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무국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국가정책정보협의회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협의회가 

추진한 주요 사업 및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록하였고 매년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어느덧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길 

바라며 우리 협의회 활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설립 배경

국립중앙도서관(세종도서관)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정책정보공유협의회」를 

2014년 「정책정보협력망」으로 재구성하여 회원기관을 6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정책정보 콘텐츠 

확대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확대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정책정보협의회」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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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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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제1기 임원 및 자문위원 소개

 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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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자문위원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국
가 정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부 정책은 책임자의 운영철학과 소수집단의 직관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의도치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의 수립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수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검증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호협력 

협의체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우리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협의회 

정책정보 종합목록 구축과 발간자료의 공동 활용 등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기관별 

특성과 제한된 자원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 덕분에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와 협의회 

발전을 위해 회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제2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일정 내내 회의장을 가득 메운 채 끝까지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과 

도서관의 미래서비스-빅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부부처 및 소속자료실,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칙 제21조 개정(안)2)이 

108개 참여기관 및 위임장 제출기관의 투표로(찬성 107표, 반대 1표) 

통과 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이갑훈 팀장(개인 1명), 국토연구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단체 3개 기관)이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제1기 임원 및 자문위원 임기 : 2015년 11월 19일 ~ 2017년 11월 18일 (2년)

회장 남영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제1기 임원 및 자문위원 소개

제2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제2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단체사진

2) 현행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안)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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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직위 기관명

회장 남영준 교수 중앙대학교

부회장 이인옥 사무관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조용도 실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운영위원

김남숙 과장 국립중앙도서관

이현주 과장 국립세종도서관

김도경 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무석 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재곤 센터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정순 사무관 환경부

허경자 사무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노영희 교수 건국대학교

행사명 제2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주   제 인공지능과 도서관의 미래서비스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일   시 2016. 9. 29.(목) ~ 9. 30.(금) [1박 2일]

장   소 서귀포 KAL호텔(제주도)

참석자 150여명(정부부처 및 소속자료실,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 등) 

(왼쪽부터) 이갑훈 팀장, 국토연구원, 임원선 前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05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06

정
기총회에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 성 되 어  이 틀 간 에  걸 쳐  진 행 되 었 다 .  첫 째  날 , 

세미나 1부에는 구본권 한겨례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의 

“인공지능시대 정보서비스의 변화”와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의 “전자정부사업 플랫폼의 정책정보협력망 연계 

제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세미나 2부에서는 김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의 “디지털 인문학자가 바라본 미래 

도서관-인문학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과 박선우 케이웨더 

차장의 “환경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과의 조우”에 

대해서 관심 그룹별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튿날 진행된 

세미나 3부에서는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환경부(최정순 

사무관)의 우수 자료실 운영 사례와 국립세종도서관(박효진 

주무관)의 수요기반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특히, 환경부 이지(e-知)샘터의 지식행정 서비스에는 오랜 세월 

사서로서 근무한 최정순 사무관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환경지식정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최정순 사무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우수한 운영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정기총회 및 세미나는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우리 

협의회에 대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반영하듯 92%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행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준 참석자들의 열기에 

서귀포 칠십리 해변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회의장의 

탁 트인 전망처럼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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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동기 및 목적

남형우 팀장

(통일연구원) 

김바로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시대 지식과 정보의 구조변화에 대한 소견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람되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신문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 

온라인으로 바뀌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 형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경험한 사례를 전문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공을 위해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이 변화 트렌드를 살피는 것을 넘어 그 변화의 조건과 원인에 대한 

구조적  사고와 통찰을 통해 더 나은 정보 서비스를 구현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주에서 열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세미나에서“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비식별화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개인적으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후 10여분 동안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해  적법한  활동과 효과적인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2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희귀정책 자료 발굴 및 디지털화’,‘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등 협의회의 주요사업에 대해 폭넓게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원의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협회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구본권 소장

(한겨레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염흥열 교수

(순천향대학교) 

강소선 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든 미래 설계는 과거를 토대로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버팀목으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 디지털 

시대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선생님들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정책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더불어 

유익한 강의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를 통해 정책정보의 

공유와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운영하느라 애쓰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 ••

참석 후기

발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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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정(MOU) 

체결

(왼쪽부터)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임원선 前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국
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업무 

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협의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책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보유한 연구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소통과 협력의지를 

실천하는 협업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정책 자료들을 공무원과 연구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소통과 협력의지를 실천하는 협업사례

••••

••••

(왼쪽부터)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진곤 국립중앙도서관 부장

aT농식품유통교육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업무 협정 체결 현황(11개 기관)

주요 활동 08

지역별·밀착형 

설명회 개최

국
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와 정책정보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료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9회(62개관)에 걸쳐 지역별·밀착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전남 지역설명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4.15.)

