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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주요성과】
ㅇ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주요국 도서관장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해외 

도서관계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ㅇ 실크로드 국제도서관 연맹 회의 참석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및 차세대 

도서관 발전 방향 논의

1. 출장 목적

ㅇ 제27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참가를 통한 

해외 도서관과의 정보 교류

ㅇ 중장기적인 도서관 발전 계획 현황 공유

ㅇ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 및 네트워크 강화

2. 출장 개요

ㅇ 기    간 : 2019. 2. 19.(화) ~ 2. 23.(토)

ㅇ 장    소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싱가포르)

ㅇ 참 석 자 : 조영주(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김혜린(국제교류홍보팀 주무관)

ㅇ 주요활동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CDNL-AO) 참석

- 2040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국가보고서 공유

- 제2회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Silk Road International Library

Alliance) 포럼 참석을 통한 상호협력 방안 및 차세대 도서관 발전 

방향 논의 

- 싱가포르 도서관 견학 및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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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세부일정

월 일
(요일) 지역 시간 일정 비고

2. 19.
(화)

인천 14:35 ㅇ 인천 출발
KE643

싱가포르 20:15 ㅇ 싱가포르 도착

2. 20.
(수)

싱가포르

13:00~15:00 ㅇ 싱가포르중앙공공도서관 견학

19:00~20:30 ㅇ 제27회 CDNLAO 환영만찬(Dinner Reception)

2. 21.
(목)

08:30~17:00

ㅇ 제27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CDNL-AO)

- 주제: 우리의 미래는? 국립도서관 2040

(What is our Future? National Libraries

In 2040)

ㅇ 제2회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 포럼

- 중국 국가도서관 관장 개회사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활동 소개

- 카타르 국립도서관 활동 소개

19:00~20:30 ㅇ 폐회식 및 환송 만찬

2. 22.
(금)

11:00~13:00 ㅇ 부킷판장공공도서관 견학

22:30 ㅇ 싱가포르 출발

KE644
2. 23.
(토) 인천공항 05:45 ㅇ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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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7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1.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19. 2. 20.(수) ~ 2. 21.(목)

ㅇ 장  소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ㅇ 주  제 : 우리의 미래는? 국립도서관 2040

(What is our Future? National Libraries In 2040)

ㅇ 참석자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등 20개국 40명

     ※ 참석자 명단 : [붙임 1] 참고

2. 회의 주요내용

가. CDNLAO 연례회의 

ㅇ 각국 대표단의 자기소개 및 인사 : 20개국 40명 참석 

ㅇ 제26차 CDNLAO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음 확인

ㅇ 제27차 회의 의제 승인 

- 우리의 미래는? 국립도서관 2040(What is our Future? National Libraries In 2040)

나. 주제 발표 

1. Collect, Connect, Collaborate : 호주의 국립 도서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 호주국립도서관 발표 

     ㅇ 발표자 : Dr Marie-Louise Ayres(호주국립도서관 부관장)

     ㅇ 발표내용

       - 호주 국립도서관의 미션 : Collect, Connect, Collaborate

       - Collect : 우리는 내일 중요해질 정보를 예측하여 오늘 수집한다.

       ·지난 10년 간 실물 장서 10%, 디지털 자료 2000% 수집량 증가

       ·디지털 출판물을 납본받는 ‘eDeposit’을 실시

       - Connect : 우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과거․현재․미래를 국가유산을 

통해 연결시킨다.

       ·국립도서관을 아는 호주 국민이 52%에서 83%로 상승함

       ·전시를 통한 자료 홍보, Ttove 자료 검색 서비스 등의 활동을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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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laborate : 우리는 문화유산의 국가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한다.

       ·호주에 대한 웹 기록물을 모은 ‘호주 웹 아카이브(Australian Web 

Archive, AWA)’ 컬렉션을 통하여  Trove에서 서비스할 예정

       - Capability :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술의 변화, 예산, 국가 

지도층의 변화, 위기 대처 등의 위협 및 가능성들이 존재

       ·지난 10년 간 국가 예산 5% 삭감, 직원 수 16% 감축 등의 변화

(2020년에는 더 많은 삭감과 감축이 예상됨)

    

2. 계승하고 혁신하다 : 중국 국가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 –중국국가도서관 발표

     ㅇ 발표자 : Mao Yajun(중국 국가도서관 부관장)

     ㅇ 발표내용

       - 2015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 2030에 대한 의제가 선정되며 도서

관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작됨

       -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도서관을 지향함

          : 자유로운 이용, 배움과 독서, 도서관 홍보, 기술 혁신, 국가문헌유

산 보존, 회색문헌 수집의 6가지 요소 필요

       - ‘공공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

       - Inheriting the culture Serving the society(문화를 계승하여 사회

에 봉사한다)
       ·세계 보편의 기억뿐만 아니라 중국만의 기억을 질적으로 발전시킨다.

: 장서개발정책 보완, 중국에 관한 자료 수집, 디지털 자원 마이닝 등

       ·국가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 지성 및 창의력을 고무시키는 혁신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 및 

최신 지식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도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촉진한다.
: 지속 가능한 개발에 참여하여, 사회 교육 대중화와 공동체 요구를 충족시킴

       ·본격적인 도서관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마련한다.
: 평가 지표 개발, 도서관의 문화 및 창조적인 산업을 발전

       ·도서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세계, 국가 내 타 기관, 지역사회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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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미래? 국립도서관 2040 비전 - 인도네시아국립도서관 발표 

     ㅇ 발표자 : Muhammad Syarif Bando(인도네시아국립도서관장)

     ㅇ 발표내용

       -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및 도서관계 소개

        ·1980년 5월 17일에 개관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도서관장이 직접 대통령 

보고 실시

        ·국내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으로서 그들에게 

홍보와 자극 및 예산 등을 조언, 지도함 

        ·전국 16만 4천 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68.6%에 해당하는 11만 3

천 개의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임

       - 국립도서관은 변화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음(Society 5.0)

       - 도서관 기술 혁신 사례 소개

        ·iPusnos : SNS를 사용한 디지털 자료 제공 서비스 등 온라인 앱 

자료 전자책 서비스

        ·INLIS LITE 3.0 : 통합 도서관 정보 관리 시스템

        ·One Search(IOS)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소장하는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 시스템(전자저널 포함)

       - PerpuSeru Program은 도서관이 정보통신기술 학습 센터로 역할

하기 위한 사업

       - 국가적 우선 사업 및 활동과 함께하는 도서관

        ·빈곤 퇴치, 기초 생활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높이기

        ·양질의 교육 서비스

        ·문맹률 퇴치

        ·포괄적 정보 리터러시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도서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한 사회

       - 사회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 도서관이 경험 

공유·학습·업무 능력 개발의 장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든 

계층의 국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 사회 통합 기반 도서관 서비스의 전망 : 지역사회의 복지, 도서관

끼리의 연계성, 학습과 성장을 기대함

       - 도서관의 서비스로 양질의 정보 자원에 대한 쉬운 접근 → 업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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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를  위한 경험, 기술 공유 → 지역 공동 활동의 시너지를 꾀하여 

복지와 인간개발지수(HDI)를 5년 내 상승토록 할 것임

       - 공공도서관이 행정 관리자, 지역 정부, 국립도서관, 지역사회, 기

업 등과 서로 협력하는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동

도서관 등의 사업 확대

       - 다음 40년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의 역할?

