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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입수

하고, 그 결과로 형성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즉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관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8조 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

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정리 및 제공하고, 선

대와 당대의 지식자산을 후대에 전승 및 보존하며,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

원 ․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회적 소통과 지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   

∙ 1945년 10월 15일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사

서연수관,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하에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2006년 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국립장애인도서관(2012년 

개관, 본관 1층 소재),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2013년 개관, 세종시 소재) 등 3

개의 2차 소속기관을 둔 기관으로 성장하였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넘어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자

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증가하는 정

보요구에 충실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3년에 수립되어 현재 시행중인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 2014-2018의 주요 과제 이행사항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

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

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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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2019-2023｣ 수립을 위한 기초 연

구의 성격을 지님.  

∙ 연구의 초점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다양화되는 정보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중 ․ 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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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의 역사

1. 국립중앙도서관 2010

∙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 개관 60주년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 2010’을 수

립하여 세계적인 국가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지력강국(知力强國)’으

로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정립함.

∙ 이 계획에서는 “지력강국(知力强國)”을 비전으로 하여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제공서비스 센터’, ‘도서관정책·연구

의 구심체’, 그리고 ‘국내외 도서관(정보센터)의 교류·협력 창구’라는 4대 목표

를 설정함.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2010의 비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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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

∙ 2008년, 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의 비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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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된 내용은 디지털도서관 개관(2009. 5. 25),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2012. 

8. 18), 도서관법 제18조 2항에 따른 분야별 분관 건립 추진 결과로 개관한 국

립세종도서관(2013. 12. 12) 등 국가도서관 위상 강화 전략의 성과를 구체화한 

것임. 

∙ 또한 국가서지과 신설(2012. 4. 17), 디지털 ․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도

서관법 개정(2009. 3. 25) 등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법

제 정비,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KOLIS) 및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

(DRMS) 개발, 디브러리(dibrary) 포털을 통한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도

서관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강화, 국내외 도서관계 지원협력 강화 등에 역점

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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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

∙ 2014년 1월, v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c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보기술의 발

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지식허브로 굳건히 서

기 위하여 c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c을 수립함. 

∙ 이 계획에서는 c창조적 지식문화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도서관c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개의 목표와 총 9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목 표
❶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보존 강화 ❷

지식정보자원 
이용서비스 고도화

❸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 강화

창조적 지식문화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도서관

비 전

1.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2.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3. 국가 지식정보자원 

보존관리 강화

1. 국가서지 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2. 지식정보서비스 

   선진화

3. 이용자별 

   정보서비스 고도화

1. 도서관 전문인력 

직무역량 제고

2. 국내․외 도서관 지원 

및 교류․협력 강화

3.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의 비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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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서관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1. 외부 환경 변화 

∙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는 모바일 정보검색과 클라

우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탈공간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 비정형적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로 다양한 플랫폼 활용증가, 디바이스간 연결성 확장 및 

스마트 솔루션 도입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기술(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생명과학 등

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도서관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분야는 인공지능(딥러닝) 기술로, 이는 사회 

각 부문에서 각종 추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AR 등의 

최신기술과 고객 서비스를 접목하여 정보를 추천하거나 제공하고 이용자교육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 또한, 빅데이터 확보 및 분석에 기반한 능동적인 형태의 사용자 요구와 행동 예

측으로 정보이용자의 개별적 요구와 행태에 부합하는 정보자원 큐레이션과 이

용자 체험(UX: User Experience) 기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전통적 출판의 위축 속도 증가 및 휘발성 정보자원의 확대 및 공공정보 개방 ․
공유 및 정부운영 패러다임(정부 3.0) 변화, 글로벌 OA(Open Access) 확산에 

따른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자원 보존 요구가 증대됨

∙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 그리고 선제적 정책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지식정보기관간 협력 강화 요구 및 빅데이터 

기반 정보자원 큐레이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라키비움(Larchivium)모

형에서 진일보한 연구소, 기록관, 박물관 등 국내외 지식정보기관과의 협력으로 

연구데이터, 기록물 및 박물의 경계가 없어지는 통합적 정보자원 관리 모형이 

요구됨.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도

서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 약 900개였던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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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수가 2018년까지 약 1,100개관으로 확충됨. 이에 따라 각급 공공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부응하여 LOD(Linked Open 

Data) 등 공유 플랫폼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 기능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짐.  

2. 도서관 환경 변화    

∙ 지식생태계는 창의성(Creativity)을 핵심가치로 삼아 성장동력과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혁신(Innovation)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큐베이팅 플랫폼(Incubating Platform)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도서관은 지식자원의 수장고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인문 ․ 문화 ․ 예술 등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공동체를 구축

하고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를 육성하는 창조적 지식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부여

받음.

∙ 향후의 도서관은 미술관, 기록관, 박물관의 역할을 겸하는 GLAM(Gallery, 

Library, Archives, and Museum)으로 변화를 기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 속의 도

서관, 정보와 지식, 문화유산, 역량구축의 전략방향을 유지함(IFLA, 2015) 

∙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장서(Collection)를 매개로 한 창의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기능하여 왔던 도서관들도 최근에는 장서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도서관 자료와 

인적 자원의 연결(휴먼라이브러리), 생활의 풍요로움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 및 확충(인문/교양 프로그램),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상적 체험(UX)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며, 빅데이터와 개인화를 구현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소화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4차 산업시대(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등)를 선도하

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서비스 변화로 드론(Drones),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게임화(Gamification), 연결 학습(Connected Learning), 데이

터 범람(Data Everywhere),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로봇(Robots)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기술발전은 정보활용의 보편

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장으로 이어짐. 

∙ 아울러, 교육, 학습 및 정보활용 환경도 변화함. 특히, 온라인교육의 확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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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 확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개방형 온라인강좌(MOOCs) 등 온라인 학습 및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로 도서관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의적 공간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증대됨 

∙ 요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은 융 ․ 복합 공간으로 발전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 자료 

확충과 정보서비스의 범위 확장에 매진하여야 함. 또한 온라인 자료의 증가에 

따른 수집 ․ 보존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확대 및 디지털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국가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가도서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협력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류문화의 보존과 공유에 기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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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립중앙도서관 자원, 운영현황 분석 및 평가

❋ SWOT 분석 

❏ 강점요인

∙ 천만 장서 보유: 납본 도서관으로서 풍부한 콘텐츠로 대국민 서비스 및 전문정

보서비스 가능

∙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 확대 수집 등 납본법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 자료 

수집 기반 마련

∙ 국가 문헌 수집 및 국가서지정보 작성 ․ 배포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적 권한 보유: 온라인 자료 납본, 소장자료 디지털

화, 디지털화 자료의 협약도서관 간 전송 등에 대한 권한 보유 

∙ 국내 최대 장서 및 전거 데이터 보유: 풍부한 소장자료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

터 분석 등 2차 서비스 개발 가능

∙ 국내외 도서관계 지원 ․ 협력의 중심 주체: 정책정보서비스, 한 ․ 중 ․ 일 디지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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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프로젝트(CJKDLI) 수행

∙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국립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서

직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 교육기관, 국내외 도서관 직원 연수 등 

도서관 협력의 허브 역할 수행 

∙ 국가대표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및 직원의 높은 자부심과 사명감 

❏ 약점요인

∙ 국가대표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선진 외국에 비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음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세계 문헌 수집 기능 미약, 국외 자료의 서

비스 제공 부족

∙ 정부조직으로서 직제 등 법적 제한으로 디지털환경 및 각종 이용자의 정보수요

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전문지식정보, 연구지원서비스 기능 미약, 이용자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

스로 변화 부족

∙ 디지털 ․ 온라인자료 수집 ․ 보존 ․ 서비스 인프라 부족, 신기술 융합서비스 전문 

인력 및 예산 미비

∙ 전체 장서의 통합적 관리 역량 미흡 

∙ 입지적 한계, 공간 부족 등으로 국내 도서관서비스 선도 역할 및 정책 고객(국내

외 사서, 내방 이용객,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요구 충족에 어려움 

∙ 도서관 확충으로 교육수요는 증가세이나 집합교육 이수율 및 수요 충족률의 지

속적 감소로 수급 불균형 심화, 교육과정 확대 및 충실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취약, 교육수요 세분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 ․ 운영의 

한계 

❏ 기회요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실제 및 가상공간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증대

∙ 온 ․ 오프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확산, 급증하는 디지털자료 수집 및 소장자료 디

지털화, 생산한 지식의 큐레이션화로 활용성 증대, ICT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가능 

∙ 기관 간 데이터 융합 ․ 공유 ․ 연계 ․ 협력 기회 증대: 정책정보협력망 등 공공기관

이 생산 ․ 소장한 자료를 공동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가능  

∙ 한국 관련 국내외 지식정보 증가, 한류 등 한국 관련 자료 해외 출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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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신인류 등장, 지속적 독서 ․ 정보활용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지식정보처리능력 ․ 감성능력 증대 필요

∙ 베이비부머의 은퇴, 생산성 하락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청년 고용은 

늘지 않는 시기, 도서관의 사회적 재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증대

∙ 인간적 정보서비스, 독서상담, 연구정보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사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위협요인

∙ 전통매체 출판의 규모 감소 및 기반 약화에 따른 수집량 감소

∙ 온라인 정보 및 정보검색 도구의 다양화 ․ 일반화, 인터넷 포털 등 경쟁기관 출현

으로 도서관 우회현상 증가, 도서관의 온 ․ 오프 정보서비스 기능 약화

∙ 지능형 개인화 서비스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 감소

∙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생성 ․ 소멸 속도 급증

∙ 고령화시대 한국에서 이용자의 고령화 가속화, 20~30대 세대의 이용 감소

∙ 민간 및 유관 조직의 도서관 기능 및 서비스 증가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위협

∙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제약

∙ 4차 산업혁명 및 급변하는 지식정보생태계에서 사서직의 역할 위협 

∙ 도서관 외 다양한 장애인의 삶에 직접 연관되는 서비스 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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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립중앙도서관 고객 서비스 현황 및 이용 추이 분석

1. 등록이용자 현황 분석

1.1 성별

∙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등록이용자 현황을 보면 남자 

125,631명, 여자 128,000명으로 남녀 각각 약 50%로 나타남

∙ 연도별 등록이용자의 성별 분포 역시 큰 변화 없음

성별 등록이용자수

남자 125,631

여자 128,000

합계 253,631

※2012. 01. 01~ 2017. 08. 31

[표 1] 성별 등록이용자 수

1.2 연령별

∙ 같은 기간 연령별 등록이용자 현황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음

∙ 등록이용자의 경우 20대가 38.2%로 가장 많으며, 20대~40대가 전체 등록이용

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대 등록이용자수
10대 이하 708

10대 24,812
20대 136,872
30대 82,425
40대 64,083
50대 33,691
60대 11,691
70대 3,322
80대 640

90대 이상 62
기타 257
합계 358,563

※2012. 01. 01~ 2017. 08. 31

[표 2] 연령별 등록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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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용목적별 

∙ 같은 기간 이용 목적별 등록이용자 현황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음

∙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등록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 목적을 

‘업무 관련’ 또는 ‘개인 용도’라고 밝힌 이용자가 상당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3일 이후에 등록한 이용자 중 이와 같은 이용목적을 제시한 이용자는 각각 75

명, 817명에 지나지 않음. 나머지 대부분은 이용목적을 ‘일반’으로 표기하였으

나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음

이용 목적
등록이용자수

(전체) `013.1.2까지

조사/연구 61,189 33,212

업무 관련 3,363 3,288

개인 용도 32,410 31,593

일반 목적 261,603 791

합계 96,962 68,106.1

※2012. 01. 01~ 2017. 08. 31

[표 3] 이용목적별 등록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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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심 분야별

∙ 같은 기간 동안 관심 분야별 등록이용자 수는 다음 표와 같음

∙ 관심분야로 문학, 학위논문, 사회문화, 예술 등을 체크한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

로 많은 편임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전략

19

관심분야 등록이용자수 관심분야 등록이용자수
가사/가정생활　 3,580 어학　 6,217 

건축　 4,082 에너지/자원　 2,295 
경제/경영　 9,507 여성학　 2,057 

고고학/역사　 6,722 연극/영화　 5,615 
고서　 2,261 예술　 10,325 

공예/디자인　 5,212 오락/운동　 3,927 
공학　 3,238 외교/정치　 4,061 

관광/여행　 7,713 음악　 5,853 
교육　 7,888 의학　 3,447 
교통　 1,237 인물　 4,432 

국방/군사　 1,719 족보　 1,184 
금융　 4,246 종교　 4,154 
농업　 1,351 지도　 1,568 
문학　 11,511 지역　 1,805 

문헌정보학/기록학 2,609 지학/지질학　 1,196 
물리학　 1,979 천문　 1,688 
법/행정　 4,251 철학　 6,085 

보건/복지　 3,481 컴퓨터/전자공학 6,293 
부동산　 2,604 취업　 3,708 

사회/문화　 10,438 풍속민속학/인류학 3,126 
생명과학　 3,723 학위논문　 10,512 

수학　 2,375 화학　 1,919 
신문/방송언론　 5,862 환경　 3,325 

심리학　 9,122 계 211,503
※2012. 01. 01~ 2017. 08. 31

[표 4] 관심분야별 등록이용자 수

1.5 지역별

∙ 지역별 등록이용자 수를 보면 서울(35.3%) 및 경기(15.8%) 지역이 가장 많으며, 

등록이용자의 1/3 정도는 지역을 밝히지 않은 이용자임

지역 등록이용자수 지역 등록이용자수
강원 3,071 울산 1,565 
경기 50,075 인천 8,427 
경남 4,262 전남 2,244 
경북 3,390 전북 2,905 
광주 2,488 제주 1,059 
대구 3,687 충남 3,861 
대전 3,937 충북 2,825 
부산 5,161 기타 104,831 
서울 112,029 

계 317,417
세종 1,600 

※2012. 01. 01~ 2017. 08. 31

[표 5] 지역별 등록이용자 수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

2. 도서관별 이용자 수 및 이용자료 수 변화 추이 분석

2.1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 연 이용현황 및 일평균 이용현황: 이용자 수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연 이용자수는 60만 명 내외, 일평균 이용자 수는 1,800명 내외

∙ 이용자료 수(관내대출 책 수)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2016년

의 경우 연이용 1,574,890책, 일평균 4,801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연도 개관일수
이용인원(명) 이용자료 수(책)

이용자수 일일평균 자료수 일일평균

2013 328 596,615 1,819 1,355,835 4,134

2014 325 610,065 1,877 1,321,954 4,068

2015 296 527,918 1,784 1,162,389 3,927

2016 328 620,796 1,893 1,574,890 4,801

※이용자수=방문자수, 이용자료수=관내대출책수
※2015년 본관 창호교체 공사로 인한 휴관일 조정(7.27~12.1): 매주 월, 화

[표 6] 최근 4년간 본관 이용인원 및 이용자료 수

2.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 연 이용자수 및 일평균 이용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연 이용자수 212,907명(2013년) → 326,224명(2016년)

∙ 일평균 이용자수 687명(2013년) → 995명(2016년)

∙ 이용 자료수의 경우 연평균 6만점 내외, 일평균 180점 내외로 큰 변화 추이 없음

∙ 본관과 디지털도서관 비교

- 본관 이용자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반해 디지털도서관의 이용자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6년 말 현재 디지털도서관 이용자수가 본관 이용자수의 절반정도이지만, 

디지털도서관의 이용자수가 매년 3~5만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

로, 5~10년 이내에 두 도서관의 이용자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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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관일수
이용인원(명) 이용자료 수(책)

이용자수 일일평균 미디어자료 일일평균

2013 310 212,907 687 62,371 201

2014 325 246,303 758 59,739 184

2015 327 282,668 864 55,427 170

2016 328 326,224 995 58,931 180

※이용자수=방문자수, 이용자료수=미디어자료 이용수
※디지털도서관 2009.5 개관(2013. 9부터 둘째 넷째 월요일 휴무)

[표 7] 최근 4년간 디지털도서관 이용인원 및 이용자료 수

2.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연이용자 7~8만 명, 일평균 240명 내외로 큰 변화 없음

∙ 이용자료 수(관내대출 책 수)의 경우도 연평균 40~50만 책, 일평균 1,100 

~1,500책 내외로 큰 변화 없음

연도 개관일수
이용인원(명) 이용자료 수(책)

이용자수 일일평균 자료수 일일평균

2013 328 77,830 237 480,200 1,464

2014 326 79,381 244 485,611 1,490

2015 328 79,514 242 400,248 1,220

2016 283 73,632 260 320,544 1,133

※이용자수=방문자수, 이용자료수=관내대출책수
※2016년 내진공사로 인한 임시휴관(10.17~12.5)

[표 8] 최근 4년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인원 및 이용자료 수

        
     

2.4 국립세종도서관

∙ 2013년 개관 이후 이용자수 꾸준히 증가 추세

∙ 2016년 말 현재 연이용자 87만 명, 일평균 이용자 2,634명 수준으로 국립중앙

도서관 본관 이용자수를 능가함

∙ 이용자료 수(관외 대출 책 수)의 경우 2014년 약 56만 책(일평균 1,717책), 

2015년 약 80만 책(일평균 2,443책), 2016년 약 100만 책(일평균 2,990책)으

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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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관일수
이용인원(명) 이용자료 수(책)

이용자수 일일평균 자료수 일일평균

2014 325 685,395 2,109 557,901 1,717

2015 327 792,538 2,424 798,998 2,443

2016 329 866,554 2,634 983,762 2,990

※이용자수=방문자수, 이용자료수=관외대출책수
※국립세종도서관 2013. 12. 12 개관

[표 9] 최근 4년간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인원 및 이용자료 수

3. 도서관 이용 추이 분석

3.1 월별 이용 현황

∙ 모든 도서관의 8월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7월이 많음

∙ 평균적으로 2월의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편임

∙ 본       관: 08-07-10-06-03-04-09-05-12-11-01-02

∙ 디지털도서관: 08-07-10-03-06-01-12-09-04-11-05-02

∙ 어청  도서관: 08-07-01-04-05-06-09-03-02-12-10-11

∙ 세종  도서관: 08-07-01-04-10-03-06-05-09-02-12-11

월별
본관 디지털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세종도서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월 43,988 7.1 26,278 8.1 8,565 11.6 80,915 9.3

2월 39,929 6.4 22,896 7.0 5,285 7.2 60,657 7.0

3월 51,125 8.2 26,780 8.2 5,807 7.9 66,930 7.7

4월 51,004 8.2 25,549 7.8 6,945 9.4 70,500 8.2

5월 50,358 8.1 24,831 7.6 6,593 9.0 63,930 7.4

6월 52,603 8.5 26,513 8.1 6,560 8.9 65,278 7.5

7월 59,062 9.5 30,902 9.5 9,352 12.7 96,581 11.1

8월 64,997 10.5 35,315 10.8 11,782 16.0 112,928 13.0

9월 50,507 8.2 25,384 7.8 6,487 8.8 62,805 7.3

10월 58,807 9.5 30,435 9.3 3,102 4.2 67,464 7.8

11월 48,554 7.8 25,280 7.7 0 0 58,849 6.8

12월 49,862 8.0 26,061 8.0 3,154 4.3 59,717 6.9

계 620,796 100 326,224 100 73,632 100 866,554 100

[표 10] 2016년 월별 이용 현황(2016. 12. 31 기준/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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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문 횟수별 이용 현황

∙ 1회 이용자가 56.4%, 2회 이용자가 13.8%로 전체 이용자의 70.2%를 차지. 이

는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가 한두 차례의 방문으로 자신

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단 한 차례만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가 61%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4회 이용자(10.9%), 5~10회(9.6%), 11~30회(5.8%), 31~50회(1.5%), 

51~100회(1.2%), 101회 이상(0.8%)

∙ 본관의 경우 51회에서 100회 이용자가 790명, 101회 이상 이용자가 618명이

며, 디지털도서관의 경우는 각각 480명, 365명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거의 매주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로, 도서관의 시설을 개인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

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1회 2회 3-4회
5-

10회
11-
30회

31-
50회

51-
100회

101회- 계

본관
32,205
(56.2%)

7,766 6,080 5,292 3,573 952 790 618 57,276

디지털도서관
14,478
(53.8%)

3,470 2,855 2,751 1,972 558 480 365 26,929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10,909
(61.0%)

2,620 2,119 1,598 514 71 41 7 17,879

계 50,207 12,238 9,719 8,512 5,172 1,313 1,109 696 88,966

비율 56.4 13.8 10.9 9.6 5.8 1.5 1.2 0.8 100

※이용증 발급자 대상

[표 11] 2016년 방문횟수별 이용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명, %)

3.3 방문 시간대별 이용 현황

∙ 9~12시(37.2%), 12~15시(38.4%), 15~18(20.5%), 18시 이후(3.9%)

∙ 전체적으로 보면 12~15시 이용자가 다소 많은 편이지만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는 9~12시 이용자가 12~15시 이용자보다 약간 더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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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2시 12-15시 15-18시 18시- 계

본관 202,575 219,266 114,037 37,526 573,404

디지털도서관 135,667 122,876 67,681 0 326,22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21,494 28,870 16,778 145 67,287

계 359,736 371,012 198,496 37,671 966,915

비율 37.2 38.4 20.5 3.9 100

※이용증 발급자 대상
※2014년 2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야간 운영 시간 변경(매주 수요일 20시까지)

[표 12] 2016년 방문시간대별 이용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명, %)

3.4 요일별 이용 현황

∙ 본             관: 화-금-목-수-토-일-월

∙ 디 지 털 도 서 관: 화-목-금-수-토-일-월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토-일-화-금-수-목-월

∙ 세  종  도  서  관: 일-토-화-목-금-수-월

∙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월요일을 제외하면 큰 차이 없음. 주말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세종도서관의 경우 주말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월별
본관 디지털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종도서관

이용자 일평균 이용자 일평균 이용자 일평균 이용자 일평균

월 42,594 1,775 25,970 1,038 2,519 105 43,000 1,720

화 94,840 1,936 57,654 1,153 6,454 137 110,926 2,219

수 90,626 1,850 53,983 1,101 5,616 117 98,244 2,005

목 90,718 1,814 55,022 1,100 6,393 136 102,923 2,018

금 92,627 1,816 54,217 1,063 6,558 137 102,198 2,004

토 83,265 1,601 40,915 786 20,148 420 191,578 3,684

일 78,734 1,458 38,463 739 19,599 417 217,685 4,268

계 573,404 326,224 67,287 866,554

※매월 2,4주 월요일 휴관
※세종도서관 보안게이트 출입자 대상

[표 13] 2016년 요일별 이용 현황(2016. 12. 31 기준/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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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령별

∙ 본관

- 60대 이상이 26.8%, 40대와 50대가 각각 21.5%, 30대(16.0%), 20대(12.7%), 

10대(1.5%)의 순

- 60대 이상이 26.8%, 50대 이상이 48.3%, 40대 이상이 69.8%

- 10대, 20대, 30대는 30.2%

∙ 디지털도서관

- 50대(25.9%), 40대(23.8%), 60대 이상(22.6%), 30대(14.2%), 20대(12.5%), 

10대(1.0%)의 순

- 60대 이상이 22.6%, 50대 이상이 48.5%, 40대 이상이 72.3%

- 10대, 20대, 30대는 27.7%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0대미만(25.9%), 40대(23.8), 10대(21.1%), 30대(19.9%), 50대(4.5%), 20대

(3.3%), 60대 이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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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본관
인원 0 8,606 72,781 91,761 123,382 122,956 153,918 573,404

비율 0 1.5 12.7 16.0 21.5 21.5 26.8 100.0

디지털
도서관

인원 25 3,198 40,921 46,355 77,555 84,498 73,672 326,224

비율 0 1.0 12.5 14.2 23.8 25.9 22.6 100.0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인원 17,399 14,235 2,183 13,408 16,027 3,000 1,035 67,287

비율 25.9 21.1 3.3 19.9 23.8 4.5 1.5 100.0

계
인원 17,424 26,039 115,885 151,524 216,964 210,454 228,625 966,915

비율 1.8 2.7 12.0 15.7 22.4 21.8 23.6 100.0

※이용증 발급자 대상

[표 14] 2016년 이용자 연령별 이용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명, %)

3.6 직종별

직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건설업　 51,750 42,617 40,567 32,029 34,398 13,433 214,794

공무원　 10,377 9,717 7,247 5,204 7,186 3,330 43,061

교원　 24,297 22,062 22,976 19,839 20,515 7,405 117,094

군인　 2,463 1,602 2,258 1,759 1,119 321 9,522

금융/증권/보험 19,547 17,667 18,337 15,633 16,684 6,827 94,695

농축수산업　 1,120 912 1,086 707 734 375 4,934

법조인　 4,830 3,727 3,924 3,179 3,065 1,197 19,922

부동산업　 10,549 8,321 7,381 5,777 6,080 1,896 40,004

서비스업　 34,183 29,280 28,599 23,503 25,261 9,484 150,310

숙박/음식점업　 860 708 745 682 393 165 3,553

여행/운송업　 1,399 1,118 1,293 1,246 2,369 795 8,220

문화/예술/방송 20,563 15,993 17,504 13,417 12,964 5,488 85,929

연구원　 22,509 16,896 20,865 17,577 17,736 6,508 102,091

유통업　 14,560 11,096 10,368 9,064 7,884 2,679 55,651

의료인　 7,484 5,235 5,129 4,259 4,206 1,762 28,075

정보통신업　 25,351 24,645 22,765 17,427 21,855 6,637 118,680

제조업　 19,327 19,082 20,674 17,714 16,259 6,573 99,629

종교종사자　 5,281 4,490 5,316 4,175 3,245 1,057 23,564

주부　 11,332 10,799 11,675 8,680 7,494 2,960 52,940

학생　 133,651 111,142 112,302 82,896 64,673 22,616 527,280

기타　 228,988 215,151 216,919 209,337 299,256 132,501 1,302,152

계 650,421 572,260 577,930 494,104 573,376 234,009 3,102,100

※2017년의 경우 7월 31일까지의 통계임

[표 15] 직종별 이용자 수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전략

27

4. 주요 서비스 이용 추이 분석

4.1 홈페이지 및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 홈페이지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대표 홈페이지  방문자 수의 경우 연간 550만회 내외, 일평

균 1만2천~1만5천회 내외로 큰 변화 없음

-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연평균 40만회, 일평균 1,100회를 약간 상회하

며, 역시 큰 변화 없음

- 장애인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가 개발된 2013년 이후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세종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음

- 홈페이지 시간대별 이용자 수의 경우 야간보다는 주간, 오전보다는 오후에 방

문하는 이용자 수가 크게 많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국립중앙도서관
(일평균)

 2,040,938
(5,592)

2,731,046
(7,482)

5,435,309
(14,891)

5,040,987
(13,773)

디브러리포털
(일평균)

3,118,151
(8,543)

3,766,660
(10,320)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통합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일평균)

410,989
(1,126)

428,131
(1,173)

412,481
(1,130)

412,224
(1,126)

국립장애인도서관
(일평균)

64,930
(178)

173,288
(474)

239,831
(657)

254,464
(695)

세종도서관
(일평균)

-
4,776,559
(13,086)

2,319,096
(6,354)

905,705
(2,475)

계
(일평균)

5,635,008
(15,260)

11,875,684
(32,061)

8,406,717
(23,032)

6,613,380
(18,069)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 디브러리포털 통계 산출 기준 변경 - 시스템 개선을 통해 웹사
이트 상호 연계에 따른 중복 접속 건수 및 웹로봇 접속 건수 제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디브러리포털 통합(2015.3.10)
※국립장애인도서관(nlid.nl.go.kr) 홈페이지 개발(2013.01.01)
※국립세종도서관 2013.12.12 개관 (‘15.7월~ 웹로그분석기 도입)

[표 16] 2016년 홈페이지 방문자 수(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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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페이지뷰 일평균

국립중앙도서관 37,269,843 101,830

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2,079 5,497

국립장애인도서관 550,044 1,503

세종도서관 7,940,568 21,696

계 47,772,534 130,526

[표 17] 2016년 홈페이지 페이지뷰(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건)

[그림 4] 2016년 홈페이지 시간대별 방문이용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회원가입현황 110,590 147,495 137,333 121,663

[표 18]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명)

연도
이용자
등록

이용증 발급

정기이용증 일일이용증 계

2006-2013 851,734 95,309 2,263,016 2,358,325

2014 85,026 27,166 153,251 180,417

2015 68,135 19,557 72,300 91,857

2016 76,381 26,897 124,145 151,042

누계 1,081,276 168,929 2,612,712 2,781,641

※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6년도)  이용자 등록  9,998 
  이용증 발급 29,931(정기이용 3,232 + 일일이용 26,699)

[표 19] 도서관 이용증 등록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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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에게 물어보세요’서비스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의 경우 참여 도서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공 실적은 큰 변화 없음

- 2016년 말 현재 참여 도서관 수가 506개관에 이르지만 한 해 동안의 정보제

공 건수가 1,677건으로 하루 평균 4.6건 정도에 지나지 않음

- 상당히 많은 연구, 예산, 시스템, 인력 등이 투입되었지만 이용 실적이 다소 

미흡함

연도 참여도서관수(관) 제공실적(건) 비고

2008-2013 362 6,636
※시범운영: 2008. 5. 15

-2008. 12. 31
※전국공공도서관대상 참여신

청도서관 운영

2014 416 1,375

2015 464 1,525

2016 506 1,677

※출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홈페이지

[표 20] 질의응답 서비스 운영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4.2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이용 현황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의 이용건수는 연간 약 40만 건, 일평균 1,200건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개관이래 디지털도서관 방문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임

∙ 성별로 보면 이용자의 80%가 남성이며, 여성은 20%에 지나지 않음

연도
운영
일수

이용
건수

일일
평균

성별(%) 연령별(%)

남 여 20 30 40 50 60-

2013 310 342,212 1,104 77 23 17 18 24 22 19

2014 325 370,201 1,139 79 21 15 18 24 24 19

2015 327 380,352 1,163 80 20 16 16 24 24 20

2016 328 392,240 1,196 80 20 14 14 24 26 22

[표 21]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이용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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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보광장 연도별 이용 현황

    

[그림 6] 정보광장 일평균 이용자 현황

∙ 공간별 이용현황

- 디지털열람실 ․ 노트북실 ․ 스튜디오는 꾸준한 이용증가, 미디어자료실 ․ 미디어

편집실 ․ 세미나실 ․ 복합상영관은 이용감소 추세

[그림 7] 디지털열람실 이용 현황 [그림 8] 미디어센터 등 이용 현황

[그림 9] IP TV 등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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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목적과 이유

- 다수의 이용자는 인터넷 이용, 조사 및 연구, 개인학습, 업무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그리고 쾌적한 환경 및 다양한 콘텐츠를 이유로 디지털도서관을 방문 ․
이용하고 있음

인터넷
이용

조사 및 
연구

개인학습
업무관련 
정보수집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영상제작 및 
편집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세미나실 
이용

25.3% 24.2% 20.6% 19.0% 5.8% 1.8% 1.6% 1.2%

[표 22] 정보광장 이용 목적(2017. 6) 

쾌적한 
환경

다양한 
콘텐츠

최신 
시설

필요한 
지원

편리한 
교통

다양한 
매체

편의/ 
부대시설

가까운 
거리

IT 환경

23.4% 22.0% 17.4% 15.6% 10.6% 6.4% 4.0% 0.4% 0.4%

[표 23] 정보광장 이용 이유(2017. 6) 

∙ 이용자의 특성

- 서울 서초 ․ 강남 ․ 동작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고령 이용자가 연 30일 

이상 방문 ․ 이용하는 상황

[그림 10] 정보광장 연령별 이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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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보광장 지역별 이용 비율(전국)

        
[그림 12] 

정보광장 지역별 이용 비율(서울)

- 또한 전체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복 방문자 수를 제외하면 이용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30일 이상 방문자 수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

[그림 13] 정보광장 이용자 수 변화 추이(중복방문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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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정보광장 30일 이상 방문자 수 변화 추이

∙ 이용자 만족도

- 종합만족도 ․ 이용자지원서비스 ․ 문화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및 환경 ․ 개인 및 그룹 공간 만족도는 감소 추세

[그림 15] 정보광장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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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지역민 위주의 반복적 이용 

- 정보광장 방문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는 도서관 인근(서초 ․ 강남 ․ 동작) 지역민

의 반복적 이용행태에 의한 것

- 정보광장 이용자: 2009년 113,396명(일평균 674명) → 2016년 326,224명

(일평균 992명)

- 중복방문 제외한 이용자 수: 2009년 21,424명 → 2016년 26,929명

- 지역별 이용 비율: 서초(38.4%), 강남(13.4%), 동작(10.9%)

- 지역민 위주 정보광장 서비스를 탈피, 이용자가 영감을 얻고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과 협업, 지식 창출의 공간으로 전환 필요

∙ 정보광장의 자유열람실화가 심화되고 있음

- 정보광장 이용자의 다수는 최신의 쾌적한 시설에서 인터넷 이용과 개인학습

을 목적으로 이용 중

- 정보광장 이용목적: 인터넷 이용(25.3%), 개인학습(20.6%)

- 정보광장 이용이유: 쾌적한 시설과 환경(23.4%), 최신시설(17.4%)

- 정보광장이 예전의 자유열람실과 같이 새로운 개인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음

∙ 50대 이상 남성 이용자가 주축

- 개관 이래 정보광장 이용자의 고령화 경향 뚜렷함. 청년층 이용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이용자 연령층 변화(2009년 → 2016년): 30대 이하 53% → 29%, 50대 이상 

24% → 48%  

4.3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서비스 이용 현황

∙ 원문 DB 구축 및 이용 현황

- 원문 DB 구축량이 많은 자료는 단행본자료(322,052건), 고서(99,586건), 일본

어자료(91,777건, 1945년 이전자료), 어린이청소년 관련자료(42,021건) 등임

- 원문 DB 이용의 경우 단행본자료(연평균 20만 건 내외), 고서(연평균 13만 건 

내외)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원문 DB 중 이용률이 높은 자료는 신문(6447.5%), 관보(4510.4%), 고지도

(1287.2%), 한글판 고전소설(1121.9%), 연속간행물(301.9%), 한국고전백선

(295.4%), 독도관련자료(229.7%) 등임. 이 중 기사단위 이용률인 관보, 신문, 

연속간행물을 제외하면 고지도, 고전소설, 고전백선, 독도관련자료 등의 이용

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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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학교

도서관
작은

도서관
해외이용 계

협약도서관 
수(관)

582 224 279 25 827 49 1,996

[표 24] 디지털화 자료 이용 협약도서관 현황                        (2017.12월말 현재)

∙ 전자책 ․ 웹DB 현황

- 온라인자료, 웹 DB 등 디지털자료는 도서관 방문 이용자보다 관외 이용자의 

원격 이용이 더 많은 상황(관내 대비 관외 이용 : 13배)

- 주된 관외 이용 디지털자료로는 온라인자료 1,600건(공공기관 발행자료), 학

술기사 158만 건, 오디오북 7천 건, 웹DB 30종 등이 있음

구분 구축량 2013 2014 2015 2016 이용률

개인문고 4,524 - 694 727 692 15.3

고서 99,586 136,403 137,217 116,049 102,833 103.3

고지도 196 296 435 1,463 2,523 1287.2

관보 164 65,192 40,261 14,491 7,397 4510.4

교과서 4,485 - 1,979 2,252 1,797 40.1

국내발간한국관련
외국어자료 234 100 168 251 62 26.5

단행본자료 322,052 190,681 214,626 177,382 213,577 66.3

독도관련자료 145 268 831 392 333 229.7

문체부발간자료 1,939 6,147 7,160 4,053 2,152 111.0

신문 528 20,164 61,490 25,978 34,043 6447.5

신문학소설 654 736 1,005 562 357 54.6

어린이청소년관련자료 42,021 9,462 14,264 11,839 13,367 31.8

연속간행물 4,211 16,002 15,517 26,855 12,711 301.9

인문학박사논문(~1997) 27,820 6,835 5,709 3,962 2,687 9.7

일본어자료(~1945) 91,777 19,252 15,994 14,601 13,134 14.3

정부간행물 12,858 5,004 8,982 5,115 5,893 45.8

한국고전백선 615 2,408 3,036 2,131 1,817 295.4

한국관련외국어자료
(~1945) 14,712 36,711 40,372 31,781 27,735 188.5

한글판고전소설 915 7,324 8,569 7,671 10,265 1121.9

계 629,436 522,985 578,309 447,555 453,375 72.0

※관보, 신문, 연속간행물은 기사단위 이용률임

[표 25] 주요자료 원문DB 구축 및 이용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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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온라인서비스 관내 및 관외 이용 비율

∙ 온라인 자료 관외 서비스 중장기 전략 필요

- 협약도서관 및 정기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관외 이용 온라인자료(공공기관 

발행자료, 학술기사, 웹DB 등) 중심으로 꾸준한 이용 증가 상황

- 원문 DB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저작권 문제없는 협약도서관 적극적 확대 및 관

외 서비스 콘텐츠의 확충 등 관련된 중장기 전략 필요

구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구축현황
433,454 444,004

(10,550)
456,116
(12,112)

496,192
(40,076)

629,436
(133,244)

629,436

이용현황
648,258
(149.6%)

522,985
(117.8%)

578,309
(126.8%)

447,555
(90.2%)

464,218
(73.8%)

2,661,325

[표 26] 디지털화 원문 자료의 구축 및 이용 현황

* 구축현황은 누적량. ( )는 당해연도 구축량 및 구축자료 대비 이용률

4.4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서비스

∙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가입기관은 181개관이며, 가입한 정부 및 공공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정책정보종합목록을 구축(74만건)하여 자료검색, 원문복사 및 자료

대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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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회원에 가입한 공무원,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국내외 최신 정책 동향 및 주제 가이드,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 등 을 제공  

∙ 일반 학술 및 정책 콘텐츠 구축 ․ 제공하며,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자

료조사 등을 돕는 정책도우미 서비스, 정책연구자를 위한 조사연구 공간을 제공 

하는 정책 연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종 아카데미 <움>운영, 협력기관 대상으로 순회 대출 및 

인문학 강좌 지원 등 공직자 자기계발 및 협력기관 지원 서비스를 제공

[표 27] 주요서비스 이용추이 (2017년 12월 말) 

년도
정책정보
종합목록

최신학술지
목차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콘텐츠 
구축

공직자 세종
아카데미

 <움>

찾아가는
 정책정보
서비스

정책자료
 대출

정책정보
도우미

2014 121,881건 2,141명 9,757건 70회/2,060명 -
15,867명 /
93,188건

-

2015 224,804건 2,306명 24,038건 113회/3,537명 23건
21,844명 /
95,455건

-

2016 175,561건 2,937명 15,121건 107회/5,874명 48건
26,563명 /
179,952건

60명/71건

2017 224,138건 2,400명 17,387건 85회/3,980명 82건
30,071명 /
220,314건

93명/198건

계 746,384건 9,784명 66,303건 375회/15,451명 153건
94,345명/
628,978건

153명/259건

  

 
5. 이용 트렌드 분석

5.1 등록이용자 및 방문이용자 트렌드

∙ 등록이용자

-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8.2%로 가장 많으며, 30대와 40대를 합할 경우 전체 

등록이용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등록이용자 수를 

보면 서울(35.3%) 및 경기(15.8%) 지역이 가장 많음

- 이러한 추이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방문이용자

- 본관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종도서관은 이용자수 및 이용자료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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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연 이용자수 및 일평균 이용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

는 추세이지만 이용 자료수는 큰 변화 추이 없음

- 월별로 보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과 7월이며, 2월이 가정 적은 

편임

- 1회 방문이용자가 56.4%, 2회 방문이용자가 13.8%로 전체 이용자의 70.2%

를 차지. 이는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가 한두 차례의 

방문으로 자신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청소

년도서관의 경우, 한 차례밖에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용자가 61%에 이르

고 있음

- 본관의 경우 51회에서 100회 방문한 이용자가 790명, 101회 이상 이용자가 

618명이며, 디지털도서관의 경우는 각각 480명, 365명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거의 매주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로, 도서관의 시설을 개인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본관이 40대 69.8%, 50대 48.3%, 60대 이상이 26.8% 순이고,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40대 72.3%, 50대 48.5%, 60대 이상이 22.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로 보면 2014년 인구비율은 15~24세 18.1%, 25~49세 

53.5%, 50~64세 28.4%, 65세 이상 23.2%에서 2023년 15~24세 14.1%, 

25~49세 50.6%, 50~64세 35.3%, 65세 이상 34.2%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

령사회로 인구변화 추이가 예견되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5.2 정보광장 이용 트렌드

∙ 이용 개요

- 성별로 보면 이용자의 80%가 남성이며, 여성은 20%에 지나지 않음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2%, 50대 26%, 40대 24%이며 20대와 30대는 

각각 14%임. 즉 50대 이상이 전체 이용자의 4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40대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20대 및 30대 이용자는 28%에 지

나지 않음

- 공간별 이용현황을 보면 디지털열람실 ․ 노트북실 ․ 스튜디오는 꾸준한 이용증

가, 미디어자료실 ․ 미디어편집실 ․ 세미나실 ․ 복합상영관은 이용감소 추세임

- 다수의 이용자는 인터넷 이용, 조사 및 연구, 개인학습, 업무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그리고 쾌적한 환경 및 다양한 콘텐츠를 이유로 디지털도서관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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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전체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복 방문자 수를 제외하면 이용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30일 이상 방문자 수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

- 종합만족도 ․ 이용자지원서비스 ․ 문화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및 환경 ․ 개인 및 그룹 공간 만족도는 감소 추세

∙ 인근 지역민 위주의 반복적 이용 

- 정보광장 방문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는 도서관 인근(서초 ․ 강남 ․ 동작) 지역민

의 반복적 이용행태에 의한 것

- 정보광장 이용자: 2009년 113,396명(일평균 674명) → 2016년 326,224명

(일평균 992명)

- 중복방문 제외한 이용자 수: 2009년 21,424명 → 2016년 26,929명

- 지역별 이용 비율: 서초(38.4%), 강남(13.4%), 동작(10.9%)

- 인근 지역민들이 반복하여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역할 탈피, 선도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영감을 얻고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과 

협업, 지식 창출의 정보광장 역할로 전환 필요

∙ 정보광장의 자유열람실화가 심화되고 있음

- 정보광장 이용자의 다수는 최신의 쾌적한 시설에서 인터넷 이용과 개인학습

을 목적으로 이용 중

- 정보광장 이용목적: 인터넷 이용(25.3%), 개인학습(20.6%)

- 정보광장 이용이유: 쾌적한 시설과 환경(23.4%), 최신시설(17.4%)

- 정보광장이 예전의 자유열람실과 같이 새로운 개인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음

- 정보광장 주 이용자는 50대 이상 남성으로 고 연령화 및 청년층의 감소세 

(~30대: '09년 53% → '16년 29% / 50대~: '09년 24% → '16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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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도서관의 역할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산업혁명의 분류

-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토인비(A. J. Toynbee)가 처음 사용한 용어

이며, 보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급격한 

산업생산력의 증대를 의미함. 현대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계기술, 에너지, 운송/통신수단, 공장생산, 노동분업 등 변화를 동반하였음. 

