 이 수속을 요하지 않는다.
제5조 1인이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도서의 부수 또는 책수는 담당 직원이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열람하는 도서 및 도서열람실 비부 도서는 실외로 휴대할 수 없다. 

또 여람 도서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7조 열람을 마쳤을 때는 바로 반납하고 도서열람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도서열람실에서는 흡연, 음독, 잡담, 기타 타인에게 장애가 될만한 모

든 거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열람 도서는 정중하게 취급해야 함은 물론 오염, 파손 혹은 분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퇴실을 명하거나 혹은 상당한 처
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교무분장규정 
(전략)
제14조 도서과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도서의 보존 및 정리에 관한 일
2. 도서인의 관수(管守)에 관한 일
3. 서고 및 열람실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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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목록에 관한 일
5. 도서의 대부(貸付)에 관한 일
6. 구입도서의 심사에 관한 일
7. 기타 도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

<자료 2. 제국대학도서관 협의회 의사록>  (이하 원자료를 첨부함)
1. 1927년 제4차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 의사록
2. 1928년 제5차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 의사록
3. 1931년 제8차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 의사록
4. 1939년 제16차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 의사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