        ·새로운 홍보 전략 : 지방 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예산 5%를 

도서관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예산 및 시설 지원 촉구

        ·도서관과 빅데이터 :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 

분석과 도서관 서비스 정책으로 실시 예상

        ·Society 5.0(정보사회 이후의 초스마트 사회)에서는 도서관이 정

보 창고가 아닌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국민 행복을 높이는 곳임

       -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은 작년 대비 25% 증가된 예산 획득하였

는데 이는 HDI 상승을 목표로 하는 법 제정 및 홍보로 인함

4. 사회 범용의 접근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발표 

     ㅇ 발표자 : Tadahiko Motoyoshi(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장)

     ㅇ 발표내용

       - 일본 도서관계 외부 문제들 

        ·인구 감소 및 65세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Society 5.0으로의 사회 변화

        ·2018년 6월에 실시한 설문에서 지난 달 독서하지 않은 고등학

생이 55.8%에 달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은 888명의 직원, 2개 분관 및 5개 부로 구성

       - 총 4천3백40만권(디지털자료 2백60만권)의 장서

       - 일본의 검색 파트너십 구축 : 영구 보존을 위한 다양한 채널(허브 

기관)과 연결하여 NDL은 편리한 검색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만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2020 중장기 계획

        ·국회에 대한 지원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집과 보존

        ·정보자원 접근을 이용자에게 제공

       -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 할 4개 키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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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를 위한 환경 : 접근성 강화

        ·조직력 : 직원 역량 개발

        ·협업 : 정보 인프라 강화와 확장에 기여

        ·정보 제공 : NDL의 기본 역할에 대한 이해 확보

 

5. 우리의 미래는? : 뉴질랜드의 관점에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발표

     ㅇ 발표자 : Bill Macnaught(뉴질랜드 국립도서관 Chief Librarian)

     ㅇ 발표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

으며 이에 따른 도서관 발전 계획이 필요

       - 이외에 도서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SDG 4(평등한 교육 보

장). SDG 8(불평등 감소), SDG 16(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평화, 정의 및 강력한 기관)이 있음

       - 2030 전략 플랜

        ·리더십 및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문화·경제 가치를 창출

        ·지식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지식 창출 및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 기술 개발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의 3가지 2030 플랜

        ·타옹가(Taonga) : 국민의 기록, 문화유산이 수집, 보존되어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게 하는 자료로 쓰일 것을 믿음

           ⇒ 필요 전략 : 국립 문서 보존 체계 구축

        ·지식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을 이끌어 낼 지식 정보 자

원을 쉽게 접근, 공유, 이용할 수 있음

           ⇒ 필요 전략 : 국가 독서 전략 추진

        ·독서 : 사회, 교육, 직업에서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정보 문해 능

력을 획득하게 됨

           ⇒ 필요 전략 : 하나의 지식 네트워크 생성

6. 디지털 환경과 가깝게 지내기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발표

     ㅇ 발표자 : Tan Huism(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과장)

     ㅇ 발표내용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LB)의 두가지 미션

        ·국가의 전 장서를 수집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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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내 연구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참고 문헌 수집

       - 납본법에 따라 디지털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전 국민 즉 100%가 도시화되었으며, 전 국민의 84%가 

인터넷을 사용,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국민이 전체의 83% 이상임

       - 따라서 디지털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NLB Mobile 앱을 통한 시공간 초월 서비스

        ·Infopedia(온라인 백과사전), BookSG(희귀본의 디지타이징), 

NewspaperSG, OneSearch(모든 국가 유산 검색이 가능) 등의 디

지털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중

        ·SNS를 통한 홍보 및 아웃리치(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운영)

다. 국가보고서 주요 내용 

ㅇ 주요국 국가보고서 내용 : [붙임 2] 참고

라. IFLA AO지부 사무국 소식

ㅇ 도서관 연결자로서의 역할

- 다양한 도서관에 대한 자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예정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간의 균형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강화

- AO 도서관 사이의 이해 및 합의점 구축

ㅇ AO지부 소식지 분기별 발간을 시작함

ㅇ AO지부 회원국들에 대한 소식 전파를 위한 노력

- 좋은 사례들 발굴하여 분기별 뉴스레터에 전달

-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촉진

- IFLA 본부에의 홍보

- 포스터세션, 전시회, 워크샵에서 IFLA 멤버십을 홍보

ㅇ 여러 나라들과 협업 중인 사업 소개

- 중국 : 아시아 디지털도서관사업을 중국 국가도서관과 추진

- 미얀마 : 소셜 미디어 전략을 세우기 위한 Webminar 훈련 실시

- 필리핀 : 필리핀국립도서관과 공동으로 “아시아의 납본 제도 비교분석”

연구 프로젝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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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누아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연장선으로 인터넷자원, 접근성, 다양성, 개방성 및 보안 등 인터넷 

현안을 논의

마.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ㅇ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내년 회의 개최지로 카타르, 이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에서 희망함

- 2020년 개최지는 새로 국립도서관 건물을 완공한 인도네시아로 결정

- 2021년 개최지는 캄보디아(제18회 동남아시아 도서관인대회(CONSAL) 동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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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회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 포럼

1. 포럼 개요

ㅇ 일  시 : 2019. 2. 21.(목) 15:00 ~ 17:00

ㅇ 장  소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ㅇ 주  제 :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이 나가야할 길 

ㅇ 참석자 : 19개국 사서 30여명 참석
            (중국,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호주, 

피지, 방글라데시, 몰디브, 카타르, 파푸아누기니, 부탄, 이란,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카타르, 태국, 베트남) 

2. 주요내용 

가. 환영사 및 개회사

ㅇ Rao Quan, 중국 국가도서관 관장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중국 국가전략 일대일로)에 따라 몽골,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타르 등이 이 연맹에 참여하고 있음. 2018
년 5월 연맹이 결성된 이후에 조지아, 카자흐스탄, 이란 등 멤버가 추가 되
고 수가 늘어나면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도 참가하게 되었
음. 20개의 아시아 국가와 5개의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연맹이 되었음.