사회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 

구조도 큰 변화를 야기

- 슈밥(Klaus Schwab)과 리프킨(Jeremy Rifkin)의 산업혁명 분류가 유명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슈밥의 분류에 따름. 슈밥은 산업사회(1차), 산업사회(2차), 정

보사회(3차), 그리고 4차산업사회라 칭하면서, 적절한 이름은 제시된 상태가 

아님

∙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문제

- 사회의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현상 발생, 창조성 괴멸 등 일자리

(고용)의 축소가 부각되고 산업 자본주의의 몰락까지 우려됨

- 사회시스템의 재난, 기계/인간의 갈등, 소득 양극화 심화 등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평

- 인간에게 유익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활의 편리성, 효과/효율성 등이 

증가할 것임

- 반면 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실체가 없다’든지 ‘일자리 축소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주장함

- 일부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은 정치적 유행어일 뿐이라 주장하며 선진국에서

는 생소하며, 한국에서만 국가주도로 요란스럽게 부각되고 있음. 미국의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독일의 ‘Industry 4.0’ 등에서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봄(김소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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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지능정보사회

- 지능기술의 범용화(범용기술,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 지능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능화 시대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 지능정보사회

∙ 지능정보기술

- 지능과 정보가 결합된 형태의 기술(미래창조과학부, NIA, 2016)

- 이전: 인공지능+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 최근(1): 인공지능+ ICB(IoT, Cloud, Bigdata)

- 최근(2): 인공지능+ ICB + 5G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정부의 3대 우선과

제로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제시

-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민간위원(20명), 정부위원(5명), 전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4차산업혁명의 의의

∙ 4차 산업혁명의 의미

 o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

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의 핵심 동인

  - 산업지형, 일자리, 생활방식 등 총체적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 동인과 변화 모

습을 명확히 이해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준비를 추진할 필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2017. 10. 10.>

-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에서 우리사회의 4차산업혁

명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사회”,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 “중소

벤처기업부 신설” 등의 키워드들을 사용하였으며, 신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주장함. 그리고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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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의 3가

지 신기술을 제시함

[그림 17] 신기술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활용

3.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

3.1 문헌에 나타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

∙ 개요

-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에서 나타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파악

- 주요 역할: 국가대표도서관, 장서 개발 및 보존, 제공, 서지 작성, 교육, 정보

화 사업

∙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

-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문화의 보고

- 후대를 위한 지식문화 유산

- 지식정보격차 해소

- 공공도서관 협력 도움

-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 연차별 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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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개발 및 보존, 제공 역할

- 자료 수집(납본 포함)

-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포함)

- 웹자원 수집 ․ 보존(OASIS)

- 디지털 장서관리

- 디지털 자원의 보존

- 데이터 제공

- 원문 데이터베이스 제공

∙ 서지 작성 역할

- 국가서지 작성

-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개발

- 전거데이터 유통(표준 형식)

-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

- 표준번호(ISBN, ISSN, CIP, ISNI 등) 관리

∙ 교육 역할

- 사서교육: 사서교육훈련과정 설치, 운영

-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 교육,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 도서관 정보화 역할

  - 정보화 사업(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 

- 지식정보관리체계 표준화

3.2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요 업무에 따른 역할

∙ 장서개발정책

-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국내외 자료의 구입, 수증, 국제교환 ․ 기탁, 영인, 제

작 등의 방법 적용)

- 국가장서(또는 국가문헌)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보존관리

- 국가장서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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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지식정보의 망라적 수집,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을 통한 문화선진

국과 지식강국화에 기여

∙ 자료수집

- 자료의 납본, 구입, 기증, 국제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수집

∙ 자료조직 

- 이용자가 도서관 장서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

도록 수집한 자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주제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

∙ 서지발간

- 납본주보: 납본자료의 서지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온라

인서비스

- 대한민국 국가서지: 당해 연도 출판현황 파악 및 학술연구를 위한 서지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간. 2016년부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책 및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 기타: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 도서관협력활동

- 국내협력: 정보자료의 유통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들을 수행

- 국제협력: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등 국제도서관 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주요 국립도서관과 도서관대표단 상호교류, 국제자료 교환, 국제기구자료 수

집, 한국학자료 지원 등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각국 도서관과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유지

∙ 도서관정보화

- 소장자료의 목록, 목차/기사, 원문정보DB 등을 구축함으로써 전 국민이 온라

인을 통해 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문헌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보급, 활용: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KOLIS II),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 온라인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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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자원 수집·보존(OASIS), 국가전자도서관 등

- 지식정보 표준화: 지식정보 표준화 도구 개발 및 국가표준(KS) 제정. 한국문

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KS X 6006-0, 2005년 제정, 2014년 개정 등)

∙ 사서교육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사서교육훈련기관으로서 도서관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거하여 사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고문헌관리

- 자료수집(고서구입, 수증, 국내소재 한국고서 조사 영인, 해외소재 한국고서 

조사 영인)

- 연구활동(고서해제, 고문서해제, 국역, 고서목록 표준화)

3.3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정체성 제시

∙ 기본전제

- 한국사회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제시된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

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국가장서 수집과 활용, 그리

고 보존을 위한 환경을 선도적으로 제공

- 국가장서 활용을 위한 도서관 플랫폼(Library Platform)의 구축. 국가장서 플랫

폼(National Library Platform)으로서의 도서관을 의미함

- 도서관 플랫폼(Library Platform): 국가장서에 대한 각종 도서관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환경

∙ 장서개발정책

- 국가장서의 망라적 구축

- 장서개발 대상인 국가장서에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콘텐츠까지 확대

- 주요 확대대상 콘텐츠: 5대 기술(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홀로그램, 오감 인

터랙션, 유통기술)을 적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멀티북, 오디오북, VR/AR 콘

텐츠 등)

∙ 자료수집

- 확대된 범위의 국가장서에 해당되는 자료를 납본, 구입, 기증, 국제교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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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 수집

∙ 자료조직 

- 국가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데이터(Library Data) 구축 및 개방

- 도서관 데이터(Library Data): 서지 데이터, 주제명 데이터, 저자명 데이터 등

∙ 서지발간

- 데이터 개방 형식의 도서관 데이터 제공: 서지, 주제명, 저자명의 데이터를 

발행, 탐색, 분석정보 제공 등의 활동 수행

-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LOD 서비스”의 강화

∙ 도서관협력활동

- 도서관 간의 협력(국내, 국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동참. 지능정보기술의 도서관 적용은 도서관들만의 역량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관련된 학계와 산업계의 연계를 활용하여야 함

※ 참조: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들은 상호 협력하여 네이버 플

랫폼, SK 플랫폼 등과 경쟁

∙ 도서관정보화

- 기존의 도서관 정보시스템들을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정보환경으로 

탈바꿈

- 새로운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정보 표준화의 개발과 개정: RDA, 

BIBFRAME 등과 같은 도서관계 표준화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지능정보 서비

스를 위한 새로운 표준화 환경 조성

∙ 사서교육

-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존 사서인력

의 재교육 체계 구축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사회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도서관 장서를 통한 이용자들의 감성과 사회성 교육을 위한 방안

을 마련하고, 사서들에게 전수

- 4차산업혁명으로 현존하는 교육방식은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방식으

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역할도 변화될 수 있음. 도서관의 평생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전략

47

학습체제에 대한 사서직 교육도 필요함

∙ 고문헌관리

- 국립중앙도서관을 주축으로 하여, 각급 도서관 소장 고문헌들에 대한 디지털

화를 지원하여 국가인문콘텐츠 구축, 도서관 기반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서비스 환경을 구축

- 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기술”로만 주도되는 사회가 아니며, 인문학적 “창의

성”과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남.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인문정신과 디지털기술

을 융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은 고서 및 고문헌의 

해제와 국역 작업을 통해 다양한 인문정신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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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미래 전략

1. 미국 의회도서관: 2016-2020 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1.1　사명과 비전

∙ 사명

도서관의 핵심 사명은 의회 및 연방 정부, 미국 국민들이 정보를 얻고 영감을 받
고 각자의 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풍부하고, 다양하고, 영속적인 지식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적, 창조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 비전

미국 의회도서관은 미국과 전 세계 지식 기록의 주요한 관리자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다. 또한 의회의 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미래 전략 

1.2.1 발전 전략

∙ 미국 의회도서관은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

하여 5개년(2016-2020)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개방성(open), 

민첩성(agile), 그리고 융통성(flexible)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이 전략계획을 통해 미국 의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회 구성원, 

모든 미국 국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장서에 대한 접근, 전문 직원,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자원 제공을 통해 봉사하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임

∙ LC 전략계획은 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도서관의 성장 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요 

도전과제들을 파악한 여러 보고서 및 권고사항 분석, 주요 관계자 및 직원들의 

의견 수렴, 내부 이용통계 분석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구체적으로 1)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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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기능 고려, 2) 주요 보고서 분석, 3) 타 기관에서 수립된 다수의 전략계

획 연구, 4) 도서관 부서(서비스 단위) 장들이 제공한 부서별 핵심 기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 취합 등의 자료를 활용함

∙ 전략적 계획의 주요 요소는 1) 전략개요, 2) 연간 예산 및 의회예산 설명서, 3)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계획의 경우, 성과목표와 행동방안을 담고 

있음

1.2.2 세부 전략

∙ 도서관의 비전과 사명, 주요 가치, 핵심 기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세부 

전략을 제시함. 

① 서비스 :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초당파적인 연구, 분석, 정보를 의회, 

연방정부, 미국인에게 최우선으로 전달

② 장서 : 방대한 지식의 컬렉션 및 미국의 창조성에 관한 기록을 수집, 설명, 

보존, 보호하고 접근을 제공

③ 창조성 : 미 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과 함께 저작권법 및 공공의 목

적에 부합하는 현대적 저작권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

④ 협력 : 직접적인 대외 활동 및 국내외의 협력을 통해 연구, 혁신,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지원

⑤ 권한 부여 :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권한을 강화

⑥ 기술 : 선진사례와 표준을 따르는 역동적인 첨단 기술 인프라를 배치

⑦ 조직구조 : 도서관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도록 도서관을 조직하고 운영

2. 영국 국립도서관: British Library 2020 Vision

2.1 사명과 비전 

∙ 사명

세계의 지식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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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2020년 영국국립도서관은 장서, 전문성, 협력을 통하여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혜택과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의 선도
적인 허브(leading hub)가 될 것이다.  

2.2 미래 전략 

2.2.1 발전 전략

∙ 영국국립도서관은 2010년 9월, 12개월간의 광범위한 연구와 자문을 거쳐 수립

한 “2020 Vision”을 발표함

∙ 이 전략계획은 지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식문화를 선

도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가치로 

Inspire, Innovate, Collaborate, Enable, Respect, Learn의 6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2.2.2 세부 전략

∙ 영국국립도서관은 2020 Vision의 새로운 비전선언문으로 Living Knowledge: 

The British Library 2015-2023을 발표하였으며, 지식자원의 보존, 연구, 기업, 

문화, 학습, 국제에는 BL의 사명과 비전, 아래에 소개한 5가지의 핵심전략을 포

함하며, 핵심 전략의 경우, 목표와 행동방안을 담고 있음

① 미래세대를 위한 접근 보장

② 연구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접근을 허용

③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핵심 영역에 있는 연구 커뮤니티를 지원

④ 국가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함

⑤ 세계의 지식기반 성장을 주도하고 협력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54

3. 프랑스 국립도서관       

3.1 사명과 비전

∙ 사명 및 비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명은 모든 중요한 프랑스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프랑스 문헌을 통사적으로 보
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대중이 모든 종류의 문헌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으로 봉사한다.    

3.2 미래 전략 

∙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지난 시기(2005-2015)의 장서개발을 더

욱 발전시켜, “프랑스국립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장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는 2014-2016 성과 계약의 목표에 따라 정립되었음.

∙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장서 관련 분야 직원 중 과학 분야 직원 모두가 이러한 새

로운 전략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음.

∙ 2015 콘텐츠(장서개발) 전략에 대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국립도서관의 콘텐츠 정책의 원칙은 더 이상 부서(Department)에 따라 정리하

는 것이 아니고, 주요 주제 영역(Key Thematic Fields)에 따라 정리하는 것임. 

이것은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 활동이 더 이상 기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주제)에 따른 분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제간(통섭 학문)의 

측면을 강화한다는 것임. 더욱이, 부서 간 콘텐츠 공유가 철저히 점검되고 필

드 시트에 따라 분류되었음.

∙ 모든 이용자의 기대와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을 더욱 분명

히 정의하고, 이러한 정책 개념정의 과정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함. 이용

자 그룹별 대표들과 정규 모임을 가지고, 중앙게시판을 통한 코멘트와 제안을 

수렴하고, 목록과 연계된 수서 요청서를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함. 

∙ 문화유산 장서를 인쇄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정에 적합하도록 전략을 수립 – 



제3장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미래 전략

55

현재와 미래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증가하는 문화유산 장서(프랑

스어권 문헌, 작가의 육필원고, 사진, 포스터, 그래픽 작품, 의상 및 풍경 디자인, 

건축 디자인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연구자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네트워크 차원에서 콘텐츠 정책을 재설계하는 전략 – 여러 대학의 도서관, 국립 

미술사연구소 도서관, 공공정보도서관 등 여러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

화하여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재설계함. 또한 ‘고등교육 및 연구’ 등 관련 프

로젝트와도 연계하여 협력 작업을 함. 특히, ‘과학기술정보 활용 수월성 제고 계

획(the Initiative d’excellence pour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ISTEX)’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

보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4. 독일 국립도서관: Strategic Priorities 2017 to 2020 

4.1 사명과 비전

∙ 사명 & 비전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립도서관이다. 
우리는 독일의 모든 출판물을 수집한다.
우리는 원본을 보존한다. 
우리는 이용자를 우선순위에 둔다. 
우리의 장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함께 만든다.
우리는 국내외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준을 설정한다.
우리는 학습하는 조직이다. 

4.2 미래 전략

4.2.1 발전 전략

∙ 독일은 2014년에 ‘Strategic Priorities 2013-2016’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5개의 

전략 아래 24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이후 2016년 9월 독일 국립도

서관의 향후 10년간의 장기 전략 목표인 ‘German National Librar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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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Compass’를 수립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중기 전략인 ‘Strategic Priorities 2017-2020’을 2017년에 발표

∙ ‘Strategic Priorities 2017-2020’는 ‘German National Library 2025: Strategic 

Compass’와 동일한 구조(4대 영역)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수집 및 보존(Collect 

& Preserve), 2) 기록 및 배포(Document & Disseminate), 3) 제시 및 고취

(Present & Inspire), 4) 통합 및 조직(Integrate & Organise)의 4대 영역과 이 4

대 영역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을 추가하여 다섯 번째 영역

(Encourage & Enable)으로 제시

4.2.2 세부 전략

∙ 상기 총 5가지의 주요 영역 아래 19가지의 세부 전략적 영역을 구분함

1) Collect & Preserve

1.1 장서구성

1.2 물리적 매체의 장기 보존

1.3 장기적 디지털 보존

2) Document & Disseminate

2.1 수집된 모든 매체 저작에 대한 목록 작성

2.2 독일 국립도서관 데이터의 세계적 배포

3) Present & Inspire

3.1 검색, 발견, 탐색

3.2 디지털화 및 디지털 이용

3.3 현장 서비스

3.4 예술 및 문화 중개 및 연구지원

4) Integrate & Organise

4.1 표준화

4.2 전거파일의 통합

4.3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4.4 영구식별자

4.5 독일 디지털도서관

4.6 함께하는 미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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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courage & Enable

5.1 직원 지원 및 참여, 전문가 채용

5.2 유연한 조직 형성 및 지속적 혁신 촉진

5.3 우수한 인프라 및 기본 서비스 보장

5.4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4.2.3 세부 시행 계획

∙ 첫째, 장서개발 정책은 출판 시장의 변화에 맞춰 수시 개정하여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자료와 전자 자료의 균형 개발을 위해 출판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장서개

발 정책을 수시로 재평가해야함  

- (과학 분야) 과학 학술기관에서 발행하거나 제공하는 학술 논문, 회색문헌 등

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함

- (비과학 분야) 과학 분야 이외의 온오프라인에서 발행되는 독립출판물을 장서

개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함 

∙ 둘째, 정보의 양적, 질적 편향성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도서관의 대외적 

신뢰도를 증진함

- 자료의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향성 감소

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함

- 웹, 소셜미디어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해

야 함

- 새로운 주제(topics)와 사건(events)을 장서의 영역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함

∙ 셋째, 목록은 도서관의 자동화 목표에 부합하는 최신의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현시대의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적인 목록을 제공해야 함  

- 서지정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외부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이러한 작

업들은 자동화되어야 함

- 기술적인 목록작성 지원을 위해 텍스트 구조 작업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며, 텍스트 구조 정보사용 절차를 수립함

- 목록 규칙은 국제적인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RDA의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도서관 위원회와 도서관 협력기관

들과 협의하여 주제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58

- 수집된 모든 자료의 목차를 디지털화하여 검색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또한 

책에 대한 기사 정보, 저자의 프로필, 표지 이미지 등을 목록화 해야 함 

∙ 넷째, 이용자 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

- 독일 국립도서관의 소장 데이터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구를 분석하

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함(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음)

-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을 통해 도서관 소장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최적화 함. 

- 쾌적한 열람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자 경험을 증진시켜야 함

-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함(복사, 스

캔, 프린트, 다운로드 등), 정보의 오픈액세스를 지향

- 신기술을 도입하여 대금결제 시스템을 다각화 함

∙ 다섯째,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전문가 채용을 통해 조직을 혁신함

- 각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측정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함

- 독일 국가도서관은 전문가를 끌어들이고 채용해야 함

- 독일 국가도서관은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IT시장에 급진적인 변

화가 감지되는지, 서비스의 생애주기가 감축 추세인지를 판단하여 도서관 경

영에 반영함  

5.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KB(KoninkliijkeBibliotheek) Strategic Plan 2015-2018 

5.1 사명과 비전

∙ 사명 

네덜란드 국립도서관(KB)은 사람들과 정보를 이어준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은 네덜
란드 도서관 장서(the library collection-the Netherlands)를 가시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도서
관들의 소장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
며, 서로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사고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도서관 네트
워크는 연구의 원천이 되며, 사람들이 더욱 숙련되고, 더욱 현명하며, 더욱 창의적
으로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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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도서관네트워크의 힘(The Power of our Network)  
공공의 정보에 대한 접근 네트워크의 품질과 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존재는 그들
의 사명선언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함되는 네트워크 속에서의 위상에 의해 결
정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원칙으로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역할 및 그 역할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다른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자신의 과업을 실행할 때 이러한 네트워크의 힘을 기초로 한다. 

5.2 미래 전략

5.2.1 발전 전략 

∙ 국가 디지털도서관 실현: 네덜란드의 전체 공공도서관을 아우르는 하나의 디지

털도서관을 구축하고, 이러한 도서관 네트워크 및 다양한 시너지를 통하여 이용

자들에게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함.  

∙ 국내 협력 및 국제 협력 강화: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함.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

크에서의 다른 기관들의 이해관계, 계획, 관심 사항 등에 대해 생생하게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함. 네델란드국립도서관은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상충하는 시기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 

5.2.2 세부 전략

∙ 국가 디지털도서관 실현

- 고객은 그가 무엇을 찾든 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고객은 네덜란드 출판물을 활용한 연구 플랫폼을 가짐.  

- 고객은 가능한 한 많은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 모든 콘텐츠에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음. 

- 고객은 어떠한 검색 데스크에서나 ‘하나의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음. 

- 고객은 도서관 장서(the Netherlands)를 이용할 때, 도서관의 보조적인 도움을 

받음.  

- 고객은 네덜란드의 도서, 신문, 잡지 및 국제 과학출판물에 영구히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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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 공공도서관들을 시스템으로 연결：‘공공도서관시스템진흥법(Public Library 

Provisions System Act)’에 따라 공공도서관 기능의 연결 및 디지털도서관 개

발에 기초를 이룸

- 국내 및 국제 협력과 연구 : 다양한 국내외 협력을 통하여 국립도서관뿐만 아

니라 네덜란드 내 모든 도서관의 연구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함.

6. 호주 국립도서관: Corporate Plan 2016-2020 

6.1 사명과 비전

∙ 사명 

호주 국립도서관은 호주와 호주의 국민과 관련되는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 
자원과 호주 외의 중요한 도서관 자료를 국립도서관 및 타 도서관과 정보제공기관
을 통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강력한 국가적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목적을 공유하는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하
여, 우리는 사람들의 학습하는 노력과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호주의 
다양한 문화와 유산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데 기여한다. 

∙ 비전(전략적 방향)

호주 국립도서관은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가진다.
첫째, 국가의 기억을 구축한다. 
둘째, 접근이 일어나게 한다. 
셋째, 이끌고, 협력하고, 연결하고, 탁월하게 한다. 

6.2 미래 전략

∙ 호주국립도서관 위원회는 호주의 ‘공공관리 및 업무성과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의 제35조의 제1항의 (b)에 의거, 

‘National Library Corporate Plans’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공공관리 및 업무성

과규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ule 2014)’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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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작성됨

∙ ‘Corporate Plan 2016-2020’의 경우, 12개의 목표를 3가지의 전략 우선순위로 

그룹화한 12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47개의 행동방안을 포함

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유니버설 액세스 2020

7.1 사명 

∙ 사명

국립국회도서관은 출판물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외의 자료‧정보를 널리 수집하고 
보존하여 지식‧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국회 활동을 보좌하면서 행정‧사법 및 국
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창조적 활동에 공헌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7.2 미래 전략

7.2.1 목표 

국립국회도서관은 2016년 12월, ‘유니버설 액세스 2020’을 비전으로 하여 3대 기

본적 역할로 국회활동의 보좌, 자료 ․ 정보의 수집 및 보존, 정보자원의 이용 제공을 

제시하고, ｢국립국회도서관 활동목표 2017-2020｣을 통해 달성해야 할 3개 활동

목표를 설정함.

∙ 국회활동의 보좌 - (활동목표 1)

 : 국정과제 관련 직원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정보자원에 바탕을 둔 신뢰도 높은 

조사·분석과 신속 ․ 정확한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국회활동을 보좌한다. (1)조

사 서비스의 확충 강화, (2)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에 의한 조사 기능의 내실화, 

(3)국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정비

∙ 자료·정보의 수집·보존 - (활동목표 2)

 : 유일한 국립도서관으로서 미래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출판물을 중심으로 국

내외 자료·정보를 널리 수집 ․ 보존하며, 관계기관과 연계 ․ 협력하여 다양한 정

보자원 및 보존 기반 구축에 힘쓴다. (1)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2)자료 ․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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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서지정보의 작성·제공, (3)자료·정보의 보존

∙ 정보자원의 이용 제공 - (활동목표 3)

 : 다양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시설을 정비하여 서비스 내실화에 힘쓴다. (1)이용환경 정비, (2)디지털 정보자원 

활용 촉진, (3)장애인서비스 향상, (4)각종 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5)도서관

의 역할과 책의 매력 전달 활동 추진

8. 중국 국가도서관: 제11차 5개년 계획

8.1 사명과 비전

∙ 사명 

중국 및 해외 출판물의 수집, 문서 보존, 보존 작업의 조정, 중앙 및 지방 정부 조
직, 사회단체 및 일반 대중에게 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학 연구,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중국의 다른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 지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 및 기타 관련 단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문화교류에서의 역할을 완
수하고 중국과 해외의 다른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한다. 

∙ 비전

중국 국가도서관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진다. 
첫째,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둘째, 기반을 강화한다.
셋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8.2 미래 전략 

8.2.1 발전 전략

∙ 중국 국가도서관은 중국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의 수장고이며, 국가 서지센터, 

그리고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도서 보존 및 국립 보존센터로서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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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세부 전략

① 디지털도서관 강화 및 통합 서비스 능력 향상 

② 문서 정보자원의 수집과 보존, 고품질의 국가문서 정보자원 보존 기반 구축, 

풍부한 콘텐츠 ․ 다양한 매체 ․ 다종 언어 ․ 뚜렷한 특성을 가진 문서 정보자원

시스템 구축

③ “양질의 서비스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전략을 실행. 입법부 및 행정 당국, 

주요 교육기관, 과학 연구기관, 생산 조직, 사회 대중을 위한 다단계 서비스 

시스템 완성

④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도서관을 융성하게 한다”는 전략을 이행. ‘원천 

개발(Cause Development)’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의 영입 및 교육, 

‘원천 개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재팀 구성.

⑤ 최신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도서관 강화 

⑥ 표준 및 전문 규칙에 대한 조사 및 개발 강화. 도서관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의 실질적인 가동, 사서직 업무의 수월성 제고.

⑦ 국가 문화 프로젝트의 기획, 조직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⑧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운영 메커니즘 확립

⑨ 국내외 도서관 공동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 촉진

⑩ 윤리적인 시스템 구축 강화, 조화로운 조직 문화 조성, 기관 간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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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국 국립도서관의 사명 및 비전 키워드

9.1 각국 국립도서관의 사명 키워드

각국 국립도서관  사명 키워드

미국 의회도서관 정보, 영감, 지식의 원천, 지적·창조적 노력의 지원 

영국 국립도서관 세계의 지식 증진

프랑스 국립도서관 국가 중요 문헌 수집, 모든 사람에게 활용 

독일 국립도서관 이용자 우선순위,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자원 접근 제공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사람들과 장서의 연결, 장서의 가시화·지속적 성장·활용, 자유로
운 접근과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사람들 사이의 통찰력과 사고의 
증진, 도서관 네트워크, 연구의 원천, 정보네트워크의 중심  

호주 국립도서관
기록 자원, 국가적 초점, 타 조직과의 목적 공유 및 협력, 학습·지
적 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생명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지식·문화의 기반, 국회 활동 보좌 

중국 국가도서관
출판물의 수집·보존, 정보서비스 제공, 문헌정보학 연구, 타 도서
관에 대한 전문적 지도, 국제 문화교류 선도 및 협력 장려 

9.2 각국 국립도서관의 비전 키워드 

각국 국립도서관  비전 키워드

미국 의회도서관 지식 기록의 주된 관리자, 미래를 위한 발판 

영국 국립도서관
전문성, 협력, 지식 증진, 경제적·사회적 혜택, 풍요로운 문화생
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의 선도적 허브

프랑스 국립도서관 문헌의 통사적 보존, 모든 문헌과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 제공  

독일 국립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협력기관들과 기준 설정 선도, 학습 조직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네트워크의 힘, 공적 접근 사슬, 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 

호주 국립도서관 국가의 기억 구축, 접근, 선도, 협력, 연결, 수월성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행정·사법 및 국민들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창조적 활동에 공
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중국 국가도서관 사람 우선, 기반 강화, 혁신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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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조직과 기능

1. 미국 의회도서관   

∙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의 직원 수는 총 3,149명이며, 

관장실(Office of the Librarian) 5명, 기획처(Office of Chief of Staff) 61명, 관리처

(Office of Chief Operating Officer) 546명, 의정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575명, 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 407명, 법률도서관(Law 

Library) 81명, 도서관 서비스국(Library Services) 1,176명, 대외협력국(National 

and International Outreach) 288명,  감찰국(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10

명으로 구성됨

부 서 인원 수

관장실(Office of the Librarian) 5

기획처(Office of Chief of Staff) 61

관리처(Office of Chief Operating of Officer) 546

의정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575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407

법률도서관(Law Library) 81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1,176

대외협력국(National and International Outreach) 288

감찰국(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10

총 원 3,149

※출처: Library of Congress. 2017. 「Annual report, FY 2016.」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p.92.

[표 28] 미국 의회도서관(LC)의 조직과 직원 수

∙ 관장실(Office of the Librarian)은 의회도서관 관리 본부로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

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

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함. 

∙ 의정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데이터, 연구자료와 분석 자료 등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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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도서관(Law Library)은 세계 최대 규모인 300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법권 자료를 망라하고 있음

[그림 18] 미국 의회도서관(LC)의 조직도

∙ 도서관 서비스국(Library Services)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명과 지식의 

발전을 기록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컬렉션을 수집, 조직, 접근, 

유지, 보안,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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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국(National & International Outreach)은 홍보 및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도서관과 도서관 자원의 인식 및 사용을 확대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의회도서관

의 공공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리함

∙ 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은 공익사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저작권법을 

관리하고 저작 및 창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작권법과 정책에 대한 의회, 

법원 및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 

∙ 그 외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도서관 조직 내에 포함되는 사무소는 저작권운영

이사회(Copyright Royalty Board), 감찰국(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이 

있음

∙ LC에서 국가도서관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는 도서관서비스국, 대외협력

국, 저작권국임. 특히 도서관서비스국에 LC 총 인력 약 44%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 의회 및 직접 방문, 인터넷,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식을 활용하여 도서관과 도서

관 자료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의회도서관 고유의 연구지원서비스 및 참고 서

비스 제공

∙ 모든 형식의 지식자원을 수집, 유지, 조직,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보존함.

∙ 저작권법 관리, 법률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 제공으로 지적재산과 지식의 공공

적 차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 학습 문화를 창출, 전문인력 확보, 적절한 기술 제공을 통하여 효과적인 업무를 

구현함.

∙ 도서관 장서와 및 직원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 간행물 및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시행.

∙ 장서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에 이바지함

∙ 전세계 각급 도서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문헌정보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역할모

델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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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국립도서관 

∙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이하 BL)은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아래 수집국(Collections), 운영국(Operations), 커뮤니케이션국(Communications), 

개발국(Development office), 최고경영책임국(Chief Executive’s office)으로 구

성됨

∙ 도서관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수집국과 운영국으로 간추릴 수 

있음. 수집국에는 디지털학술부(Digital Scholarship), 비즈니스 ․ 연구부(Business 

& Research), 장서수집 ․ 기술부(Collection Acquisition & Description), 디지털 ․
마케팅운영부(Digital & Marketing Operations), 예술 ․ 인문학장서부(Arts & 

Humanities Collections), 장서부(Collections), 연구지원부(Research Engagement), 

공공지원 ․ 학습부(Public Engagement & Learning), 미주연구센터(Centre for 

American Studies)가 있고, 운영국에는 판매 ․ 마케팅부(Sales & Marketing), 문

헌전달 ․ 고객서비스부(Document Delivery & Customer Service), 독자 ․ 참고서

비스부(Reader & Reference Service),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가 

있음

[그림 19] 영국 국립도서관(BL)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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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하위부서

수집국(Collections)

디지털학술부(Digital Scholarship)

비즈니스·연구부(Business & Research)

장서수집·기술부(Collection Acquisition & Description)

디지털·마케팅운영부(Digital & Marketing Operations)

예술·인문학장서부(Arts & Humanities Collections)

장서부(Collections)

연구지원부(Research Engagement)

공공 지원·학습부(Public Engagement & Learning)

미주연구센터(Centre for American Studies)

운영국(Operations)

판매·마케팅부(Sales & Marketing)

문헌전달·고객서비스부(Document Delivery & Customer Service)

독자·참고서비스부(Reader & Reference Service)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

[표 29] 영국 국립도서관(BL)의 도서관서비스 관련 부서

3. 프랑스 국립도서관

∙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이하 BnF)는 5개의 도서관

에서 컬렉션 기준으로 1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부서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음

∙ 공연예술부(Performing Arts Department)는 극장, 서커스, 댄스, 인형, 마임, 카바

레(Cabaret), 음악 홀(Music-hall), 영화, TV 및 라디오와 같은 모든 형태의 공연 

예술의 흔적을 수집함. 필사본, 편지, 모델, 풍경 조각, 의상, 사진, 시청각 자료, 

포스터, 그림 및 삽화, 프로그램 및 신문스크랩과 같이 모든 유형의 문서를 보존

함. 기록 보관소 및 기관 소장품이 보관됨. 

∙ 시청각부(Audiovisual Department)는 모든 유형의 사운드,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등) 모음의 접근을 제공함. BnF에 의해 수집되거나 기

증, 납본을 통해 컬렉션에 추가됨.

∙ 지도 ․ 도면부(Maps and Plans Department)는 중세시대에서 21세기까지 지도책, 

지도, 도면, 지구본, 논문 및 정기간행물을 수집하고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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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경제 ․ 정책부(Law, Economics and Politics Department)는 지난 3개월 동

안 매일 300여개의 신간뉴스를 반영하고, 비즈니스 활동 및 주요 경제분야의 

필수 정보자원과 유럽연합의 활동에 대한 뉴스를 제공함

∙ 인쇄 ․ 사진부(Prints and Photographs Department)는 건출물의 도면, 인쇄물, 사

진, 포스터, 라벨, 엽서 등 다양한 유형의 1,500만 개 이상의 그래픽 자료를 보유

하고 있으며, 서적, 정기간행물, 판매카탈로그 등을 소장하고, 전시회를 개최함

∙ Maison Jean Vilar는 프랑스국립도서관과 The Association Jean Vilar가 공동으

로 관리하며, 아비뇽(Avignon) 및 문화 ․ 커뮤니케이션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공연예술부에서 관리하며 공연예

술에 관한 33,000권의 서적과 잡지, 아비뇽의 축제 및 공연예술에 관한 문서를 

제시함

∙ 문학 ․ 예술부(Literature and Art Department)는 300만 권의 서적과 잡지를 폐서

가에 보관하며, 책의 역사, 도서관학, 예술, 청소년문학, 세계언어 및 문학 등은 

열람실에서 이용 가능함. 특히 불어권 국가의 문화와 언어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필사부(Manuscripts Department)는 왕립도서관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전 세계

에서 중세 및 현대의 원고에 대한 가장 큰 컬렉션을 소장함.

∙ 동전 ․ 메달 ․ 골동품부(Coins, Medals and Antiques Departement)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국가유물과 약 100,000개의 문서와 주요 기록 컬렉션을 가지고 있음. 

∙ 음악부(Music Department)는 1942년에 설립, 국립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극장

의 유산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임.

∙ 이용자교육 ․ 서지검색부(Dept. of Reders’ Orientation and Bibliographic Search)

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자원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을 목표로 하며, 현장 및 원격에서 서지 정보 요청에 응답하고 부서 또는 연구

도서관의 이용자 등록, 접수 및 기본 교육을 담당함

∙ 철학 ․ 역사 ․ 인문학부(Philosophy, History and Human Sciences)는 인문 ․ 사회

과학분야의 백과사전 컬렉션을 제공함.

∙ 희귀본수집부(Rare Books Reserve Department)는 초판본에서 예술가의 서적까

지 목판본, 1501년 이전에 인쇄된 초기간행본(incunabula), 고전자료의 원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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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쇄삽화가 포함된 판 등 희귀본을 수집함

∙ 과학기술부(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는 과학, 기술 및 의료분야의 

컬렉션을 수집하고 보존함. 인쇄 컬렉션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자원을 제공함

4. 독일 국립도서관 

∙ 1949년 분단되어 동 ․ 서독 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2개의 독립 도서관은 1990

년 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독일 국립도서관(Deusche National bibliothek)으로 수

평 통합, 현재는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구 서독 지역), 라이프치히 국립 도서

관(구 동독  지역), 독일 음악 아카이브(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 내)의 3관 체계

로 운영되고 있음

∙ 독일국립도서관 관련 법률에 따라 1913년 이후 독일에서 생산된 출판물, 외국

에서 생산된 독일어 출판물, 외국에서 번역된 독일어 출판물, 외국에서 다른 언

어로 출판된 독일에 대한 출판물(Germanica), 1933년과 1945년 사이 독일어를 

쓰는 이민자들에 의해 서술되거나 출판된 인쇄물을 수집함

∙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 중앙관리부서를 두어 국가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 회계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 박물관인 서적 ․ 필사본 박물관을 운영, 주로 문학 작

품, 외국 도서 및 고서를 보관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함

∙ 장애직원 지원부서를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에 각각 배치하고 있으며, 기회

평등담당관(Equal Opportunity Officer)과 청렴담당관(Commissioner for Corruption 

Prevention Officer)을 두어 소수자의 평등한 기회의 보장과 공공기관 부패 방지

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서의 목차를 디지털화 하여 국내 및 외국 장서에 대하여 목차 검색 서비스를 

제공, 목차는 디자인과 형식을 포함하여 PDF 파일로 제작되며, 88만 건 이상의 

목차를 검색할 수 있음 

∙ ORCID DE(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in Germany): 연구자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로 국내외의 연구 기관과 대학, 민간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 ID

를 가진 연구자들은 ORCID 내에서 서로의 연구 업적을 탐색할 수 있고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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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락할 수 있음. 연구자들 스스로 연구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어 본인의 허락 없이는 연구 자료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 Anne Frank Shoah Library, The Collection of Exile Literature, The Map 

Collection, Library of The Germane National Assembly 1848/49 등 독일 근 ․ 현
대를 조명하는 각종 주제 장서들을 개발, 나치즘으로 탄압 받은 유대인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나아가 박해받는 소수자와 소수 민족들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하여 특별 열람실에서 제공 및 온라인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함. 