 제주 지역설명회

 서귀포 KAL 호텔(2016.9.29)

 서울 지역설명회

 국립중앙도서관(2016.10.26.)

 강원 지역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4.21.)

 대구 지역설명회

 한국정보화진흥원(2016.3.22.)

 경남 지역설명회

 한국저작권위원회(2016.3.9.)

 충청 지역설명회

 국립세종도서관(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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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정책자료 

디지털화 사업

디지털서고 
공동 구축

회
원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희귀 정책 자료를 발굴하여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의 

희귀자료 90책을 디지털화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8개 기관의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할 예정이다. 

「디
지털서고(http://nlcollection.nl.go.kr)」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디지털컬렉션으로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에서 

소장한 유용한 정책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와 공동 디지털컬렉션으로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국 경제 정책 자료」 컬렉션 국토연구원의 「국토연구자료」 컬렉션

주요 활동 10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책정보서비스 현황

국
가정책정보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총 24회에 걸쳐, 일반인, 공직자 및 청소년까지 

쉽게 보는 경제 인문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통일연구원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연도 기관명 프로그램명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24회)

국립중앙도서관-KDI가 함께하는 경제 인문 특강

국립세종도서관-KDI, 경제로 보는 세상

국립세종도서관-KDI 연계 「도서관에서 전문가 만나기」

2017년 통일연구원(9회)

국립중앙도서관 - 통일연구원이 함꼐하는 통일교육

열린강좌(국립세종도서관)

청소년특강(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최신 정책동향 등의 온라인 참고정보원을 구축하여 

정책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책 전문정보 제공 서비스  
700,000건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신간 교양도서를 
순환 대출하는 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

정책기관의 발간물을 전시하여 홍보할 수 있는 

국립세종도서관 전시서가
국토연구원 등 12개관

회원기관 소장 자료의 서지정보 및 원문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정책정보종합목록 (http://policy.nl.go.kr)과 원문복사 및 

자료대출을 제공하는 상호대차 서비스 

540,000건 / 85개관

명사를 초청하여 교양 강연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8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기본 소양과 

업무지식 배양에 도움을 주는 세종아카데미 <움> 
12개 강좌 107회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국외 학술 전자책을 24시간 이내에 

제공해 주는 국외 학술 전자책 원스톱 서비스  
75종 26건 

회원기관 소속 개인이 선택한 학술지의 목차정보 및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139개관 7,500명

64천 권의 정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직자 및 정책연구자의  

조사 연구 공간,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운영
46,039명 / 9,332명

인문학 강연 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실

<움> 키움

세종 전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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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식품유통교육원

IOM이민정책연구원

강원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교통안전공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보훈처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극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암센터

국립외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교육원

근로복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학술원

도로교통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북한자료센터

산림청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학당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보건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유해발굴감식단

육아정책연구소

전남여성플라자

전력거래소

전북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앙노동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질병관리본부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태권도원