        첫 번째 포럼은 연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자원의 공유와 새
로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도움, 장서 디지털화, 연수 및 사서교환 등 서
로 필요한 도움과 동맹에 대해 논의했었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갖고 있
는 노하우를 서로 어떻게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됨

        오늘 포럼에서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함. 
         · 연락망 : 사무국인 중국 국가도서관이 책임지고 연락하겠음. 동맹들의 

연락망 공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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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도록 소식지 발간 예정
         · 전문적인 사서 연수 제공 : 재정적인 도움을 통하여 사서들의 역량 강화 지원
         · 전시 : 이용자 관점에서 도서관 홍보 및 서비스를 시작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실크로드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중. 역사 및 관련 자

료들을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
    
나.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활동 발표

ㅇ Tan Huism,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과장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 국가전략 일대일로, 이하 BRI)에 대한 자료들
         · 31권의 영어 자료 296권의 중국어 자료

         · 74권의 e북 자료
         · 관련 DB(Wanfang China Online Journals, Proquest Central, EBSCOHost 등)
         · www.eyeonasia.sg 은 아세안국가, 중국, 인도에 대한 정보 자료들 제공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활동 : 공개 토론 및 학습 활동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BRI 자료 소개 세미나(2019. 1. 11.)
           : 중국 장서 전담 사서에 의해 개최하여 170명이 참여함
         · Eye on Asia 프로그램, BRI : 중국과 캄보디아 의 기회(2018. 8. 16.)
           : 64명이 참석하여 중국과 아세안이 함께 발전해야함을 인식하게 됨
         · 중국 BRI : 중국과 사업 관계를 맺을 때의 기회와 영향(2019. 1. 15.)
           : 118명의 참석자가 중국과의 개발에 96%의 참가자가 동의함
         · BRI : 5년간의 진행, Lianhe Zaobao(2019. 2. 1.)
           : 170명의 참석자, 활발한 논의 진행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견학 : 교육부에 의한 중국학 공부
           :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BRI에 관한 정보 자원 교육
         · Social Science Academic Press(China) 학술지에 기사 등재 
           : BRI 사업에 대한 소개를 중국학 사서인 Vicky Gao씨가 “지식의 연

결로 지역 사회를 연결하다 : 싱가포르의 독특한 도서관들”  등재

http://www.eyeonasia.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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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타르 국립도서관의 활동 발표

ㅇ Dr Stuart J. Hamilton, 카타르 국립도서관 부관장
       새로 건축, 개관한 카타르 국립도서관의 건물을 소개함. 2017년 11월 대중

에게 개방하여 2018년 4월에 개관식을 가졌고, 현재 IFLA, CDNL, 디지털
도서관동맹 등 많은 국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 카타르의 유
산을 보존하는 도서관으로서 일류의 Heritage Library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겠다고 해서 감사하
며, 앞으로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의 다른 도서관들과 함께 파트너
십 프로젝트 진행할 예정임.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
를 바람. 디지털도서관 플랫폼의 오픈소스는 3월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



- 13 -

Ⅳ  종합의견

ㅇ 제27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CDNLAO), 제2회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 포럼에 참가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도서관장 및 

도서관 관계자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해외 도서관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차

세대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제2회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 포럼을 통해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다

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정치·경제 분야의 움직임인 중국의 ‘일대

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도서관 협력의 양상까지 바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도서관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 

도서관계도 IFLA 사무국 활동 진출 및 뉴스 레터 참여, CDNLAO 회의 

개최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ㅇ 우리 도서관에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번 

CDNLAO의 회의 주제였던 만큼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음. 특히 

호주 국립도서관의 3C(Collect, Connect, Collaborate) 미션은 국립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역할에 대해 간단한 키워드로 압축 정리하여 눈길

을 끌었음. 또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이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도서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 것은 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

향을 설정하게 했음

ㅇ 2020년 28차 CDNLAO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 29차 

CDNLAO는 캄보디아에서 개최할 예정임. 24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인도네

시아 국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카타르, 이란 국립도서관에서도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다음 CDNLAO 회의 개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앞으로 

이 국가들에 대한 관심과 협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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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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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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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아시아․오세아니아 도서관장 회의(CDNL-AO) 참석자 명단

구분 국가명 기관명 참석자명

1 호주 호주 국립도서관 Dr Marie Louise Ayres(부관장)

2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국립 

도서관&기록관
Md Shujayet Ullah(관장) 

3

부탄

부탄 가정․문화부 Dasho Karma Weezir(문화부 국장)

4
부탄 국립도서관

Ms Sonam Yudon(부관장)

5 Yeshi Lhendup(사서 직원)

6

중국 중국 국립도서관

Rao Quan(관장)

7 Ms Mao Yajun(기술관리과장)

8 Zhang Xu(국제협력과장)

9 Cao Ning(디지털자료과장)

10 Hao Jinmin(통번역)

11 피지 피지 도서관서비스 Mrs Merewalesi Vueti(관장)

1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Muhammad Syarif Bando(관장)

13 Mrs Woro Titi Haryanti(자료개발과 사무관)

14 Irhamni Ali(데이터관리과장)

15 Arwan Subakti(홍보팀 직원)

16 Ms Dewi Kartikasari(기록행정과장)

17

이란 이란 국립도서관

Dr Ashraf Boroujerdi(이란문화고문&관장)

18 Dr Saleh Zamani(관장비서)

19 Ms Hanieh Graeelikorpi(홍보과장)

20
일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Tadahiko Motoyoshi(간사이관장)

21 Norihisa Yoda(사서 직원)

22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Youngjoo Cho(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23 Ms Hyerin Kim(사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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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Dato’ Nafisah binte Ahmad(부관장)

25
Ms Beghum Ulfhat Shehnaaz binti Amir

Razali(사서 직원)

26
몰디브 몰디브 국립도서관

Ms Mahasin Ahmed Didi(부관장)

27 Ms Aminath Shiuna(연수및디지털화과장)

28 몽골 몽골 국립도서관 14. Mr Nyamdorj Batbayar(홍보팀원)

29 미얀마 미얀마 국립도서관 Ms Mya OO(관장)

30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Bill Macnaught(부관장)

31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국립도서관 Mrs Karina Bundu(사서 직원)

32 필리핀 필리핀 국립도서관 Cesar Gilbert Q. Adriano(과장)

33 카타르 카타르 국립도서관 Dr Stuart J. Hamilton(부관장)

34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위원회

Mrs Elaine Ng(CEO)

35 Ms Tay Ai Cheng(부관장)

36 Ms Jennefer Nicholson(시니어펠로우)

37 Ms Tan Huism(국립도서관 책임장)

38 태국 태국 국립도서관 Mrs Supanee Sukarbjai(정보자원개발과장)

39
베트남 베트남 국립도서관

Ms Nguyen Ngoc Anh(부관장)

40 Ms Vu Thi Hong Nga(사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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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주요국 국가보고서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NLK)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다.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과 1965년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내출판물에 대한 납본 수집 및 영구 보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온라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산하 소속기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6), 국립세종도서관(2013), 국립장애인도서관(2012)을 두고 있다.