∙ 독일 연방과 주 정부 사이에 맺어진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학

술연구위원회의 주도 아래 ‘학술도서관’ 설치가 이루어졌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 각각 30:70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독일 대표 학술도서관인 ‘독일중앙 

전문도서관’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음

∙ 독일 국립도서관은 관장 산하에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과 라이프치히 국립 

도서관을 두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는 중앙국(Central Domain)과 

수집 ․ 목록국을 두고 있으며, 중앙국 내에 관리부와 법률팀을 두고 있다. 라이프

치히 국립도서관은 정보화와 디지털보존, 독일디지털도서관으로 구성된 IT국

(Domain IT)과 이용자서비스 ․ 보존부로 이루어진 이용자서비스국, 그리고 독일고

문헌박물관과 유대난민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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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하위부서 부서 하위부서

관리부 
(Administration) /

법률팀
(Legal Counselling)

재무 회계과
(finance and Accounting)

도서관 표준 사무국

자동색인·온라인출판과

조직·운영과
(Organization and Controlling)

수집·
목록부

(Acquisitions 
and 

Cataloging)

수집·기술
편목팀 

(Acquisitionan
d Descriptive 
Cataloguing)

매체수집과(Media acquisitions)

음악수집·기술편목과(Acquisitions 
and Descriptive Cataloging)

인사 관리과
(Human Resources

Management,
Vocational training)

수집과(acquisitions) 프랑크푸르트

기술편목과(Descripti
ve Cataloging)

라이프치히

정기간행물과(Periodicals)

주제 편목팀
(Department 

IE
subject 

Cataloging)

인문학
Humanities

프랑크푸르트

시설
관리과
(Facility 

Management)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사회과학
Social Science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과학 및 공학
Science and 
Engineering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정보인프라 
(Information 

Infrastructure) / 
디지털보존 / 

독일디지털도서관

필수조건 및 테스트
(Requirements, test)

이용자
서비스· 
보존부
(User 

Services 
and 

Preservation)

일반적인 장서 및 이용자 이슈

보존

이용자 
서비스· 

장서
관리팀

이용자서비스
(User service)

프랑크푸르트
IT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지원 및 데이터센터 라이프치히

장서관리
(Collection 

Management)

프랑크푸르트
아키텍처 및 개발

(Architecture and Development) 라이프치히

독일고문헌박물관
(German Museum of 
Books and Writing)

장서, 문화사컬렉션,  

 목록, 전시, 문화강좌
(Book Collections, Cultural History 

Collections, Cataloguing 

Organisation, Exhibitions, Cultural 

Education 

디지털
서비스팀

콘텐츠/ 디지털화
(Contents and Digitisation)

웹, 포털 및 
데이터 서비스

(Web, Potal and Data service)

개인문서, 기록물, 문학작품 
등(Individual Sheet Collections, 
Archival Documents, Literary 
Estates, Use Organisation )

[표 30] 독일 국립도서관의 부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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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전문도서관, 경제학중앙전문도서관, 독일의학중앙도서관의 이 세 개의 

도서관은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한 중앙도서관으로서 협력도서관들과 자료를 공

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전문도서관(Die Techische Information Bibliothek)

    : 니더작센 주 하노버에 설립된 ‘과학기술전문도서관’은 기술, 건축, 화학, 정

보학,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중앙 전문도서관으로 전 세계 49개 언어로 된 

약 900만 장서와 5만 2000종의 잡지를 보유하고 있음. 

    : 학회보고서, 연구기술보고서, 특허보고서, 표준기술서, 표준규격사양서 등과 

같은 ‘회색문헌’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포털서비스인 

Getinfo를 통해 이용자와 협력 도서관을 대상으로 원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 경제학 중앙도서관(ZBW)

    : 1919년 킬대학교 내 독일경제연구소(IfW)의 전문도서관으로 설립, 1966년부

터 독립적으로 경제 분야 전문도서관으로 기능을 수행. 2007년 함부르크 세

계경제문헌도서관과 합병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전문도서관이 됨. 

    : 경제학, 경영학 분야 일반도서나 비도서자료는 물론 각종 단체에서 생산하는 

기술보고서, 통계자료, 학회지를 포함하며, 전체 소장 장서는 437만 권, 2만 

6,100여종의 잡지를 구독함. 

    : 오픈액세스에 기반을 둔 경제학 분야 출판지원서비스인 ‘Econstor’를 운영. 

연구자와 학생을 위한 무료 원문제공 서비스를 이념으로 디지털화된 장서를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오픈액세스하고 있음

- 의학중앙도서관(ZB MED)

    :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립도서관으로 의학, 약학, 영양학, 농업,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 의학 분야의 5대 전문 도서관 중 하나로 유럽 안에서는 

최대 규모. 특별히 회색문헌 수집에 중점을 둠. 온라인으로 자료의 full-text

를 오픈액세스 서비스하고 있음 

    : 단행본 1,500만 권, 연속간행물 9,000 부, 2,500만 문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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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Koninklijke Bibliotheek, 이하 KB)은 이사회 아래 재무 ․ 기
업서비스팀(Finance and Corporate Services Division), 처리 ․ 보존팀(Processing 

& Preservation Division), 마케팅 ․ 서비스팀(Marketing & Services Division), 혁

신 ․ IT팀(Innovation & IT Division) 총 4개의 부서로 구성됨 

[그림 20]  네덜란드 왕립도서관(KB)의 조직도

∙ 처리 ․ 보존팀은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파일의 생산을 담당하고 

물리적 컬렉션과 디지털 컬렉션을 모두 관리함. 디지털화 ․ 문서처리부(Digitization 

and Document Processing), 디지털보존부(Digital Preservation), 컬렉션관리부

(Collection Care)로 구성됨

∙ KB는 마케팅 ․ 서비스팀을 전진배치하여 고객관리를 실천하고 있음. 그 아래 수

집부(Collections), 이용자서비스부(User services), 마케팅 ․ 교육부(Marketing and 

Education)로 구성됨

∙ 혁신 ․ IT팀에서 전략프로젝트와 연구개발, KB의 IT활동을 총괄 담당하고, 혁신프

로젝트부(Innovative Projects), 정보관리부(Information Management), 연구부

(Research), IT서비스관리부(IT Service Management),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의 5개 하위부서와 디지털화사무소(Metamorfoze Office)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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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국립도서관 

∙ 호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이하 NLA)은 2017년 6월말 현재 

총 357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Full-time 직원이 290명, 

Part-time 직원이 67명이 근무하고 있음.(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nnual 

Report 2016-2017, p.109.)

[그림 21] 호주 국립도서관(NLA)의 조직도 

∙ NLA는 관장 아래 전략 프로젝트부(Strategic Projects), 장서관리부(Collections 

Management), 호주컬렉션 ․ 이용자서비스부(Australian Collection and Reader 

Services), 국가장서접근부(National Collections Access),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 관리지원 ․ 공공프로그램부(Executive and Public Programs), 조직

서비스부(Corporate Service)의 총 7개 부서로 구성됨

∙ 장서관리부(Collections Management)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를 지

원하기 위해, 호주의 출판물과 자료를 수집, 조직, 보존하고, 호주학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출판물도 선별하여 수집, 조직, 보존함. 

∙ 호주컬렉션·이용자서비스부(Austtailian Collections & Reader Services)는 호주 

기록물 자원을 개발하고 도서관의 장서와 기타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참고서비

스를 제공함

∙ 국가장서접근부(National Collection Access)는 도서관 자원을 공유하고 호주 도

서관과 문화 기관의 컬렉션을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서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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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서비스를 제공함

∙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는 도서관 직원들의 행정적, 전문적인 업무

에 있어 유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

∙ 관리지원 ․ 공공프로그램부(Executive and Public Programs)는 국내 및 국제적으

로 도서관과 각종 커뮤니티의 공동의 관심사를 위한 연결고리를 개발 ․ 유지하고, 

도서관 위원회와 집행부를 지원함. 또 포트폴리오부서(Portfolio Department)와 연

락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모금 및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 조직서비스부(Corporate Services)는 직원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하여 이용자

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직원들이 도서관의 목표에 대한 

기여를 늘릴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

∙ 전략 프로젝트부(Strategic Projects)는 전략적 계획 및 실행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부서 하위부서 부서 하위부서

장서관리부
(Collections 

Management)

호주장서관리과
(Australian Collections 

Management)
정보기술부
(Information 
Technology)

개발과(Development)

해외장서·메타데이타 관리과
(Overseas Collections And 

Metadata Manament)
IT운영과(IT Operations)

보존서비스과
(Preservation Services)

Products

호주컬렉션·이용자
서비스부
(Australian 

Collections and 
Reader Services)

장서제공·보관과
(Collection Delivery and Storage) 관리지원·

공공프로그램부
(Executive and 

Public Programs)

지역사회아웃리치 관리지원과
(Community Outreach 
Executive Support)

지도과 (Maps) 전시과(Exhibititions)

구술사·민속과
(Oral History and Folklore)

출판·판매과
(Publications and Sales)

사진·필사본과
(Pictures and Manuscripts)

조직서비스부
(Corporate 
Services)

감사·관리과(Accuntability 
and Governance)

독자서비스과
(Reader Services)

건물·보안서비스과
(Building and security 

Services)

국가장서접근부
(National 

Collections Access)

디지털화·사진과
(Digitisation and photography)

재무과(Finance)

문서제공서비스과
(Document Supply Services)

인력개발과
(Human Resources)

Libraries Australia Trove
전략 프로젝트부
(Strategic Projects)

[표 31] 호주 국립도서관(NLA)의 부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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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이하 NDL)은 관장과 부관장을 포함

하여 총무부 117명, 조사 ․ 입법고사국 183명, 수집서지부 157명, 이용자서비스

부 180명, 전자정보부 62명, 관서관 125명, 국제어린이도서관 37명의 총 863

명의 직원이 근무함

부 서 인 원 부 서 인 원

관장 1 이용자서비스부 180

부관장 1 전자정보부 62

총무부 117 관서관 125

조사·입법고사국 183 국제어린이도서관 37

수집서지부 157 합 계 863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2017. ｢国立国会図書館年報 平成 28 年度｣. Tokyo: 国立
国会図書館. p.113

[표 3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의 조직과 직원 수

[그림 2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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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L의 도쿄 본관은 총무부, 조사 ․ 입법국, 수집서지부, 이용자서비스부, 전자정

보부가 있음. 국가도서관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는 수집서지부, 이용

자서비스부, 전자정보부임

∙ NDL은 별도의 분관인 관서관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와 정보 수집, 제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AsiaLinks를 비롯한 정보발신형 서비스, 국내 아

시아정보 취급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그리고 도서관 

직원 등을 위하여 아시아 정보 동향을 소개하고 신착 참고도서 목록, 레퍼런스 

사례, 툴 소개 등을 게재함.

∙ 또한 관서관은 총무과, 문헌제공과, 아시아 정보과, 수집정리과, 도서관협력과, 

전자도서관과를 두고 있음

∙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내외 아동서와 그 관련 자료에 관한 도서관 서비스를 국

제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립아동서전문도서관으로 아동서 관련 강연

회, 각종 연수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 등을 개최함

∙ 또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기획협력과, 자료정보과, 아동서비스과를 두고 있음

부서 하위부서 부서 하위부서

수집서지부

수집서지조정과

전자정보부

전자정보기획과

국내자료과 전자정보유통과

축차간행물/특별자료과 전자정보서비스과

외국자료과 시스템기반과

자료보존과

관서관

총무과

이용자서비스부

서비스기획과 문헌제공과

서비스운영과 아시아정보과

도서관자료정비과 수집정리과

복사과 도서관협력과

인문과 전자도서관과

과학기술/경제과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정치사료과 자료정보과

음악영상자료과 아동서비스과

[표 33] NDL의 도서관서비스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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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국가도서관 

∙ 중국 국가도서관의 조직은 관장, 부관장, 당군공작부(당과 대중 업무부, 노조, 조

합위원회), 인사처, 재무처, 업무관리처, 기율 ․ 감찰감독처, 회계감사처, 이 ․ 퇴직 

간부처, 국제교류처, 국유자산관리처, 보위처, 연구원, 중문서 수집 ․ 편목부, 외국

서수집 ․ 편목부, 장서열람부, 입법정책결정지원부, 참고봉사부, 디지털자원부, 정

보기술부, 마이크로문헌부, 사회교육부, 전시부, 국가도서관 고적관, 국가고적보

호센터, 민국시기 문헌보호센터, 국가예술센터, 출판부, 국가도서관출판사, 국가

도서관학회 비서처, 기초공정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짐

∙ 중국 국가도서관의 직원 수는 관장 1명, 부관장 7명을 포함하여 총 1,272명임. 

직원은 조리 관원(助理館員), 관원, 부연구관원, 연구관원으로 구성되어 있

음.(2015년 국가도서관연감 참조)

∙ 중국 국가도서관은 전국서지센터로 역할을 함. 국가서지, 종합목록을 편집 ․ 출판함. 

1997년 10월 전국적 규모로 전국도서관연합목록센터를 설립하고, 도서관 컴퓨

터 종합목록업무팀을 조직하여, 전국종합목록 DB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서지목록 데이터베이스 자원과 문헌자원의 공유를 실현함.

∙ 중국 국가도서관은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정협회)’의 

기간 중에 전인대 대표와 정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자문서비스

를 제공함. 이러한 서비스는 양회의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며, 의원들의 의정 활

동에 문헌 근거를 제공함

∙ 중국 국가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서비스로 방문 이용자를 위하여 40개의 열람실

이 있으며, 이 중 개가열람실은 25개이며, 약 190만책에 달하는 도서와 간행물

을 이용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음

∙ 중국 국가도서관의 특징적인 기능 및 서비스로 ‘이동디지털도서관 서비스’가 있

음. 이는 ‘손 안의 국가도서관’ 서비스로 이동통신디지털도서관, 문자서비스, 국

가도서관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됨. 또한 매일 신문에 나오는 사진, 만화, 기사 

등의 정보를 네트워크 시스템을 거쳐, 핸드폰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디지털 버전

의 독서를 실현함

∙ 또한 2008년 9월 9일 중국시각장애인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개통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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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도서관의 또다른 기능으로 ‘디지털TV서비스’가 있음. TV 이용자에게 

국가도서관의 동영상 강좌, 도서관 소장 사진 열람, 경전 도서 소개, 국가도서관 

역대 전시회 회고, 고대 아동전적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디지털자료 체험 시스템’ 구현 – 터치스크린식 단말기를 통하여 소장 고전 전

적, 전자신문 등 디지털 정보자원을 열람할 수 있음

∙ ‘가상현실 서비스’ - 국가도서관 제2관 구역의 물리적인 건축구조와 열람실 분

포 등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독자들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가상으

로 국가도서관의 건축과 업무구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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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비교

1. 도서관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

∙ 도서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정책과 전략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

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조사 및 연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기획연수부 내 기획총괄과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발

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 조정하고 조사 ․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외에도 국내도서관 및 관련단체지원, 도서관협력망 운영, 도서관 전시 

및 통계 등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연구 수행 인력은 부족하여 심도 깊은 조사

․ 연구 수행이 어려움

∙ 미국 의회도서관은 총괄본부(Office of the Librarian)에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

고 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함. 또한 전략적 계

획 및 실행에 대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 및 실행관

리 담당(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을 두고 있음

∙ 호주 국립도서관은 전략적 계획 및 실행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 프로젝트부(Strategic Projects)를 두고 있음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중기비전인 Universal Access 2020과 국립국회도서관 

활동목표(Milestone Goals) 2017-2020을 작성함.

∙ 영국 국립도서관은 영국국립도서관위원회(The British Library Board)의 관리 아

래 운영되고, 영국국립도서관위원회에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전략방향을 수립하

고 전략목표 및 목표대비 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결과를 감독하는 역할을 함. 또

한 BL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영국국립도서관자문위원회

(The British Library Advisory Council)를 두고 있음.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마케팅 ․ 서비스팀(Marketing & Services Division)을 전진 

배치하여 고객관리를 실천하고 있음. 그 하위 부서로 마케팅 ․ 교육부(Marketing 

& Education)가 있음



제3장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미래 전략

83

2. 자료의 수집과 보존 

∙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관리부 내 자료수집과와 고문헌과에서 자료의 수집 업무

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납본도서관으로서 천만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 세

계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에 비하여 빈약한 수준임

∙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명과 지식의 발전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컬렉션을 수집 ․
조직 ․ 접근 ․ 유지 ․ 보안 ․ 보존함. 해당 기능 부서로는 수서 ․ 서지접근부(Acquisitions 

& Bibliographic Access)와 보존부(Preservation)가 있음

∙ 470개의 언어로 된 3,860만 권의 책 및 기타 인쇄물, 7천만 권 이상의 필사본,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희귀서적 컬렉션과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자료, 영화, 

지도, 낱장 악보 및 음향 녹음 자료를 포함한 1억4천6백만 건(items)의 컬렉션을 

보유함. 또한 보존연구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의 컬렉션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

한 분석 및 평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수집품목 사용의 영향을 조사하

고 컬렉션에 대한 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또 미국 의회도서관의 법률도서관(Law Library)은 1832년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자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됨. 이후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법률도서관으로 성장하여 3백만 권 이상을 수집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법권

을 망라함

∙ 호주 국립도서관은 장서관리부(Collections Management)에서 호주뿐만 아니라 

해외장서를 수집 ․ 보존하고, 호주컬렉션 ․ 이용자서비스부(Australian Collection and 

Reader Services)내 지도과(Maps), 구술사 ․ 민속과(Oral History and Folklore), 

사진·필사본과(Pictures and Manuscripts)를 두어 호주 기록물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호주국립도서관 및 주립도서관(National and State Libraries Australasia, 

NSLA)에서 공동으로 장서를 수집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수집서지부에서 일본 내에서 발간된 모든 출판물을 수

집하고, 고서, 희귀본, 필사본, 해외장서를 구입, 기증 받음. 또한 관서관을 동아

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와 정보 수집, 제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AsiaLinks를 비롯한 정보발신형 서비스, 국내 아시아정보 취급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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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Links는 국립국회도서관의 간사이관 아시아정보실에서 운영하는 아시아 관계의 

사이트를 전문으로 하는 링크이며 종이 매체의 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실시간 아시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동남아시

아, 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앙 아시아의 56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

음. 중국이나 한국처럼 매일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국가는 물론, 일본에서는 정보가 적

은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링크를 작성하며, 현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함. 아시아 관계 링크집, 아시아 정보 기관 다이렉트, 아시아 국가 정보찾기 (아시

아 정보실 홈페이지), 국립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

하고 원하는 정보에 대한 링크를 비롯해 국립국회도서관 및 국내 각 기관의 소장 자료 

정보 등을 찾아 볼 수 있음 <NDL의 AsiaLinks 페이지, https://rnavi.ndl.go.jp/asia/ 

entry/links-about.php> (cited 2017.10.18.)

∙ 영국 국립도서관은 수집국(Collections) 내의 장서수집 ․ 기술부(Collection Acquisition 

& Description)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1억 5천

만 건(Item)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지도, 신문, 잡지, 그림, 악보, 특

허 등을 수집함.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처리 ․ 보존팀(Processing & Preservation Division) 내의 

컬렉션관리부(Collection Care)에서 물리적 ․ 디지털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음. 또

한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7백만 건의 인쇄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1만8백개

의 정기간행물과 500개의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저널을 제공함. 특별한 컬렉션

으로는 중세 및 현대 필사본, 고서 및 희귀본, 팜플렛 등을 수집함

∙ 국립도서관의 서비스 보강: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내외자료 체

계적 수집과 조직,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광복이후 수집물의 주제별 ․ 매체별 ․ 시
기별 ․ 인물별 전시기능 강화, 국립도서관의 장서 중 강점이 있는 분야의 특화, 

동아시아 정보의 수집 ․ 조직 ․ 배포, 디지털 ․ 온라인 지식정보자원 확충, 미소장 

국가 문헌 확충 

∙ 국가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장자료 및 보존서고의 체계적 관

리를 통해 국가장서의 체계적 보존관리기능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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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관리부와 디지털자료운영부에서 디지털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함. 자료관리부에서는 디지털 파일 등 온라인 자료 수집계

획 및 시행을 담당하며, 디지털자료운영부에서는 디지털장서 개발 계획의 수립,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 ․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과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등을 담당함

∙ 미국 의회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자원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으며, 기존

의 수서부서에서 기능을 추가하여 수행함. 또 세계디지털도서관(World Digital 

Library) 프로젝트를 수행함. 세계디지털도서관은 유네스코(UNESCO)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미국의회도서관의 프로젝

트이고, 원고, 희귀본, 지도, 사진 및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

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모든 국가 및 문화권의 기타 중요한 문화적 문

서에 대한 무료 액세스(Free Access)를 제공함. 193개국의 약 1만6천 건(Items) 

검색이 가능함

∙ 호주 국립도서관은 국가장서접근부(National Collections Access) 내 Libraries 

Australia Trove가 있음. Trove는 호주와 관련된 자원을 찾고 사용할 수 있는 검

색 엔진으로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 보관소, 저장소 및 기타 연구 및 크고 작은 

조직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관리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 및 개인 온라인 출판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웹사이트는 WARP(Web Archiving Project)로 제공되

며, 온라인 출판물은 NDL Digital collections에서 제공됨. WARP는 2002년부터 

일본의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6년 기준 1만1천4

백여 건을 수집 ․ 제공함.

∙ 영국 국립도서관은 수집국(Collections)내 디지털학술부(Digital Scholarship)와 영

국도서관연구소(British Library Lab)라는 연구조직에서 디지털 컬렉션을 개발하

고 서비스를 담당함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혁신 ․ IT팀(Innovation & IT Division)내의 연구부(Research)

에서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네덜란

드어로 된 1천만 개 이상의 신문, 책, 저널 및 라디오게시판 페이지를 Del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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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전문텍스트 검색을 제공함. 그리고 Memory of The Netherlands를 

운영하고, 92개 기관의 132개의 컬렉션으로부터 79만9,400건을 제공함.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연구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KB 데이터서비스, 

KB Lab, KB Fellowship, Researcher-in-residence, 컨퍼런스 등이 있음. KB 데이터서비

스는 KB의 데이터 및 API 목록, Delpher 외에도 네덜란드의회 의사록, 중세채색필사본 등

을 제공함. 또 Researcher–in-residence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KB Lab은 KB 데이터 제공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공함. KB Fellowship은 해마다 유명한 국

내외 연구원이 KB/NIAS Fellow가 되어 데이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KB 컬렉션을 조사

함. 1년에 1회 이상 디지털인문학 연구원 및 KB 직원이 경험을 공유하고 KB 데이터의 연

구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주최함.  <KB의 디지털인문학 

페이지, https://www.kb.nl/en/organisation/research-expertise/digital-humanities> <Cited 

2017.10.18.)

4. 국가서지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

∙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관리부내 국가서지과에서 도서관자료(도서 ․ 비도서 ․ 온라

인자료 ․ 연속간행물)의 분류 ․ 목록, 전거데이터 작성, 주제명표목, 목차 ․ 표지 DB 

구축, 국가서지 발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서지정보 국내외 개

방 및 공동활용을 위한 ｢국가자료종합목록｣ 운영과 웹기반 온 ․ 오프라인 통합자

료관리시스템(KOLISII)을 이용하여 서지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 의회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의 수서 ․ 서지접근부

(Acquisitions & Bibliographic Access)에서 수서 및 서지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커뮤니티를 위한 서지접

근 공동작업 및 표준 서비스를 제공함

∙ 미국 의회도서관은 BIBFRAME과 RDA(Reso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두 

가지 표준을 바탕으로 다른 도서관과 함께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

도록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호주 국립도서관은 장서관리부(Collections Management) 내 호주장서관리과

(Australian Collection Management)와 해외장서 ․ 메타데이터 관리과(Overseas 

Collection and Metadata Management)를 두어 호주뿐만 아니라 해외장서를 조

직함. 



제3장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미래 전략

87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수집서지부에서 새로 출판된 간행물 및 외국에서 출판

된 일본어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1년에 4번 NDL 서지데이터 뉴스

레터(NDL Biliographic Data Newsletter)를 발행함.

∙ 영국 국립도서관은 수집국(Collections) 내에 장서수집 ․ 기술부(Collection Acquisition 

& Description)에 서지개발과가 있음.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처리 ․ 보존팀(Processing & Preservation Division) 내의 

컬렉션관리부(Collection Care)에서 국가 서지를 담당하고 있음.

5. 이용·서비스 기능

∙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관리부 내 자료운영과에서 주제별자료실 ․ 정보봉사실 ․ 서
고자료신청대 운영과 지식정보서비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자료 서고관리 및 운영, 연속 ․ 정부 ․ 신문자료실과 근대문학정보

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

∙ 미국 의회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내 장서 ․ 서비스부

(Collections & Services)에서 일반장서와 특수장서를 비치하고 서비스하며, 현장

에서 참고봉사를 제공함. 또한 창의력, 학문연구 및 평생 학습을 홍보하는 수 백 

건의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함. 그 예로 도서관의 방대한 디지털컬렉션의 주요 

자료를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하고,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위한 교육자료

와 전문자료를 제공함.

∙ 호주 국립도서관은 호주컬렉션 ․ 이용자서비스부(Australian Collections and 

Reader Services) 내에 독자서비스과(Reader Services)가 있어 도서관 장서와 

기타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내의 공공도서관과 지

역사회를 위해 NSLA(eResorces Consortiun), ALG(Australian Libraries 

Gateway), ILRS(Interlibrary Resoruce Sharing)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음. 또

한 영화상영, 전시회, 투어를 진행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이용자서비스부 내에 서비스기획과, 서비스운영과, 도서

관자료정비과, 복사과, 인문과, 과학기술/경제과, 정치사료과, 음악영상자료과가 

있어 이용·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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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국제참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본 연구기관 및 일

본 관련 과목을 연구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지만 일본거주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요청을 직접 받지 않음.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NDL 동일본 지진기록보관소(NDL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rchive)를 운영하며 북 지방 대지진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보존 

및 제공하여 재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또는 재난 대비 계획을 보존하고 있음. 

∙ 영국 국립도서관은 운영국(Operations)내에 판매 ․ 마케팅부(Sales & Marketing), 

문헌전달 ․ 고객서비스부(Document Delivery & Customer Service), 독자 ․ 참고서

비스부(Reader & Reference Service), 기술정보부(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이용 ․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정보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또한 문화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함.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마케팅 ․ 서비스팀(Marketing & Services) 내 이용자서비스

부(User Services)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국립도서관의 서비스 보강: 각 주제별 정책정보(세종도서관)의 체계적 수집 ․ 조
직·배포 기능 강화 → 주제별 게이트웨이 구축. 특화된 고급 정보서비스 제공, 

사서들의 주제서비스 분담/전문 연구자 지원 기능 강화

6. 디지털 이용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로, 소장 자료 원문 제공, ‘디지털서고’ 

운영, 책 ․ 사람 ․ 세상 콘텐츠 제공, 세계의 도서관 자료 제공, 웹정보원 구축 및 

정보제공이 있음

- 소장 자료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중 귀중본, 유일본 등의 오래된 자료

뿐만 아니라 발행한 지 5년이 지난 자료 중 디지털구축 우선순위에 따라 디

지털화한 자료임   

- ‘디지털서고’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소장원문 중에서 가치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큐레이션하여 제공하는 가상서고임 

- ‘책 ․ 사람 ․ 세상’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구축된 시의성 있는 테마별 

콘텐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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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도서관’은 세계 주요 도서관 현황 및 각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너임

- 웹정보원은 국내 공공도서관 및 민간단체에서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페이

스북, 팟캐스트, 모바일 앱, 웹진, 블로그, 트위터, RSS 정보를 구축하여 기관

별, 주제별로 소개하는 코너임.

∙ 미국 의회도서관의 주요 디지털 이용서비스는 아메리칸 메모리, 디지털 컬렉션, 

공연예술 백과사전 등이 있음 

-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 Historical Collection)’는 거대한 멀티미디

어 온라인 장서로서, 미국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약 9백만 이상의 항목이 디

지털장서로 구축됨. 문헌 ․ 사진 ․ 필사본 ․ 악보 ․ 지도 ․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디지털로 구축되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함. 

- ‘디지털 컬렉션’은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자료를 제공함. 그 중 ‘미국 연대기’

는 미국 의회도서관과 국립인문재단이 지원한 국립디지털신문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구축된 컬렉션으로, 1690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에서 발행된 모든 신

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자료는 신문의 전문(全文)을 제공하고 있음.

- ‘공연예술 백과사전’은 음악, 연극, 춤 등 공연 및 예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컬렉션으로 ‘인쇄 및 사진 부서’가 소장하는 사진, 그림, 포스터, 건축 도면

을 디지털화한 것임. 주제, 제목, 개인 및 단체의 이름, 자료의 형태별로 검색

이 가능하며, 서지사항, 배경지식, 범위, 관련 자료 목록 등이 함께 제공됨.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Gallica를 구축함. Gallica는 국립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구축한 것으로, 웹 플랫폼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 중 국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

음.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블로그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인기있는 자료, 최신 자료, 최근 

게시물 등의 목록을 게시하고 있으며, 도서, 필사본, 지도, 이미지, 연속간행물, 

녹음자료, 악보, 컬렉션 등 유형별 자료의 수치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Gallica에서 제공하는 ‘프랑스 여행(Travel in France)’은 중세부터 20세기 초

까지의 프랑스 여행기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한 디지털컬렉션 서비스

임. 프랑스의 지역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접근할 수 있고, 선택된 도시의 자연

환경, 문화 명소, 기념물, 해당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 등의 정보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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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외에도 테마별, 연대순, 참고문헌으로도 검색이 가능함.

- 또한 Gallica의 ‘아메리카 안의 프랑스(France in America)’는 미국 의회도서

관과 협력하여 구축한 디지털 컬렉션으로 북미에서의 16∼19세기 프랑스 역

사를 다룸. 이는 주로 프랑스가 미국 역사에 관여한 부분이나 탐험, 식민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형태의 필사본, 지도, 그림, 인쇄물 등 다양

한 자료를 제공함.

- ‘SINBAD(Ask a Librarian)’는 온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자

는 서지 및 사실 정보에 대한 상담서비스,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도장(Les Signets de la Bibliotheque National de 

France)’은 사서들이 선별한 테마별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사이트임. 일반, 도

서관목록, 인터넷 도구, 철학 ․ 지역, 사회과학, 저작권, 과학 ․ 기술, 예술, 언어

․ 문학, 역사 ․ 지리 등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주요 내

용, 국가명, 언어, 작성기관, 사이트 주소 등을 제공함.   

∙ 독일 국립도서관은 도서의 목차를 디지털화하여 국내외 장서에 대해 목차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목차는 디자인과 형식을 포함하여 PDF로 제작됨. 독일 국립도

서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는 서지조사, 주제영역별 문헌(서지) 편찬, 특정 도서

명의 국가서지 등록(상업 출판) 여부 검색 등임.

- 독일 국립도서관 중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은 국가서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관리, 국내외 도서검색 서비스, 공동 규칙

과 기준 마련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nne-Frank-Shoah-Bibliothek’를 스페셜 디지털콜렉션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것은 세계 도서관으로부터 홀로코스트(Holocaust)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 ․
수집하여 이루어진 컬렉션으로 독일의 사회주의 정권 아래 박해를 받았던 유

대인에 관해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전세계의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  

∙ 중국 국가도서관은 디지털 정보화에 주력하고 있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와 역사적 자료들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와 전시, 특별 소장품 소개, 멀티미디어 활용법, 등을 

제공함. 또한 중국 국가도서관은 디지털정보 구축 센터로서 온라인을 통하여 전

국의 사서들이 국가도서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상호교류를 하도록 이끄

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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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도서관은 특히 대중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함. 국가도

서관이 소장한 중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 주말마다 열리는 학

술문화 강좌를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새로 입수

된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소개하는 ‘도서 하이라이트’ 등의 메뉴를 홈페이지

에서 제공함.

- ‘Chinese Memory’는 국가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지씩 주제

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 유물, 연구자료, 구술 및 인터뷰 자료, 사진 등

의 자료를 모두 연결하여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임. 기존 자

료의 보존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맥락으로 연결함으로써 자료의 가치를 높이

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디지털 서비스임. 2012년 시범 프로젝트로서 ‘동

북 항일연합군’을 주제로 한 자료의 구축이 시작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방대한 양의 고문헌 자료 및 일본의 도서와 잡지 등을 

디지털화하고 있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디지

털컬렉션을 이용할 수 있음. 

-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 잡지, 고전적, 박사논문, 관

보, 헌정자료, 일본점령관계 자료, 프랑게문고, 녹음 ․ 영상 관계 자료, 전자책 ․
전자잡지 등에 대해 공개범위에 따라 인터넷 이용, 도서관전송자료, 관내 한

정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음. 

- ‘전자 전시회’는 독특한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시로서 ‘그림으로 

즐기는 에도의 명소’ 등 본관 및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25개 이상

의 주제에 대한 온라인 상의 전시를 제공하고 있음.

- ‘NDL-Search’는 국립국회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학술

연구기관 등 일본 국내 및 외국의 기관이 소장한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한꺼번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임. 디지털 자료와 링크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료 이용 및 입수방법도 안내함. ‘NDL-Search’ 홈페이지는 한

국어, 중국어, 영어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는 한국

어와 중국어로 쓰인 신문, 잡지와 1986년 이후 정리된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

로 발행된 각종 도서를 검색할 수 있음.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아시아정보실’은 아시아의 각종 현지어로 쓰인 자료

를 제공함. 이중 한국과 북한 관련 문서는 1986년 이후 정리한 한국어로 된 

도서 약 3만권을 비롯하여 연감, 잡지, 신문 등 디지털화된 전자문서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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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한국 관련 자료는 기관이나 주제, 학술기관 및 단체, 출판, 미디어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한국의 주요 기관들의 링크 정보도 제공함

7. 도서관 마케팅, 국내 도서관 지도 및 지원 기능

∙ 국립중앙도서관은 기획연수부 내 국제교류홍보팀에서 외국도서관과의 교류와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 도서관 기구 활동을 지원,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도서

관 소식지 ‘오늘의 도서관’을 발간하고 있음

∙ 또 국립중앙도서관은 기획연수부 내 사서교육문화과에서 전국 각급도서관에 재

직중인 사서들의 교육 및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직원 등에 대한 연수 업무를 수

행함. 또한 기획총괄과에서 국내도서관 및 관련 단체 지원업무, 도서관 협력망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

∙ 미국 의회도서관의 대외협력국(National & International Outreach)은 홍보 및 외

부 파트너십을 통해 도서관과 도서관 자원의 인식 및 사용을 확대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의회 도서관의 공공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리함

∙ 호주 국립도서관은 관리지원·공공프로그램부(Executive and Public Programs)

에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도서관과 커뮤니티의 공동의 관심사를 위한 연결고리

를 개발 ․ 유지하고, 도서관 위원회와 집행부를 지원함. 또 포트폴리오부서

(Portfolio Department)와 연락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모금 및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소식지 “Current Awareness”와 웹사이트 “Current 

Awareness Portal”을 통해 국내외의 도서관 및 사서, 정보학의 동향과 주제를 

소개하고, 사서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함. 또한 IFLA 보존 및 보호 

전략 프로그램(IFLA Strategic Programme on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IFLA/PAC)의 아시아 지역 센터 활동 등 다양한 국제 협력활동을 수행함

∙ 영국 국립도서관은 다국적 기업에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사회적 기업과 창조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즈니스의 형태의 

연구정보, 특허권,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영국 전역에 혁신 및 경제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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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개의 시립 도서관에 지역 비즈니스 & 지적재산권(IP)센

터 설립 및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음. 

또한 영국국립도서관 친구들(Freinds of the British Library)을 운영하며, 3,000명

이 넘는 후원자를 보유하고 있음.

비즈니스 & 지적재산권(IP) 센터:  중소 기업 소유주, 기업가 및 발명가를 지원하기 위

해 시장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워크샵과 미니마스터과정

(mini-masterclass)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영국의 기업가들과 일대일 만남을 제공함. 

또한 “innovation for growth” 프로그램을 통해 1만 파운드 상당의 무료 지원을 제공함. 

해당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를 게시하고 있음. <BL의 비즈니스 & 지적재산권(IP) 센터 홈페

이지, https://www.bl.uk/business-and-ip-centre>(cited 2017.10.18.)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UKB(네덜란드 대학도서관 및 국립도서관 컨소시엄), GII 

(Gemeenschappelijke Informatie-infrastructuur), IFLA, CENL(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s), CDNL(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등 30여 국가 및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Vereniging Vrienden van de KB(KB의 Friends 

Association)라는 후원 조직을 설립하여 모금활동을 함.

∙ 국립도서관의 후원 조직 확보(각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들’ 사례 참조, 

모금 활성화), 독서캠페인 총괄 및 허브기능,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선도, 

총괄·지원 기능 강화, 도서관의 운영, 협력,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8. 종합

∙ 주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여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조

직 및 인력 재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외국의 ‘기능의 전문 수행정

도가 아주 높아 벤치마킹이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그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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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네덜
란드

중국 프랑스

1 도서관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 △ ◎ ○ △ ◎ ○ ◎ ○ ○

2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 ○ ◎ ◎ ◎ ○ ◎ ◎

3 디지털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 ◎ ○ ○ ◎ ◎ ◎ ◎ ◎

4 이용·서비스 기능 △ ○ ○ △ ○ ○ △ ○ ○

5 국가서지데이터의 작성 및 관리 ○ ◎ ○ ○ ○ ○ ○ ○ ◎

6 디지털 이용서비스 ◎ ◎ ◎ ○ ◎ ○ ◎ ◎ ◎

7 마케팅, 국내도서관 지도 및 지원 기능 △ ○ ◎ ○ ◎ △ ○ ◎ ○

※주: ◎: 기능의 전문적 수행정도가 아주 높아 벤치마킹 필요성이 있는 사례
      ○: 기능 수행의 정도가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은 약함)
      △: 기능 수행의 정도가 보통인 사례
      ×: 해당 기능이 없거나 취약한 사례

[표 34] 주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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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의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1. 배경 

∙ “국민과 함께 하는 지식플랫폼”이라는 메타언어는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이후 현

재까지 유지해 온 국가지식자원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증거하는 

‘사회의 기억’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숭고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존재의의를 확인한 것임. 또

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다소 정체된 이

미지의 ‘도서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Not an Ordinary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으로서 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집약한 것임. 

∙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4대 목표를 설정함.

① 국가지식문화유산 접근·보존 인프라 혁신

장서(collection)로 대표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문화유산은 도서관의 존재이

유이며, 정보서비스의 핵심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지식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의 기억(Collective Memory)이며,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임. 따라서 국립

중앙도서관은 당대에 생산된 모든 지적 활동의 결과물들을 완벽하게 수집, 조직, 

보존, 제공하는데 도서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함. 이를 통하여 국내 아날

로그 및 디지털정보자원 완전수집, 국가 서지구축의 내실화와 효율화, 국가서지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및 연계를 위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이들 국가지식문화유

산을 완전한 형태로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데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② 이용자경험기반 서비스 구현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된 지식정보자원을 바탕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정보요구

에 부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이 지력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약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함.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모바일 검색

과 클라우드 환경의 보편화, IoT, AI, AR 기술의 확산 등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

화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정보서비스와 국가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필두로 이용

자의 경험세계(Ux)에 기반한 지능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선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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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③ 전문화된 도서관체제(Library System) 확립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가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임. 장서와 이용자, 이용자와 

사서,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식의 교류, 그로 인한 통찰과 지혜는 일

부에게만 허용된 특혜가 아니며,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임.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제 이러한 인식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라는 차원을 넘

어 진정한 의미의 지식 공유와 개방, 그리고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특화되

고 전문화되고자 함. 국립중앙도서관의 3대 분관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기관들로 자리매김 될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들을 아우르는 도서관체제(Library 

System)로서 거듭나야 함.  