통계청

통일연구원

특허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edu.at.or.kr

www.iom-mrtc.org

www.rig.re.kr

www.hira.or.kr

www.auri.re.kr

www.nrc.re.kr

www.ftc.go.kr

www.stepi.re.kr

www.gist.ac.kr

www.ts2020.kr

www.nhi.go.kr

www.nst.re.kr

www.mpva.go.kr

www.gugak.go.kr

www.korean.go.kr

www.ntok.go.kr

www.nrich.go.kr

www.nfm.go.kr

www.nifos.go.kr

www.nie.re.kr

www.nifs.go.kr

www.acc.go.kr

www.ncc.re.kr

www.knda.go.kr

www.ncmh.go.kr

www.museum.go.kr

www.nise.go.kr

www.hangeul.go.kr

www.mmca.go.kr

www.nhis.or.kr

www.mpss.go.kr

www.nps.or.kr

www.add.re.kr

www.history.go.kr

www.arirang.com

www.krihs.re.kr

www.lxcti.or.kr

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

www.ibs.re.kr

www.mosf.go.kr

www.qia.go.kr

www.mafra.go.kr

www.rda.go.kr

www.kiep.go.kr

www.des.re.kr

www.kotra.or.kr

www.much.go.kr

www.naa.go.kr

www.nas.go.kr

www.koroad.or.kr

www.mcst.go.kr

www.msip.go.kr

www.mohw.go.kr

unibook.unikorea.go.kr

www.forest.go.kr

www.kiet.re.kr

www.motie.go.kr

www.kst.or.kr

www.ksif.or.kr

www.slc.or.kr

www.kosha.or.kr

www.innopolis.or.kr

www.kofic.or.kr

www.withcountry.mil.kr

www.kicce.re.kr

www.jwomen.or.kr

www.kpx.or.kr

www.jthink.kr

www.nipa.kr

www.kisdi.re.kr

www.kosbi.re.kr

www.nlrc.go.kr

www.logodi.go.kr

www.cdc.go.kr

www.cni.re.kr

www.cri.re.kr

www.tkdwon.kr

www.kostat.go.kr

www.kinu.or.kr

www.kipo.go.kr

www.kgs.or.kr

www.kdi.re.kr

www.khealth.or.kr

www.keis.or.kr

www.kistep.re.kr

www.kisti.re.kr

www.visitkorea.or.kr

www.mireco.or.kr

www.koti.re.kr

www.kf.or.kr

www.kli.re.kr

www.krei.re.kr

www.kbri.re.kr

www.kcti.re.kr

www.kofice.or.kr

www.kcisa.kr

www.klri.re.kr

www.kihasa.re.kr

www.khidi.or.kr

www.neca.re.kr

www.kiat.or.kr

www.keit.re.kr

www.hrdkorea.or.kr

www.kitech.re.kr

www.kpetro.or.kr

www.kca.go.kr

www.kwater.or.kr

www.sports.re.kr

www.kistec.or.kr

www.energy.or.kr

www.koreafilm.or.kr

www.kaeri.re.kr

www.drugsafe.or.kr

www.kisa.or.kr

www.kamco.or.kr

www.koddi.or.kr

www.kead.or.kr

www.copyright.or.kr

www.keri.re.kr

www.etri.re.kr

www.nia.or.kr

www.kipf.re.kr

www.hf.go.kr

www.kilf.re.kr

www.krila.re.kr

www.kiip.re.kr

www.klid.or.kr

www.krivet.re.kr

www.kyci.or.kr

www.nypi.re.kr

www.kocca.kr

www.kipi.or.kr

www.kriss.re.kr

www.kiom.re.kr

www.kari.re.kr

www.kiost.ac.kr

www.kmi.re.kr

www.keco.or.kr

www.kei.re.kr

www.nikom.or.kr

www.mof.go.kr

www.kocis.go.kr

www.me.go.kr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스포츠개발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약진흥재단

해양수산부

해외문화홍보원

환경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2017년 4월 기준 144개 기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CONSECTETURDOLOR SIT AMETLOREM IPSUM 

디지털기획과 ☏ 02-590-0548 

CONSECTETURDOLOR SIT AMETLOREM IPSUM 

협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0,000,000 장서를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보자! 

 
이미 

1,886개 
도서관이 가입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 및 전문도서관 등 

544 

206 

1,111 

25 

629,436책 
디지털 자료 이용 

 

· 학술도서, 인문도서 등 
  매년 신규 디지털자료 구축 

· 협약 도서관은 디지털화 구축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 

322,052 
단행자료 

99,856 
고서 

14,797 
정부간행물 

朝
鮮
王
朝
實
錄 

42,021 
어린이·청소년 

150,980 
기타 

MEMBERSHIP CARD 

0000 0000 0000 0000 

00도서관 

간단한! 회원 가입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뷰어 설치 

가입 희망 도서관 
도서관 부호 발급 
및  IP 승인 요청 

승인 

※ 통계 수치는 2016.12.31. 기준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자료 이용 안내 

해외도서관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의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