2. 주요 통계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설립되었다. 1988년 5월, 현 위치인 서초구 반포

대로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2009년에는 디지털 자료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3부(기획연수부, 자료관리부, 디지털자료운영부), 3관(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1연구센터(자료보존연구센터), 10과, 1팀으로 

구성되어있다. 2018년 총 예산은 1,013억이었으며, 총 정원은 312명으로 그 중 사서직

은 200명(64.1%)이다.  2018년 12월 말까지, 총 장서수는 11,788,597책/점이었으며, 주요자료

는 디지털화를 통해 전자 자료 16,233,182권을 보유하고 있다.

1,400여 도서관이 참여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에는 서지데이터 8,890,565건, 소장데이터 

46,818,803건을 가지고 있다. 2018년 도서관을 이용한 총 방문자 수는 170만 명이며, 홈

페이지 방문자 수는 1,040만 명이다. 상호대차서비스인 ‘책바다’는 2018년 한 해 공공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1,031개관이 참여하여, 15,082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간략한 주요 발전사항 개요 

3.1 본관 자료실 개편 및 연구정보실 개관

2018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제별 자료실을 통합하여 이용서비스를 개선하고, 학술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정보서비스 공간을 신설하였다. 3층 연속간행물실 및 4층 도서자료

실은 이용자 중심 One-stop-service를 실시하여 도서관 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책을 받고 

열람이 가능하다. 지하 서고부터 본관 5층까지 확장된 서고자료운송시스템의 개발로 보

다 신속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진다. 자료실 내 무선 네트워크 증설, 디지털 원문 이용 및 

노트북 이용석 확대 등 이용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 맞춤형’ 자료실로 개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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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층의 연구정보실은 학술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정보서비스 공간으로 연구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구정보실은 전문분야의 연구자가 국가장서를 활용하여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전용좌석 등을 제공한다.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연구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2018년 하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2019년부

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3.2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2018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해 지난해 구성한 실

무 TF 활동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내 TF

및 학계 도서관계 등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비전과 목

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최종 계획은 2019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3.3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강화

2018년에는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으로 178천책 39,484천면의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였

다. 구축 콘텐츠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14개 공공도서관 소장 주요장서 7,000

여 책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참여기관과 향후 지역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

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활용을 위해「도서관에서 보내는 e-그림편지⌟ 
를 제작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국가서지 개방형 연결 데이터(이하 LOD)는 도서관 자료, 저자, 주제명, 전국 도

서관 정보 약 2천 1백만건을 기계가 이해하기 용이한 관계형 데이터 형식으로 발행 제공

하였으며, 데이터 컬렉션, 질의응답서비스 등 LOD 활용 응용서비스를 추가 개발하여 이

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3.4 서지 표준화 및 공유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표준화기구로서 국가서지 표준화 및 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새로운 주제명 696건을 구축하

였고, 표준화된 국가서지 1,070,722건을 국가자료종합목록을 통해 1,608개 도서관에 보급하였

다. 국가전거는 온라인자료까지 확대하여 총 누계 634,568건을 구축함으로써 온·오프라인자료

의 웹서비스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 국가서지의 국제적 공유와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

하여 2018년 국내 출판물에 대한 도서정보 30만 건을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가상국제전거파일(VIAF)에 참여하여 570,500건의 전거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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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표준식별체계 운영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ISBN 도서정보 최종 수정 데이터 동

기화를 위한 DB 구조 개선 및 관리 기능을 개발했으며, 납본대행업체 관리자 페이지 

구축 및 납본 데이터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ISBN 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ISSN 한국센터에서는 2018년에 951종의 자료에 신규 ISSN을 배정하여 총 누계는 

21,690종이 되었다. 국제ISSN센터와의 교류협력으로 ISSN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오픈액

세스 학술자원포털인 ROAD(the portal of scholarly resources in Open Access) 프로젝

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학술, 문화, 예술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 창작자들에게 총 

누계 371,464건의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을 부여하였다.

3.6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 

2018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27,058건을 납본 수집

하였으며, 「온라인자료 납본 시행 2년,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 포럼을 개최하여 도서관계·출판계·관련 학계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3.7 장애인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과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 공공도서관 786개관에 7,838명에게 62,660여권의 도서관자료

를 무료택배로 대출하여 주었다. 또한 전국 공공도서관 201개관에 독서보조기기 설치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59개관에 시각, 청각, 지체, 발

달장애인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458회 지원하여 4,456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일

반고등학교 9개교의 특수학급과 연계하여 70명의 발달장애인청소년들을 위해 25회의 

독서활동을 지원하였다.

4. 국내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과의 협력 사례

4.1 도서관자료 수집 협력  

공공간행물의 효율적인 납본자료 수집과 홍보를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및 연구기관과

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지역별로 발행되는 공공간행물은 13개 지역대표

도서관을 통해 일괄 수집하고 있다.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의 경우도 국내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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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을 통해 일괄 수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에서 국가 R&D보고서 파일을 일괄 수집하여 총 53,000여건을 서비스 하고 있

다. 내년부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KIS) 등 연구기관을 확대하여 디지털파일을 수

집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간행물 납본 홍보를 위해 정부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무원 교육 및 직장교

육 현장을 찾아가 공공간행물 납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부터는 한국만화

영상진흥원과 협력하여 웹툰 수집 및 아카이브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4.2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은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도서관 운영과 과학적인 사서의사

결정 지원,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였

다. 2018년말 기준 전국 849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2억건의 도서관 

데이터(이용자, 장서, 대출)를 수집하여 도서관운영지원시스템(SOLOMON), 홈페이지

(www.data4library.kr), API 등을 통해 다양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3 대학도서관 전거·ISNI 협력

학술정보유통 효율화 및 국가전거데이터 고품질화를 위해 대학도서관계와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 전거·ISNI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18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 MOU를 체결하고, ’18년 5월 대학

도서관 종합목록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전거·ISNI 협력 TF」를 구성

하여 대학도서관에서의 국가전거 및 ISNI 도입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전거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시스템을 통해 각 대학도서관에서 활용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19년도에는 전거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TF 참여 대학도서관

을 대상으로 전거 공유를 시범 실시하고 향후 대학 단위로 보급할 예정이다.

4.4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운영

기관회원 646개관, 개인회원 508명이 참여하는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내 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실무분과활동 

및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5. 국립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약 등 국제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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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84회 세계도서관정보

대회(WLIC)와 제45회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에 참석하였다.