④ 도서관협력 리더십 극대화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은 도서관법에 의하여 전국의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 ․ 지원 및 협력’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이러한 역할은 국립중앙도서관

의 개관(1945. 10)에 즈음하여 국내 최초의 사서양성 전문교육기관인 ‘국립조선

도서관학교’가 설립되고(1946. 4), 이어서 도서관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 1회 

도서관사업 강습회’(1947)를 개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

사와 맥을 같이 하는 고유 임무임.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리더십은 국내 도

서관계를 넘어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도서관을 대표하는 대외적 역량을 발휘하

고, 이러한 자신감에 기반한 강력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펼침으로써 더욱 빛

을 발할 것임.

∙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의 비전과 4대 목표, 13대 핵심 과제, 38개

의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세부 추진전략을 그림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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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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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 

문화유산 

접근·보존 

인프라 혁신

이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구현

전문화된 

도서관체제 

확립 

도서관협력  

리더십 

극대화

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핵심
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

1.국가장서 
수집․관리 역량 
강화

2.국가 서지 
데이터센터의 
역할 수행

3.고문헌 
수집·관리 및 
활용 확대

4.국가장서 
보존역량 강화

1.자료이용 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서비스 
역량 확보

2.지능정보기술의 
체험 서비스 
구축

3.국가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체제의 실현

1.어린이· 
청소년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2.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인프라 확충

3.국가 정책정보 
서비스 고도화

1.사서직 
전문교육의 
허브

2.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3.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 

[그림 23]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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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국가장서 
수집․관리 
역량 강화

국가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 납본제도 정비와 개선
∙ 장서개발정책 정비 및 장서확충 전략 추진
∙ 조직체계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 출판유통계와 협업을 통한 자료수집 효율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 국가문헌 납본 수집 강화
∙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 글로벌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 국가 정책․연구정보 수집력 강화

국가서지
데이터센터의 
역할 수행

서지 구축의 효율화 
및 내실화

∙ 온․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일원화 및 효율화
∙ 국가전거데이터 구축 및 공개
∙ 서지표준화 체계 정비

웹 3.0 환경에서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 개선

∙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 국가서지 모바일 버전 개선
∙ 융합 데이터 기반의 국가서지 검색 및 디스플레이 개선
∙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를 통한 국가서지 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유 생태계 조성

∙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서지프레임 환경 적용방안 수립
∙ 링크드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활용 확대
∙ 국제표준 기반의 국가전거 거버넌스 구축
∙ 서지레코드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위한 BIBFRAME 준비
∙ (가칭)‘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의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고문헌 
수집․관리 및 
활용 확대

고문헌 수집·관리 강화

∙ 고문헌 오프라인 수집 확대
∙ 고문헌 온라인 수집 확대
∙ 한국 고문헌 디지털 정보서비스 구축
∙ 고문헌 관리의 리더십

고문헌 학술연구 
지원 확대

∙ 고문헌 해제 및 연구
∙ 고문헌 학술연구 교류 활성화

고문헌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강화

∙ 기능별 공간 활용 개편
∙ 고문헌 교육 기능 확대
∙ 고문헌 자료실 운영
∙ 고문헌 활용 다양화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
∙ 한중일 고문헌 연구교류 내실화
∙ 국외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강화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등재 추진

국가장서 
보존 역량 

강화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역량 강화

∙ 장서관리체계 현대화 추진
∙ 과학적 보존 및 보존·복원처리
∙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

국가대표자료보존연구
센터 도약 

∙ 보존기술 축적 및 연구개발 강화
∙ 자료보존·복원 협력 및 지원 강화
∙ 자료보존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 국가문헌보존관 부지확보 및 건립 타당성 조사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2.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 목표 1 – 국가지식문화유산 접근․보존 인프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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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 이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구현

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자료이용 

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서비스 역량 

확보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 이용자 친화적 자료이용 공간 조성

∙ 이용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서고 효율화

∙ 연구지원서비스 공간 신설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연구정보서비스 수요 개발

∙ 핵심 장서 발굴 및 유관기관 장서 조사

∙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참여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및 시스템 고도화

지능정보기술 

체험 서비스 

구축

지능정보기술 활용공간 

서비스

∙ 지능정보기술 전시‧체험 공간 조성

∙ 창의와 협업의 공간 조성

지능정보기술 

자료실 운영

∙ 핵심정보원 열람 공간 조성

∙ 정보자료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큐레이션 열람실 조성

∙ 지능정보기술 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국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제의 실현

스마트한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 디지털 장서의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국가지식정보의 개방·공유 활성화

∙ 지능형 국가지식 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

∙ 국가재난 장서와 아카이브 구축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 도서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지능형 정보서비스의 제공

∙ 국내 지식 Q&A 서비스의 통합접근 환경 제공

∙ 도서관 업무의 지능화

협력형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도서관 지원 및 교류 협력 강화

∙ 클라우드 기반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지원

❋ 목표 3 – 전문화된 도서관체제 확립

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어린이·청소

년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국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

∙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콘텐츠 보급  

∙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및 정보취약계층 독서진흥 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사서 역량 강화

∙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계속교육 강화 

∙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아세안 어린이 담당사서 연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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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어린이·

청소년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및 건물 신축 이전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 어린이·청소년과 지식정보문화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접점 확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 이전 및 위상 강화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

장애인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고도화

∙ 대체자료 수집 및 제작 내실화

∙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콘텐츠 기술 개발

∙ 미래기술과 융복합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추진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프라 확충

∙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력 확대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독서문화 증진

∙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장애인도서관 대상 이용자 범주 확대

국가정책정보

서비스의 

고도화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

∙ 한국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 센터

∙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허브와 포털

∙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 전문도서관

∙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게이트웨이

국내외 정책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정책연구 및 관련 활동의 거점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 목표 4 – 도서관협력 리더십 극대화

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사서직 

전문교육의 

허브

사서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 조사

∙ 사서교육 선진 사례 심층 조사

∙ 사서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사서교육 모델 개발
∙ 사서교육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국가도서관 체제의 사서교육 모델 개발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 연구

∙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실행전략 개발 및 단계별 건립 추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세계 도서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 해외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력

∙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서연수 실시

해외 한국문화 및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 강화

∙ 해외 한국학 정보서비스 지원 및 협력 활성화

∙ 국제자료교류 및 한국학 자료 지원

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사례 심층 조사

∙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특징 분석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 국가도서관 주도형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도서관 마케팅 조직 및 

가동을 위한 실행 연구

∙ 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 도서관 마케팅․홍보 전담조직 신설 및 마케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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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

목표 1 – 국가지식문화유산 접근․보존 인프라 혁신

1. 국가장서 수집․관리 역량 강화

1.1 추진배경

∙ 도서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도서관서비스의 출발점으로 장서

(collection)를 들 수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18

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후대의 이용을 위하여 보존하며,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원․선도하여야할 책임이 있음

∙ 또한 정보환경의 변화, 특히 디지털 패러다임의 보편화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디지털·온라인자료의 수집 ․ 보존 요구에 대응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 설치 등, (제19조) 업무,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의2) 온라인자료의 수집,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

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2016. 

2.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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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③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2016.2.3.>
  ④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
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
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
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
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6.2.3.>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
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2016.2.3.>
  ⑤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제목개정 2009.3.25.]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
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
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
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
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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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황 및 문제점

1.2.1 현황

∙ 국가문헌 확충 및 대국민 연구지원을 위해 외국발행 학술연구자료 및 해외 소장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 확대

(단위: 책,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한국 관련 외국자료 3,375 5,184 3,046 2,217 1,432 15,254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22,953 13,908 13,292 9,398 11,245 70,796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189,941 120,193 124,479 302,454 231,215 968,282

∙ 주요 선진국 정책․연구정보, 국제기구 발간자료 수집 확대 

- 연간수집량 증가 : (2014)2,892책(점) → (2017)4,553책(점)

- OECD iLibrary service 확대 *online only → online+print

- 국내 유일한 OECD기탁도서관으로 1997년부터 OECD자료를 수집

- UN ilibrary 무료구독 : 2017년부터 관내이용서비스(세종, 어청 포함)

     : UN이 2016년 도입한 웹DB로 UN이 발행한 단행본, 저널, 통계자료 등을 

제공(기탁도서관에 대한 인쇄본 자료는 제공 중지)

∙ 온라인자료의 효율적 납본 수집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도서관법 개정(2016. 

2. 3.) 및 시행(2016. 8. 4.))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의 납본 의무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발행자료의 디

지털파일 납본 의무 신설

∙ 국제자료교류처 정비 및 내실화 : (2013)273개관 → (2017)261개관

- 자료의 수집실적 및 설문조사 회신 여부 등을 반영하여 교류처 정비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106

연도 교류처 현황 중지 확대

2013 91개국 273개관 7개국 11개관 1개국 1개관

2014 90개국 264개관 - 1개국 1개관

2015 91개국 263개관 4개국 4개관 1개국 3개관

2016 91개국 268개관 1개국 1개관 4개국 6개관

2017 91개국 261개관 7개국 9개관 2개국 2개관

[표 35] 연도별 국제자료교류처 현황 

1.2.2 문제점 

∙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출판·유통사의 우려와 소극성 

- 출판·유통사의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인식 저조 : 해킹 및 파일 유출을 우

려하여 온라인자료 납본 유보

 - 자체 보안체계 구축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로 출판 ․ 유통사와 신뢰 관계 구

축 필요 

∙ 온라인 납본 시스템 이용 환경의 고도화 필요

- 납본의무자의 자료 납본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고도화 및 온라인 이용 환

경의 최적화 구현 필요

∙ 해외 정부간행물 및 학술지 발행 형태의 온라인 변경 추세 가속화

[해외 정부간행물 및 국제기구 기탁자료 수집현황]

∙ 미  국 : 미국정부간행물 출판국(GPO) 자료를 마이크로피시 형태로 수집

∙ 캐나다 : 캐나다정부의 정부간행물 기탁제공프로그램 기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간행물을 수집하였으나, 2014년부터 인쇄본 제공 중지

∙ 대  만 : 대만정부기탁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만의 정부간행물 수집하였으나, 

2015년부터 인쇄본 제공 미비

∙ 그 밖에 국가도서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해 정부간행물 수집

∙ UN, OECD 등 18개 국제기구로부터 자료 수집, UN의 경우 2016년부터 자료기탁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인쇄본 자료 제공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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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산업규모 감소

- 출판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4조 3백억원으로, 2014년 4조 2천 3백억 대

비 4.8% 감소, 2012년 4조 2천 4백억에 비해 5.2%감소하였음

- 그러나, 출판산업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의 매출 중 출판 분야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 2016년 출판연감(대한출판문화협회)에 의하면 발행종수는 2006년부터 4만 

종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발행부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는 출판사들이 평

균 발행 부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4만 7천여개의 등록

출판사 중 92%는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발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출판산업 기반 약화

- 만13세 이상 독서인구 비율은 2013년 62.4%에서 2017년 54.9%로 감소 추세  

  * 출처 :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스마트기기 보급의 확산과 문화콘텐츠 소비 다양화에 따른 가계 도서구입비 감소

(2013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36%감소)

     * 출처 :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7

1.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1-1. 납본제도 정비와 개선

1-2. 장서개발정책 정비 및 장서확충 전략 추진

1-3. 조직체계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1-4. 출판유통계와의 협업을 통한 자료수집 효율화

Ⅱ.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2-1. 국가문헌 납본 수집 강화

2-2.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2-3. 글로벌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2-4. 국가 정책․연구정보 수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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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가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① 납본제도 정비와 개선 

∙ 납본관련 규정(고시 등)의 개정 ․ 보완

-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납본관련 규정(고시 등)의 제 ․ 개정

∙ 납본관련 각종 지침 및 기준 정비 

- 납본 세부 지침 및 매뉴얼 정비

∙ 출판 ․ 유통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 온 ․ 오프라인 자료 납본 관련 협력체제 구축

    : 업무협의 ․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온라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 안내 및 협조 요청

- 납본제도의 조기 안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납본 홍보 강화

    : 납본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납본 설명회 ․ 세미나 등 개최

② 장서개발정책 정비 및 장서확충 전략 추진

∙ 국가문헌 수집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장서개발정책 정비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

    : 장서개발정책 세부 지침의 수정 ․ 보완

    : 온라인자료 장서개발정책 포함

- 소속기관별 장서개발정책 개정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자료수집 관련 각종 기준의 정비

- 납본대상 자료유형 및 수집 범위 최적화 방안 마련

- 자료유형별 및 매체별 수집매뉴얼 정비

- 자료유형에 따른 수집 및 등록 세부지침 마련

-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자료 수집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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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장서확충 전략 수립

- ISBN/ISSN 도서정보, 서점 판매목록 등 출판 ․ 유통 현황 조사를 통한 미수집 

국가문헌의 수집 기반 구축

- 출판 ․ 유통계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장서확충 기반 조성

- 자료 제작(출판)사 및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한 납본수집 극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량 11,000 11,450 11,900 12,350 12,800

[표 36]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확충 계획(안)                 (단위 : 천 책·점·부)

③ 조직체계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 자료수집 담당부서의 통합과 조정

- 수집 기능을 통합하되, 연속간행물, 고서 등 자료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전

담조직 유지

- 장애인용 대체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웹정보자료 개발을 위한 부서 간 협

력 강화

∙ 장서개발인력의 전문성 제고

- 체계적인 장서개발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정책 ․ 연구정보 수집을 위한 인력(예: bibliographer) 보강  

- 장서개발과 관련된 현장학습 강화

④ 출판 ․ 유통계와 협업을 통한 자료수집 효율화

∙ 출판 ․ 유통계 현황 분석

- 출판 ․ 유통 현황 분석을 통한 도서관 ․ 출판 ․ 유통계 간의 협력 방안 모색

- 출판 ․ 유통계 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납본수집 관련 자료관리시스

템 개선 방안 마련

∙ 출판 ․ 유통계 데이터 교류를 위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확장 개편

- ISBN 도서정보 제공 등 출판유통계와 연계되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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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 출판 ․ 유통 데이터를 활용한 납본수집 및 자료등록 시간 단축 등 효율성 강화

- ‘개방형 전자책 유통 협업 시스템’과 연계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활용

한 전자책 납본 편의성 제고 및 납본 수집 효율화 

1.3.2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① 국가문헌 납본 수집 강화

∙ 미납본 ․ 독립 출판 현황 조사 및 납본 협력 체계 강화

- ISBN/ISSN 도서정보, 유통사판매목록, 한국출판유통진흥원 출판유통목록 등

을 활용한 미납본자료의 적극적 발굴 도모

- 독립출판물 대표 유통서점의 현황 파악 및 조사 ․ 수집 

- 독립출판물의 도서관 및 관련행사 참여를 통한 수집 협력

- 출판사들의 대표기관을 적극 활용한 납본수집 극대화

- 도서 및 비도서 관련 발간현황 조사도구 개발

∙ 공공간행물 및 회색문헌 수집 강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간행물 

발간기관 디렉토리 구축 ․ 활용 및 납본 강화

-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간행물 수집   

-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연구보고서 등 공공간행물 적극적 수집

- 연구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자료 등 회색문헌 지속적 발굴 및 적

시적 수집 

∙ 자료 발굴 및 구입을 통한 미수집 국가문헌의 수집 강화

- 공공 ․ 대학도서관 소장 도서 중 미소장 도서 발굴

- 개인장서가 접촉을 통한 미소장 도서 구입

- 전국 고서점, 독립책방 연계를 통한 미수집 국가문헌 발굴

∙ 기증자료 수집

- ｢책다모아｣를 통한 미소장 국가문헌의 발굴 수집

- 출판사, 고서점, 기관, 개인 및 문중 등에 기증 의뢰

- 공공 ․ 대학 ․ 연구소 등 소장 잉여자료 기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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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 온라인자료 수집 활성화 방안 구축

- 전자출판 관련 각종 수상작, 전자책 제작지원 대상자료 등 우수 온라인자료 

현황 파악 및 조사 ․ 수집

- 납본 제도 인식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및 능동적, 자발적 납본 참

여 유도

- 납본의무자의 납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온라인 이용 환경

의 최적화 구현 

- 납본시행 이전 보존가치가 높은 미소장 온라인자료의 발굴 수집

∙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 강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파일 납본 홍보 강화 

- 지역대표도서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확대 

수집

∙ 디지털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 납본 및 수집관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개선

    : 온라인자료 납본(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온라인자료 수집(구입) 및 기증, 공

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 시스템 관리

③ 글로벌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및 국가문헌 확충을 위해 한국 관련 외국자료 발굴 수

집 강화

   - 한국의 영토 ․ 영해 및 동북아 정책 관련 자료 수집 

- 통일 대비 각종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북한 및 관련 자료 적극 수집

- 한국의 위상 및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발굴 수집 등 한국 관련 

및 한국인이 집필한 자료의 망라적 수집

∙ 대국민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자료 수집 확대

  - 연구정보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수집 확대

  - 주요국의 정책 및 이슈자료, 문화예술자료 등 분야별 특화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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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 한국 근현대사 연구 지원을 위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기록물 등 국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발굴 조사 및 수집

④ 국가 정책 ․ 연구정보 수집력 강화

∙ 인문 ․ 문화예술 분야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문 ․ 문화예술 분야 장서 확충 

확대 

※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17∼2021』수립(문화체육관광부, 2017.1.)

- 인문 ․ 문화예술 분야 5개년(2017~2021) 장서 확충 전략 개발

  : 특화 컬렉션 구축 방향, 대상·범위 설정 등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수집방법별 세부 지침에 따라 인문·문화

예술 분야 중점 수집

∙ 주요 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통한 전략적 수집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부간행물 및 정책연구자료 집중수집 

- 국제기구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제공 확대

 ※ 국제기구의 기탁도서관서비스로 구독중인 웹DB 

    : OECD-iLibrary, UN-iLibrary

∙ 정책자료 및 수요 중심의 특화 장서 수집 강화

- 국내 주요 정책정보 수집기관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온 ․ 오프라인을 망라한 정책정보 개발과 수집전략, 실천지침 마련 

- 문화예술 주요기관 소장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 조사를 통한 

자료 확대 수집

- 인문 ․ 문화예술 분야 자료의 지속적 수집을 위한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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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1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580 95 95 125 125 140

1-1-1

납본제도 정비와 개선
-납본관련 규정(고시 등)의 개정·보완
-납본관련 각종 지침 및 기준 정비
-출판·유통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185 30 30 40 40 45

1-1-2

장서개발정책 정비 및 장서확충 전략 추진
-국가문헌 수집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장서
 개발정책 정비
-자료수집 관련 각종 기준의 정비
-온·오프라인 장서확충 전략 수립

185 30 30 40 40 45

1-1-3
조직체계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자료수집 담당부서의 통합과 조정
-장서개발인력의 전문성 제고

25 5 5 5 5 5

1-1-4

 출판유통계와의 협업을 통한 자료수집 효율화 
-출판·유통계 현황 분석
-출판·유통계 데이터 교류를 위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확장 개편

185 30 30 40 40 45

1-2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23,522 4,128 4,407 4,709 4,989 5,289

1-2-1

국가문헌 납본 수집 강화
-미납본·독립 출판 현황 조사 및 납본 협력 
체계 강화 

-공공간행물 및 회색문헌 수집 강화
-자료 발굴 및 구입을 통한 미수집 국가문헌의 
수집 강화

-기증자료 수집

14,030 2,300 2,530 2,780 3,060 3,360

1-2-2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온라인자료 수집 활성화 방안 구축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 강화
-디지털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4,000 800 800 800 800 800

1-2-3

글로벌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한국 관련 외국자료 발굴 수집 강화
-분야별 전문자료 수집 확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5,242 978 1,027 1,079 1,079 1,079

1-2-4

국가 정책․연구정보 수집력 강화
-인문·문화예술 분야 장서 확충 확대
-주요 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통한 
전략적 수집

-정책자료 및 수요 중심의 특화 장서 수집 강화

250 50 50 50 50 50

소    계 24,102 4,223 4,502 4,834 5,114 5,429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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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서지데이터센터의 역할 수행

2.1 추진배경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를 생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서지구축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통해 국가서지의 품질

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지작성 업무를 둘러싼 세계 도서관계의 환경은 전자자원의 증가와 Vendor- 

Supplied Records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Library-Oriented 데이터

에서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음. 그리고 레코드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효율적인 서지작성을 위한 세계 국가서지기관들의 노력들이 드러나 있음.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협동목록부서(PCC)와 OCLC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정리포

맷(BIBFRAME 2.0)을 개발하였음. 독일국립도서관은 2012년부터 온라인자료를 

대상으로 자동분류를 포함한 기계에 의한 서지구축작업을 실시하였음. OCLC는 

도서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에 국제표준식별자를 활용하여 새

로운 플랫폼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음

∙ 한편, 세계 국가도서관의 온라인목록이 재설계(Redesign)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반응형 웹 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을 적용하고 있

으며, 온라인목록의 포괄 범위 또한 컬렉션별로 분리된 접근방식을 유지하되, 통

합검색(Single Search Box)에서도 접근가능하도록 점차 대체하고 있음. 또한 미

국의회도서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웹 접근성 규정 의무화 조치에 따라 노약

자 및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목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음. 

그리고 검색결과를 텍스트나 MARC21 포맷(MARC UTF-8 또는 MARC-8), 

MARCXML, MODS formats 등 원하는 포맷으로 저장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함

∙ IFLA 도서관 참조모델(Library Reference Model, LRM)의 개발도 주목해야 함. 

도서관 참조모델은 FRBR, FRAD, FRSAD로 나뉘었던 FRBR family 데이터 모델

을 링크드 데이터 환경에 맞도록 구조화한 개념모델임. 도서관 참조모델의 영향

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남. 주요 영향력은 다음과 같음: LRM은 개념모델로서 

ISBD 개정을 유도, FRBRoo ver2.4에서 LRM을 수용, RDA Toolkit Redesign 

and Restructure(3R)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LRM에 부합하게 RDA 개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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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M이 RDA, ISBD와 같은 목록규칙에 영향을 주고 있어 국내 목록규칙 개정에

도 이에 대한 참조 필요함

∙ 그리고 미국의회도서관의 새로운 서지프레임인 BIBFRAME 2.0의 개발은 국가

대표 도서관계에 있어 아주 특별하게 대응해야할 변화임. 현재 미국의회도서관

은 BIBFRAME 2.0의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MARC 레코드를 BIBFRAME으로 변환하

는 것이며, 2017년 현재 미국의회도서관의 전체 서지 파일 18,000,000건 중에

서 13,500,000건이 변환되었음. 다른 도서관들의 활용을 위해 MARC to 

BIBFRAME 변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기 구축한 KORMARC 형식의 국가서지 정보, 저자 전거, 

주제전거를 RDF 형식으로 변환하여 Linked Open Data(LOD) 형식으로 발행하

고 있으며, 국회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학술정보 LOD를 구축하고 있음

∙ 이처럼 차세대 서지프레임에 대한 전세계 국가도서관들의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연계, 재

활용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선도하여 국내 도서관계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 모형을 제시해야 할 것임.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

관으로서 국가서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서지구축의 효

율화와 내실화를 통해 국가서지의 품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현황 및 문제점

2.2.1 현황

∙ 지난 발전계획(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서지의 표

준화 및 접근성을 강화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한 전거체계 

확립 및 확장, 디지털 정보자원 목록규칙 및 서지기술 표준화, 국가서지 표준화 

역량 강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지데이터의 통합 추진 등의 작업을 수행. 둘

째, 국가 서지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내 도서관계 목록

정보 고품질화를 통한 이용편의성 제공과 국가 서지데이터 개방 및 공유범위 확

대 작업을 수행. 그리고 셋째,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을 위한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 활용을 위해 온라인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자료번호정보 연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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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과 ISBN과 국제표준식별번호 연계 사례조사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 계획을 통해 많은 성과를 보였음. 대표적인 성과들은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

한 전거체계 확립 및 확장, 디지털 정보자원 목록규칙 및 서지기술 표준화, 국가

서지 표준화 역량 강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지데이터의 통합 추진, 국내 도서

관계 목록정보 고품질화를 통한 이용편의성 제공, 국가서지 데이터 개방 및 공

유범위 확대,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을 위한 ISBN(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2.2.2 문제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나타났음. 첫째, 개별 

자료의 목록을 넘어 데이터 수준의 표준화 강화 필요, 둘째, 서지구축의 신속성

과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필요, 셋째, 정보 수요자 관점에

서 국가서지 서비스 제고, 넷째, ISBN(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서지정보 품질관리 

및 제공 등

2.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서지 구축의 효율화 
및 내실화

1-1. 온․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일원화 및 효율화
1-2. 국가전거데이터 구축 및 공개
1-3. 서지표준화 체계 정비

Ⅱ. 웹3.0 환경에서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 개선

2-1.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2-2. 국가서지 모바일 버전 개선
2-3. 융합 데이터 기반의 국가서지 검색 및 디스플레이 개선
2-4.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를 통한 국가서지 서비스 품질 향상

Ⅲ.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유 생태계 조성

3-1.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서지프레임 환경 적용방안 수립
3-2. 링크드 데이터 구축 및 외부 데이터의 활용 확대
3-3. 국제표준 기반의 국가전거 거버넌스 구축
3-4. 서지레코드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위한 BIBFRAME 준비
3-5. (가칭)‘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의 확대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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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서지 구축의 효율화 및 내실화

① 온․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일원화 및 효율화

∙ 온·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효율화 방안 정립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 시스템

과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간의 연동 방안 수립

∘ 상호 연계 가능한 메타데이터 요소와 입력 형식 검토

∘ 다양한 스키마(RDF/XML, MODS, DC 등)의 외부 데이터를 통합자료관리시

스템으로 자동 반입하는 기능 구현 

- 온라인 자료의 효율적인 서지 구축 방안 검토

∘ 내・외부 데이터 연동을 통한 메타데이터 자동 구축 방안

∘ 필수 입력 MODS 메타데이터 조정 및 적용

∙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원천 데이터 확보

- 민간 출판사, 유통사, web 정보원 등에서 자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

가 데이터 수집 및 연계(책소개, 저자소개, 이용자 리뷰 등)

- 해외 국가도서관과 메타데이터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데이터 수

집 및 활용

∘ 서지 및 전거 데이터, 저작, 주제명 데이터 등

∙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위한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자료 서지 구축 기능 개선

- 온 ․ 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작성 단계에서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능 구축

∘ 외부 데이터의 실시간 조회․참조 기능

∘ MARC 이외에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반입하는 기능

∘ 서지 데이터에 통합자원식별자(URI) 부여하고 연결하는 기능

② 국가전거데이터 구축 및 공개

∙ 단계적 국가전거 파일 구축

- (1단계) 개인명 ․ 단체명 → (2단계) 통일표제(저작, 표현형) → (3단계) 주제명 

순으로 단계적 국가전거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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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서지의 전거데이터 구축 범위 확대

∘ 단행본 외 연속간행물, 학술지 논문, 온라인 자료 등에 대한 전거 구축

- 국가전거의 내용적 보완

∘ 접근점 제어 중심의 전거제어뿐 아니라 전거 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참조정

보원으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거데이터 보완

∙ 국가전거파일 연계 서비스 개발

- 국가자료종합목록 및 KERIS Unicat 등에서 국가전거파일로의 직접 연계기능 

지원

- 민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LOD, URI, open API 등 서비스 제공

- 국내 도서관계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전거파일의 품질 제고

∘ 기 구축 국가전거파일에 대한 Error Report 기능 및 국립중앙도서관 외 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전거데이터 구축

③ 서지표준화 체계 정비

∙ 한국목록규칙(KCR) 개정에 따른 KORMARC 표준 및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전거 

기술지침 개정

- 한국목록규칙 개정 계획: 2018. 10 초안 발표 → 2019. 2 지상공청회 및 도

서관계 의견 수렴 → 2019. 12 초안 검토 및 수정 → 2020. 2 개정판 발행 

예정

- 한국목록규칙 개정에 따른 KORMARC KS 표준 개정

∘ 통합서지용 및 전거통제용 KORMARC 내용 수정

∘ RDA(자원의 기술과 접근)의 한글용어 적용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서지 및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개정

∙ 국가서지의 新KCR 적용 계획 수립 및 데이터 구축

- FRBR 서지개체 중심의 데이터 입력 모델 개발 및 서지적 관계 설정

- 새로운 목록규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개선

- 기존 데이터에 소급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 계획 수립

∘ KORMARC 표목부(1XX) 생성을 위한 자동변환 알고리즘 개발

- 저작 및 표현형 기술을 위한 데이터 변환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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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표목표 정비 및 주제명 데이터의 공동개발체제 구축

- 주제명표목표 관련 용어의 정비 

   -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 데이터 입력 지침 개발 : 자료의 주제별(영역별), 

자료의 유형별, 자료의 이용대상자별(어린이 등) 입력 지침

      ※ 참조사례 : LC의 SCM:SH(Subject Cataloging Manual: Subject Headings)

   - 국내 도서관들의 활용을 위해 주제명표목표 개방 및 보급

   - 주제명 데이터의 공동개발을 위한 국내 도서관들의 협력환경 개발

2.3.2 웹 3.0 환경에서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 개선

①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 선진 메타데이터 구축 및 제공 사례 분석

- 외국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메타데이터 구축 ․ 관리 ․ 접근 ․ 서비스 

현황 조사

- 서지적 관계를 이용한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조사

-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합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서비스 방안 도출

② 국가서지 모바일 버전 개선

∙ 반응형 웹 OPAC(Mobile-Responsive OPAC)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현재의 국가서지 검색 및 정보제공이 데스크탑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으므

로, 현재의 OPAC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국가서지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데스크탑 컴퓨터와 모바일 버전에서 

제공하는 서지데이터 상이, 저자 및 주제 전거를 활용한 검색 지원하지 않고 

있음)

③ 융합 데이터 기반의 국가서지 검색 및 디스플레이 개선

∙ 연구자와 일반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아름다운(fancy) 서지 

검색 및 디스플레이 구현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검색’ 항목 재정비

- 지도자료,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근대문학종합목록 등을 자료검색 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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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저작에 대한 다양한 목록정보를 상호 연계

∙ 국가서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User-Generated Content 생성 지원 : 태그, 평

점, 리뷰 등

∙ 개인화 서비스 도입 : Personal Reading Lists 생성, Personal Reading Lists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 Personal Reading Lists를 개인 SNS와 연동 등

④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를 통한 국가서지 서비스 품질 향상

∙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구축 범위를 온라인 자료로 확대

-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MODS)를 종합목록에 업로드 

- 온라인자료 서지구축 시스템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를 개방형 데이터로 제공

- 새로운 서지표준화 체계를 반영하도록 종합목록데이터를 변환

- 서지, 전거, 소장 데이터와 용어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개방

2.3.3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유 생태계 조성

①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서지프레임 환경 적용방안 수립

∙ 도서관계 간의 폐쇄적인 데이터 구축이 아닌 웹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모델로의 변환 연구

- WIKIDATA와 같은 링크드 데이터 연계 모형 연구

- WIKIDATA는 LC, VIAF, BNF, ISNI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전제로 개발한 

협력 기반 데이터 모델임

- SHARE Virtual Discovery 환경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BIBFRAME 이용자 검색 

인터페이스 구축

- SHARE Virtual Discovery Environment 프로젝트는 Casalini Libri와 Cult가 공

동으로 수행하며, 16개 참여 도서관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며, BIBFRAME 데

이터 모델에 따라 조직화된 도서관 자료의 브라우징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

발 중임

∙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서지프레임으로서 BIBFRAM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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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BFRAME을 통한 외부 데이터의 활용 및 도서관 데이터의 공유체제 마련

- 도서관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여 활용시키고, 동시에 외부 자원(wiki, google, 

naver)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지데이터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와 개방의 

데이터 모델 구축

- 도서관에서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거데이터와 서지데이터이며, 도서관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LC LOD, WorldCat Identities, VIAF 등 도서

관 및 관련기관의 데이터, WIKIDATA, ISNI 등임 

- 공유와 개방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중복 입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 보다 발전적인 새로운 데이터 구축이 가능함

② 링크드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활용 확대

∙ 서지프레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어휘집 개발

- 역할어 

- 자원유형을 나타내는 수록매체유형

- 용어의 레지스트리 등록

∙ 국가전거(개인명, 단체명, 주제명, 저작)의 활용 모형 연구

③ 국제표준 기반의 국가전거 거버넌스 구축

∙ ISNI 컨소시엄 기관별 표준식별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전거통제 → ID Management 레코드 기반 환경 변화 반영

∙ ISNI 컨소시엄 기관 및 도서관계와 연계 협력 강화

- 전거구축 협력, 시스템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 ISNI 국제기구, VIAF 등 국제기구와 연계 협력 강화

④ 서지레코드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위한 BIBFRAME 준비

∙ MARC21 → BIBFRAME으로의 변환 매핑표를 바탕으로 KORMARC 통합서지용 

→ BIBFRAME 변환 매핑표 작성

∙ 매핑표를 바탕으로 BIBFRAME 변환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서지프레임을 위한 에디터 S/W 개발

∙ 사서 대상으로 링크드 데이터의 기본 개념, BIBFRAME 어휘, RDF/XML 코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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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BIBFRAME 구축을 위한 기반 환경 마련

- 전거형 접근점 관련 새로운 목록규칙 적용

- 전거데이터의 공유 및 협력 구축

⑤ (가칭)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의 확대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 온 ․ 오프라인 자료를 망라하여 국가서지 데이터 구축을 총괄하고, 구축된 데이

터의 개방과 공유 등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자료관리부 내 국가서지과를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의 확대 개편 검토 필요

- 국내 온 ․ 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서지구축 전담

∘ CIP, ISBN, ISSN 정보 및 출판유통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서지

구축

∘ 국내 도서관들을 위한 서지유틸리티로서의 기능 수행(단위 도서관에서는 

ILS을 통해 국가서지 데이터를 자동 반입하여 활용)

∘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소장 도서관에서 서지구축 후 국

가서지에 통합

- 국가전거파일 구축 컨트롤타워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전거파일 구축 

∘ 이름(개인명, 단체명, 표제명)과 주제명 등에 대한 ‘통합’ 전거 구축 및 식별

자(ISNI, URI 등) 부여

- 도서관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지원

∘ LOD 발행을 통한 국가서지 데이터의 개방

∘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도서관 데이터의 확장

∘ 도서관 내․외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가서지 서비스 제고

- 미래지향적 연구 기능 수행

∘ 국제동향 및 국가도서관들의 동향 연구

∘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주도

∘ 국내 환경에 적합한 서지프레임 및 서지표준화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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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1 서지 구축의 효율화 및 내실화 27,550 5,340 5,390 5,440 5,690 5,690

2-1-1

온․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일원화 및 효율화
 -온·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효율화 방안 정립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원천 데이터 확보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위한 통합자료관리시스

템 기능 개선

600 50 200 150 100 100

2-1-2
국가전거데이터 구축 및 공개
 -단계적 국가전거 파일 구축
 -국가전거파일 연계 서비스 개발

25,450 5,090 5,090 5,090 5,090 5,090

2-1-3

서지표준화 체계 정비
 -KORMARC 표준 및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전거 기

술지침 개정
 -국가서지의 新KCR 적용 계획 수립 및 데이터 구

축
 -주제명표목표 정비 및 주제명 데이터 기술 지침 

개발

1,500 200 100 200 500 500

2-2 웹3.0 환경에서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 개선 3,600 1,400 1,200 800 100 100

2-2-1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선진 메타데이터 구축 및 제공 사례 분석

100 100

2-2-2
국가서지 모바일 버전 개선
 -반응형 웹 OPAC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100 100

2-2-3
융합 데이터 기반의 국가서지 검색 및 디스플레이 
개선

400 200 100 100

2-2-4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를 통한 국가서지 서비스 품
질 향상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구축 범위를 온라

인 자료로 확대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개방형 데이터로 제공

3,000 1,300 1,100 600

2-3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유 생태계 조성 3,320 770 650 900 500 500

2-3-1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서지프레임 환경 적용방안 
수립
 -개방형 데이터 모델로의 변환 연구
 -BIBFRAME을 통한 도서관 데이터의 공유체제 마련

150 100 50

2-3-2
링크드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활용 확대
 -서지프레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어휘집 개발 
 -국가서지 및 국가전거 활용 모형 연구

520 120 100 100 100 100

2-3-3 국제표준 기반의 국가전거 거버넌스 구축 1,650 400 350 300 300 300

2-3-4

서지레코드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위한 
BIBFRAME 준비
 -BIBFRAME 변환 프로그램 및 에디터 S/W 개발 
 -사서들을 위한 BIBFRAME 교육 실시

900 100 100 500 100 100

2-3-5
(가칭)‘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의 확대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100 50 50

소    계 34,470 7,510 7,240 7,140 6,290 6,29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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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헌 수집·관리 및 활용 확대

3.1 추진배경

∙ 고문헌은 1910년 이전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로서 형태가 동장본(東裝本)인 자료

(한국목록규칙)를 의미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서, 고문서, 고지도 등

을 포함함.

∙ 고문헌은 국가지식문화의 상징으로서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9월 

고문헌과를 설립하여 전통지식문화유산 통합 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고문헌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문헌 활용과 지적 자부심의 향상 기반을 

마련함. 