IFLA RSCAO Mid-term을 한국에서 개최하여 13개국 16명의 상임워원들의 회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6월 20일과 21일 ‘창의융합의 시대, 도서관의 어린이청소

년서비스’를 주제로 제12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을 강릉에서 개최하였

다. 5개국 6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231명이 참가하여 어린이 청

소년도서관서비스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국제적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

관장회의(CDNLAO)와 웹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 등 

관련 국제회의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5.2 국립 도서관과 업무교류 개최 및 협약체결

국립중앙도서관은 10월에 제21회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

고, 11월에는 서울에서 제21회 한 중 국립도서관 간 업무교류를 실시하였다. 업무교류에

서는 국립도서관의 전략계획, 어린이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 도서관 정부정

책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 도서관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

하였다.

또한 4월에는 국립도서관간 상호교류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지키스탄 국립도서

관과의 업무협약을 연장 체결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6월에 제4회 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업무교류를 서

울에서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제5회 한 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 업무교류를 러시아에

서 실시하였다.

5.3 해외 사서와의 교류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학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제 11회 해외 한국학 사서 위크숍을 개최하였고 미국, 프랑스, 필리핀 등 3개국 20

명의 사서와 관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타지키스탄·스리랑카 국립도서관, 조지아·부탄의 대학도서관 사서 4명

이 참가한 문화동반자사업「해외사서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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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국립도서관(NLA)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호주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ct 1960 Act)에 의해 호주 국립

도서관의 다음 기능이 규정 

- 호주와 호주 국민과 관련된 도서관 자료의 포괄적인 수집, 유지 및 개발

- 수집자료의 이용 범위 설정

- 도서관 관련 자료 이용 서비스제공

- 호주 및 다른 지역과의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ㅇ 호주국립도서관 Corporate Plan 2017-18 수립

ㅇ 법적 납본기관으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출판사는 모든 출판물 

사본을 납본해야 함. 2016년 2월에 납본범위가 온라인 출판물로 확대 됨

2. 주요 통계 (2017-18 회계연도 기준)

ㅇ 운영수입 : 66.1백만 호주달러

- 정부 예산지출 : 52.7백만 달러, 외부 수익 14.7백만 달러

ㅇ 정규 고용직원 : 382명

ㅇ 수집 장서 259개 서가에 해당하는 약 천만 권이며, 디지털 자료는 5페타바이트

ㅇ 연간 웹사이트 방문객 수 36.08백만 건 이상, Trove에 27.45백만 건 방문 포함

ㅇ 열람실 방문객 수 270,967명, 18,561개의 자료가 상호대차로 대출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식

1968년 개관 이래로 50주년을 기념하여 호주 전역의 다양한 이용자들과 함께 성

공적인 소통을 이뤘음. “1968: Changing Times”의 주제로 2월에 전시를 시작했으

며, Library Up Late라는 성인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5개의 행사

가 진행됨. 연방 상하원을 초청하여 도서관 직원과 만나 도서관 컬렉션 소개 등 

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하였음. 8월에는 도서관 개관일 행사를 통하여 8,500

명의 이용자에게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60회에 달하는 견학 행사를 진행

했다. 또한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를 했으며, 도서관과 연관있는 다섯 명

의 작가를 초청하여 이벤트를 진행함.

ㅇ 웹 아카이브

Australian Web Archive (AWA)의 개발을 마무리 지음. AWA는 전세계에서 가

장 광범위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완전 텍스트 검색형 웹 아카이브가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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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민에게 22년간의 호주 웹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호주 

역사를 보존 할 것임. Trove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으며, 호주의 지난 20년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전에 액세스 할 수 없었던 많은 콘텐츠를 쉽게 이

용할 수 있게 하며 90년대와 21세기 초반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를 메울 것으로 

예상함.

올해 검색 기능 및 사용자 테스트를 완료했고,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위험 평가를 거쳤음. 2019년 3월 AWA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

임.

ㅇ 도서관의 대리석 외관 교체

9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2018년 5월에 완료함. 도서관은 고전적인 기둥과 독특한 

대리석으로 유명했으나 1968년 건물이 지어진 이래로 대리석에서 마모가 생겼음.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국가적 중요성과 미학적 가치를 존중하여 오랜 시간 이

용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로 했고, 호주 국내외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대리석을 조사 및 테스트했으며 마침내 이탈리아의 카라라 채석장 대리석

을 선택함.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탄생했는데, 고품질의 독일 부품으로 

만들어졌으며 카라라 대리석을 사용하여 휜 부분을 방지하도록 작업한 세계 최초

의 사례가 될 것임

ㅇ 원주민 참여 활동

Rebecca Bateman은 2018년 1월 도서관 최초의 원주민 큐레이터로 임명됨. 호주 

전역의 원주민 공동체,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옴. Pitjantjatjara 사진 컬렉션, 로버트 해밀턴 매튜 컬렉션(언어 내용을 문서화한 

19-20세기 개인 기록) 및 관련 원주민 출판물 등의 컬렉션에 주목함. 자료 우선 

순위 선정 및 기술적 처리 등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자문을 구하는 중임.

4.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National edeposit (NED)

- 도서관 edeposit 서비스의 확대와 성공을 위해 호주 9개 연방, 주, 지역 도서관

이 연합한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 2018년까지 기술 구축에 힘써 왔으며 출판사와 긴밀히 연계하여 프로젝트에 참

여하도록 장려함. 2019년 초까지 서비스가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정

책 및 절차를 검토함

ㅇ 태평양 디지털 아카이브

- 호주의 외교부와 뉴질랜드 국립도서관(NLNZ)과 협력하여 태평양 디지털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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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를 개발함. 이 디지털 포털은 디지털화된 태평양 콘텐츠를 태평양 도서 국

가에서 쉽게 이용하게 함. NLNZ는 서비스를 호스팅하고 Trove와 NLNZ의 

Digital NZ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태평양 콘텐츠를 통합하여 보관할 예정임.

앞으로 포털은 디지털화된 태평양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됨

5. 국제 협력

ㅇ 싱가포르 국립도서관과 MOU 체결

- 2018년 1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과 MOU를 체결하여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문화 및 유산, 호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하여 교류 및 사서 연수 교환 등의 프

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ㅇ 지역 관계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의 도서관 지도자 양성 및 육성을 목표로 하는 프

로그램임(International Network of Emerging Library Innovators : INELI).