∙ 고문헌관련 다양한 전시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문화 활

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행복 구현에 기여할 뿐 만 아니

라 신진연구자를 발굴함. 또한 국내외 한국학관련 연구자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학 발전을 도모함 

3.2 현황과 문제점

3.2.1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는 고문헌의 운영 및 수집 ․ 등록 ․ 보존 ․ 이용 ․ 해제 ․ 연
구,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 ․ 조사 ․ 영인 및 연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

스템 구축 ․ 운영,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한국고전적보존협의

회｣ 사무국 운영으로 전국적인 고문헌 관리에 있어서의 리더십 확보, 그리고 고

문헌 관련 국내외 기관간 업무협력 등을 담당함

3.2.2 문제점

∙ 현재 한국 고문헌은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소장되어 있음. 따

라서 국가 기록문화유산의 종합목록 및 표준화된 일원적 통합관리 서비스 대두 

고문헌 관련 기관 간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 체계를 확장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

∙ 한국 고문헌은 국내에 410만 여 점이 흩어져 있고, 국외에는 약 30만 점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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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이들 자료에 

대한 발굴조사 및 통합DB 구축을 통해 한국학 발전을 도모함

∙ 고문헌 수집력 강화를 위하여 고문헌 구입 채널을 다변화하고, 특히 고문헌 기

증수집력 강화를 위하여, 기증자 예우와 전시 공간 및 큐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3.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고문헌 수집·관리 강화

1-1. 고문헌 오프라인 수집 확대
1-2. 고문헌 온라인 수집 확대
1-3. 한국 고문헌 디지털 정보서비스 구축
1-4. 고문헌 관리의 리더십

Ⅱ. 고문헌 학술 연구 지원 확대
2-1. 고문헌 해제 및 연구
2-2. 고문헌 학술연구 교류 활성화

Ⅲ. 고문헌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강화

3-1. 기능별 공간 활용 개편
3-2. 고문헌 교육 기능 확대
3-3. 고문헌 자료실 운영
3-4. 고문헌 활용 다양화

Ⅳ.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

4-1.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
4-2. 한중일 고문헌 연구교류 내실화
4-3. 국외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강화
4-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등재 추진

3.3.1 고문헌 수집·관리 강화

① 고문헌 오프라인 수집 확대

∙ 고문헌 위탁

- 개인, 문중 및 기관 소장 고문헌의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보존을 위해 고문헌 

소장자들이 선호하는 위탁사업 확대 

- 위탁된 고문헌은 상세한 서지목록DB를 작성, KORCIS에 서지 및 원문 업로드 

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제공, 한국학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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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헌 구입

- 우리 민족의 정신사가 담긴 지적 소산물인 한국 고문헌의 수집 강화로 국가 

기록문화유산 확충

- 개인, 고서점, 문중 등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미소장 한국 고문헌의 지속적인 

발굴 및 구입 확대

    ∙ 특화장서인 희귀 문집, 족보 
    ∙ 조선시대 왕실 관련 고서, 고문서 
    ∙ 조선시대 가문 일괄문서 등 기초사료 
    ∙ 조선시대 관문서, 사문서
    ∙ 영토 영해 문제 대처를 위한 미소장 한ㆍ중ㆍ일 고지도

[주요 구입 대상 자료]

∙ 고문헌 기증

- 소장 경위와 출처, 소유권이 분명한 자료를 대상으로 출판사, 고서점, 기관, 

문중 등에 기증을 의뢰하여 한국 고문헌의 수집 확대 

- 개인소장가 소장 고문헌 조사 및 면담을 통한 기증 유도 

- 기증된 자료의 상태점검 및 자료 평가, 기증자 감사장 수여, 필요시 개인문고 

설치 등 전시 프로그램 확대

② 고문헌 온라인수집 확대

∙ 민간소장 고문헌 디지털화 수집 강화 

- 국내기관 및 민간(개인, 문중, 사찰, 사립박물관 등)이 소장한 고문헌을 발굴 

조사, 고문헌 목록 확보와 원문 디지털화 수집을 통해 국가 문헌 보존 및 자

료 확충 도모

- 수집된 자료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업로드, 원문DB 구축

 연도  조사 및 디지털화 기관

 2017  논산 명재 윤증家

 2018  경주 독락당

 2019  논산 사계 김장생家

 2020  경북 선산 유교문화교육원 노진환家

 2021  경북 선산 유교문화교육원 노진환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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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고문헌 목록집 발간을 통해 소장자의 자료 평가, 정보 제공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 기초조사 및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2013년)에 따르

면, 민간소장 고서 54만여 책, 고문서 33만여 점 산재

∙ 해외소재 한국고문헌 디지털화 수집     

- 국외 소장 희귀, 귀중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통한 국가문헌의 확충

- 국외 유출 고문헌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조사, 영인 수집함으로써 국가문헌보

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국외 기관과의 협약(MOU) 체결 후 디지털화 사업 추진, 전적문화유산의 영구

보존 및 공개

- 수집된 디지털 파일은 해당 자료의 상세한 서지목록DB를 작성, KORCIS에 원문 

업로드 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제공, 한국학 발전에 기여

 연도  조사 및 영인 기관

 2017  중국 국가도서관 등 2개처 

 2018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등 2개처

 2019  독일 바이에른주립도서관 등 2개처

 2020  중국 요녕성, 길림성 도서관 등

 2021  일본 대마민속자료관, 愛知대학부속도서관 簡齋文庫 2개처

③ 한국 고문헌 디지털 정보서비스 구축

∙ 한국 고문헌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기반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중국의 사고전서와 같은 표준정보 대상자료 선정

- 표준정보(서지, 원문, 텍스트, 해제 등) 구축으로 기록물을 통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고도화

- 데이터 품질 개선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도화

- 모바일 원문서비스 실현

-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연계하여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 제공

     * 국내는 규장각 등 65개 기관, 국외는 하버드대학 등 39개 기관 참여. 서지

목록DB 약 44만건, 원문DB 4만건 구축 서비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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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문헌관리의 리더십

∙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

-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인화 추진

- 현재 40개 기관에서 박물관 등 고문헌 유관기관의 회원 가입 독려

-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 고문헌 관리의 핵심기관으로 리더쉽

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회원기관 교류 활성화 

- 매년 워크숍 및 정기총회 개최, 협회지 발간 등을 통해 현안 파악 

- 고문헌 목록, 보존, 활용 등 공통 주제에 대한 표준화(안) 마련

- 선진 기술 체득을 위한 국외 연수 추진

3.3.2 고문헌 학술연구 지원 확대

① 고문헌 해제 및 연구

∙ 고서 및 고문서 연구 해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와 고문서 가운데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가 높으면

서도 해제가 되지 않은 자료선정

- 내외부의 고서 전문가 및 주제 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해제위원들의 전문적

인 검토 후 해제원고 작성

- 해제가 완료된 고서 가운데 유일본 ․ 희귀본 등 가치 있는 주요 고서를 주제별 

혹은 형식별로 선별하여 해제집 출간

- 원본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고문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문헌의 접근성을 

확대

∙ 주제별 고문헌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연구총서 발간

- 기존의 단순한 고문헌 수집 ․ 관리업무를 넘어서 전문연구자로서 자관 소장 고

문헌에 대한 연구 심화

- 한국학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연구자료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구자료의 

축적을 위한 연구 시스템 구축

- 족보, 활자 등 우리관 소장의 고문헌 연구와 연구총서발간을 통해 고문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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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세계로 전파

∙ 국내외 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연구 

- 한국고문헌조사연구보고서 발간

- 글로벌화 ․ 디지털화로 국가간 연구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국외에 소장된 우

리나라의 고서에 대한 조사연구는 필수적

- 고문헌 조사연구를 통해 해외에 산재된 우리 고서의 정확한 양과 종류를 파

악하여 서지정보를 구축

- 나아가 원문에 가까운 복제본 ․ 디지털자료 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활용

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희귀본 국역서 발간

- 한국고문헌국역총서 발간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국역 ․ 발간하여, 일반인 및 연구자들의 해

당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용이하게 함

- 한문으로 쓰인 고문헌 국역을 통해 한국학 발전 및 문화 콘텐츠 개발에 기여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 해제 완료되어, 자료적 가치가 검증된 것  
    ∙ 국역하여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
    ∙ 타 기관에서 번역되었거나 번역 추진 중이지 않은 자료
    ∙ 진위가 분명한 자료  

[주요 국역 대상 자료]

② 고문헌 학술연구 교류 활성화

∙ 고문헌 학술심포지엄 확대

- 학술 연구 능력 강화를 위한 고문헌 학술심포지엄 개최(매년)

- 학계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고문헌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 고문헌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확대 

- 국내 고문헌 관련 학술단체(한국서지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고지도연구학

회 등)와 지속적 상호 교류를 통한 지식자원 공동 활용

- 도서관 현장과 학술 연구자간의 소통의 기회 제공

- 학회 지원을 통한 한국학 연구 기반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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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고문헌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강화

① 기능별 공간 활용 개편

∙ 위탁 및 기증 기념코너 설치 

- 개인문고 증대 및 위탁서고 설치 

- 가벽 등에 다량 위탁자 및 기증자 판넬 제작 부착 홍보

     ※ 위탁자, 기증자 사진+자료수+이력 등 명기    

∙ 고문헌 전시실 확대

- 고문헌 관련 전문 전시실 구축으로 품격 높은 지식창출역사 조망

- 고문헌의 전시와 보존에 적합한 조명 및 온습도조절 시설 구비

∙ 영토영해 자료실 개편 신설

- 2009년 11월 개실한 지도자료실 개편

- 5층 지도자료실과 개인문고실 공간 통합 설치

국토실(상설) 독도실(상설) 동해실(상설) 기획전시실

우리 국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전시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전시

동해/일본해 병기 
정당성을 제시하는 

전시 

영토영해관련 주제별 
기획전시 연 4회 개최

∙ 예약 관람 운영 및 전문 해설사 배치

- 예약 관람 운영 및 전문 해설사 안내로 전시 관람의 만족도 향상 도모

- 고문헌 전시실, 독도동해실 각각 전문 해설사 배치

- 상설전 및 기획전의 안내에 대한 전문 해설사 정기 교육 실시

② 고문헌 교육 기능 확대

∙ 고문헌 강좌 확대

-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 기획전시와 연계한 강좌 개최로 전시-강연 시너지 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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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헌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우리나라 고문헌 최대 소장처의 위상에 걸맞는 고문헌관련 전문 강좌 신설

- 사서 및 학생 대상 고문헌 정리 및 관리(서지학) 강좌

- 일반인 대상 고전 강독 프로그램 및 주제별 고문헌 전문 강좌 개설

∙ 한국 고문헌 관리 교육 실시

- 담당 사서가 없는 고문헌 소장 기관의 한국 고문헌 관리 고충 해결

- 지역별 연 1회 고문헌 관리 교육 워크숍 개최

- 고문헌 소장기관의 신청 시 비정기적 관리 교육 실시 

③ 고문헌 자료실 운영

∙ 족보자료실 운영 및 전문연구자실 신설

- 전문화 ․ 세분화된 이용자의 정보수요 증가에 따라 족보자료실과 전문연구자

실 분리

- 고문헌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 학술상담을 통한 한국학 연구 활성화 촉진

∙ 고문헌 상담서비스

- 고문헌 상담서비스 코너 설치

- 개인 소장 고문헌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신규 고문헌 발굴

- 귀중자료는 디지털화 또는 위탁보관 지원

④ 고문헌 활용 다양화

∙ 전시관 대여 및 촬영 관련 전문 상담

- 국립박물관 등 외부기관 전시자료 대여를 통한 고문헌의 적극적 활용

- 방송 및 출판을 위한 고문헌 이미지 촬영 및 촬영 관련 전문 상담 제공

∙ 전문 촬영 공간 설치 

- 방송 및 출판용 촬영을 위한 별도의 공간 설치 및 제공

∙ 문화재 및 희귀본 열람 ․ 전시용 영인본 제작 확대

- 귀중자료의 선별적 영인본 제작 또는 원본자료 매체변환 후 전시, 콘텐츠 제

작 등의 활용을 통하여 이용서비스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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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

①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

∙ 해외 한국학 연구자 및 사서 대상 한국 고문헌 워크숍 개최

- 한국 고문헌에 관한 이론 및 실습, 한국고전적종합목록(KORCIS) 활용 교육을 

통해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협력 활동 강화

- 한국 고문헌 워크숍을 통해 고문헌에 대한 자료 접근성 향상 도모

- 해외 권역별 한국 고문헌과 한국학 자료의 현황 파악  

- 향후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일본, 중국) 순차 개최     

∙ 북미아시아학회(AAS) 참석 및 학술발표

- 북미지역 한국학 관련 최대 규모의 학회로, 한국학 연구자 및 동아시아 관련 

사서들과 ‘국외 한국고문헌 워크숍’(미주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유럽한국학회(AKSE) 참석 및 학술발표

- 유럽 한국학 관련 교수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창설

- 역사, 민속, 문학 등을 주제로 패널토론과 논문발표

- ‘국외 한국고문헌 워크숍’(유럽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세계고지도협회(IMCoS) 참석 및 학술발표

- 전 세계 고지도 연구가, 수집가, 지도제작자, 큐레이터 등 고지도 관련된 다양

한 분야의 43개국 600여명의 회원 보유

- 한국 고지도의 역사와 문화 홍보 및 세계고지도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② 한중일 고문헌 연구교류 내실화

∙ ‘한 ․ 일 고문헌 연구 교류회’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자료와 일본 내 한국 고문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공유, 한 ․ 일 서지학 분야에 대한 상호 비교 및 이해 도모

∙ ‘한 ․ 중 고문헌 연구 교류회’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중국고문헌과 중국 내 한국고문헌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연구 공유로 한 ․ 중 서지학 분야에 대한 상호 비교 및 이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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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외 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강화

∙ 해외 한국문화재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을 통한 협력 강화

- 2009년 7월 ‘국외 한국문화재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창립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문체부 문화기반과 

등 8개 기관 참여

- 각 기관별 국외문화재 관련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공유, 중복성 사전 협의 

체제 구축

-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2016년 3월에 MOU 체결, 국외 한국전적 조사업무 및 

결과물 활용에 대해 협력 관계 유지 

④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등재 추진

∙ 자료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발굴 및 연구 

- 유관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연구를 통해 발굴 및 등재 추진 참여 

- 연행록, 한국족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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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3-1 고문헌 수집․관리 강화 1,120 230 230 220 220 220

3-1-1
고문헌 오프라인 수집 확대
-고문헌 위탁, 구입 및 기증

690 120 120 150 150 150

3-1-2
고문헌 온라인 수집 확대
-민간소장 고문헌 디지털화 수집 강화
-해외소재 한국고문헌 디지털화 수집

250 50 50 50 50 50

3-1-3
한국 고문헌 디지털 정보서비스 구축
-한국 고문헌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고도화

130 50 50 10 10 10

3-1-4
고문헌 관리의 리더십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
-회원기관 교류 활성화

50 10 10 10 10 10

3-2 고문헌 학술연구 지원 확대 360 60 70 70 80 80

3-2-1

고문헌 해제 및 연구
-고서 및 고문서 연구 해제 
-주제별 고문헌 연구
-국내외 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희귀본 국역서 발간

250 50 50 50 50 50

3-2-2

고문헌 학술연구 교류 활성화
-고문헌 학술심포지엄 확대
-고문헌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확대

110 10 20 20 30 30

3-3 고문헌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강화 1,060 140 400 360 80 80

3-3-1

기능별 공간 활용 개편
-위탁 및 기증 기념코너 설치 
-고문헌 전시실 확대
-영토영해 자료실 개편 신설
-예약 관람 운영 및 전문 해설사 배치

710 50 300 300 30 30

3-3-2

고문헌 교육 기능 확대
-고문헌 강좌 확대
-고문헌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신설
-한국 고문헌 관리 교육 실시

90 10 20 20 20 20

3-3-3
고문헌 자료실 운영
-족보자료실 운영 및 전문연구자실 신설
-고문헌 상담 서비스

130 30 30 30 20 20

3-3-4

고문헌 활용 다양화
-전시관 대여 및 촬영관련 전문 상담
-전문 촬영 공간 설치
-문화재 및 희귀본 열람․전시용 영인본 제작 확대

130 50 50 10 10 10

3-4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 350 70 70 70 70 70

3-4-1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
-해외 한국학 연구자 및 사서 대상 한국 고문헌 워크숍 개최
-북미아시아학회(AAS), 유럽한국학회(AKS E), 
세계고지도협회(IMCoS) 등 유관 행사 참석 및 학술발표

150 30 30 30 30 30

3-4-2

한중일 고문헌 연구교류 내실화
-‘한·일 고문헌 연구 교류회’ 및 ‘한·중 고문헌 연구 교류회’ 
추진

100 20 20 20 20 20

3-4-3
국외 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강화
-해외 한국문화재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을 통한 협력 강화

50 10 10 10 10 10

3-4-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등재 추진
-자료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발굴 및 연구

50 10 10 10 10 10

소    계 2,890 500 770 720 450 450

(단위 : 백만원)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세부추진 계획

135

[그림 24] 국립중앙도서관 연도별 장서증가 추이(출처: 국립중앙도서관)

4. 국가장서 보존 역량 강화

4.1 추진배경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정보자료

를 후대의 이용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책임이 있음 

∙ 자료보존연구센터는 국가장서의 보존처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자료보존 ․ 복
원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등 국가자료보존의 구심체 역할

을 수행해야 함

∙ 이에 단기적으로 자료보존연구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료

보존업무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문헌보존관 설립을 추진함

4.2 현황과 문제점

4.2.1 현황 

∙ 장서

- 국립중앙도서관(본관,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서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관, 국립세종도서관 서고 수장자료는 총 11,198,778권(2017년 10월 기준)

- 수장자료의 증가추이를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 매년 45만권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장공간의 부족현상도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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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수행업무 

- 2016년 8월 개정 도서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

터로 개편하여 첨단 보존 ․ 복원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료보존관 250

평 규모에 자료보존연구센터 사무실, 보존 ․ 복원처리실, 보존과학연구실, 매체

변환실, 전자매체보존처리실, 제본실, 탈산처리실, 자료촬영실 등 7개의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소장 문화재등 귀중자료의 보존 ․ 복원처리, 보존서고 및 보존자료 관리운영, 

자료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유지관리, 자료보존기술 현대화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보존․복원분과(PAC) 한국센터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존기술개발 및 보급, 보존전문가 양성, 국내외 도서관과의 정보 ․ 기술교류, 

지적문화유산의 공동보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업무는 <표 37>과 같음

- <표 37>에 나타난 업무계획 중 자료보존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오

고 있는 업무도 있으나, 국내외 자료보존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국내 자료보

존협의회 개최 및 협력사업,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위한 연구 등은 2017년

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위한 연구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내용임. 따라서 현재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

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상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현재, 서기관 1명, 

학예연구관 1명, 사서 4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 1명 등 10명과 보조인력 9

명이 투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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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국가문헌보존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

• 국가문헌 대표보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확대
- 국가문헌보존관(가칭)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 실시
- 국가문헌의 종합적 보존․복원센터화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복원 처리

• 소장자료의 보존․복원처리
- 일반자료, 귀중자료, 신문자료 등 보존처리
- 산성화자료 대량탈산처리
• 귀중본자료 대체본 제작 및 분산 보존관리
- 귀중본자료 MF 신규제작, 귀중본자료 대체본 제작(세종도서관과 분산보존)
- 마이크로필름 보존처리
• 시청각 및 전자매체 자료의 보존처리
- 시청각매체/전자매체자료 상태점검 및 보존처리
- 시청각 플레이어, 매체변환 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

국내외 자료보존 
협력체제 강화

• 국내 자료보존협의회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 국내 도서관 자료보존협의회 개최
- 국내 귀중자료 수탁 탈산처리 지원
• 해외 한국자료 소장 도서관과의 보존 협력체제 강화
- 국외 소재 한국자료 보존상태조사 및 보존처리 지원
- 해외 한인사서를 위한 자료보존 교육과정 개발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보존복원 한국센터(PAC) 운영
- IFLA PAC 활동 보고 및 국제 PAC 센터 간 협력강화
- 「도서관 자료보존 및 복원과정」강의 및 실습교육 실시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보존․복원분과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자료보존·복원 
연구개발

보존용 자료 및 보존서고 관리체계 조사․연구

보존용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소장자료 점검 및 서지데이터 고품질화
- 장서점검 및 서지데이터 정비
• 보존용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보존용 신착자료 인수인계 및 이용서비스 제공
- 보존용 자료 재배치 및 서고환경 개선

자료보존서고 
시설 및 환경관리

• 자료보존서고 시설 관리
-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 자료보존서고 환경 측정 및 관리
- 자료보존서고 보안관리 및 주기적 소독처리

온라인자료의 
보존관리

• 비공개아카이브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 전자저널 비공개아카이브 신규수집
- 비공개아카이브 자료관리 및 디지털 보존
- 비공개아카이브 협약기관과의 상호협력 유지
• 온라인자료 보존관리 및 장기보존을 위한 조사
- 비공개 전자저널 보존상태 조사

자료보존 홍보 및 
전시

• 자료보존 홍보행사 개최
• 기록매체박물관 운영 및 특별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표 37] 자료보존연구센터 업무 현황과 계획(출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보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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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문제점

∙ 자료수장공간의 부족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는 본관, 디지털도서관, 자료보존관 등으로 나누어 보

존되고 있으며, 본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128.1%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

으며 자료보존관은 90.4% 가량의 포화율을, 디지털도서관 서고는 59.9%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디지털도서관, 자료보존관 등 공

간에 1,800만점 가량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말경

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매체유형별로 나눌 경우, 도서는 

71.6%, 비도서는 41.9%로 나타남(출처: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

립 기본 연구(2017))

구    분 수장능력(책) 소장량(책) 포화율(%) 면적(m2)

본     관 1,846,520 2,366,442 128.1 12,217

자료보존관 2,583,599 2,336,847 90.4 7,506

디지털도서관 10,660,958 6,394,580 59.9 13,629

합        계 15,091,077 11,097,869 92.80 33,352

[표 38] 국립중앙도서관 서고 장서수장현황(2017. 09 기준)

- 이상 국립중앙도서관 수장현황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료생산량을 고

려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의 보존 ․ 복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

무공간과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 아울러 현재 비도서서고는 카세트테이프 등을 수장하는 공간과 비디오테이프, 

CD, 슬라이드 등을 수장하는 공간 등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 중임 ; 비도

서자료는 유형에 따라 온․습도와 서가시설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자

료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등 여건을 마련

해야 함

∙ 자료보존 인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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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보존 실적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9

목표 실적

건식세척(책) 2,000 24,587 5,500 5,713 13,724 10,000 3,135

수선복원(책) 620 318 400 275 521 450 398

자료소독(책) 82,869 87,143 91,462 93,000 98,126 80,000 61,500

탈산처리(책) 4,055 4,300 5,528 4,700 4,000 50,000 48,872

MF제작(롤) 250 250 198 100 50 30 12

MF수세(롤) 2,000 1,000 1,500 1,910 2,130 500 600

보존상자(갑) 2,000 2,000 500 - - - -

계(책/갑/롤) 93,794 119,598 105,088 105,698 118,551 140,980 114,517

[표 39] 자료보존연구센터의 과학적 보존처리 현황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구(2017))

- 최근 지역별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도서관 수장자료의 보존 ․ 복원관리의 구심점으로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원하

여 지역 내 도서관자료의 보존 ․ 복원처리업무를 지원하는 등 현재 수행 중인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와 업무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 최근 5년간 자료보존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진 자료보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건식세척, 수선복원, 자료

소독, 탈산처리, MF제작 등 대부분 보존처리 영역에서 목표량보다 실제 처리

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탈산처리의 경우 2016년까지 연간 

4,000~5,000건 가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 10배에 이르는 50,000

여책이 대상이 포함되었고 이중 실제 작업된 수량은 목표량의 10%에 지나지 

않음  

- 이처럼 현재 인력 구조로는 수행 중인 업무에 더해 향후 국내 지식정보자원

의 보존복원처리의 메카로서 국가문헌보존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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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역량 강화

1-1. 장서관리체계 현대화 추진
1-2. 과학적 보존 및 보존·복원처리
1-3.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

Ⅱ. 국가대표자료보존 
연구센터 도약 

2-1. 보존기술 축적 및 연구개발 강화
2-2. 자료보존·복원 협력 및 지원 강화
2-3. 자료보존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

Ⅲ.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3-1. 국가문헌보존관 부지확보 및 건립 타당성 조사 
3-2.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3-3.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4.3.1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역량 강화

① 장서관리체계 현대화 추진

∙ 장서점검 및 서지데이터 고품질화

- 연차별 서지데이터, 오배가 등 장서점검 후 오류분석, 사후조치 실시

- 국가서지과, 정보시스템운영과 협조 및 주기적인 점검결과 공유

∙ 장서관리체계 재정비 및 개선

- 장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관내 의견수렴

- 종합적 장서보존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KOLIS 장서관리시스템에 개선체계 접목

∙ 보존용 자료배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 장서관리(배가, 정리, 이동 등)체계 개선팀 구성

- 공간집약성, 효율성을 고려한 자료관리체계 검토 및 개선

- 자료배가위치 식별이 가능한 디지털도서관 서고 모빌랙 개선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후 보존용 자료 이관시 개선체계 적극 적용

② 과학적 보존 및 보존 ․ 복원처리

∙ 자동화·대량화로 보존복원처리 능력 확대

- 국가대표보존도서관으로서 보존처리능력의 연차별 확대

‧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최근 연간 보존처리량(2012-2017.9)은 109,541건으로 

나타났으나, 향후에는 50~70만건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세부추진 계획

141

‧ 귀중자료(귀중본 신문, 외교문서, 근대문학자료 등), 일반자료, 신문(보존용신

문 등을 대상으로 훼손 상태분석 및 리프캐스팅 실시) 등 훼손우려 자료에 

대한 선제적 보존처리 및 산성화 자료에 대한 대량 탈산처리(1800-1900년 

고서, KDCP 1950년 이전 신문, 고서족보, 아동서 원본 등을 중심으로 대상

선별 후 보존 및 탈산처리) 병행

- 귀중본 자료 대체본 제작 및 분산 보존관리

‧ 귀중본 신문 중 MF 미제작 자료 대상 MF제작과 기제작 MF 보존처리 

‧ 귀중본 MF의 세종도서관 분산보존을 위한 복제본 제작

- 전통 수작업처리에서 대량 자동화 보존 ․ 복원처리체계로 전환

- 노후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구입 (소독장비, 건식세척기 등)

- 간단한 보존처리는 외부용역으로 해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활용

∙ 시청각 자료 및 전자매체자료의 보존처리 및 이용 접근성 연장

- 시청각 자료와 전자매체 보존처리능력 연차별 확대

‧ 음반, CT, VT, CD 등 상태점검 및 보존처리

‧ 시청각 플레이어, 매체변환 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

- 구형 방송용 재생기기 및 S/W 등의 확보로 판독가능성 연장

‧ 시청각 자료 기증업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 재생기기 기증유도

- 해외 전문기관(미국 시청각자료보존센터 등)과 기술협약 체결

③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

∙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재설계 및 표준화

- 온라인자료 보존표준화 TF팀 구성(외부 전문가 참여) 

- 온라인자료 보존표준화 업무 정의, 범위, 추진방법 등 마련

- 온라인자료 보존표준화 업무 매뉴얼 작성

  ※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디지털 장서 구축 방안 연구(2017)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표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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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국가대표자료보존연구센터 도약

① 보존기술 축적 및 연구개발 강화 

∙ 자료 보존복원처리 탈산처리 기술 축적 및 특성화

- 문화재보존연구소, 중앙박물관, 국가기록원 등 정부기관 공동연구

‧ 연구성과 교류, 공동과제연구, 실험 및 측정장비 공동사용 등

‧ 영국 국립도서관은 외부협력팀(External Collaboration)을 구성하여 런던대학

과 영국 박물관과의 협력으로 자료보존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급

팀(Dissemination)에서는 자료보존과 관련된 보고서, 회의자료 등의 생산을 

통해 연구결과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아울러 디지털보존팀(Digital 

Preservation)을 구성하여 디지털보존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업무 수행

- 미국 의회도서관은 연구 및 시험과(Preservation Research and Testing)를 중

심으로 보존활동의 지원,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활동 수행 : 연구주제는 

종이의 영구성, 디지털 문서 포맷, 보존매체의 영구성, 보존과 전시 상태, 제

본방법, 탈산 등이 포함됨

∙ 자료 보존복원 관련 표준/지침의 작성과 보급

- 자료유형별 보존지침 작성과 보급

‧ 미국 의회도서관 자료보존부의 경우 자료유형별(종이, 도서, 사진, 스크랩북

과 앨범, 신문, 영화용 필름 등) 보존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와 단위도서관을 위한 보존서고 자료이관기준 

작성과 보급

‧ 단위도서관 보존서고 운영과 자료이관기준(자료폐기기준)은 자체적으로 작성

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도서관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자료보존·복원 협력 및 지원 강화

∙ 도서관 자료보존협의회(가칭) 구성 및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을 구심점으로 하여 보존협의회 구성

‧ 지역대표도서관/관종별 보존서고를 중심으로 지역별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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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등과 단계적으로 보존협

력체계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는 지역대표도서관/관종별 보존서고와 대

학도서관 협의회를 총괄 ․ 지원하고, 지역대표도서관/관종별 보존서고와 대학

도서관 협의회는 단위도서관을 총괄 ․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통해 국내 모든 

도서관(보존서고)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 국내 지역대표도서관/관종별 보존서고를 대상으로 보존처리 관련 시설과 장

비 대여 ; 지역대표도서관/관종별 보존서고와 단위도서관 보존서고 등 보존

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조사 실시

- 자료보존·복원 공동 세미나 개최

‧ 기록관, 박물관,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료보존 ․ 복원 세

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

∙ 국내외 귀중자료 위탁처리(탈산, 소독, 복원) 활성화

- 기관별 위탁 처리 대상선정 및 순차적 처리(3만여책/년)

‧ 현재 공공도서관 중 귀중본/희귀본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국가기

록원과의 MOU체결을 통해 탈산처리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자료

보존연구센터를 통해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가입기관과 국내 각 도서관 중 유일본 등 귀중자료를 

수장하고 있는 도서관 중 대상을 선정하여 탈산처리 지원 

- 위탁처리 후 기증유도 및 디지털화와 연계하여 국가자원의 이용활성화 도모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보존복원 한국센터(PAC)운영

- 국내외 최신동향, 기술 등 홈페이지 및 이메일 서비스 등 홍보확대 

- 사서교육, 사이버교육, 맞춤형 실습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지역대표도서관/관종별 공동보존서고 자료보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도서관자료보존 및 복원’ 과정을 확대하여 단위도

서관 보존서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 

  ※ 미국 의회도서관 자료보존부 런던대학과 UCLA(희귀서 과정)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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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 등 국립도서관 및 해외한인사서와 협력체계 강화

‧ 해외 한국학사서 워크숍 일정과 연계한 후, 해외 소장 한국자료의 보존상태

와 복원여부 등을 점검하여 자료보존방법과 최신 보존기술 소개

- 해외 한국자료 보존상태 조사 후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확대

‧ 중국국가도서관,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서관 등 국외 소재 한국자료의 보존상

태 조사 후 보존처리 지원(고문헌과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조사 및 수집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

③ 자료보존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

∙ 보존매체별 전문인력 단계별 확보

- 전자․시청각매체 보존팀 구성 및 조직 확대 필요

- 전자, 시청각매체 보존관련 전문직 확보(2명) 및 인력 충원(5명) 

‧ 영국,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경우, 보존과학, 미술, 물리, 역사, 화학, 매체복

원, 제지, 전자사진 등을 전공한 학예연구관, 복원전문가, 보존전문가를 고루 

확보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의 경우, 보존과학, 물리, 화학, 제지, 미술, 복원 등을 전공한 학예

연구관, 보건연구관, 공업연구관을 고루 확보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학예연구관(사)과 사서직 등 소규모 인력으로 자료

보존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국가적 차원의 자료보존관으로서 그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과 조직확대가 필요함 

∙ 자료보존연구센터 조직 확대

- 자료보존관리 및 매체별 보존처리전문가 연차별 충원

- 1단계 : 자료보존관리팀, 보존복원팀, 디지털콘텐츠구축팀 등으로 구성

- 2단계 : 자료보존연구센터 조직 구성(1센터 4팀)

    

자료보존연구센터

  

자료보존관리팀 보존·복원팀
전자·시청각
매체 보존팀

보존기술
연구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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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보존부(Preservation Directorate; 도서관봉사국(Library Services) 소

속)는 현재 제본 및 장서보호과(Binding and Collections Care Division), 보존처리과

(Conservation Division), 매체변환과(Preservation Reformatting Division), 연구 및 실험과

(Research and Testing Division) 등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제본 및 장서보호

과는 제본부서(Binding Section)와 장서보호부서(Collections Care Section) 섹션으로, 보존처

리과(Conservation Division)는 도서 보존처리부서(Book Conservation Section), 종이 보존처

리과(Paper Conservation Section), 특수 포맷 보존처리과(Special Format Conservation 

Section), 장서안정화과 (Collections Stabilization Section) 의 4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

재 부서장을 비롯한 106명의 직원 근무

‧ 영국 국립도서관의 자료보존업무는 학술․장서국(Scholarship and Collections) 이하 <장서관리

(Collection Care)>에서 예방 보존(Preventative Conservation), 보존․복원 연구(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Research), 자료보존센터(Preservation Advisory Centre) 등을 담당하고 있

으며, <디지털 학술국(Digital Scholarship)>에서 장서의 디지털화 전략 프로그램(Collection 

Digitisation Strategy and Programme), 디지털 연구 및 디지털 큐레이터 팀(Digital Research 

and Digital Curator Team), 지도 및 지형 자료(Cartographic and Topographic Material), 음

향 및 영상(Sound and Vision), 국제 둔황 프로젝트(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등 담당

4.3.3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① 국가문헌보존관 부지확보 및 건립 타당성 조사 

∙ 건립 부지의 확보

   - 국가문헌보존관으로 사용의 적합성, 입지기준, 구조개량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휴시설 활용방안 검토

- 기획재정부 비축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의 혁신 클러스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 자연녹지지역, 정부 각종 유휴시설 활용 등을 대상으로 부지 특성을 

분석하여 협조 요청

∙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을 고려한 건립 타당성 근거 제시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의 업무 연계성과 기능 분담 차원에서의 효율성, 

기능성 및 사회 문화적 타당성 분석 

∙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한 추진 타당성 제고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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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국가문헌보존관의 수행기능의 범위 설정

-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본적인 목적인 보존·복원 기능(Repository Library)을 기본 

기능으로 설정하고 부차적으로 자료수집 등 장서관리 기능, 수집된 자료의 정

리 기능,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음

∙ 이전자료의 규모 및 운영, 본관과의 관계 등 운영계획 수립

③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단 구성 ․ 운영

∙ 건립추진단 구성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실무 추진인력을 중심

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 

∙ 국가문헌보존관 설계 공모, 선정, 계약, 건축 추진 

∙ 국가문헌보존관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체계 연차별 구축

<해외 보존관 운영사례>

‧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의 경우, 2015년 1월 23일 The National Newspaper 

Building(NNB)(보스턴 스파(Boston Spa)에 위치)을 공식 개관하여 영국국립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인쇄형태의 신문자료와 일부 연속간행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환경 구축

[그림 25] 영국국립도서관 신문보존관(NNB) 전경과 내부 

(출처: 영국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British Library opens National Newspaper Building". http://www.bl.uk/ 

press-releases/2015/january/british-library-opens-national-newspaper-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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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국립도서관 ․ 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의 경우, 개티

노(Gatineau) 소재 자료보존센터(Preservation Centre)(1997년 6월 개관)에서 

이루어지며, 캐나다의 기록유산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조

건을 갖춘 서고(48개 공간과 4개의 다른 보존환경 유지)와 보존작업실을 갖

추고 있음

- 현재 보존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The Gatineau 2 Preservation Facility 

(Gatineau 2)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건립공사가 시작되어 2

년 이후 개관예정임(개티노 1과 인접한 위치) 

[그림 26] 캐나다국립도서관 ․ 기록관 보존센터 전경(좌) ; 도서보존공간(중) ; 필름보존 공간(우) 

 (출처: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 http://www.bac-lac.gc.ca/eng/about-us/preservation/Pages/

preservation. aspx#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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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4-1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역량 강화 4,310 850 850 850 880 880

4-1-1

장서관리체계 현대화 추진

-장서점검 및 서지데이터 고품질화

-장서관리체계 재정비 및 개선

-보존용 자료배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2,910 570 570 570 600 600

4-1-2

과학적 보존 및 보존·복원처리

-자동화·대량화로 보존복원처리 능력 확대

-시청각 자료 및 전자매체자료의 보존처리 및 이용 

접근성 연장

1,250 250 250 250 250 250

4-1-3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재설계 및 표준화
150 30 30 30 30 30

4-2 국가대표자료보존 연구센터 도약 2,100 250 350 450 500 550

4-2-1

 보존기술 축적 및 연구개발 강화

-자료 보존복원처리 탈산처리 기술 축적 및 특성화

-자료 보존복원 관련 표준/지침 작성·보급

250 50 50 50 50 50

4-2-2

 자료보존·복원 협력 및 지원 강화

-도서관 자료보존협의회(가칭) 구성·운영

-국내외 귀중자료 위탁처리 활성화

- IFLA 보존복원 한국센터(PAC) 운영

500 100 100 100 100 100

4-2-3

자료보존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

-보존매체별 전문인력 단계별 확보

-자료보존연구센터 조직 확대

1,350 100 200 300 350 400

4-3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2,050 50 100 200 200 1,500

4-3-1

국가문헌보존관 부지확보 및 건립 타당성 조사

-건립 부지의 확보

-건립 타당성 근거 제시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한 추진 타당성 제고

50,000 50,000 - - - -

4-3-2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가문헌보존관의 수행기능의 범위 설정

-자료의 규모 및 운영, 본관과의 관계 등 운영계획 수립

300 300 - - - -

4-3-3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건립추진단 구성

-설계 공모, 선정, 계약, 건축 추진 

-운영 조직 및 체계 연차별 구축

160,000 - 15,000 15,000 80,000 50,000

소    계 210,300 50,300 15,000 15,000 80,000 50,00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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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 이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구현

5. 자료이용 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서비스 역량 확보

5.1 추진배경

∙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필요 

- 이용자의 변화 추이를 고려한 서비스 전략 부족 : 증가하는 고령 이용자및 신

규 이용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 개발 필요

- 온라인 정보 및 검색도구 확대로 도서관 의존도 감소 및 연구정보서비스 기

능 미약

- 주제별 자료실 분산 배치에 따른 이동 열람으로 자료이용 불편 및 온 ․ 오프라

인 통합서비스 환경 미흡

∙ 연구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외연 확대 필요

- 2016년 전국 공공도서관수는 1,050여 개관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차

별화 되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필요

 - 학술정보제공 기관으로서 도서관에 맞는 연구자서비스 및 공간개발 필요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필요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및 시스템 고

도화 작업 필요

5.2 현황 및 문제점

5.2.1 현황

∙ 효율적 자료이용서비스 제공 및 환경 개선

- 이용서비스 공간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문학실 → 라키비움(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으로 확대 개편

* KDCP(1983년 이전 발행) 자료 이용서비스 전용좌석 설치 및 운영

- 본관 ․ 자료보존관 서고 운영 관리 및 열람용 도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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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상호대차 및 우편복사 서비스 제공

∙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소통 활성화

-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고

-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 이용자 응대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 도서관 정보자원을 활용한 독서문화 증진

- 신착도서를 중심으로 주제 분야별 추천도서 선정 및 서평 작성

-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발간 및 배포

- 국립중앙도서관 ‘저자와의 만남’ 운영

- 도서관 자료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전시  

- 자료실 내 상설전시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운영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참여도서관 확대를 위한 서비스 홍보       

- 권역별 찾아가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교육 및 워크숍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우수 참여도서관 포상

∙ 근대문학정보센터 운영

- 국내근대문학자료 소장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 근대문학정보협력망 참여 확대 및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운영 관리

- 근대문학관련 해제집 및 전문잡지 발간 ․ 배포

- 도서관 소장 희귀근대문학자료 복각본 제작 및 전시

∙ 오프라인 자료 통합서비스

- 도서관 조직을 매체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2016.09.)