2018년 6월 피지에서 열리는 태평양 도서관 회담(Pacific Libraries Summit)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및 태평양 도서관 이해 관계자 및 실무자들을 하나로 모

음. 이 회의는 태평양 도서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목표와 

행동을 설정하려는 의도로 진행됨. 호주도서관협회(ALIA)는 7월 말 골드 코스

트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서관 리더를 위한 정상 회의 

인 Global Future를 개최함으로써 도서관과 UN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를 

명확하게 연결함. 참가자 1/3은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

니, 사모아, 스리랑카 및 동 티모르를 포함한 지역에서 옴. SDGs와 관련한 도

서관 활동 사례 연구 개발, 태평양 도서에 있는 도서관이 자국에서 도서관 입

법을 준비하고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34가지 활동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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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립도서관(NLC)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입법과정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중국인민정치협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정리 및 수집,

주제별 문헌정보 편찬 등의 서비스 제공

- 장관급 지도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리더

십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 및 문화 관련 강좌 개최

- 정부 부처별 지부 도서관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와 입법기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2017년 말 현재 16개의 지부 설립)

- 공립도서관법 및 기타 규정의 수립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정보 상담 제공

ㅇ 도서관 입법 지원 및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실시

- 도서관 입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함. “중화인민공화국공립도서관법”(2017. 11. 4.

제정, 2018년 1월 시행)이 도서관 관련 규정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도서관의 새

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동법 22조는 NLC의 역할로 국가 

문헌의 수집과 보존, 국가 서지 및 공동 목록의 편집,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 및 

의사 결정 제공, 국가 고서 보호, 도서관 이론 연구, 국제교류 및 타 도서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NLC의 지위와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처음이며, 법

률의 적극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홍보 등을 수행할 

예정

- 중국문화부 위임을 받아 현대 공공 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공공 디지털 문화 

발전, 공공 문화서비스 유치 및 기타 연구를 수행하였고, “공공 도서관 서비스 

규격”을 제정.

2. 주요 통계 (2018년 1월 ~ 12월)

ㅇ 방문자 수 : 5,458,540 명

ㅇ 직원 수 : 1,438명(문헌정보학 전공자 161명)

ㅇ 장서 수 : 39,011,882 책

ㅇ 디지털 보존 자료 : 1960.91 테라바이트

ㅇ 웹 사이트 방문자 수 : 785,364,000명

ㅇ 연간 상호대차 수 : 39,3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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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국가전략 문서보관소 프로젝트 (National Strategic Depository of Document Preservation Project)

-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에 의해 공식 승인되었음. 이 프로젝

트의 총 건축 면적은 69,670 평방 미터이고, 총 투자 규모는 8억 4,669만 위안임

- 토지 사용에 관한 보충 협약은 Chengde 지방 정부와 체결함

ㅇ 중국 고문헌 보존 계획 (Chinese Ancient Books Preservation Plan)

- 24개 지방에의 조사가 끝남. 26만 권의 장서(14,500 건)와 국립 고문헌 조사 목록

14권이 출판되었고, 169개 기관에서 67만 건을 기본 DB에 수록함.

- 고문헌 보존을 위한 6개의 조직을 신설함

ㅇ 중국 문서 보존 프로그램 (Minguo Documents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rogramme)

- “13차 5개년 계획”에 동 계획의 개요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특별사무소를 설치함

- 심층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3,000개의 새로운 서지 데이터와 10,000 개의 데이터 

항목을 추가함

- Minguo 시대 자료의 복원․수리와 산화방지 처리가 진행됨

ㅇ “중국 전통 고전 100선” 편찬 프로젝트 (Compilation project of “A Hundred Classic 

Books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 

- 중앙선전부와 문화부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프로젝트로, 국가사회기금의 주요 

위탁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2017년 9월 처음으로 10권의 책이 출간되었으며 긍정적이 평가를 받음. 두 번째 

18권은 샘플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2018년에는 5권의 책이 출판됨. "중국전통고전 100선"은 온라인으로 출판되었으

며, 2018의 새로운 소식을 담아 출판함

4.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각급 도서관과의 협력

- 중국 도서관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여 64개의 공공도서관들의 수집, 공동 목록 작

성, 상호대차서비스, 참고봉사 등의 협업에 104,800명의 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함

- "전국 어린이 기초 도서 목록 (2018)"을 작성하고 "2018년 전국 어린이 독서의 해"

를 개최함

- 제4차 해협 고서 보존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 위해 중국고서보존협회와 대만고서

보존협회를 지원함

- 국가통합목록센터에 153개의 새로운 도서관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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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문화기관과의 협력

- 국가고전박물관을 통해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통합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

며, 다른 박물관, 기록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Yongle Dadian Exhibition", "Eisei Bunko Museum Donated Chinese Books

Exhibition" 등 24건의 전시를 통해 8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함

- 학교와 협력하여 에세이, 홍보 회의, 학습 경로 체험, 연구 포럼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최초의 "Haidian District Study and Tourism Season Series Activities"

을 계획하고 시작함

8. 국제협력

ㅇ 국외 도서관과 직원교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59건 513명의 전문가가 방문

하였으며 22건 65명의 직원이 다른 도서관에서 연수함

ㅇ 실크로드 국제 도서관 연맹을 지지하였으며, “청두 이니셔티브 실크로드 국제 도

서관 연맹”에 24개국과 함께 서명함. 일대일로(Belt and Road China) 전시 및 포

럼을 개최함

ㅇ 아랍-중국 디지털도서관 포털이 공식 발족함

ㅇ 중국- 미국 문화포럼(제6회 중미 도서관대회)가 ALA와 함께 열림

ㅇ 영국 및 카타르와 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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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국회법 130조를 바탕으로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으로 국회 연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국민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2. 주요 통계

ㅇ 설립: 1948년

ㅇ 2018년 예산: 23,076,131,000엔

ㅇ 정규직: 888명 (‘18. 4월 기준)

ㅇ 장서 수: 총 43,426,450책(‘18. 3월 기준)

ㅇ 디지털 자료: 3,795,047건(‘18. 3월 기준)

ㅇ 방문자 수: 778,070명(`17.4~ `18.3 기준)

ㅇ 홈페이지 방문자 수: 20,894,477명(`17.4~ `18.3)

ㅇ 상호대차 수 : 7,488건(`17.4~ `18.3)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신규 온라인 검색․신청 서비스

- 18년 1월에 편리한 이용, 넓어진 검색 범위, 이용자 인터페이스 수준 향상, 우

편 복사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등록 등 온라인 검색․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강

화함

-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호대차, 우편 복사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서비스 제공

ㅇ NDL과 아동문학국제도서관(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홈페

이지 개편(‘18, 2월)

ㅇ 교토의 간사이관에 신규 서가 마련 계속 진행 중(‘16년 9월 ~ `19년)

ㅇ 웹 아카이빙 사업(WARP)의 영문 인터페이스 생성(‘18년 11월)

ㅇ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계속 진행

4.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일본검색 : NDL의 새로운 서비스 

- 일본 컨텐츠 도서관, 박물관 등 일본의 모든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 계획

ㅇ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 관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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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 참조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Collaborative Reference Database Project,

CRD)

ㅇ 일본목록규칙 2018

- 일본도서관협회와 협력하여 2018년 12월에 인쇄본의 일본목록규칙(NCR)을 개

정함. 곧 NDL 도서관 자료 목록에 적용될 예정.