- 단행본 중심의 자료운영과가 연속간행물과의 자료실 업무와 통합하여 단행본

과 연속간행물 통합 부서로 확대

∙ 미래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구성의 필요성 제기

- 국립중앙도서관이 1988년 이후부터 개가제 이용서비스를 선도하여 공공도서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세부추진 계획

151

관 1,000개관 시대를 이끌어왔으나 국가도서관 서비스 환경에는 미흡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성이 요구되며, 이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과 차별화되어

야 함

- 이용서비스 및 공간 개선 TF 구성(2017.01.18) 및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

스와 유기적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용역(2017.03.~07) 수행

5.2.2 문제점

∙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필요 

- 문학실을 라키비움으로 확대 개편(2016.03.)하였으나, 나머지 주제자료실은 

이용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주제별 자료실 분산 배치에 따른 이동 열람으로 자료이용 불편

- 온 ․ 오프라인 통합서비스 환경 미흡

∙ 연구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외연 확대 필요

- 고품질 자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사서 인력이 단순 업무와 즉답형 일반 서비

스 제공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전문 연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

-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이용자 및 정보서비스 기능 미약

-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공간 신설 필요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필요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확대 필요

- 참여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이용자층의 변화와 이용 건수 위주의 성과관리 평가

- 이용자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로 변화 부족

- 이용자의 고령화 : 새로운 이용자 개발 및 고령 이용자를 위한 정책 필요

- 온라인 정보 및 검색도구 확대로 도서관 의존도 감소

- 도서관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콘텐츠 활용 건수 위주의 성과관리로 개

인화되는 이용행태와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대응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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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1-1. 이용자 친화적 자료이용 공간 조성

1-2. 이용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서고 효율화

1-3. 연구지원서비스 공간 신설

Ⅱ.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2-1. 연구정보서비스 수요 개발

2-2. 핵심 장서 발굴 및 유관기관 장서 조사

2-3.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Ⅲ.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3-1.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

3-2. 참여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3-3.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및 시스템 고도화

5.3.1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① 이용자 친화적 자료이용 공간 조성

∙ 서고자료신청대 이동을 통한 이용자 중심 원스톱 이용환경 조성  

- 각 층에 흩어져 있던 자료이용창구를 일원화하여 자료이용 편의 도모(서고자

료신청대와 주제별자료실의 통합 운영)

∙ 이용서비스에 최적화된 층별 열람 공간 재구성으로 국가도서관 이미지 제고

- 개가자료실 공간 조정을 통한 이용좌석 확충

- 넓고 여유로운 열람테이블 배치

- 종이자료와 전자자료 통합 이용 지원(노트북 등 사용 공간 확대)

- 화초 등을 활용한 실내 그린스팟(Green Spot) 설치,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관광객이 찾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 탈바꿈

② 이용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서고 효율화

∙ 서고자료 운송장비 교체 및 증설

-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서고자료의 관리 대비 강화

- 본관 서고 전체 자료 이동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화 증대

- 서고자료 대출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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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서고 관리를 위한 장기 플랜 마련 

- 개가자료실 공간 조정으로 인한 서고자료 증대 대비 효율적인 공간 구성 필요

- 서고자료 정책 ․ 기획 및 관리를 위한 서고자료정책팀 신설

③ 연구지원서비스 공간 신설

∙ 학술자료 이용 및 서비스를 위한 연구정보실 설치(3층)

- 집중 연구를 위한 개인연구실, 공동연구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정보검색 및 

활용 장비 설치

- 세미나, 학회 등 연구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세미나실 설치

5.3.2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① 연구정보서비스 수요 개발

∙ 국내외 연구자그룹 개발

- 박사/박사후과정생, 독립연구자, 국내외 기관 소속 연구자, 연구자 그룹 등 연

구정보서비스 대상자 개발 

- 국내외 유관기관 연구 프로그램 현황 조사

    : 한국학 관련 교육기관(대학, 연구소 등), 도서관 등에서 실시중인 연구정보서

비스 현황 조사를 통해 기관 간 협력방안 도출

-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서들 및 한국학 자료 담당 서서들을 대상으로 연구지

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② 핵심장서 발굴 및 유관기관 장서 조사

∙ 학술연구를 위한 전략 장서군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 중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장서를 발굴하고 이

를 중심으로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특히 민간 포털이나 KISTI 등의 유관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만이 소장하고 있는 영역 및 자료 리스트 작성

∙ 국내외 유관기관 소장자료 조사

- 공동 자료이용, DB 구축, 연구자 교환 등 프로그램 협력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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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학술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연구지원 서비스는 관련 장서, 서비스 및 인력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 이 중 서비스 파트는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와 연구상담 서비스로 나누고, 인력

은 담당 사서와 전문주제배경을 가진 전문가 인력풀을 포함

∙ 연구자 그룹별 지원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대상 그룹별 자격요건 정의 및 운영규정 제정

   - 연구자 전공 그룹별 맞춤형 연구지원 프로그램 개발

- 리서치 컨설팅, 참고질의 응답, 연구참고자료 지원, 연구공간 제공 등 대상 그

룹별 제공 서비스 개발

∙ 리서치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연구분야별 리터러시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정보활용 교육 기획 및 실시   

∙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 관심 연구자 그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수행

- 활용가능 장서 및 서비스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3.3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참여도서관 확대 

- 참여기관 556개관(2017년) → 630개관(2022년)

∙ 질의응답서비스 제공 확대

- 답변 제공 수 총 12,933건(2008~2017년) → 22,000건(2022년) 

∙ 우수 도서관 포상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장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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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역대표도서관 간 협력 강화

- 운영자 워크숍 개최를 통한 기관 간 협력 강화

∙ 교육을 통한 운영자 역량 강화

-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③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및 시스템 고도화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 후 목표전략 수립

- 국내외 주요 서비스 비교․분석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웹 접근성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시스템 구축 사례 및 선행 연구사례 분석

- 현 시스템 분석 후 이용성에 기반을 둔 설계와 개발 추진

∙ 현재의 서비스에 추가하여 연구지원 참고서비스(Research Consulting Service)

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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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5-1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5,500 4,000 1,500

5-1-1

이용자 친화적 자료이용 공간 조성

-서고자료신청대 이동

-층별 열람 공간 재구성

 ㆍ개가자료실 공간조정 및 이용좌석 확충

 ㆍ넓고 여유로운 열람테이블 배치

 ㆍGreen Spot 설치

3,000 1,500 1,500

5-1-2
이용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서고 효율화

-서고자료 운송장비 교체 및 증설
1,000 1,000

5-1-3
연구지원서비스 공간 신설

-연구정보실 설치(3층)
1,500 1,500

5-2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정보 서비스 확대 436 60 84 88 96 108

5-2-1

연구정보서비스 수요개발

-국내외 연구자 그룹 개발

-국내외 유관기관 연구 프로그램 현황 조사

-연구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116 20 22 22 24 28

5-2-2

핵심장서 발굴 및 유관기관 장서 조사

-학술연구를 위한 전략 장서군 개발

-국내외 유관기관 소장자료 조사

116 20 22 22 24 28

5-2-3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연구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자 그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리서치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204 20 40 44 48 52

5-3-3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380 64 44 164 44 64

5-3-1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확대 및 운영 활

성화

-매뉴얼 발간 및 홍보 리플릿 발간

150 30 30 30 30 30

5-3-2

참여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

질 제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워크숍 및 교육

70 14 14 14 14 14

5-3-3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및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및 사례 분석, 설계 및 개발
160 20 120 20

소    계 6,316 4,124 1,628 252 140 17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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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능정보기술 체험 서비스 구축

6.1 추진배경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2009년 5월 개관)은 디지털자료를 열람할 수 있

는 오프라인 공간 ‘정보광장’과  디지털컬렉션 ․ 홈페이지(舊디브러리) 등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방향 재검토 

필요

∙  스마트 혁명의 급진전 등 정보이용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디지털

도서관은 개관 당시의 정보이용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

∙ 국립도서관으로서 특화된 디지털서비스 개발, 공공도서관과의 역할 중복을 최소

화 하는 차별화된 디지털서비스를 실현하고, 디지털도서관의 역할 정립과 서비

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은 신규 이용자 유입 수는 감소하고 인근 지역민이 반복 

이용하는 행태가 발생. 전국민 대상 국립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이 미흡함에 따

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환경에 걸 맞는 국립 디지털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이를 위해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정보광장 열람실 중 일부를 

지능정보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큐레이션 공간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체험

형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개편

∙ 지능정보기술이란 AI(인공지능)의 “지능”과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에 기반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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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황 및 문제점

6.2.1 현황

∙ 디지털도서관의 온 ․ 오프라인 서비스 구성

- 오프라인 공간 ‘정보광장’

구분 서비스 내용 수

개인
공간

디지털열람실 소장자료 원문, 전자책, 웹DB 등 디지털정보 열람 공간 272석

미디어자료실 DVD 등 비도서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공간 48석

미디어편집실 영상, 음향 등 미디어자료를 전문SW를 이용, 편집하는 공간 12석

노트북이용실 개인 노트PC를 반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 106석

그룹
공간

세미나실 그룹 단위 이용자가 함께 토론 등 협업할 수 있는 공간 5실

복합상영관 DVD 등 영상자료를 대출, 여럿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 4관

스튜디오 영상촬영, 음향녹음 등 미디어 생산이 가능한 공간 3실

기타
IPTV이용석 자유롭게 IPTV를 볼 수 있는 서비스 (예약 불필요) 5석

디지털신문대 자유롭게 디지털신문을 볼 수 있는 서비스 (예약 불필요) 5대

[표 40] 정보광장 서비스 구성

* 사전예약을 통한 좌석 및 공간 이용, 비도서자료는 관내 대출하여 이용

- 온라인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디지털컬렉션’(舊 디브러리)

구분 서비스 내용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정보, 소장자료 원문, 전자책, 
전자잡지 및 학술기사, 구독 웹DB, 멀티미디어 자
료, OASIS, 연계정보 등

디지털컬렉션
‘한국의 위대한 인물 컬렉션’, ‘잡지 창간호 컬렉
션’ 등 디지털서고, 전시컬렉션, 웹정보원, ‘책 ․ 사
람 ․ 세상’, ‘세계의 도서관’ 등 블로그 기사 등

[표 41] 홈페이지 및 디지털컬렉션 등 웹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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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내용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검색, 신문 트렌드, 신문 
연대기, 주제관계 서비스 및 신문 해제 등

오아시스
(OASIS)

과거 웹사이트 수집 자료, 국가적 재난 ․ 이슈 ․ 주
제 분야 웹 아카이빙 컬렉션, 웹트렌드, 웹사이트 
구축 가이드 등

[해외 디지털도서관 사례]

⸰ 온라인서비스로서의 디지털도서관(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 디지털도서관은 소장자료 디지털화(1단계), 세계 디지털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World Digital 

Library 구축(2단계), 트위터 디지털화 추진(3단계) 등 디지털자료의 생산 ․ 수집 ․ 보존 ․ 제공 
서비스의 개념

  - World Digital Library(2009~): 미국 의회도서관과 유네스코가 주축이 되어 만든 세계 디지
털도서관으로, 기원전 8,000년부터 서기 2,000년까지 세계 193개 도서관, 박물관 등의 
15,500여 점의 자료를 제공

  - 전세계 학술·문화 유산에 대한 접근과 디지털자료의 영구 보존 및 온라인 제공을 목표로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추진

  - 유로피아나(Europeana, 2008~):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 발의로 시작된 유럽 디지털도
서관으로, 유럽연합 내 3,300여 도서관 및 전문기관의 유럽의 역사와 문화유산 관련 약 
5,300만 건의 자료 제공

⸰ 연구도서관으로서의 디지털도서관(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2002년 간사이관을 개관, 디지털컬렉션 등 디지털도서관콘텐츠 구축 및 제공과 함께 과학

기술분야 연구도서관 역할을 수행
  - 역할구분: 본관은 납본도서관 및 입법·정책정보서비스, 간사이관은 과학기술분야 연구도

서관 및 디지털서비스 역할 수행
⸰ 정보광장과 국내자료 열람실로서의 디지털도서관(중국 국가도서관)
  - 디지털자료와 비도서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광장과 국내자료 열람실이 함께 배치된 통

합 서비스 공간으로 운영(2008년 개관)
  - 역할구분: 본관은 해외자료 위주의 연구서비스 제공,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와 국내자

료 위주의 일반이용자 서비스 역할
⸰ 시사점 
  - 디지털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라도 접근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플랫폼 

개념
  - 디지털도서관 공간이 있는 경우, 인쇄 및 디지털 자료를 통합 제공하면서 본관과 서비스 역

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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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문제점

① 국립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 시설 노후 및 서비스 정체

- 디지털도서관은 오프라인 열람 공간과 온라인서비스의 균형적인 제공을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나, 오프라인 공간은 정보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노

후화하고 온라인서비스는 정체된 상황

∙ 전형적인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

- 디지털도서관은 신규 이용자 유입이 적고 인근 지역민이 반복하여 이용하는 

전형적인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미흡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환경에 걸맞은 

국립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필요

②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정체성 미약

∙ 정보광장 공간 운영전략 부재

- 정보광장 이용자의 46%는 쾌적한 시설에서 인터넷 이용 및 개인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로, 시설과 기기를 대여하는 공부방 이상의 공간으로 운영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보광장 이용자의 편중 현상 심화

- 고령 이용자의 증가와 청년 이용자의 감소로 이용층이 편중되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으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나 신규 이용자 유입을 위한 서비

스 개발 등 대비 부족

∙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부족

-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 ․ 제공하는 온라인자료 보다, PC ․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기와 환경에 이용자가 더 몰리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디지털도서관으로 재설계 필요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세부추진 계획

161

 [디지털도서관 이용개선 TF 주요 의견]

⸰ 개요

  - 배경: 2019년 디지털도서관 10주년을 대비, 디지털도서관의 그간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토론 및 자문을 위해 운영

  - 기간: 2017. 3. 16. ~ 6. 30. (자문회의 2회, 워크샵 1회, 서면제출 1회)

  - 참여: 문헌정보학 및 IT분야 전문가 9명

⸰ 주요 의견

  - 본관-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단일화

    ⸱ 디지털도서관을 본관과 유리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근본

적인 역할을 고민 필요

    ⸱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의 통합 서비스가 바람직하며, 정보광장은 해외자료·전문자료 열

람 공간으로 특화하는 등 기능 전환 필요

  -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국립도서관으로서 이용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확대보다 다른 도서관을 리드하고 연결하는 

역할 필요

    ⸱ 지역주민 위주의 열람실 축소, 시설 대여·영화관람·PC 이용 중심의 서비스 지양, 전국 

공공도서관을 연결하는 역할로 전환

  - 디지털도서관은 서비스 개념

    ⸱ 디지털도서관은 물리적 공간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도서

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 확대와 디지털컬렉션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추

진 필요

  - 디지털컬렉션 및 큐레이션 서비스

    ⸱ 디지털도서관 핵심 서비스를 디지털컬렉션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로 재편, 콘텐츠 관련 

서비스 강화 필요

  - 정보광장 역할 재검토

    ⸱ 정보광장 공간의 역할은 시설 및 기기의 대여에서 정보창작, 체험, 페스티벌, 컨퍼런스 등 

정보공유와 창작으로 확대 필요

  - 전문가 의견 종합

    ⸱ 디지털도서관은 본관과 연결선에서, 단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근본 역할 검토

    ⸱ 디지털도서관은 공간의 개념이 아닌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 필요

    ⸱ 공간의 역할은 정보창작, 체험, 페스티벌, 컨퍼런스 등으로 확대

    ⸱ 핵심 서비스는 고급 콘텐츠 컬렉션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로 재편

    ⸱ 국립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을 리드하고 연결하는 역할 수행 필요

6.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지능정보기술 
활용공간 서비스

1-1. 지능정보기술 전시‧체험 공간 조성
1-2. 창의와 협업의 공간 조성

Ⅱ. 지능정보기술 자료실 
운영

2-1. 핵심정보원 열람 공간 조성
2-2. 정보자료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큐레이션 열람실 조성
2-3. 지능정보기술 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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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지능정보기술 활용공간 서비스

① 지능정보기술 전시 ․ 체험 공간 조성

∙ 상시 전시·체험 공간 

- 연구개발 기관 및 기업의 솔루션 비치

- 관련 기관/기업의 파견직원과 사서에 의한 협력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생산 및 창작 공간(디지털콘텐츠 메이커 스페이스) 

- 도서, 전자책,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 생산이 가능한 공간 및 프로

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콘텐츠 메이커를 지원 및 확산

- 정보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에서 창작자를 위한 서비스까지 정보광장의 역할

을 확대하고, 콘텐츠 메이커 양성에 기여

- 창작활동 지원(컨설팅 제공)

- UCC ․ 영상 ․ 음향 스튜디오, 미디어편집실, 소회의실(교육장)의 기존 시설을 활

용, ‘콘텐츠 메이커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 창의공간, 협업공간, 제작공간, 편집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 회원제 형식으로 제한된 회원에 한하여 입장 등 별도 규정 마련

∙ 프로그램 

-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콘텐츠 생산 능력 배양 및 양성

- 전자책 출판교육, 영상제작 교육, 웹툰 창작 교육, 1인방송 교육 등

- 전자출판협회 등 관련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전문성 보강

- 이용자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제공: 콘텐츠 공모전, 전시, 

창업 및 취업 관련 만남의 기회 등

② 창의와 협업의 공간 조성

∙ 아이디어 발상 및 협업 공간 조성

- 세미나실, 소규모 토론실, 공연실, 영상물 감상실 등

∙ 정보생산능력 향상 교육

- 맞춤형 교육학습 서비스 제공(오프라인, 온라인)

- 지능정보기술 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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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지능정보기술 자료실 운영

① 핵심정보원 열람 공간 조성

∙ 핵심정보원 서가 운영

- 일반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보고서, 논문, 특허, 리플렛 등

- 학습용 콘텐츠: 튜토리얼, 동영상 강의자료, 실감형 콘텐츠 등

∙ 정보서비스

- Open Reserve 방식의 관내대출 서비스

- 정보상담 서비스: 이용자 의뢰에 의한 정보조사제공 서비스

  ※ <참조> 영국의 지식단지(Knowledge Quarter) - 정보와 아이디어, 연구 등 

공유, 빅데이터 연구 수행, 관련 사회 교육 및 정보분석

② 정보자료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큐레이션 열람실｣ 조성

∙ 큐레이션 열람실 운영 

- 디지털열람석, 전자책 단말기 등 디지털기기, 인쇄자료 서가 및 열람석을 가

변형으로 배치, 특별한 열람환경을 조성

- 추천자료 혹은 체험자료 중심의 특별 열람공간을 운영, 이용자에게 새로운 자

료를 소개하고 온라인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

∙ 운영 

- 일정기간 간격으로 특정 주제나 매체의 자료를 선별, 이용자에 소개하고 특별 

열람실 형태로 서비스 제공

-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큐레이션된 디지털자료 ․ 미디어자료 ․ 인쇄자료를 한 곳

에서 볼 수 있는 기획열람실 형식의 서비스

- 예) 피아니스트 백건우 열람실, 웹툰 열람실, 동계올림픽 열람실 등

③ 지능정보기술 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 사람책 도서관 서비스 제공 

- 저명한 연구자 및 개발자를 사람책으로 섭외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특강, 세미나, 워크샵 등) 운영

- 교육 프로그램의 영상화와 공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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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요약 서비스 제공

 - 주요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약분석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 핵심적인 기술 또는 문헌들에 대한 온라인 포스터 서비스 제공

  ‧ 포스터는 기술개발자, 연구개발자가 작성

  ‧ 온라인 코너를 통한 포스터 제공

∙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제공

-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 공공데이터 등 오픈 데이터 활용방법 등 공유 및 확산

6.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6-1 지능정보기술 활용공간 서비스 3,192 3,000 44 44 48 56

6-1-1

지능정보기술 전시 ․ 체험공간 조성

-상시 전시 ․ 체험공간 조성
-콘텐츠 생산 및 창작 공간
-연구개발 공간 조성

1,596 1,500 22 22 24 28

6-1-2
창의와 협업의 공간 조성
-아이디어 발상 및 협업 공간 조성
-정보생산능력 향상 교육

1,596 1,500 22 22 24 28

6-2 지능정보기술 자료실 운영 3,396 3,020 84 88 96 108

6-2-1
핵심정보원 열람공간 조성
-핵심정보원 서가 설치 및 운영

1,596 1,500 22 22 24 28

6-2-2
큐레이션 열람실 조성
-큐레이션 열람실 설치 및 운영

1,596 1,500 22 22 24 28

6-2-3
지능정보기술 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사람책 도서관 서비스 제공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제공

204 20 40 44 48 52

소    계 6,588 6,020 128 132 144 164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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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제의 실현

7.1 추진배경

∙ 현재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온라인자료의 수집, 

보존, 협력, 공유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자료의 국가서지 개

발에 집중하고 있음. 국내외 다양한 도서관들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디지

털자원들을 연계, 통합하는 국가대표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실정

임. 현재 국가전자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참여도서관들의 수와 콘

텐츠의 양이 국가 전역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 현재의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도서관 자원의 관리시스

템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도서관들의 메타

도서관 시스템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음

∙ 국내 도서관계는 빅텍스트 데이터의 마이닝, 검색결과 데이터의 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등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주요 사례로는 한국전자

통신연구원(ETRI)의 엑소브레인을 활용하는 국회도서관의 법률분야 지능형 서비

스 개발 추진, Altmetrics를 이용한 검색결과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KERIS의 

SAM 서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정보분석 서비스(지식발견형 NDSL 서비스) 

제공,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의 ALMA-PRIMO 도입

(2012~2015) 등이 해당

∙ 국회도서관은 인포그래픽, 연관어 등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은 

클라우드 기반 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 지식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보서비스 영역에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국내 사례로는 네이버 학술정보

(NAVER Academic) 제공(인용DB 기반 학술정보 검색, 분야별 출판, 인용현황, 

연구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자료 통합 데이터베이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 교육부의 2018년부

터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 동화책을 읽어주는 ‘로보판다

(Robo Panda)’의 등장 등이 있음

∙ 한편, 세계 도서관계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미국 의회도서관의 시각장애인 및 지체부자유자들이 편리하게 점자책(braill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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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킹북(talking-book)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영국국립도서관(BL), 런던대학교, 대영박물관 등 35개 학술 ․ 문
화 ․ 연구 ․ 과학 ․ 미디어 기관들이 협력하여 정보와 아이디어, 연구 등을 공유하

도록 하는 영국 IT 융복합단지인 지식단지(Knowledge Quarter)를 영국국립도서

관(BL)에서 발족

∙ 일본의 도서관에는 페퍼(Pepper)라는 로봇이 도입되고 있음. 주요 사례로는 야

마나카코 정보창조관(공공도서관)(山中湖情報創造館) 첫 도입(2015. 8.), 일본 

분쿄구의 오쓰카공원(大塚公園) 내 녹색도서관에서 페퍼에 의한 “노인을 위한 

로봇 낭독회” 개최(2016. 7.), 에도가와 구립 시노자키 도서관(江戸川区 篠崎図
書館): 도서관 이용 안내 - 위치 안내, 도서관 이용 안내 등(2016. 7.), 시모 오

치아이 도서관(新宿区 下落合図書館), 기타미 공업대학(北見工業大学) 도서관은 

로비에서 페퍼가 방문객 응대 및 도서관 소개 서비스 제공(2017년) 등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영역은 국내외 각종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디지털도서관 플랫폼으

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가 디지털도서관(KDL: Korean 

Digital Library)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대표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야 함

7.2 현황 및 문제점

7.2.1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으로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을 강화해 왔음.  웹

사이트의 경우 2014년~2016년 기간 중 16만4천 건을 수집하였고, 2015년에 

웹아카이빙(OASIS) 누리집을 개편하였음. 디지털화는 2016년에 고서, 희귀본, 

근대문학 등 62만 9천책(1억6천6백만면)을, 고신문 디지털화 및「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누리집 구축 등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이용 확대를 위하여 꾸준

히 노력하여 왔음

∙ 지식정보자원 이용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국가 서지데이터를 LOD(Linked 

Open Data)로 발행(2016년 / 1,416만건)하였고, 국가지식저장소(OAK 리포지터

리) 개발 ․ 보급 및 서비스(2016년 / 41개관, 54만건), OA 학술지 XML 서비스(1

만건)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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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 협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 경영의 과학화와 이용자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및 확대, 한 ․ 중 ․ 일 디지털도

서관 프로젝트(CJKDL) 추진 및 CJKDL포털 구축,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

템(KOLAS III)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구.통합도서서

비스) 확대 구축,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확대 및 개선 등의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음

7.2.2 문제점

∙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났음. 구체적인 한계로는 국

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강화 미흡, 소장자료 대규모 디지

털화를 위한 자원 및 환경기반 구축 필요, 도서관 데이터의 LOD 활용성 강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식별성 ․ 표준성) 확장 필요, OAK(Open Access Korea) 국

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도모,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의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관리시스템으로 미

전환,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편중 현상 발생, 국가상호대차(책바다) 시스

템 유지관리 효율성 저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7.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스마트한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7-1-1. 디지털 장서의 확충 및 활용성 강화

7-1-2. 국가지식정보의 개방 ․ 공유 활성화

7-1-3. 지능형 국가지식 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

7-1-4. 국가재난 장서와 아카이브 구축

Ⅱ.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7-2-1. 도서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7-2-2.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7-2-3. 지능형 정보서비스의 제공

7-2-4. 국내 지식 Q&A 서비스의 통합접근 환경 제공

7-2-5. 도서관 업무의 지능화

Ⅲ. 협력형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7-3-1. 국내외 도서관 지원 및 교류 협력 강화

7-3-2. 클라우드 기반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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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스마트한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① 디지털 장서의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국가 디지털장서의 지속적 확충

- 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자원 공급 

- 경계를 초월한 소장 디지털화 자료 서비스 환경 구축  

- 고아저작물 활용 인터넷서비스 확대

- 법정 허락제도 개선 및 대량 고아저작물 발굴을 위한 노력

∙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확대 및 활용성 강화

- 포괄적 웹사이트 수집 확대 및 시스템 환경 구축

- 웹아카이브 활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지식자원으로서 가치 증대

∙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특화된 장서의 구축

- 도서관의 인문학 영역 소장자료들의 선별과 디지털화(고문헌(고문서) 자료 등)

- 국내 참여도서관들의 인문학 자료의 선별과 디지털화

- 장기적 보존과 자료의 접근성 강화

- 인문학 교육․연구지원을 위한 각종 S/W 도구의 개발과 제공

∙ 지역의 생활기록 콘텐츠 아카이브의 구축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관련 인물, 공간, 건물, 사건 등의 다양한 생활기

록 콘텐츠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공동활용 아카이브는 현재의 OAK 리포지토리를 개선하여 사용 가능 

② 국가지식정보의 개방·공유 활성화

∙ 오픈액세스 콘텐츠 공유 기반 확대

- 오픈액세스 콘텐츠 통합관리 및 유통 체계 구축

∙ LOD 기반 데이터 서비스 확산

- 국가서지의 LOD 발행 확대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환경 구축

③ 지능형 국가지식 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

∙ 실감형 콘텐츠(VR, AR) 개발과 활용

- 가상현실(VR) 콘텐츠의 개발: 도서관 이용교육 콘텐츠, 역사인물, 문화재, 유

적지 등 역사문화 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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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AR) 콘텐츠의 개발: 도서관의 주요 공간안내 콘텐츠, 국내외 동화, 

명작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서비스 콘텐츠 개발

‧ 명작동화와 소설에서 추출한 분석데이터를 AR 기법으로 디스플레이(현재 도

서관에서 기 구축한 한국고전백서, 한글판 고전소설, 독도관련자료 등의 디

지털 콘텐츠에 시범적용 가능)

‧ 독자의 인지능력을 강화시키는 증강독서(Augmented Reading) 환경 제공

‧ 증강독서 환경은 동화/소설 등의 텍스트에 나타난 개체들에 대해 증강기술

을 활용하여 증강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질의응답(Q&A)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대화형 독서(Interactive Reading) 서비스 제공

 ※ <참조> AR을 적용한 동화책 특허(Google),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의 공공도서관 VR 체험관(2017년 현재, 37개관)

- 도서관 내 실감형 콘텐츠의 이용공간 제공

‧ 콘텐츠 개발대회를 통한 우수 콘텐츠 확보

‧ 관련 기업/연구소와 협력하여 콘텐츠 체험실 운영

- 실감형 콘텐츠의 도서관 공동활용 환경 구축

‧ 콘텐츠 개발에 도서관 참여 유도

‧ 서비스 참여를 위한 콘텐츠 공동활용 협약

∙ 증강지식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 한국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증강지식 콘텐츠의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도

서관의 지능형 지식 질의응답(Q&A) 서비스의 시범구축 

- 시범개발 대상 콘텐츠로 “세계의 도서관 소식”을 제안(국내, 아시아, 북미, 유

럽 등 각국의 도서관들에 대한 소개와 소식정보의 수집)

- 수집된 소식정보에서 다양한 지식표현기술(구글의 지식그래프, DBpedia의 링크드 데

이터, 왓슨/엑소브레인 등의 지식학습모델 등)로 지식개체를 추출하고 표현하는 작업 

수행

- 표현된 지식개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DB 구축, 질문에 대한 최적의 응답

추론 기법적용 등 지능형 기술 적용

  ※ <참조> 증강지식(Augmented Knowledge) 콘텐츠: 각종 업무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증강시켜 업무자의 일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이나 공공기관

에서 지능형 지식제공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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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코퍼스 콘텐츠 개발과 활용

-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텍스트 대상 

‧ 고어, 근대어, 현대어, 인터넷어 등

※ 시범사업으로 학술논문 초록 코퍼스 구축(한글, 영어, 제2외국어 등) 

- 한글코퍼스 기반 단어사전 구축

‧ 코퍼스에 나타난 다양한 범주의 개체와 의미정보 식별

‧ 개체-관계에 기반한 용어 시소러스 데이터 구축

- 한글코퍼스 분석 서비스

‧ 용어 시소러스 데이터 공개

‧ 용어 네트워크 분석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 기반 한글-영어 논문초록 작성 서비스 제공

‧ 일종의 연구지원 서비스

‧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영 초록 텍스트 코퍼스 확보

‧ 초록에 나타난 어휘들을 기반으로 용어 시소러스 구축

‧ 기계학습 기반으로 한영 초록 텍스트의 학습기법 적용하여, 논문작성자들에

게 영문초록의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입력: 한글, 출력: 영어)

※ <참조> 한글코퍼스(Hangul corpus): 코퍼스라는 용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됨. 첫째, 글 또는 말의 내용을 텍스트로 모아놓은 것이며, 박경리의 

문학작품 전체 텍스트, 역대 대통령 연설문 등이 해당됨. 말모둠, 말뭉치라고 

하며, 디지털화된 텍스트의 형태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디지털 말뭉

치라고도 함. 둘째, 디지털화된 텍스트들을 구성하는 문장을 토대로 어절과 

형태소를 분석하여 어휘들을 추출한, 각 어휘들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형태

소, 품사, 의미, 사용례 등)을 태깅한 데이터베이스임. 이 경우 코퍼스는 문법

론, 의미론, 어휘론 등과 같은 언어학적 연구나 정보검색, 인공지능 등과 같

은 언어분석을 위해 활용됨. 한글코퍼스의 주요 사례는 국립국어원의 세종 

말뭉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구축한 <물결 21 코퍼스>임

④ 국가재난 장서와 아카이브 구축

∙ 국가재난장서의 수집

- 국가적 규모의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관련된 정보자원들을 망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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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구입, 현장방문 수집 등)

- 대상정보자원은 보도자료, 현장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등 영역별로 구분

- 수집된 정보자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재난장서’ 구축

∙ 국가재난장서 아카이브의 구축

- 수집된 국가재난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브 구축

- 다양한 정보접근 서비스 개발과 제공

- 영구적 접근을 보장하는 기술적인 장치 구현

7.3.2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① 도서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 통합검색 서비스의 강화

- 통합검색을 위한 디스커버리(Discovery) 서비스의 강화

- 통합검색 인터페이스(웹, 모바일)의 강화: 순수웹 기반의 멀티 플랫폼

(Multi-Platform)과 멀티 디바이스(Multi-Device)를 지원, 반응형 웹

(Responsive Web)과 적응적 웹(Adaptive Web) 구현,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

기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동시킬 수 있는 N-스크린 정보환경 구현 등

- 통합검색 기반의 정보서비스 개발: 키워드 자동완성, 철자오류수정, 패싯 네

비게이션, 검색결과의 SNS 연계, 이용자 참여형 정보서비스: 각종 SNS, 메신

저 연계 등

※ <참조> 디스커버리(Discovery) 서비스: 복수의 DB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

하여, 하나의 통합색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합검색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 명칭. EBSCO Discovery Service(EBSCO), Primo 

Central(Ex Libris), Summon(Serials Solutions) 등과 같이 주로 솔루션의 형태

로 존재하며, 도서관에서 구독하여 사용함

∙ ｢국가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강화

- 디스커버리 서비스의 적용: 현재의 ｢국가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디스커버리를 

적용한 서비스로 재구성, 분야별 대표도서관 발굴 ․ 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활

성화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172

②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보드의 개발

∙ 전국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표준 모델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 공공 ․ 민간 분야 등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및 활용 다변화를 위한 개방형 빅

데이터 공유 시스템 고도화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고도화

- 도서관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2020년)

③ 지능형 정보서비스의 제공

∙ 상황별 독서자료 추천을 위한 인공지능 참고사서의 시범서비스 개발

- 지식학습용 도서들의 선정

   : 다양한 도서추천정보를 통해 지식을 학습할 도서들을 선정

 : 유아, 청소년, 성인, 고령자 등 독서대상별 단계적으로 도서선정 확대

 : 소설, 역사서, 사회서 등 장르별 도서의 확대

- 선정된 도서들에 한정된 지식학습 기법을 적용

: 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학습을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 학습된 지식을 효율적인 지식표현 방법으로 색인(예; 벡터공간색인, 온톨로

지 기반 색인 등)

- 독서자료 추천 서비스

  : 상황별 독서추천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독서요구에 응답하는 형식(Q&A)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발은 기존의 인공지능 플랫폼(왓슨, 엑소브레인, 클로바 등) 활용

∙ 독서지원 로봇 서비스 제공

- 독서로봇(Reading Robot, ReadingBot, 리딩봇)의 개발

- 독서 콘텐츠의 학습

- 독서로봇실 운영: 다양한 버전의 독서로봇 배치, 독서로봇과 소통할 수 있는 

이용자 독서공간 제공

- 독서로봇 서비스의 확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범서비스 구축과 운영, 희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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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

∙ 지능형 검색 서비스 제공

- 자체 개발 또는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지능형 검색엔진 개발: 주요 기능은 

이용자 행동분석 엔진, 기계학습 엔진, 맞춤형 추천엔진 등

- 지능형 검색서비스 개발: 특정한 도서관 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서비스의 

개발

④ 국내 지식 Q&A 서비스의 통합접근 환경 제공

∙ 지식 질의응답(Q&A) 사이트와 서비스 공유체제 협약

- 질의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의 수집

- 질의와 응답 데이터의 신뢰도 평가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 지식 질의응답(Q&A) 메타 서비스 사이트 개발과 운영

- 질의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의 마이닝 분석을 통한 주제 범주화

- 이용자 질의에 적합한 답변의 선별과 제공 사이트 구축

⑤ 도서관 업무의 지능화

∙ 사서 업무의 지능화

-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국가서지 데이터 작성 업무의 지능

화[시범작업]

  : 자동분류, 분류번호 자동생성(KDC, DDC 등)

  : 주제어 자동색인, 주제전거파일의 지능적 관리

  : 웹자원을 대상으로 기사색인/목록의 지능적 생산

※ <참조> 독일국립도서관은 ‘Averbis’라는 자동색인 S/W를 이용하여 2011년

부터 인터넷자료(net publications)를 대상으로 자동분류를 포함한 기계에 의

한 서지구축작업을 실시(인용: https://averbis.com/en/averbis-provides-in

dexing-software-for-the-digital-german-national-library/)

-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관리

  : 서지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지능형 품질 모니터링 기법 적용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174

∙ 시설 운영의 지능화

- 도서관 이용의 지능화

  : 로봇에 의한 대출, 반납

  : 이용안내의 지능화(‘사서에게 물어보세요!’)

  : 로봇에 의한(음성 기반) 도서관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 보존서고 열람의 지능화

  : 로봇기반의 보존서고 운영

※ <참조> ‘Alley’라는 명칭의 북봇(BookBot): 이용자가 요청한 책을 자동으로 

운반해 주는 시스템으로, 미국 대학도서관들에 설치됨

- 보존서고 열람의 지능화

  : 이용자 소통공간(세미나실, 감상실 등)의 지능적 관리

  : 열람이용공간의 지능적 관리

  : 지능형 도서배가관리 시스템 운영

7.3.3 협력형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① 국내외 도서관 지원 및 교류 협력 강화

∙ 소장원문 이용 활성화 

- ｢디지털화 자료 공유 협의체｣ 구성 ․ 운영 

: 소장원문 이용 협약기관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2018) 

: 디지털화 자료 공유 ․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 배포(연1회)  

: 소장 디지털화 자료이용 협약도서관 확대(2017년 1,996개관 → 2022년  

3,500개관)

∙ 한 ․ 중 ․ 일 디지털도서관 포털 고도화

- ｢한 ․ 중 ․ 일 디지털도서관｣(CJK Digital Library) 고도화 

: ｢CJK Digital Library｣공식 개통 및 디지털컬렉션 콘텐츠 확충(디지털컬렉션

‘17년 63종 →‘22년 360종)

: 아시아 3국 디지털문화유산의 개방 ․ 공유 ․ 연결 ․ 재활용 기반 마련(서지데이

터 ‘17년 3,000건→‘22년 20,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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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CJKDL 이니셔티브의 합의에 따라 디지털컬렉션 및 서지데이터 구축

건수 변동될 수 있음

∙ 공동활용 정보서비스의 강화

- 도서관 간 대출서비스 통합 환경 구축 및 고도화

: 책이음 기반 지역내 상호대차, 책바다(국가상호대차), 책나래(장애인 전용 상

호대차) 등 유사한 도서관 간 대출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서

비스할 수 있는 통합 환경 구축

- 타 관종(대학, 전문, 학교 등) 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참여 확대

② 클라우드 기반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칭)‘도서관 클라우드센터’ 구축

-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3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환경(IaaS, PaaS, SaaS) 구축

: 공공/민간 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의 각종 

클라우드 자원들을 활용 

: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정보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도서관 클라우드센터는 적절한 시점에 대구정부통합센터로 이전

- 각종 응용 S/W들의 서비스 환경 제공

: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버전의 디지털도서관 응용 S/W들 탑재하여 

SaaS 센터 역할 부여

: 국내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전문특수 도서관에서 적절한 응용 S/W들

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IaaS와 PaaS 서비스도 제공하는 환경 구축

- 도서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보안체제 구축

: 스마트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 도서관 클라우드센터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 세비스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계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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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IaaS, PaaS, SaaS)에 적용

-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도서관의 각종 서비

스 솔루션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증심사 획득 필요

: 인증된 서비스 솔루션들은 국립중앙도서관 클라우드 센터에 탑재하여 독자

적인 서비스 제공

- 각종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지원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원하는 도서관들은 인증된 서비스들 중에서 원하

는 기능과 수준을 선택하여 이용

∙ 도서관 공동활용 서비스의 클라우드 버전의 전환과 개발

- 클라우드 버전의 종합목록시스템 개발과 운영

: 현재의 종합목록(KOLIS-NET)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전환

: 클라우드 종합목록을 각종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클라우드 버전의 상호대차시스템 개발과 운영

: 현재의 상호대차시스템(책이음, 책바다, 책나래)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전환

: 클라우드 상호대차시스템을 각종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의 클라우드 기반 활용환경 구축

: 인공지능 참고사서 서비스

: 독서로봇 서비스

: 실감형(VR-AR) 콘텐츠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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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7-1 스마트한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68,000 12,800 12,900 13,700 13,800 14,800

7-1-1

디지털 장서의 확충 및 활용성 강화
 -국가 디지털장서의 지속적 확충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확대 및 활용성 강화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특화된 장서의 구축
 -지역의 생활기록 콘텐츠 아카이브의 구축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7-1-2
국가지식정보의 개방·공유 활성화
 -오픈액세스 콘텐츠 공유 기반 확대
 -LOD 기반 데이터 서비스 확산

2,500 500 500 500 500 500

7-1-3

지능형 국가지식 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VR, AR) 개발과 활용
 -증강지식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한글코퍼스 콘텐츠 개발과 활용

4,500 200 300 1,000 1,000 2,000

7-1-4
국가재난 장서와 아카이브 구축
 -국가재난장서의 수집
 -국가재난장서 아카이브의 구축

1,000 100 100 200 300 300

7-2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10,600 700 1.100 1,900 3,200 3,700

7-2-1
도서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통합검색 서비스의 강화
 -｢국가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강화

1,000 300 300 200 100 100

7-2-2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전국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표준 모델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300 200 100

7-2-3

지능형 정보서비스의 제공
 -상황별 독서자료 추천을 위한 인공지능 참고사서의 
시범서비스 개발
 -독서지원 로봇 서비스 제공
 -지능형 검색 서비스 제공

3,000 100 400 1,000 1,000 500

7-2-4

국내 지식 Q&A 서비스의 통합접근 환경 제공
 -지식 질의응답(Q&A) 사이트와 서비스 공유체제 
협약
 -지식 질의응답(Q&A) 메타 서비스 사이트 개발과 
운영

600 100 100 200 100 100

7-2-5
도서관 업무의 지능화
 -사서 업무의 지능화
 -시설 운영의 지능화

5,700 200 500 2,000 3,000

7-3 협력형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4,450 250 2,050 3,050 4,050 5,050

7-3-1

국내외 도서관 지원 및 교류 협력 강화
 -소장원문 이용 활성화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포털 고도화
 -공동활용 정보서비스의 강화

250 50 50 50 50 50

7-3-2

클라우드 기반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칭)‘도서관 클라우드센터’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계 구축
 -도서관 공동활용 서비스의 클라우드 버전의 전환과 

개발

14,200 200 2,000 3,000 4,000 5,000

소    계 93,050 13,750 16,050 18,650 21,050 23,55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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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 전문화된 도서관체제 확립

8.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8.1 추진배경

∙ 어린이, 청소년이 도서관을 통해 꿈과 상상력,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도

록, 국가 대표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역할 수행

∙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 청소년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관련 종사자 및 연구자들의 활동 지원

8.2 현황 및 문제점

8.2.1 현황

∙ 어린이 ․ 청소년의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문화진흥 기반 확충

- 이용자별 지식정보서비스 확충

: 국외 우수 어린이 ․ 청소년 자료 수집

: 아동 문학 작가별 컬렉션 목록 개발 ․ 제공 및 아동 문학 연구자 지원 프로그

램 운영

-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조사 ․ 연구

: 국내외 도서관서비스 및 독서문화 진흥 조사 ․ 연구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보급

∙ 창의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 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조성

- 전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활동 지원

- 연령·시기 맞춤형 독서정보 제공으로 자기 주도적 독서활동 지원

: 사서추천도서목록 제공(홈페이지, 청소년 블로그 ‘부커부커’, 문화체육관광

부 어린이 홈페이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인>, 베이비뉴스, 주니어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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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의 독서 콘텐츠 제작 및 보급(트윈링북, 오디오북 등)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청소년추천도서목록 선정 ․ 온라인 서비스」

: 외국 아동자료 기관대출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자료 개발 ․ 보급

-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 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활동 지원

∙ 국내외 도서관의 지속적 교류 ․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 국내 교류 ․ 협력

: 어린이 ․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활동 전개

: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운영 내실화 및 협력 활성화

  (실무분과 운영으로 사서 연구 활동 지원 등)

: 신설도서관 독서 콘텐츠 제공 등 운영 지원

- 국외 교류 ․ 협력

: 국외 어린이 ․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활동 전개

: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국제회의 개최·참석

∙ 전국 도서관의 어린이 ․ 청소년 사서 등 역량 강화

- 간행물 발간 및 배포(도서관 이야기, 국외우수도서번역, 국립어린이청소년도

서관 연차보고서 등)

- 어린이 ․ 청소년 사서 역량 강화 및 자유학기제 워크숍 개최

- 아세안 어린이 담당사서 연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8.2.2 문제점

∙ 어린이 ․ 청소년 귀중자료 및 특화자료 수집 부족 

∙ 21세기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 ․ 지식정보 활용 능력 향상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

스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미흡  

∙ 사회 양극화의 갭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 추진 중이나 미흡

∙ 국내외 도서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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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 청소년 사서 등의 역량 강화 및 사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과정 개발 

및 제공 미흡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주변이 상업지역이라 어린이 이용 환경이 좋지 않고, 

서고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 디지털 시대에 국내 도서관을 선도하고 발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지 변경과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

요한 공간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8.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국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

1-1.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콘텐츠 보급 
1-2.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및 정보취약계층 독서진흥 활동 지원 
1-3. 어린이·청소년 연구지원 서비스

Ⅱ.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2-1.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2-2.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Ⅲ.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 
사서 역량 강화

3-1.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계속교육 강화 
3-2.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3-3.「아세안 어린이 담당사서 연수」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Ⅳ.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및 건물 신축 이전

4-1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4-2 어린이·청소년과 지식정보문화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접점 확대
4-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 이전 및 위상 강화

8.3.1 국내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 

①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콘텐츠 보급

∙ 어린이 ․ 청소년 콘텐츠 수집 ․ 구축 및 연계 확대

- 어린이 ․ 청소년자료의 수집 ․ 정리 일원화 

- 어린이 ․ 청소년 귀중자료 및 특화자료 수집

: 희귀본, 더미북(그림책 초본), 원화 등

- 중요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자료 공유

- 어린이 ․ 청소년 자료 온라인 서비스 강화 (모바일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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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 청소년 콘텐츠 창작자-이용자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설 ․ 운영

- 결혼이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각 나라의 도서 수집 지원

∙ 다양한 독서콘텐츠 제작 ․ 보급  

- 어린이 ․ 청소년들이 독서에 대해 쉽게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독서

(Sustained Reading)’를 할 수 있도록 감성형 독서 콘텐츠 제작·제공

: 독서도움자료(서평, 안내문, 토론자료 등), 권장목록(연령별, 수준별, 장르별 추

천도서 목록), 저작권이 해결된 어린이 ․ 청소년 도서의 원문 구축 및 제공 등

- 다양한 독서 콘텐츠의 지속적 제작·보급

: 트윈링 형태의 도서 제작 및 보급

: 청소년을 위한 독서 웹툰 제작 및 서비스

- 정책고객(도서관, 청소년, 부모 등)이 직접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UCC 등)

②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문화 및 정보취약계층 독서진흥 활동 지원

∙ 어린이 ․ 청소년 독서문화 활동 지원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독서활동 지원 강화

: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운동 지원

: 국내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 조사 ․ 연구

: 독서 ․ 문화프로그램 매뉴얼 지속적 개발 및 갱신 제공

: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화

: 학생들의 진로 ․ 직업 탐색을 돕기 위한 사서 및 사서교사의 역할 강화 지원

: 학교도서관에서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및 토론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록 ․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제공

: 어린이 ․ 청소년 ․ 가족 독서문화 활동 동아리 지원

- 도서관 밖 독서문화 활동 지원 확대

-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 ․ 지식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 ․ 매뉴얼 ․ 웹튜토

리얼 개발 ․ 제공 

-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추천도서목록 작성

- 지능형 리딩 인텔리전스(Artificial Reading Intelligence) 플랫폼 개발 ․ 보급을 

통한 독서문화진흥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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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진흥 사업 지원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책 읽어주기’, ‘시 낭

송’, ‘글쓰기’, ‘편지쓰기’, ‘나만의 책 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도서관 멘토링’, ‘독서치료’, ‘자존감 회복 심리프로그

램’ 등 독서 ․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서관과 지역사회 단체(학교, 복지관, 상담센터, 박물관, 미술관, 문화단체, 

환경단체 등)의 서비스 ․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독서진흥 지원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내외 그림책의 번역 및 애니메이션 제작 ․ 보급을 통한 다국어동화구연 지

원 강화

: 다문화센터 ․ 각국 문화원 ․ 대사관 ․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한 다문화 콘텐츠

(오디오 ․ 등) 제작, 세계문화이해 프로그램 제공

∙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조사 ․ 연구 

    - 국내외 도서관서비스 지속적 연구 ․ 개발 및 전국 도서관 보급 강화(공간 활

용, 운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 국내 도서관서비스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국외 우수사례 발굴 ․ 소개 강화 

    - 사서 추천도서 목록 작성 ․ 보급 강화

  ※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당 한권 읽기 추진    

③ 어린이 ․ 청소년 연구지원 서비스

∙ 어린이 ․ 청소년 관련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도서관서비스, 교육 ․ 복지, 문학, 

문화예술 등)

-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온라인 제공, 관련 자료 목록 ․ 서평 온라인 제공, 연구 

공간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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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① 국내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교류 ․ 협력

∙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운영 활성화

- 기관 회원 확충, 실무분과위원회의 조사 ․ 연구 활동 지원 강화

- 우수 연구 자료집 출간 지원 및 우수 실무분과위원회 포상

- 우수 어린이청소년 도서 선정 및 시상(예, 미국의 칼데콧상)

∙ 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 협력 지원

- 신설도서관 독서콘텐츠 제공 등을 통한 운영 지원 활성화

- 협력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제작 및 추천도서 ․ 상황별 도서목록 보급 등

-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② 국외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교류 ․ 협력

∙ 국외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과의 교류 ․ 협력 내실화

- MOU 체결, 주요 외국도서관과 업무교류 ․ 자료교환 등

∙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제회의 참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8.3.3 국내외 어린이 ․ 청소년 사서 역량 강화

①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계속교육 강화

∙ 도서관 간행물 및 소식지 편찬 ․ 보급

- 국내외 서비스 최신 동향 및 우수 사례, 출판 경향, 우수 도서 목록 ․ 서평 등

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사서의 역량 강화 지원 

- 국외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서비스 관련 도서 번역 발간 배포

-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소식지의 온 ․ 오프라인 버전 제작 및 배포 강화 

∙ 어린이 ․ 청소년 사서 및 사서교사 워크숍 과정 개발 및 개최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중심 장 ․ 단기 워크숍 과정 개발 및 개최

- 워크숍 운영 평가 ․ 모니터링 

- 사서 및 사서교사의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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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국내에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 대학,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병원, 청소년지원센터 등 어린이 ․ 청소년의 성장과 문제해결에 관계되는 기관

들을 연결하고, 도서관은 정보서비스 및 장소 제공 등의 역할 수행. 이와 관련

하여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차원의 어린이 ․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 ․ 청소년 사서직 연수 

실시

- 기존 도서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서관에 오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 또는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층을 도서관에 

오도록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국의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 

- 참고 사례로 미국 뉴욕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Middle Country Public Library)

의 ‘가족장소(Family Place)’ 프로그램. 이것은 도서관에 오기 힘든 영·유아

를 도서관 어린이실에 설치된 ‘가족장소’에 초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

관(사회복지관, 병원, 학교, 대학 등)의 전문가(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교사, 

교수)가 도서관으로 와서 영유아의 보호자(부모)에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이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고객세

분화 및 심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파고드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

에 보급되어 지난 30여 년간 약 3백 개의 공공도서관이 이를 배워서 시행하

고 있음. 국내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이와 같은 차원의 특화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사서 대상  교육 ․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출판사, 서점 등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활동에서 독서문

화콘텐츠와 직결되는 사람 또는 조직과의 네트워킹 강화

- 아동·청소년 문학작가, 소설가, 시인, 판타지 작가, 만화가 등과의 협동 프로

그램, 출판 직전 원고를 도서관의 청소년동아리에서 먼저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뉴욕의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실시), 원화전시회 등 출판사와의 협력

과 관련하여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 프로

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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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세안 어린이 담당사서 연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아세안 어린이 담당사서 연수｣ 운영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도서관 서비스 전문 연수, 도서관 견학,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8.3.4 홍보 ․ 마케팅 활동 강화 및 건물 신축 이전

① 온・오프라인 홍보 ․ 마케팅 활동 강화  

∙ 홍보 ․ 마케팅 활동 강화

- 홍보 콘텐츠 발굴, 온라인 홍보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양방향 소통에 의

한 홍보 ․ 마케팅 서비스 구축

- 정책 고객(어린이, 청소년, 사서, 유관기관 등)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개인화된 홍보 서비스 

- 홍보 전문 인력 확보 및 체계적・전략적 홍보

- 매체별 ․ 대상별 홍보(보도자료 등)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매체별)SNS(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 등)로 양방향 소통 채널 확보

: (대상별)어린이 ․ 청소년, 사서(사서교사), 전문가 등 맞춤형 홍보

- 이용자 홍보단 구성 ․ 운영(모니터링 및 지지자 역할)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 자료의 외부 기관 연계 전시, 공공도서관 연계 

순회전시, 특별기획 전시, 공공장소 전시 등 채널 다변화

- 어린이용 홈페이지 개발(예: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홈페이지)

② 어린이 ․ 청소년과 지식정보문화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접점 확대

∙ 스마트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서관 지식정보문화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접점 확대  

-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와 관심을 반영한 특화된 목록의 개발 ․ 제공으로 도

서관 정보검색에 흥미 유발 

- 어린이 ․ 청소년의 연령과 인지 발달 단계 및 수준에 맞게 더욱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인터페이스 제공

- 신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동화구연 콘텐츠 개발 및 전국공공도서관 보급

- 아동문학 FRBR 모형 개발

- 체험 ․ 창의 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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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공간 및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 운영 등

- 이용자별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③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 이전 및 위상 강화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 이전

- 신축 이전을 위해 적합한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건축공사 및 이전 필요

∙ 전국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서비스의 향상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위상 강화

를 위한 인력 보강 

- 2006년 신설(3과 정원 58명) → 2017년 현재(3과 정원 44명)

- 미래형 IT 기술 접목된 어린이 ․ 청소년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인력 보강 

시급(’06년 개관 당시 규모)

- 총 14명 증원 필요 : 2020년(5명), 2021년(5명). 20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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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8-1
국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

28,980 5,670 5,790 5,820 5,840 5,860

8-1-1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콘텐츠 보급
-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수집·구축 및 연계 

확대
- 다양한 독서콘텐츠 제작·보급

7,050 1,370 1,390 1,410 1,430 1,450

8-1-2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및 정보취약계층 
독서진흥 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활동 지원
-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진흥 사업 지원

21,680 4,250 4,350 4,360 4,360 4,360

8-1-3 어린이·청소년 연구지원 서비스 250 50 50 50 50 50

8-2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945 183 188 188 193 193

8-2-1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운영 

활성화
- 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원

411 79 83 83 83 83

8-2-2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교류·협력 

내실화
-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제회의 참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534 104 105 105 110 110

8-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사서 역량 강화 1,635 305 319 323 337 351

8-3-1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계속교육 강화 
- 도서관 간행물 및 소식지 편찬·보급
- 어린이·청소년 사서 및 사서교사 워크숍 

과정 개발 및 개최

1,501 283 295 298 311 314

8-3-2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전국 차원의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청소년 사서직 연수 실시
-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출판사, 서점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

75 11 12 13 14 25

8-3-3
｢아세안 어린이 담당사서 연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연수예산: 아세아 협력기금 및 국고

59 11 12 12 12 12

8-4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및 건물 신축 이전  44,134 500 665 1,223 5,496 36,250

8-4-1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750 150 150 150 150 150

8-4-2
어린이·청소년과 지식정보문화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접점 확대 

1,300 350 350 200 200 200

8-4-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 이전 및 위상 강화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 이전
- 조직 확대를 통한 국가대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위상 강화

42,084 - 165 873 5,146 35,900

소    계 75,694 6,658 6,962 7,554 11,866 42,654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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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인프라 확충

9.1 배경

∙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실행 필요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책 및 지원의 구심점 부재(민간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위주로 기반 취약, 공공도서관 서비스 미비)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관자료를 확충하고 장애인 서비스 확대

를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능 필요

-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활동 필요(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리한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9.2 현황과 문제점

9.2.1 현황

∙ 국립장애인도서관 핵심 인프라 확충

- 장애인 대체자료 확충 및 서비스 시스템 구현

: (대체자료 제작) 2014년 2,833건 → 2016년 6,345건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앱(3종: PC, 안드로이드, IOS), 한국수어영상자료관 

앱 출시(2015)

- 장애인정보누리터 독서보조기기 확충(2014년 51종 232개 → 2016년 56종 

326개)

∙ 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확충 지원(2014년 95개관 → 2016년 146개관)

-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 운영 컨설팅(2015~2016년, 26개관)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자 교육 및 협력 워크숍 개최

-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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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식정보 이용서비스 강화 및 확대전략 모색

- 장애유형별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 ․ 운영 및 보급

: 원격지원(시각장애인), 수화영상(청각장애인), 채팅 등 장애유형별 상담 경로 

및 방법의 다양화 추진

: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한 도서관의 장애인 상담체계 기반 조성(2016년 기준 

30개 기관에서 이용)

- 장애인 대상 무료 우편서비스 ‘책나래’ 운영

: 책나래 지원대상자 확대(2013년 4월 86만여 명 → 2017년 2월 250만여 명)

: 책나래 서비스 및 업무편의성 제고를 위한 책나래시스템 구축

: 책나래 서비스 우수도서관 선정 및 시상

- 책바다(국가상호대차서비스) 지원 사업 실시

∙ 장애인 독서진흥 및 독서문화 조성

- 장애인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손책누리’, ‘수화대면낭독’ 등 운영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 수어(농)통역사 대상 독서지도강사 교육 실시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독후감대회 개최

: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 행사 개회

-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인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강화(2014년 5개관 → 

2015년 11개관 → 2016년 20개관 → 2017년 30개관)

: 장애인 독서행태 등 독서실태 조사 실시

: 전국 도서관 대상 독서지원 등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실시

∙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2009년 4월~)

-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및 소장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구분

장애인정보누리터 등록 장애인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자(누적)

2009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009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계 679 149 121 166 115 120 1,350 10,813 6,261 6,548 6,864 5,932 7,088 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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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독서보조기기 보유(시각 16종 178개, 청각 12종 39개, 지체 19

종 78개)

- 장애인 이용자 1:1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대면낭독, 영상대필, 문자통역(속

기), 문서작성지원 등

: 2016년 기준 93명의 자원봉사자가 1,271회(3,802시간) 실시

-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 설치 및 운영의 표준모델 제시

: 장애인 자료실 설치․운영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 학교, 장애인 관련 단체의 

견학 및 방문 실시

9.2.2 문제점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전용 건물이 아닌 일반 시설에 위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이동 접근성 및 이용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 

초래

- 시각 ․ 청각 ․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국립장

애인도서관 독립청사 확보 필요

- 장애유형별 서비스 및 대체자료 제작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업 운영에 걸맞은 조직 및 인력 

필요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지원 확대 필요

- 보조금 예산 축소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 조성의 한계

  * 2015년부터 예산(200백만원) 동결로 전국 공공도서관 1,004개관(2016년) 

중 146개관(14.5%)만 독서보조기기 구비 지원

∙ 장애인 독서활동의 과학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보완 필요

- 성인 시 ․ 청각 장애인 일부 대상의 조사로 정확한 해석의 한계 

  * 전 연령 시각 ․ 청각 ․ 지체 장애인 등 모집표본 확대 필요(1,000명 → 5,000명)

∙ 장애인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인력 확대 및 정책

협의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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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및 맞춤형 서비스(앱, PC,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계

- 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 시․도 

지자체, 사립장애인도서관 등의 연계협력 체계 미흡

∙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미흡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손책누리’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독서능력 

향상과 도서관 이용률 제고 효과가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

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은 미흡

  *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시범운영: 2014년(9명), 2017년(78명)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유형별 이해 교육 프로그램 필요 

- 비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을 도와주려는 장애

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미흡

  *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워크샵(2016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 개최)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작가와의 만남(2017년 6월 개최)

∙ 전문서적 대체자료 제작 확대 및 원문서비스 강화 요구

- 장애인들의 전문분야 진출 확대로 전문분야에 대한 대체자료 제작 요구 증가

- 법률서적, 컴퓨터 전공서적, 공무원 수험서, 해외 원서 제작 증가

- 2016년 전자점자자료 총 48건 중 학습서, 어학서 45건(94%)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외 독서소외인*들의 자기계발 및 학습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대책 요구

* 독서소외인 :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 ․ 사회적 ․ 지리

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제3호)

∙ 시각장애인 중심의 대체자료 제작과 직접 서비스의 한계

- 시각장애인 외 전 장애유형에 대한 대체자료 개발 및 수집정책 필요 

  * 2017년도 대체자료 제작현황 : 시각장애인 1,527건(79.2%), 청각장애인 

400건(20.8%)

- 사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책 지원 및 구심점 역할 필요 

- 국가단위의 망라적 대체자료 수집, 공유,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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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인프라 및 전문인력 기반 미약

- 공공도서관 장애인 자료실 또는 장애인코너 운영 미비

  *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설치(85개관, 9.4%), 장애인코너(240개관, 26.4%), 

미설치(583개관, 64.2%)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비 취약 및 운영 인력 부족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46관(14.5%)

  * 독서보조기기 운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 제기

9.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장애인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고도화

1-1. 대체자료 수집 및 제작 내실화
1-2.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콘텐츠 기술 개발
1-3. 미래기술과 융복합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추진

Ⅱ.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프라 확충

2-1.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력 확대
2-2.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Ⅲ.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독서문화 증진

3-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3-2. 장애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3-3. 장애인도서관 대상 이용자 범주 확대

9.3.1 장애인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고도화

① 대체자료 수집 및 제작 내실화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로드맵 수립

- 장애유형별, 자료유형별 대체자료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교육부, 광역시 ․ 도 및 자치단체의 대체자료 제작 형태 등 실태 

조사 

: 신간도서 출판정보를 기준으로 대체자료 제작 현황 조사 및 알림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주보’, 대한출판문화협회 ‘월간 신간통계’, 교보문고 등 

유통사의 ‘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대체자료 제작 여부 조사 및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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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자료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인쇄자료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을 위한 한국수어구연가․감수자 인력풀 조성 및 관련 

정기교육 추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easy-to-read material) 제작 지침 개정 

및 민간영역의 제작 분위기 조성

∙ 장애유형별 및 이용자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 내실화

- 이용자 신청에 의한 수동적 대체자료 제작에서 능동적, 선제적 대체자료 제작

으로 제작 방식 변경 

- 대체자료 제작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제작 소요시간 단축

  * 예) [디지털음성도서] 2016년 89일 → 2023년 30일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 

  * 2016년 139명, 3,743건 → 2023년 연 300명, 연 4,500건

- 연간 출판량의 15% 대체자료 제작 추진

  * 핀란드 Celia : 핀란드에서 출판되는 모든 문헌의 30% 이상을 장애인용으

로 제작

- 대체자료 오류 최소화 및 오류 수정 프로세스 개선

- 대체자료 제작 방식의 다양화로 이용자 맞춤형 대체자료 제공

 : 법률서, 수험서, 전공서 등 전문서적 대체자료 제작 확대

 : 미취학 및 학령기 장애 아동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추진

* 핀란드 Celia의 터치북 : 다채로운 색상,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3차원의 창

의적인 그림책으로, 시각장애 및 복합장애인, 자폐아, 지적장애가 있는 아

동 및 청소년용 대체자료. 점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디오가 포함

되기도 함 

- 대체자료 제작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기관별 특성화 추진

: 대체자료제작예정목록 공유 제도화 및 시스템 구현 

: 민간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전공분야 육성

  * 예시) 점자악보 = A기관, 점자라벨도서 = B기관, 신간도서(음성자료) = C

기관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대체자료 접근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망라적 수집, 연계 정보 제공, 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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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콘텐츠 기술 개발

∙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의 서비스 포맷 변경(DAISY 기반 → EPUB 기반)

- 전자책 장애인 접근성 지원 확대 및 출판사 지원방안 마련

- 출판사, 전자책 유통사와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전자출판물의 국제표준인 EPUB 기반으로 대체자료 서비스 포맷 변경

: 전자출판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변환 및 구매 모델 설계

  * 이탈리아 LIA(Libri Italian Accessibili) 재단, 전자책 변환 및 구매 모델 개

발 중

: 디지털포맷으로 생성된(born-digital) 자료에 대한 접근성 지원 변환‧제작 도

구 보급

  * PDF → EPUB, EPUB → Accessible EPUB

  * 시각장애인복지관 중심의 대체자료 제작환경을 출판사 중심으로 이동

∙ 영상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지원 방안 마련

- 영상콘텐츠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각장애인용 콘텐츠 수집 및 서비

스 추진 

- 문화기술(CT)과 연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유통 기술 개발

: 3D 프린터를 활용한 촉각자료 제작 추진

: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유통을 위한 저작권보호기술(DRM) 기술 개발

③ 미래기술과 융복합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추진

∙ 지능형, 개방형, 실증형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추진

- (지능형) 음성인식, VR 등의 미래기술을 적용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 장애인 이용자의 다양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제공 플랫폼 기능 개선 

추진

: 장애인등록사실확인센터 확대․보급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장애인 사

실 확인 간소화(2016년 20개관 → 2023년 40개)

- (실증형) 대체자료 유형별 목록 정리 표준 지침 개발

: 온라인 대체자료 목록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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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도서관 등 목록담당자 대상 대체자료 목록 교육 추진(연 4회)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표준화 및 품질 개선

∙ 장애인 독서보조기기에 최적화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추진

- 대체자료 유형별 장애인의 인지/감성/선호 원천 기술 확보

: 대체자료 매체별(디바이스) 최적화 주도

: 사립장애인도서관 등 장애인 회원정보 통합서비스 추진

∙ 데이터 분석 기반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모델 개발 및 추진

- 장애인 관련 이슈 키워드, 토픽 도출, 토픽별 상세 이슈 분석

  * 장애인 대상 정책, 취업, 복지, 재활, 치료, 문화생활 등 관심영역에 대한 데

이터 분석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대체자료 서비스 인프라 조성

9.3.2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 ․ 인프라 확충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 ․ 인력 확대

∙ 업무 유형별 조직 구성 및 장애 유형별 관련 전문가 확보를 통한 고품질의 서비

스 제공

- 업무 유형별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 도모

: 업무 지원과 정책개발 협력, 직접 서비스 제공 부서 구성

: 관장 직급 조정(4급 → 고위공무원 ‘나’급) 및 현재 2개과 17명(지원협력과, 

자료개발과)에서 5개과 111명(총괄기획과, 지원협력과, 자료개발과, 정보지

원과)으로 조직 확대 구성

-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확보 

: 시각 ․ 청각 ․ 지체 ․ 발달 장애유형별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 점역 ․ 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보조공학사, 특수교사 등) 확보

②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 장애인의 이동 접근성 제고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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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를 고려한 부지 선정 및 건축 설계

: 지역별 교통이 편리한 부지 선정 및 장애유형별 접근성 감안 

∙ 장애유형별 시설 및 설비 구축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입각한 시설 구비 및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장애유

형별로 특화된 자료실 설치를 통해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편리성 증진과 쾌적

한 공간 제공  

∙ 유니버설 디자인의 4원리와 7원칙
  - 4원리: 기능 지원성, 수용 가능성, 접근성, 안전성  
  - 7원칙: 동등한 사용, 사용상의 유연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법, 정보이용의 

용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최소의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
분한 공간

9.3.3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독서문화 증진

①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 공공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서비스(책나래) 확대

-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한 책나래 참여 도서관 확대

  * 750개관(2019년) → 900개관(2021년)  → 1,000개관(2023년)

- 공공도서관 책나래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인관련 단체 행사 참여를 통한 적극적 홍보 추진

  * 장애인의 날(4월 20일), 농아인의 날(6월 3일), 점자의 날(11월 4일) 등

- 책나래 우수 운영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 포상 확대

  * 10개관(2019년)→  15개관(2021년)  → 20개관(2023년)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 다양한 도서관 자료와 정보 접근 편리성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기 보급 및 지원 사업 추진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도서관 확대의 지속적 추진 

  * 180개관(2019년) → 220개관(2021년)  → 240개관(2023년)

∙ 장애인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 (가칭)‘국가대체자료제작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체자료 중복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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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대체자료 제작예정목록’ 공유 캠페인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참여기관 및 원문서비스 확대

- 대체자료 공동 활용 및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외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

: 국제데이지컨소시엄 이사회(정회원), 국제전자출판포럼(IDPF) 활동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ABC Boook Service’ 협력기관으로 활동

: BookShare 서비스(연 100명) 지속적으로 운영

② 장애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도서관 이용 장려의 매개체 역할 제고

-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추진

  * 30개관(2019년)  → 40개관(2021년) → 50개관(2023년)

∙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확대로 문학 감수성 증대 극대화

- 참여기관 확대 추진

  * 20개관(2019년) →  25개관(2021년) → 30개관(2023년)

- 유명 작가의 강연과 함께 문학관 등 탐방으로 문학과 독서 흥미 장려 

: 사전강연으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탐방함으로써 관심 제고

  * 사전강연(2시간, 행사 전 개최) 참석 후 작가와 함께 문학관 탐방

∙ 도서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인의 인지와 심리 발달상태에 따른 각각의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유형별 장애에 따른 어려움과 극복에 대한 정보 공유 등

∙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학감수성과 문해력 증진

- 초 ․ 중 ․ 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학생 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대체자료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독서교육 전문가를 운영인력으로 배치하여 상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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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발달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강화에 중점

-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독서능력 향상 도모

: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

  *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발한 대체자료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권장

③ 장애인도서관 대상 이용자 범주 확대

∙ 잠재 이용자 발굴

- 등록 장애인 외에 난독증 등 독서장애가 있는 잠재적인 이용자들에 대한 서

비스 증진 및 확대 필요

∙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이용대상자 정의
  - 16세 이상의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도서관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동행하는 장애인 이용자의 가족 및 활동지원인
  - 16세 미만의 장애인은 ｢청소년(등)자료이용신청서｣ 작성 시 이용 가능

∙ 이용자격 기준 해외 사례
  - 미국 의회도서관 장애인도서관(NLS) : 맹인,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독서장애

자로 규정. 독서장애자의 경우,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쇄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자
(난독증, 주의력결핍장애, 발달장애를 포함할 수 있음)

  -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CNIB) : 독서장애가 있는 캐나다인 및 이
     들을 지원하는 도서관
  - 스웨덴 접근성 미디어부(MTM) : 독서장애가 있는, 즉 인쇄된 문서를 읽는데 어려

움이 있는 모든 사람, 구체적인 장애 유형은 읽기 및 쓰기 장애, 시각장애, 운동
장애 및 청력손실 등의 기타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등 인지장애, 일시적인 독서장애

  - 스위스 시각장애인도서관(SBS) : 시각장애 또는 독서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
  - 핀란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Celia) : 부상, 질병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독서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 구체적으로 시력저하, 시각장애, 난독증, 정신병, 기
능 장애 및 근육 관련 질병으로 인해 인쇄된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

  - 노르웨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NLB) : 독서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나 질병으
로 인해 인쇄된 문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 구체적인 장애의 유형
은 시력장애, 난독증 및 기타 읽기 장애, ADHD, CP, ME, 파킨슨병 등 책을 읽기
가 어려운 신체장애,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질병이나 부
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에도 신청 가능) 등

∙ 학령기 장애 아동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 난독증, ADHD 등 현재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의 학습 장

애 및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 난독증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난독증 추정치 1%, 난독증 고위험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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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저위험군 1.4%(김윤옥 외. 2015. 난독증 선별 체크리스트 표준화 및 

한국 난독증 학생 통계 추정 연구. ｢학습장애연구｣, 12(1): 21-45.)

- 국립특수교육원과의 연계 ․ 협력 강화를 통한 장애 학생의 발달 도모

: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재 개발, 연수, 정보지원, 진로직업교육 등 연계

- 학령기 장애 아동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 스위스 SBS : 난독증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

랫폼 “Buchknacker”를 2013년부터 시작, 현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 용 앱

을 개발, 보급 

∙ 장애인구 추이 변화 분석 및 이용자 조사를 통한 향후 주요 이용자 집단 추정 

및 요구사항 분석

- 독서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우리나라의 장애인 통계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독서 장애인

에 대한 통계는 현재 없는 상황

: 기존 성인 시 ․ 청각 장애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전연령 및 다양

한 장애유형 등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확대 필요

: 나아가 독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추진 

- 연령별,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 대체자료 유형별 이용 빈도 등 각종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체자료 제작 및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활용

- 연령별 선호 서비스 조사 등을 통한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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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9-1 장애인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고도화 20,585 4,117 4,117 4,117 4,117 4,117

9-1-1

대체자료 수집 및 제작 내실화
- 대체자료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수립
- 장애유형별 및 이용자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 

내실화

12,350 2,470 2,470 2,470 2,470 2,470

9-1-2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콘텐츠 기술 개발
-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의 서비스 포맷 변경(DAISY 

기반 → EPUB 기반)
- 영상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지원 방안 마련

4,085 817 817 817 817 817

9-1-3

미래기술과 융복합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추진
- 지능형, 개방형, 실증형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추진
- 장애인 독서보조기기에 최적화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추진
- 데이터 분석 기반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모델 개발 

및 추진

4,150 830 830 830 830 830

9-2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프라 확충 116,500 420 50,320 6,320 58,320 1,120

9-2-1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력 확대
- 업무 유형별 조직 구성 및 장애 유형별 관련 

전문가 확보
1,600 320 320 320 320 320

9-2-2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 장애인의 이동 접근성 제고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신축
- 장애유형별 시설 및 설비 구축

114,900 100 50,000 6,000 58,000 800

9-3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독서문화 증진

9-3-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 공공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서비스(책나래) 확대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 장애인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1,670 330 330 330 330 350

9-3-2

장애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지원의 지속적 

확대
-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의 확대로 문학 감수성 

증대 극대화
- 도서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1,600 230 255 330 355 430

9-3-3

장애인도서관 대상 이용자 범주 확대
- 잠재 이용자 발굴
- 학령기 장애 아동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 장애인구 추이 변화 분석 및 이용자 조사를 통한 

향후 주요 이용자 집단 추정 및 요구사항 분석

750 100 125 150 175 200

소    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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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 

10.1 배경

∙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분관으로서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지역의 지식문

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49조의 2(국립세종도서관) 1항 :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
세종도서관을 둔다.

∙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개관 이후, 과도기적으로 도서관인프라가 부족한 세

종시 주민을 위한 생활 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그러나 세종시립도서관 개

관 예정(‘2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정보의 포괄

적 수집‧보존 및 전국적 서비스를 위한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량 집중 

∙ 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은 2015년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정부부처간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2 현황과 문제점

10.2.1 현황

∙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창립 및 가입기관 확대

- 정책정보공유를 위한 종합목록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 개발

‧ 정책정보 종합목록시스템 개발 및 서지 ․ 원문 구축(110개관, 746,384건)

‧ 전자배송시스템 신규개발(16.5.) 및 상호대차서비스 제공(108건)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책정보 상호대차 규정(안) 제정(2015. 12.)

- 협력사업을 통한 예산절감 및 협력체계 강화

‧ 인사혁신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충북대학교, 세종시청과 아카데미 <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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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전문가 초청 열린특강, 전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 혁신도시 및 이전지역 등 소외지역 공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 기관순회대출 : ‘15년 5개관 20회, ‘16년 10개관 40회, ‘17년 13개관 52회

‧ 인문학 강연 지원 : ‘15년 3개관 3회, ‘16년 8개관 8회, ‘17년 12개관 12회

- 유관기관 정책발간물 전시서가 설치를 통한 협력 네트워킹(12개관) 

- 정부부처 ․ 공공기관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서 연구모임운영

∙ 이용자(공직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확대

- 공직자 대상 최신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및 서비스 가입(9,784명)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별 맞춤형 추천 학술지 선정 및 서비스(139개관 1,142종) 

- 공직자를 위한 국내외 학술 전자책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신청 간소화 플랫폼 개발 제공(2016. 10.)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제공(153건)

- 전문가 연계 온 ‧ 오프라인 정책정보 멘토링 서비스 제공(2014)

- 공직자 자기계발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세종아카데미 <움>’ 확대 운영

‧ ‘배움’, ‘즐거움’, ‘채움’, ‘깨달움’ 강좌 등을 통해 매년 100회 이상 인문학, 

문화예술, 직무개발 프로그램 제공

‧ 세종 제2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세종아카데미 <움>’ 확산 운영(2017~)

- 세종지역 공직자 착 서비스 

‧ 무인대출반납 서비스 : 정부세종청사 내 무인대출반납기 2대 설치

 ※ 총 24,007책 대출반납(2014년: 2,067책, 2015년: 5,032책, 2016년: 

6,838책, 2017년 10,070책)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운영을 정책 연구 지원 서비스

 ※ 정책자료 대출(94,345명/628,978책) 및 정책연구실 이용(13,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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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 관련 전문 콘텐츠  확충

- 양질의 정책 관련 전문콘텐츠의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정보포털

(http://policy.nl.go.kr) 개편(2017. 5.)