ㅇ 일본 관련 콘텐츠 포털 사이트 개발

- 내각부 및 기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일본 관련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접근

을 수집, 제공하여 인터넷 콘텐츠 탐색과 활용을 용이하게 할 새로운 검색 플

랫폼 프로토타입을 개발함

5. 국제 협력

ㅇ 국립도서관, 의회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과의 협력

- 디지털 도서관, 자료 보존, 온라인 갤러리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의회 도서관

과의 상호협정에 근거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2016년 5월 체결된 양자협정에 따라 베트남 국립도서관과 도서를 교환

- NDL 연구입법관리국은 일본국제협력기구의 협력사업인 “국회 도서관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베트남 국회도서관(NAL)에 직원 파견

- 2017년 4월, 사카타 카즈코 연구입법참고국 사무총장(현 NDL 부국장)이 아시

아태평양의회도서관사서협회(APLAP)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70주년 기념행사

의 일환으로 제12차 APLAP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 예정(2018.10.31.~11.2.)

- 해외 일본학 사서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실시 (2018.2.)

ㅇ 해외 도서관과의 국제 회의 및 협의 개최

- 제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쿄에서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의회사서(APLAP) 회의를 주최했으며, 비영리 조직 대표

단과 50명의 의회도서관은 인적 자원 개발 및 의회 연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함. 부관장인 Kaquko Sakata는 2017년 4월부터 APLAP회장을 역임

하였음

- 중국 국가도서관 및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

으며, 2016년 5월에 체결된 베트남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적을 교환함

ㅇ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2019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마라케시 조약은 맹인 및 시각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 접근에 대한 법임.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하고 있으며,

Accessible Books Consortium(ABC)의 국제 책 서비스에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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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 콘텐츠 전송 서비스

- 일본 저작권법이 최신 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절판된 자료 

등을 국외 도서관으로 전송 서비스함. NDL은 문화청 및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

여 이러한 사안을 이행할 준비 중임

ㅇ 보존 및 복원

- NDL은 IFLA PAC 지역 아시아 센터 (IFLA PAC Regional Centre for Asia)의 역

할을 하며, 워크샵을 개최하고 NDL 웹 사이트의 인쇄 자료 관리를 위한 기본 기

술을 설명하는 영어 매뉴얼을 출판함으로써 보존 및 복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해 왔음. 2018년 5월, 유엔개발계획(UNDP)이 후원하는 실크로드 우

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리아 국립박물관(Antiquities and Museums)의 두 명의 

부관장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함.

ㅇ 현장 및 온라인 연수

- 2018년 2월에 일본자료를 다루는 사서 및 연구자들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열

었음. 또한 영상으로 된 연수는 2018년 3월 27일부터 NDL의 공식 유튜브 채널

에서 수강 가능함. 일본어로 진행되나 ‘인쇄 자료 초급 기술’(Elementary

Techniques of Paper Materials)과 같은 몇 개의 영상은 영어 자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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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국립도서관(NLB)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국립도서관위원회법(National Library Board Act)

- 법적인 장서 수집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자료에서 디지털 자료로 확대하기 위

해 NLB Act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공청회 개최(‘17년 11월)와 공개 의견

수렴(‘17년 11-12월)을 거쳐 2018년 중으로 의회에 법안 제출 예정

ㅇ 특수 도서관

- 국회, 산업자원부, 외무부 및 SkillsFuture Singapore(SSG)와 같은 정부기관을 

위한 전문 도서관 서비스 제공. 특히, SSG 도서관(LLibrary)은 싱가포르 최초의 

평생교육 도서관으로 싱가포르 평생학습원에 위치해있고, NBL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음

ㅇ 연구 서비스

- 각 정부 부처 및 법정위원회에 최신 시장 동향, 관련 분야의 새로운 개별현황 

등에 대한 맞춤형 연구 조사 서비스 제공

2. 주요 통계

ㅇ 오프라인 장서 : 343,488권

ㅇ 디지털 장서 : 1,425,940점(18년 10월 기준)

ㅇ 오프라인 방문자 : 1,239,616명

ㅇ 온라인 방문자 : 5,119,909

ㅇ 상호대차 건 수 : 1,277건

ㅇ 연간 운영예산 : 494만 달러 (인건비 제외)

ㅇ 직원수 : 117명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국립 도서관위원회 법안 개정

- 디지털 및 온라인 자료를 납본받기 위한 법령을 개정함. 2018년 7월 9일에 의

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 진

행될 것으로 전망. 2019년 초에 법이 적용될 예정

- 이러한 법 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함. 납본된 절판 잡지, 도서를 

전시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저명한 작가인 Tan Chee Lay 부교수와의 만남 행사

를 진행함

ㅇ 새로운 서비스들

- Eye on Asia(www.eyeonasia.sg) : ASEAN 및 중국, 인도 등 신흥 도시에 초점

을 맞추어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 2018년 2

http://www.eyeonasia.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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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작하여 기업, 학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온라인뿐만 아

니라 국립도서관 건물 7층에 사서가 선정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음

- The Arts Space : 2018년 4월, 미술품자료실이던 8층 열람실을 리모델링하였음.

다목적 공간, 협업 공간, 전시 및 열람실 공간으로 사용 가능

- 희귀본 : VOC agreement with the Sultan of Banten and others 등 3점을 소개함

- 기증 자료 : 3명의 일반 시민이 희귀 고문헌을 기증함

  ㅇ “Selling Dreams: Early Advertising in Singapore”전시

- 싱가포르 18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광고에 대한 전시

ㅇ S.U.R.E(Source, Understand, Research, Evaluate)

-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짜 정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학교 대항전 등 워크숍에서 게임, 퀴즈가 진행됨

ㅇ Singapore Quality Award에서 특별상을 수상함

- NLB는 2018년 10월 the Singapore Quality Award with Special

Commendation (SQASC)를 수상함.

4.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National Union Catalogue

- 싱가포르 공공도서관 공공 보유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이자, 지역적 국제적인 

자원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현재 13개 도서관이 NUC를 통해 카탈로

그를 공공에 개방하고 있음

ㅇ 수석사서위원회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도서관 감독위원회인 “수석사서위원회”의 일부이자, 싱가포

르 도서관협회를 대표함.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

ㅇ Nanyang Academy of Fine Arts (NAFA)와의 협력

- 싱가포르의 선두 미술기관인 NAFA와 함께 미술품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

젝트를 실시함. 국립도서관은 장소를 제공하며 NAFA는 미술품을 전시하여 이용

자들의 예술에 대한 감각과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노력함.

5. 국제 협력

ㅇ 뉴질랜드 국립도서관(NLNZ) Peer Review

- 2018년 9월 3일-6일에 NLNZ를 초청하여 납본법에 대한 peer review를 실시함.

4명의 전문가가 납본 절차, 온·오프라인 장서 보존 전략, 웹 자료 수집·보존 전

략, 홍보·접근 전략에 대하여 검토함. 이에 대한 결과 보고는 2018년 12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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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2019년부터 권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ㅇ 아세안 디지털 도서관 (Asean Digital Library)

    - 관련 웹사이트(www.aseanlibrary.org) 운영 중이며, 현재 80,000개 이상의 기록 보유

    -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시작하게 된 ASEAN Digital Library(ADL) 

프로젝트로, 아세안의 국립도서관이 갖고 있는 풍부한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게 

할 것임

http://www.aseanlibr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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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싱가포르 관련 기관 견학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 위원회
(National Library of Board in Singapore(NLB)

1. 일반현황

ㅇ 소 속 :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s)

ㅇ 연 혁 : 1995년 9월 1일 설립

ㅇ 최고경영자(CEO) : 일레인 응(Elaine Ng)

ㅇ 주 소 : National Library Board, 100 Victoria Street, Singapore 188064

ㅇ 조 직 : 4부 14개처(붙임 6 참조)

ㅇ 홈페이지 : www.nlb.gov.sg

2. 주요현황

ㅇ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이하 NLB)는 싱가포르 26개 공공도서관과 1개 국

립도서관을 총괄․관장함

ㅇ NLB 산하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부(Public Library Services)가 있으며 전체 1000

여명의 직원 중 46%에 해당하는 500여명의 직원이 공공도서관에서 업무함

ㅇ 싱가포르 26개의 공공도서관은 3개의 지역도서관, 23개의 공공도서관 및 이동

도서관(MOLLY)으로 구분됨

ㅇ NLB는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의 예산, 도서 구입,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

영됨

ㅇ NLB는 독서 진흥 및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공공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3.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ㅇ 16층으로 된 건물로, 2005년 현재의 건물로 옮겨짐

ㅇ 싱가포르 지적 유산의 보존과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 수행 중

ㅇ 국립도서관과 중앙공공도서관이 한 건물에 위치하며, 연구 목적의 도서관 이용

은 국립도서관에서, 일반 이용자는 중앙공공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구분함

ㅇ 대출이 되지 않으며, 전 연령의 이용자가 이용 가능

ㅇ Lee Kong Chian Reference Library를 통하여 연구 레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함.

6천만 달러의 재원을 기부한 Lee Kong Chian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

며, 총 면적 60,000㎡로 국립도서관 건물 7-13층을 차지함

ㅇ 싱가포르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계이므로, 중국 자료가 많음. 9층에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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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어, 타밀어로 된 다양한 주제 자료가 비치되어 있음

ㅇ 자료실마다 별도의 추천도서 코너 마련, 다양한 주제 추천도서 전시 중이며 한

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 관련 자료도 비치 중

ㅇ 리콴유, 스탬포드 래플즈 등 싱가포르 정치, 역사적 인물에 관한 장서 별도 비치

4. 중앙공공도서관

ㅇ 면담자 : Maliah Zubir(사서 직원)

ㅇ 국립도서관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자료실 안에 어린이자료실이 있음

ㅇ 세계 최초의 친환경 어린이도서관을 표방하여 ‘My Tree House’ 어린이실을 개

관하였으며, 건설 폐자제를 활용하여 조성되어 플라스틱병, 저전력 LED 등이

사용되었음

ㅇ 일반자료실 한쪽 편은 개방형 공간으로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ㅇ 지하임에도 중정을 배치하고 외벽을 유리로 두어 지상과 같은 느낌을 줌

5. 부킷판장공공도서관

ㅇ 기관개요

- 위치 : 1 Jelebu Road #04-04 Bukit Panjang Plaza Singapore 677743

- 이용시간 : 월요일 ~ 일요일, 11:00 ~ 21:00

- 개관 : 1998년 4월 4일

- 면적 : 2,300㎡ (부킷판장플라자 4층)

- 자료실 : 어린이실(0~12세), 일반자료실

ㅇ 면담자 : Naghamal Thevar(부매니저)

ㅇ 부킷판장 거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약 10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7월1일에 재개관함

ㅇ 부킷판장플라자(쇼핑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개관을 통해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있음

ㅇ 어린이자료실은 ‘탐험’을 테마로 하여 자료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산으로 올

라가는 느낌으로 공간을 디자인함. 4개 언어의 자료를 스티커로 구분․표시하

고 자료이용에 대한 대상연령을 색으로 구별해놓아 아주 직관적임

ㅇ 일반자료실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입구에 이를 명시하여 이용

자들의 협조를 요청함

ㅇ 몰입형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음

ㅇ 도서반납코너(Book Drop)를 도서관 입구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도서자동분류 과

정(Auto Sorter)을 볼 수 있도록 유리 창문을 통해 내부를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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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관련 기관 견학 사진 – 국립도서관건물(중앙공공도서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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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 관련 기관 견학 사진 - 부킷판장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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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CDNL-AO 개최 예정지 및 역대 개최지

회의 일자 장소 주최

제29회 2021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립도서관

제28회 20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제27회 2019.02.20.~02.21.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26회 2018.05.01.~05.05. 미얀마, 네피도 미얀마 국립도서관

제25회 2017.05.16.~-05.19.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도서관

제24회 2016.03.08.~03.11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제23회 2015.06.09~06.11 태국, 방콕 태국 국립도서관

제22회 2014.02.26~02.27 호주, 캔버라 호주 국립도서관

제21회 2013.03.25~03.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제20회 2012.05.27~05.29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제19회 2011.05.16~05.19 한국, 서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제18회 2010.04.12~04.14 싱가포르 파키스탄/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17회 2009.04.20~04.22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국립도서관

제16회 2008.10.20~10.22 일본, 도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제15회 2007.05.07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제14회 2006.03.26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국립도서관

제13회 2005.05.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제12회 2004.09.04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도서관

제11회 2003.10.19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브루나이 왕국

제10회 2002.04.21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9회 2001.04.22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8회 2000.04.25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7회 1998.11.21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파푸아뉴기니 국립도서관

제6회 1995.05.26~05.28 호주, 브리즈번 호주 국립도서관

제5회 1992.11.23~11.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제4회 1989.11.5~11.09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도서관

제3회 1985.11.18~11.23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국립도서관

제2회 1982.11.15~11.19 일본, 도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제1회 1979.05.14~05.18 호주, 캔버라 호주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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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 위원회 조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