‧ 정책정보제공 : 3억8천건, 콘텐츠 큐레이션·세미나 정보 등 제공

‧ 마이크로사이트 지존(G-Zone)을 통한 공공간행물 원문 전용 서비스 제공

-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다｣ 목록집 발간 및 제공을 통한 정책활동 지원

∙ 이용자 증가 추이

- 2016년 기준, 방문자수 86만명, 대출책수 98만권, 독서문화프로그램 1,205

회 36,658명 참여 등 세종시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수요와 참여도가 

높음

- 지역주민과 언른 등의 세종도서관에 대한 우호적 인식, 세종시 설립 초기, 유

일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보도 등

-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 36개, 국책연구기관 15개)의 세종시 이전완료, 세종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종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 30만명, 2030년 80만명에 근접할 것

으로 예상됨

연 도
이용인원(명) 이용자료수(책) 세종시민

이용자수 증가율 자료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2014 685,395 - 557,901 - 158,844 27.4%

2015 792,538 15.6% 798,998 43.2% 214,364 34.9%

2016 866,554 9% 983,762 17.4% 246,792 15.1%

[표 42] 국립세종도서관 이용 증가 추이

10.2.2 문제점

∙ 정책정보특화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복합문화기관 기능 수행이라는 이질적 역할

에 따른 정체성 혼란

- 개관 당시부터 세종시 문화시설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역사회의 요구 충족을 

위한 대출서비스 및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현실적으로 공공도서

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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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정책정보서비스(70%), 공공도서관서비스(30%)의 목표를 가지

고 개관하였으나 세종시의 문화기반시설 부족으로 개관 이전 예상치(행복청 

추정 : 12만명)의 7.2배(2016년 866,554명)에 이르는 이용자 수 및 복합문

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기대 등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정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인식 및 기능이 

미약함

∙ 세종시립도서관 개관(‘20. 5월)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정보의 포괄적 수집‧보존 및 전국적 서비스로 회귀하기 위한 국립도서관’

으로서의 역량 집중 필요

∙ 도서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부족 

- 정책정보 기능, 공공도서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기관의 절반

에 그치는 조직 규모로 인력이 부족

∙ 개관 당시, 세종도서관의 실제 반영 직제(관장 4급, 3과 29명)가 당초 요구안(고

공단 나급, 4과 56명)에 크게 못미쳤으며 통합정원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정규 

인력이 축소되었음(29명 → 26명)

∙ 현재 설립당시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인력 확충으로 업무전문성, 책임성, 서비스 품질강화에 애로사항 존재 

구분 도서관명 규모(건축연면적)
일일

이용자수
관장직급 정원

직원1인당
서비스인원

시립
부산시립시민

도서관
12,558㎡

(지하1층, 지상5층)
4,014명 3급 46명 87명

시립 대전한밭도서관
22,429㎡

(지하2층, 지상4층)
2,145명 4급 60명 35명

국립 국립세종도서관
21,079㎡

(지하2층, 지상4층)
2,634명 4급 26명 101명

[표 43] 유사기관과의 비교표 (2016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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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

1-1.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 센터
1-2.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Ⅱ.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허브와 포털

2-1.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 전문도서관
2-2.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게이트웨이

Ⅲ. 국내외 정책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3-1. 정책연구 및 관련 활동의 거점
3-2.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10.3.1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

① 한국 정책정보 수집 ․ 아카이브 센터

∙ 국내 최신 및 소급 정책자료 수집력 극대화를 통한 정책자료 확충

- 국내 공공간행물 및 회색문헌 수집 강화

: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간행물 확대 수집

: 학회, 협회, 재단 등에 의해 발간된 회색문헌 수집 강화 

: 정부부처 ․ 연구기관의 특화자료 기증유도 및 연계 서비스  

- 정책수행 및 연구지원을 위한 행정․정책분야 자료수집 강화

: 국내 정책자료 개발범위 및 자료 수집 확대

∙ 정책자료 수탁보존 및 확대 추진

- 미소장 정책자료의 수증 전략 및 수탁보존 확대 추진 

: 국내 정책정보 수요 집단 발굴과 전국적 확대 ․ 적용

: 국립중앙도서관 국내의 미소장 소급형 정책자료, 외부기관 정책자료 집중 

소장처 파악 및 전략적 개발

②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제공

-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및 원문복사서비스

: 이용자 분석을 통한 최신 정책동향 등 콘텐츠 추천/맞춤 서비스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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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를 위한 국외 학술 전자책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확대 제공 

- 세종아카데미 <움> 확산 제공

: 기관협력을 통한 세종아카데미 <움> 운영

: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협력기관 도서관 사서 대상 연구모임

-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특화서비스 벤치 마킹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을 벤

치마킹하여 정책 정보 요청에 대한 회답서비스, 핫이슈에 대한 리포트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 정책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및 교류 확대

- 정책정보종합목록 제공 참여기관 확대 및 품질 개선

- 정책정보협력망 대상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 정책정보 공유 기반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킹 

∙ 아날로그형 자료와 다지털 정보의 융합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 정책자료실의 오프라인 자료와 연계된 온라인 정책자료 제공

: 오프라인 정책자료를 스마트 기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간행물 원문 

서비스(지존) 제공

10.3.2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의 허브와 포털

①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 전문도서관

∙ 주요 선진국, OECD, 국제기구(WTO, ISO 등), 대학 등에서 생산하는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 정책 정보자료 수집 대상을 주요 선진국에서 국제기구 및 OECD 국가, 한국

과 FTA를 체결한 국가 등 확대

- 외국 정책정보 자료는 국가별 및 생산주체별 구분에 의한 선별적, 단계별 수

집력 확대

∙ 국내외 온라인 전자자료 전략적 수집

- 정책정보포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자료수집 확대

-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수요 기반 맞춤형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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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한 전자책 ․ 오디오북 ․ 전자잡지 구독

- 주제가이드 ․ 최신 국내외 정책동향 등 정책정보 콘텐츠 구축 

- NTIS, PRISM 등 외부기관 정책정보 콘텐츠 연계 수집 

∙ 외국 정책정보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과 아카이빙 강화

- OASIS로 개발한 인터넷 자료 및 PDF형 회색문헌(보고서, 학술회의 등), 라이

선스형 Web DB의 아카이빙,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등)의 통합형 가상서고 구

축과 포털서비스,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전략(정책분야 소급자료의 전략적 

개발 및 서비스전략)

∙ 조직 및 위상 강화

- 국립세종도서관이 국가 정책정보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

- △관장 직급 조정(4급→고위공무원 ‘나’급) △정책정보지원과 신설 △과장급 

직급 상향 조정(4‧5급 1명, 5급 2명 → 4급 4명)

②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 ․ 이용의 게이트웨이

∙ 정책정보 온라인서비스 강화

- 정책정보포털 고도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

- 정책정보 콘텐츠 수집 확충 및 서비스 제공

: 주요 정책이슈별 등 키워드 중심의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 외부기관 정책정보 콘텐츠 연계 제공

: 정책정보포털 콘텐츠 메일링 서비스

∙ 정책정보 포털 전 부처 행정 업무망 확대 구축

- 인터넷으로 서비스 중인 정책정보포털을 공직자가 망분리 업무환경에서 동일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망 서비스 제공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망 정책정보포털 이중화 구축

: 자료의 일관성을 위한 인터넷망과 행정업무망간 연계 시스템 구축

∙ 이용자 친화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친화형 서비스 개발

: 이용자별 추천/맞춤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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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참여형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직접 정책정보 관련 큐레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

: 콘텐츠 생성 및 관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 가능

10.3.3 국내외 정책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정책연구 및 관련 활동의 거점

∙ 정책연구 및 정책자료 이용을 위한 공간 서비스 강화 

- 집중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실 및 자료이용을 위한 정책자료실 환경 개선

- 정책세미나, 관련 학회 등의 소그룹 정책 연구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 설치

- 공직자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 공직자 독서 한마당 등을 통해 책 읽는 공직자 문화 확산 지원 

∙ 분야별 공직자-연구자간 교류의 장 마련 

- 정책분야별 공직자와 해당 분야 연구자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활동의 장 마련

-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입안 사례 발굴 등 워크숍 개최 

②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확대 

- 정부 ․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

영 및 가입 확대(2017년 179개관 → 2022년 400개관)

- 협의회 대상 희귀정책자료 발굴 ․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2017년 1,000책 → 

2022년 7,500책) 

- 각 정책기관 분야별 공동 전시 및 공동 워크숍 개최, 정책정보 서비스 선진사

례 연수 

∙ 국외 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추진

- 국외 정책자료의 교환, 국외 정책 관련 전문도서관의 교류, 국제기구 자료의 기탁, 

정책정보의 국제상호 대차서비스 등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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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0-1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 1,750 350 350 350 350 350

10-1-1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 센터
-국내 최신 및 소급 정책자료 수집력 극대화를 
통한 정책자료 확충

-정책자료 수탁보존 및 확대 추진

1,250  250 250 250 250 250

10-1-2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제공
-정책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및 
교류 확대

-아날로그형 자료와 다지털 정보의 융합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500 100 100 100 100 100

10-2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허브와 포털 5,380 1,680 450 500 2,200 550

10-2-1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 전문도서관
-주요 선진국, 국제기구, 대학 등이 생산하는 
정책정보 수집략 강화 

-국내외 온라인 전자자료 전략적 수집
-외국 정책정보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과 
아카이빙 강화

-조직 및 위상 강화

780 80 100 200 200 200

10-2-2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게이트 
웨이
-정책정보 온라인서비스 강화
-정책정보 포털 전 부처 행정 업무망 확대 
구축

-이용자 친화형 서비스 제공

4,600 1,600 350 300 2,000 350

10-3 국내외 정책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1,200 200 200 250 250 300

10-3-1

정책연구 및 관련 활동의 거점
-정책연구 및 정책자료 이용을 위한 공간 
서비스 강화
-분야별 공직자-연구자간 교류의 장 마련 

800 150 150 150 150 200

10-3-2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확대
-국외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추진

400 50 50 100 100 100

소    계 8,330 2,230 1,000 1,100 2,800 1,20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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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 도서관협력 리더십 극대화

11. 사서직 전문교육의 허브

11.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증폭하는 사서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원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경우, 사서들이 국가 지식자원의 주된 관리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고, 사서의 전문성과 주도성을 더욱 발휘하여 국가의 제반 분야에 대한 

정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11.2 현황과 문제점

11.2.1 현황

∙ 전국 도서관의 직원(24,000여 명)에 대한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 직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실무 전문교육 및 이러

닝 교육 운영

- 직급별/직무별 체계적인 직무전문 교육과정 운영

- 참여형 교육 및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확대 운영

-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을 통한 협력 교육 및 찾아가는 사서교육 추진

- 이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

11.2.2 문제점

∙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노후화 및 기본인프라 부족

- 건축연수 30년의 노후건물

- 강의실 등 기본시설이 매우 부족

- 교육과정 개발, 강의, 교육평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임교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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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도서관 및 직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교육전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교육 이수율이 매우 낮음

- 도서관(18,414개관→21,602개관)과 직원 수(20,774명→36,941명)는 최근 5

년간 각각 17%와 78%가 증가하였고, 교육이수자는 34% 증가하고 있으나, 전

체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율은 10%로 매우 미비함 

∙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인력 계속교육 강화 필요

∙ 교육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전임 교수진 확보 시급

- 타 교육기관 전담교수 현황: 독립기관 평균 13명, 병설기관 평균 5명 

  ※ 국립중앙도서관 0명

∙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예산 미확보로 설립 추진 

미흡 

11.3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사서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 조사

1-1. 사서교육 선진 사례 심층 조사
1-2. 사서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Ⅱ. 사서교육 모델 개발
2-1. 사서교육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2. 국가도서관 체제의 사서교육 모델 개발 

Ⅲ. (가칭) 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 연구

3-1.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
3-2. 실행 전략 개발 및 단계별 건립 추진

11.3.1 사서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 조사

① 사서교육 선진 사례 심층 조사

∙ 국가도서관이 주도하는 사서교육의 해외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  

- [사례 1] 미국 의회도서관

* 신임사서를 위한 인턴십과 정책정보/의정연구 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담당자를 위한 인턴십 : 주로 여름학기를 이용하여 장서보존(Collections 

Preservation), 지리와 지도(Geography and Maps), 인문학(Humanities),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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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Art, and Culture),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문헌정보학

(Library Sciences), 화학 및 과학(Chemistry and Science) 등의 영역에 걸쳐 

실무경험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의회도서관의 계속교육은 의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계속교육에 치중함. 

교육프로그램은 의회도서관 내의 전문교육담당 부서인 Internal University가 

담당. 1997년부터 시작된 Library of Congress Internal University (LCIU)는 미

국 의회도서관의 경영진과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의회와 국민

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서와 기타 도서관 근무 인력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활동을 제공함. LCIU는 인근의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문헌정보학대학원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대학원 과목의 일부분

을 의회도서관에서 개설함으로써 도서관 직원들에게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의회도서관은 도서관 장서와 인터넷 정보자원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의 교사들과 사서들을 대상으로 여름 계

절학기(Summer Teacher Institute)를 운영하고 있음. 이 계절학기는 의회도서

관의 교육학 분야 주제전문 사서들이 담당함. 

- [사례 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함. 교육 프로그램은 강

사 파견형 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으로 구분되며, 강사 파견형 교육은 국립

국회도서관의 직원이 해당 도서관에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함.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교육과정(2017) : 파견교육(국립국회도서관 서비스 및 

DB 관련 교육, 디지털자료 송신서비스, 주제 및 지역 전문분야 조사법, 전시업

무, 열화 예방, 파손자료의 보수, 장애자 대상 도서관서비스, 국제어린이도서관 

서비스 등), 집합교육(서지데이터 활용,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자료 보존 연

수, 국제어린이도서관 소장자료를 활용한 아동문학 강좌, 과학기술정보, 장애

인 서비스 담당직원 교육, 레퍼런스 서비스, 일본 고전문학 강습, 아시아정보 

연수, 법령 ․ 의회 ․ 관청 자료), 원격교육(과학기술정보개론, 자료보존의 기본, 서

지학 입문, 근현대 정치사 개요, 디지털화 기초, 과학기술정보조사법, 경제산업

정보 조사법, 도서관과 저작권, 장애자 대상 도서관서비스, 전국서지 데이터 

활용법, 음악자료 개론, 일본학을 위한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장서 활용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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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 간단보수·보존법 등)

* 그 외에 집합연수의 경우 도서관 종합목록 네트워크 사업 담당자, 레퍼런스 

협동데이터베이스 사업 참가 도서관의 실무 담당자, 각 도(都), 도(道), 부(附), 

현(県) 등의 지정 도시 의회 사무국 실무 담당자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

시하는 경우가 있음. 

∙ 선진국 사서전문직 협회, 대학의 사서교육 과정에 대한 심층 조사

- [사례 1] 영국의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 영국에서 가장 상징적이며 포괄적인 사서전문 단체로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

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CILIP의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현장교육에 초점

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며, 전문 트레이너에 의한 맞춤형 교육(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코스 조정이 가능)도 가능함. CILIP 교육 프로그램의 특

징은 강좌가 오프라인 기반의 집합교육과 전문강사가 단위 도서관을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 방문교육 위주로 이루어짐.

* CILIP 현장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 비즈니스 기술, 목록과 분류, 저작권과 라

이선싱, 도서관 및 정보 관리, 경영관리 및 인적개발, 마케팅기술, 리서치기술, 

교수 및 학습 능력, 웹과 인터넷 기술, 어린이와 청소년 

- [사례 2] 호주 도서관협회(ALIA: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 ALIA는 도서관전문직단체로서 지속적인 학습과 직무능력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들을 지원, 도서관정보학분야의 우수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회원들은 ALIA PD(Professional development) Scheme을 통하여 고용주와 다

양한 커뮤니티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ALIA PD Scheme에서 확장하여 주제전문가 도입, 회원들은 주제와 관련된 역

량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Health, Public Library, Schools)에 집중함으로써 자

신의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1년간의 ALIA PD Scheme을 따르고 

나면 공식 전문가로 인정 

* ALIA 교육 코스 및 워크숍(2017) → 성숙 매트릭스(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

비스), 디지털자료의 보존기술, YA-Why not(청소년 대상 도서관서비스),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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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협상 기술, 실무자를 위한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강의, 저작권과 도서관, 아날로그자료의 디지털화 기술, 도서관 공간 구성, 

Digital DIY(교육자료 만들기), 목록 기초, 디지털 리포지토리 계획 및 관리, 

Infographics, 디지털 동향(로보틱스와 AI, 알고리즘 ․ 필터링 ․ 검색, SNS)

② 사서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조사

-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사례 벤치마킹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서의 역량 강화

- 다양한 이용자군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서의 네크워크 역량 강화

- 고급의 연구정보제공, 비즈니스정보제공, 이용자그룹별 정보서비스 등을 위한 

사서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국내 타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  

11.3.2 사서교육 모델 개발 

① 사서교육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서지전문가’로서의 사서의 계속교육 진흥 방안

- 서지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으로 전문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 

양성

∙ ‘내용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재교육 제공 방안

- 사서의 학문분야별 내용지식 함양 방안, ‘한국형’ 주제사서 및 주제서비스 정

착 방안 

② 국가도서관 체제의 사서교육 모델 개발  

∙ 주제별, 기능별, 단계별 사서교육 프로그램 연구

∙ 국가도서관의 사서교육 본격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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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가칭) 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 연구 

①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   

∙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 분석

-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기본 시설 부족 및 노후화

- 사서연수관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소강의실(40), 대강의실(60)/총 100명 수용]으로 본래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며, 건축연수가 노후건물(30년)에 근접하고 있어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

원’ 건립이 시급함

∙ 사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교육 대상 및 수요의 증가 추세 지속

- 전국 도서관 및 직원의 증가 → 교육 수요 및 대상자 증가

∙ 직원 수 : ’12년 20,774명 → ’16년 36,941명, 78%↑
∙ 도서관 수 : ’12년 18,414개관 → ’16년 21,602개관, 17%↑
∙ 교육이수자 수 : ’12년 2,709명 → ’16년 3,642명, 34%↑

∙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변화를 예측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과정개발, 전

문 강의, 교재 개발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대폭 증원 필요

  < 2015년 교육훈련기관평가 총평(인사혁신처) >

 ㅇ 교육운영자 인원수 대비 교육과정이 많은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청렴연수원
  * 직원 1인당 교육생(집합) 수 : 국립중앙도서관 364명 / 교육기관(독립) 평균 123명  

② 실행 전략 개발 및 단계별 건립 추진

∙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의 추진 및 (가칭) ‘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으로의 발전을 위한 실행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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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1-1 사서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 조사 500 80 90 100 110 120

11-1-1
사서교육 선진 사례 심층 조사
-외국 및 국내 사례 심층 조사(탐방조사)

250 50 50 50 50 50

11-1-2

사서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서의 역량 강화

250 30 40 50 60 70

11-2 사서교육 모델 개발 2,500 850 450 450 350 400

11-2-1
사서교육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서지전문가로서의 계속교육 진흥 방안
-내용전문가로서의 재교육 제공 방안

1,150 150 200 250 250 300

11-2-2

국가도서관 체제의 사서교육 모델 개발
-주제별, 기능별, 단계별 사서교육 프로그램 연구
-사서교육 본격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연구

1,350 700 250 200 100 100

11-3 (가칭) 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 연구 47,450 50 ․ 5,100 39,300 3,000

11-3-1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 분석
-수요 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50 50 ․ ․ ․ ․

11-3-2 실행전략 개발 및 단계별 건립 추진 47,400 ․ ․ 5,100 39,300 3,000

소    계 50,450 980 540 5,650 39,760 3,52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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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12.1 추진배경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세계 주요 도서관과 교류 협력 및 한

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세계 도서관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무 및 인적교류, 양해각서 체결, 국제기구 활

동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각 국의 주요 도서관들과 자료교류,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해외 한국학 사

서 협력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한국문

화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음

12.2 현황과 문제점

12.2.1 현황

∙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 1969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 가입한 이래 매년 IFLA 연차 총회를 비

롯한 기타 국제회의(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 아시아 ․ 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등)에 참가하여 국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국립도서관분과 등 총 23개 분과에 가입, 상임위원으로는 국립

도서관분과, 아시아 ․ 오세아니아분과 등 10명이 활동하고 있음 

- 또한 IFLA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인 자료보존(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AC) 활동의 한국센터로서 활동하고 있음

∙ 국립도서관 간 업무교류 실시

- 1997년부터 중국국가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매년 업무교류를 실시하

여 상호 다양한 경험과 정보 공유

- 2007년 러시아, 2008년 튀니지 국립도서관과 업무교류 실시, 유럽과 아프리

카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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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도서관 간 양해각서 체결

- 1997년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6

개국 18개관 체결 

- 협약 주요내용 : 정보 및 경험의 공유, 직원 교류 및 방문, 출판물 교환, 지식

정보자원 공유, 상호협력, 전시 등

∙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서연수 실시

- 2010년부터 한 ․ 중 국립도서관 사서교환 연수 실시(4명 파견, 3명 초청)

- 2011년부터 모텐슨센터 사서 연수 참가(6명 참가)

∙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설치 운영

- 2007년부터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를 추진하여 2017년 11월 현재 23개국 

24개관에 한국자료실 운영

- 매년 1~2개관을 선정하여 설비비 및 자료(2,000여책)를 제공하며 5년간 매

년 자료 200책을 추가로 지원

∙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실시

- 2005년부터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과 공동 실시, 2012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단독 실시(총 10회 개최)

- 해외 국립 ․ 대학 ․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설치기관 사서 20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경에 진행

- 워크숍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한국학 관련 강의, 참가자 주제발표, 견학 및 문

화탐방 등으로 구성

∙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운영 

- 세계 주요 도서관 한국학사서들과의 교류의 장 마련, 해외 한국학사서들에게 

한국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09년 10월부터 ‘한국

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www.nl.go.kr/inkslib)’ 누리집 운영

- 한국학사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

      * 회원가입 현황 : 39개국 187명

- 누리집 내 ‘사서가 사서에게 묻는다’ 코너 및 inkslib 공직메일을 통해 한국학 

관련 자료 및 한국의 도서관 용어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

- 또한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를 발간하여 해외 한국학 도서관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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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해외 한국학도서관의 자료 및 운영 현황에 대

한 정보를 제공(6월, 12월/각 500부)

∙ 문화동반자 사업(해외 사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

- 해외 한국자료실(WOK)이 있는 해외 도서관을 우선 선발 및 초청하여 현재 총 

22개국 47명의 연수생 참가

-한국 도서관 및 문화의 이해를 위해 5개월간 사서전문연수(관내연수, 개별연구

과제 및 발표, 전문강의, 도서관견학),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연수를 통해 본국

에서의 한국 자료 서비스 능력 개발

∙ 국제자료교류 및 한국학연구기관 자료 지원

- 1963년부터 해외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OECD, UN 등 국제기구와 도서

관 장서 확충을 위한 교류 시작

- 2017년 교류처 현황 : 91개국 261개관(한국학연구기관 22개국 63개관 포함)

12.2.2 문제점

∙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 활동 미흡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논문 발표 등 국제기구 활동 지원 필요

- IFLA 상임위원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해외 도서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미흡

- 외국 도서관과의 정기적인 교류 확대는 기관의 여러 여건(인력, 예산 등)을 고

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결론 도출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

∙ 해외 한국자료실(WOK)의 안정적인 운영 한계

- 해외 한국자료실 기관별 운영현황에 편차가 있으며, 국가 내 정세불안, 기관 

내 사정 등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한국어 자료의 정리, 검색, 이용에 제한이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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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동반자 사업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필요

-  실제적으로 한국자료실(WOK)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

램 필요

- 참가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연수 프로그램 운영 필요

12.3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세계 도서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1-1.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1-2. 해외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력
1-3.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서연수 실시

Ⅱ. 해외 한국문화 및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1.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 강화
2-2. 해외 한국학 정보서비스 지원 및 협력 활성화
2-3. 국제자료교류 및 한국학 자료 지원

12.3.1 세계 도서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①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 우리 도서관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논문 및 포스터세션 발표

- 주요 분과(국립도서관, 족보 및 지역사 분과 등) 상임위원회 활동 

- IFLA PAC(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한국센터 활동 등 다양한 국제 협

력활동 수행

∙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가

- 도서관 및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해결방안 논의 

∙ 아시아 ․ 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참가

- 아시아 ․ 오세아니아지역 주요국 국립도서관장과 정보 공유

- 도서관계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국제협력 분야의 다양한 사업 홍보 

∙ 미국도서관대회(ALA Annual Conference) 참가

- 도서관계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미국 외 지역 국가 사서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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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개최 적극 유치

-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 IFLA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분과 mid-term 회의 개최(2018. 4월 예정)

② 해외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력

∙ 해외 국립도서관과 업무교류 확대

- 업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경험을 공유

-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위하여 협력 기반 마련

∙ 해외 국립도서관과 양해각서 체결 확대

- 전 세계 주요 도서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업무 및 인적교류, 지식 정보

자원 공유 등 상호 협력 활동 강화

③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서연수 실시

∙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서연수 확대

- 교류 및 연수를 통한 사서직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 선진 도서관의 연수 프로그램 등 자료조사 및 교류 진행

12.3.2 해외 한국문화 및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 강화

∙ 해외 한국자료실 운영 내실화

- 지원기간 종료된 자료실에 대하여 운영 현황 및 필요성 검토 후 계속지원 여

부 결정(지원 연장 시 MOU 체결)

- 지원기간 중에도 자료실 운영 미 협조 기관에 대해서는 축소 지원 및 향후 추

가 지원 지양

- 한국자료실 실태조사(방문, 설문)를 통해 운영 현황 점검 및 사업 반영

∙ 해외 한국자료실 기관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자료선정 편의를 위한 자료유형별 목록 및 주제 분류(DDC) 제공

- 희망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리를 위한 MARC 파일 제공

- 국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발간자료 목록 제공

- 해외 한국문화원과의 연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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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 지원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한국학 지원사업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 해외 한국자료실 연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② 해외 한국학 정보서비스 지원 및 협력 활성화

∙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개최(10월)

- 대상 : 해외 한국학 도서관 관리자 및 사서 10개관 20명 (기관 당 2명)  

  ※ (‘17년) 한국학 도서관 사서 20명 → (‘18년) 한국학 도서관 관리자 및 사

서 20명, 격년으로 참가대상 기준 차별화

- 내용 : 유관기관 견학 및 문화탐방, 특강(도서관 및 한국학 분야에 대한  이해 

등), 참가자 주제발표 등

- 참가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도서관 및 한국학 이슈를 반영할 수 있

는 강의 프로그램 개발

∙ 해외 한국학 사서 사이버 연수 개발

-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기관(19개관)의 한국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을 통한 연수 제공으로 한국학 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가자들의 참가 전 역진행 학습(플립러닝)으로 활용

-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연수 개발 필요

- 한국학 사서 사이버 연수 영문 시스템 및 운영환경 구축

- 한국학사서글로벌네트워크 웹사이트 개편을 위한 활용 등 플랫폼 구축

- 사이버 연수 콘텐츠 개발, 시범 실시 및 운영

-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강의 중 만족도 높았던 강의 선별  

  ※ (예시) 한국학 참고정보원의 현황과 활용 방법, 한국자료 목록의 이해 등

- 매년 실시하는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과 연계하여 기본과정 성격의 강의는 

사이버 연수로 대체하고 워크숍 참가자들의 사전 지식 확보, 그 외 워크숍 일

정으로 견학 기관 수 확대 및 전문과정 성격의 강의 운영

∙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도서관과의 소통 확대

- 해외 한국학 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홈페이지(inkslib.nl.go.kr) 운영

- 해외 한국학 관련 사업 창구 역할 강화, inkslib 홈페이지 활성화 도모

- 회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최신 정보 및 컨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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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학사서 업무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2〜4월)

- 설문조사 분석 및 요구 반영, 홈페이지 FAQ 등에 관련 내용 수록

- ‘사서가 사서에게 묻는다(Q&A)’ 운영 (수시) 

∙ ｢해외 한국학 도서관 동향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시기 및 부수 : 연 2회, 각 500부

- 수록내용 : 해외 주요 한국학도서관 자료 및 운영 현황, 기존 동향보고서의 

한국학도서관 중 현안 및 이슈, 대처방안 등

∙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네트워크 운영

- 제작계획 : 영문 e-뉴스레터 분기별(년 4회) 발간 및 배포

- 수록내용 : 한국학 정보원의 최신 동향 및 국립중앙도서관 최근 소식 등

∙ 문화동반자 사업 강화

- 참가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진행

- 기 참가자와의 원활한 교류 및 네트워크 유지를 위하여 전자 소식지 발간 및 

SNS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③ 국제자료교류 및 한국학 자료 지원

∙ 국제자료교류를 위한 국내 자료 수집 강화

- 국내 정부간행물, 백서, 연감, 통계, 한국학 연구 관련 기관의 발행물 수집(연 

20,000여책)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료지원을 위한 교류처 설문조사 실시 : 년 1회

∙ 국내자료 정기 발송 : 년 2회 실시(5월, 11월)

∙ 해외 교류기관과의 자료 교환을 통한 해외자료 수집 강화

- 주요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과의 특별교류협정기관을 확대하여 자료교환

을 통한 해외 정부간행물, 학술연구보고서 등 해외자료 수집 : 연간 7,000책

- 한‧미 정부간행물 교류협정에 의한 미국정부간행물 수집

- 교류협정을 통한 한국 관련자료 수집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100책)    

- OECD, UN, FAO 등 18개 국제기구 간행물의 기탁 수집 : 연간 45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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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2-1 세계 도서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623.9 124.3 125.5 124.3 125.5 124.3

12-1-1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참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참가, 

미국도서관대회(ALA Annual Conference) 

등 참가 

- 국제회의 개최 적극 유치

350 70 70 70 70 70

12-1-2

해외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력

- 해외 국립도서관과 업무교류 확대

- 해외 국립도서관과 양해각서 체결 확대

170 30 40 30 40 30

12-1-3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서연수 실시 103.9 24.3 15.5 24.3 15.5 24.3

12-2
해외 한국문화 및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390 638 658 678 698 718

12-2-1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 강화

- 해외 한국자료실 운영 내실화

- 해외 한국자료실 기관별 맞춤형 지원 추진

- 한국학 지원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1,900 360 370 380 390 400

12-2-2

해외 한국학 정보서비스 지원 및 협력 활성화

-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개최

- 해외 한국학 사서 사이버 연수 개발

-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해외 한국학 도서관 동향보고서｣ 발간

   및 배포

- 문화동반자 사업 강화

1,150 210 220 230 240 250

12-2-3

국제자료교류 및 한국학 자료 지원

- 국제자료교류를 위한 국내 자료 수집 강화

- 국내자료 정기 발송

- 해외 교류기관과의 자료 교환을 통한 

해외자료 수집 강화

340 68 68 68 68 68

소    계 4,013.9 762.3 783.5 802.3 823.5 842.3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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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

13.1 추진배경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전의 홍보 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선진국 국가도서관 수준의 도서관 마케팅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는 물론 전세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지도를 대폭 상승시키고자 함 

13.2 현황과 문제점

13.2.1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기획연수부 내 국제교류홍보팀에서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국제

회의 참가, 국제 도서관 기구 활동 지원,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

고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도서관 소식

지 ‘오늘의 도서관’을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에서 국내도서관 및 관련 단체 지원업무, 도서

관 협력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

13.2.2 문제점

∙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홍보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는 못 미치

는 수준임.

∙ 선진국 국립도서관들이 국가의 자부심이자 브랜드이며, 국가문헌의 보고이자 기억

의 총집합소로서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수집 ․ 보존 ․ 조직 ․ 제공하는 최고의 기관

으로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높은 인지도를 가지도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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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Ⅰ. 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1-1.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사례 심층 조사
1-2.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특징 분석

Ⅱ.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2-1.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2-2. 국가도서관 주도형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Ⅲ. 도서관 마케팅 조직 및 
가동을 위한 실행 연구

3-1. 현황분석 및 수요 조사
3-2. 도서관 마케팅․홍보 전담조직 신설 및 마케팅 실행

13.3.1 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①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사례 심층 조사

∙ 국가도서관이 주도하는 도서관 마케팅의 해외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  

- [사례 1] 미국 의회도서관

* 미국 의회도서관(LC)의 국내외 대외협력국(National & International outreach)

은 홍보 및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도서관과 도서관 자원의 인식 및 사용을 확

대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의회도서관의 공공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리함

* 2015년 5월 18일 미국 의회도서관의 조직 재정비의 일환으로 새로운 서비스 

조직인 국내외 대외협력국(National and International Outreach: NIO)이 출범

했음. NIO는 국가의 문화기관이자 생애학습의 주요 자원인 의회도서관의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대국민 접점 프로그램과 활동을 총괄함. NIO는 도서

관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다른 문화조직 및  학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촉진

하고, 의회도서관의 고유한 지식자원을 미 의회, 미국 국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음. 

* NIO의 세부 조직은 세 범주로 나뉨

    1) 국내 프로그램(National Programs) : 국민의 문해력(읽고 쓸 수 있는 능력), 

평생학습, 진로탐색을 촉진하고, 의회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 알리

고, 미국인의 창의성을 부각함  

    2) 국내 사업 지원(National Enterprises) : 개인, 기관, 연방 조직에 유료(수수

료 기반) 배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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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Scholarly and Educational Programs):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자원을 여러 분야의 이용자에게 제공 

- [사례 2] 호주 국립도서관

* 호주 국립도서관(NLA)은 관리지원 ․ 공공프로그램부(Executive and Public 

Programs)에서는 지역사회 아웃리치(community outreach), 행정 지원, 전시, 

출판 및 판매 등을 담당함. 

*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은 문화적 시각 및 이해의 공유를 촉진하고, 이에 필

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민들을 위한 다

양한 강좌, 세미나, 워크숍 등이 이루어짐    

* NLA 관리지원 ․ 공공프로그램부는 특히, 국내 및 국제적으로 도서관과 커뮤니

티의 공동의 관심사를 위한 연결고리를 개발 ․ 유지하고, 도서관위원회(Library 

Council) 및 집행부를 지원함. ‘도서관위원회’는 관장,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포

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NLA 관리지원 ․ 공공프로그램부는 호주 정부의 관계 장관 부서(Portfolio 

Department)와 연락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모금 및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 NLA는 홈페이지에서 최근 뉴스 코너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블로그, 소셜미디

어(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리커, 유튜브, 사운드클라우드 등), 오디오, 

온라인 뉴스(eNews), 미디어센터(언론홍보), 잡지 등으로 통하여 다양하고 활

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 

- [사례 3] 영국 국립도서관

* 영국 국립도서관(BL)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홍보를 펼치고 있음. BL은 모든 

학문분야와 주제영역에 걸쳐 연구를 지원하고 영감을 줌. BL의 연구지원 활동

은 박사과정 연구지원, 연구자들과의 협업, 연구의 대한 전문성 보유, 연구 관

련 행사 및 교육 활동 지원 등이 있음

* 또한 BL은 1979년 이후 저자들을 지원하고 있음. Public Lending Right(PLR)

은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책에 대해 각 저자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다. 영국의 PLR 시스템에 따라서, 정부는 정부 기금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책

이 대출될 때, 그 책의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금전을 지불한다. 지불은 

영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샘플로 선정된 도서관으로부터 수집한 대출 데이터를 

가지고 일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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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BL의 런던 본관과 St Pancras분관에 있는 ‘비즈니스 & IP 센터’는 개인

의 사업을 비즈니스정보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기관으로 대외협력에서 소중한 

기관임. 이 조직은 소규모 사업자, 기업인, 발명가들을 돕는다.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BL의 시장조사 및 회사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업아이디어를 얻고, BL의 워크숍 및 소규모 강좌

(mini-masterclass), 비 이 보장되는 일대일 컨설팅, 도서관을 통한 영국의 가

장 성공적인 사업가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 각자의 사업구상 및 사업 영

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또한 BL은 비즈니스 & IP센터 국가네트워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BL을 중심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주요 거

점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10개의 센터로 이루어져있다. BL은 이러한 비즈

니스정보제공 활동에 대하여 도서관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

브, 링크트인,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홍보함.         

②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특징 분석

∙ 국가의 과거와 현재의 소통 마케팅   

- 과거의 기억, 구술사(Oral History), 자료, 문헌의 세계를 파고들어 현재의 여러 

사람들과 연결

∙ 국가의 문헌자료와 사람들의 일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마케팅

- 국가의 문헌자료 중 개인 및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조직하여, 비즈

니스정보 제공   

∙ 국가도서관 중심의 지식정보자원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 각종 지식정보자원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을 연결하고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국립도서관이 중심 허브로 기능

∙ 도서관의 벽을 넘는 아웃리치 마케팅

- 도서관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관계 부처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의 지속적인 리에종, 협업을 통한 도서관 

성장 

∙ 도서관의 기존 전통 매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한 고객 접

점 마케팅

- 도서관 소식지, 도서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하여 고객과의 다

양한 접점을 만들고 홍보하는 고객 접점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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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①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일어나게 하는 소통 마케팅 모델 개발 

∙ 사람들의 일을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의 전문화 서비스로 지원하는 비즈니스 마

케팅 모델 개발

∙ 도서관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에 파고드는 아웃리치 마케팅 모델 개발   

∙ 정부, 주요 협력 기관 및 의사결정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도서관

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리에종 ․ 관계 마케팅 모델 개발 

∙ 진화하는 각종 매체와 채널을 활용한 고객접점 마케팅 모델 개발     

② 국가도서관 주도형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국가 지식정보자원 콘텐츠 구축 및 검색을 위한 네트워

크 형성 및 홍보

∙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비즈니스정보 제공 및 홍보: 국립중앙도서관이 본격화

하는 고급 연구정보서비스의 일환임. 이는 전문화된 비즈니스 정보서비스로서 

국민 개인의 취업 ․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 등 각종 기관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함. 특히 사업가, 발명가, 전문가, 일반인의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취업 ․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들을 연결하는 정보네

트워크임. 또한 도서관 내부에서 각종 이용자그룹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전직희망자, 은퇴자, 창업희망자, 소규모 사업자, 발명가 등) 워크숍, 세미나 등

을 제공하며, 비즈니스정보 제공에 전문화된 사서(Business Librarian)가 관련 데

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계 기관 ․ 전문가 연결을 통하여 사람들의 취업 ․ 사업 ․ 경
력개발 ․ 발명 활동을 지원함.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

로 권역별 주요 공공도서관, 노동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상공

회의소, 대학 등과 연결하여 비즈니스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 참조사례 – 영국 국립도서관의 BL Business & IT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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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도서관 마케팅 조직 및 가동을 위한 실행 연구 

① 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 도서관 마케팅 부서의 신설 및 조직개편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의 

조사

∙ 도서관 마케팅 부서의 신설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② 도서관 마케팅 ․ 홍보 전담조직 신설 및 마케팅 실행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의 도서관 마케팅 ․ 홍보 ․ PR, 고객관계관리(CRM), 대외협력 

등을 담당하는 조직 설립

∙ 선진국의 국립도서관 중 이러한 홍보 및 대민, 대정부 부서를 운영하는 사례(영

국, 호주 등) 심층 분석.

∙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획총괄과 업무(국내도서관 및 관련 단체 지원, 도서

관협력망 운영, 도서관 전시 및 통계, 국내 도서관 연구 및 자료 발간, 도서관 선

진화공모 연구 등)와 국제교류홍보팀의 업무(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외

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도서관 기구 활동 지원, 도서

관 홍보 종합계획 수립 ․ 시행,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도서관 소식

지 ‘오늘의 도서관’ 발간 등)의 업무를 대폭 발전시킴

∙ 기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서관 홍보 기능 

- 대국민 도서관 이용조사(방문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 홈페이지 방문 이용자

에 대한 조사)  

- 확충되고 강화되는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홍보 및 고객관리 기능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비즈니스정보 제공 및 홍보

-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시스템 구축 및 가

동을 통한 연구자 고객, 일반 고객, 방문 고객, 기관 고객 등의 지속적 관리 

및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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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3-1 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250 50 50 50 50 50

13-1-1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사례 
심층 조사

200 40 40 40 40 40

13-1-2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특징 분석 50 10 10 10 10 10

13-2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290 50 50 60 60 70

13-2-1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140 20 20 30 30 40

13-2-2
국가도서관 주도형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150 30 30 30 30 30

13-3 도서관 마케팅조직 및 가동을 위한 실행 연구 330 70 50 60 70 80

13-3-1 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30 30 · · · ·

13-3-2
도서관 마케팅·홍보 전담조직 신설 및 
마케팅 실행

300 40 50 60 70 80

소    계 870 170 150 170 180 20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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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 국가지식문화유산 접근․보존 인프라 혁신

핵심과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주요추진과제

1. 국가장서 수집․관리 역량 강화

1-1. 국가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580 95 95 125 125 140

1-2.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23,522 4,128 4,407 4,709 4,989 5,289

소계 24,102 4,223 4,502 4,834 5,114 5,429

2. 국가서지데이터센터의 역할 수행

2-1. 서지 구축의 효율화 및 내실화 27,550 5,340 5,390 5,440 5,690 5,690

2-2. 웹 3.0 환경에서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 개선
3,600 1,400 1,200 800 100 100

2-3.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유 생태계 조성 3,320 770 650 900 500 500

소계 34,470 7,510 7,240 7,140 6,290 6,290

3. 고문헌 수집․관리 및 활용 확대

3-1. 고문헌 수집·관리 강화 1,120 230 230 220 220 220

3-2. 고문헌 학술연구 지원 확대 360 60 70 70 80 80

3-3. 고문헌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강화 1,060 140 400 360 80 80

3-4.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 350 70 70 70 70 70

소계 2,890 500 770 720 450 450

4. 국가장서 보존 역량 강화

4-1.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역량 강화 4,310 850 850 850 880 880

4-2. 국가대표자료보존연구센터 도약 2,100 250 350 450 500 550

4-3.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210,300 50,300 15,000 15,000 80,000 50,000

소계 216,710 51,400 16,200 16,300 81,380 51,430

계 278,172 63,633 28,712 28,994 93,234 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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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 이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구현

핵심과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주요추진과제

5. 자료이용 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서비스 역량 확보

5-1.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5,500 4,000 1,500 　 　 　

5-2.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436 60 84 88 96 108

5-3.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380 64 44 164 44 64

소계 6,316 4,124 1,628 252 140 172

6. 지능정보기술 체험 서비스 구축

6-1. 지능정보기술 활용공간 서비스 3,192 3,000 44 44 48 56

6-2. 지능정보기술 자료실 운영 3,396 3,020 84 88 96 108

소계　 6,588 6,020 128 132 144 164

7. 국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제의 실현

7-1. 스마트한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68,000 12,800 12,900 13,700 13,800 14,800

7-2.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10,600 700 1,100 1,900 3,200 3,700

7-3. 협력형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4,450 250 2,050 3,050 4,050 5,050

소계 93,050 13,750 16,050 18,650 21,050 23,550

계 105,954 23,894 17,806 19,034 21,334 2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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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 전문화된 도서관체제 확립

핵심과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주요추진과제

8.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8-1. 국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
28,980 5,670 5,790 5,820 5,840 5,860

8-2.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945 183 188 188 193 193

8-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사서 역량 강화 1,635 305 319 323 337 351

8-4.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및 건물 신축 

이전
44,134 500 665 1,223 5,496 36,250

소계 75,694 6,658 6,962 7,554 11,866 42,654

9.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

9-1. 장애인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고도화 20,585 4,117 4,117 4,117 4,117 4,117

9-2.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프라 확충 116,500 420 50,320 6,320 58,320 1,120

9-3.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독서문화 

증진
4,020 660 710 810 860 980

소계 141,105 5,197 55,147 11,247 63,297 6,217

10. 국가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

10-1.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 1,750 350 350 350 350 350

10-2.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허브와 포털 5,380 1,680 450 500 2,200 550

10-3. 국내외 정책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1,200 200 200 250 250 300

소계 8,330 2,230 1,000 1,100 2,800 1,200

계 225,129 14,085 63,109 19,901 77,963 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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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 도서관협력 리더십 극대화

핵심과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주요추진과제

11. 사서직 전문교육의 허브

11-1. 사서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 

조사
500 80 90 100 110 120

11-2. 사서교육 모델 개발 2,500 850 450 450 350 400

11-3.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 연구
47,450 50 ․ 5,100 39,300 3,000

소계 50,450 980 540 5,650 39,760 3,520

12.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12-1. 세계 도서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623.9 124.3 125.5 124.3 125.5 124.3

12-2. 해외 한국문화 및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390 638 658 678 698 718

소계 4,013.9 762.3 783.5 802.3 823.5 842.3

13. 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

13-1. 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250 50 50 50 50 50

13-2.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290 50 50 60 60 70

13-3. 도서관 마케팅 조직 및 가동을 

위한 실행 연구
330 70 50 60 70 80

소계 870 170 150 170 180 200

계 55,334 1,912 1,474 6,622 40,764 4,562

총계 111,101 664,589 103,524 111,101 74,551 233,295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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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

1. 개요

∙ 1945년 10월 15일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지식문화유산의 보고인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정리 및 제공하

고, 선대와 당대의 지식문화유산을 보존 및 전승하며,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원 ․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회적 소통과 지

적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고도화되는 정보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중

인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 2014-2018의 주요 과제 이행사항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이후 2023년까지의 국립중앙도

서관의 발전계획을 수립함.

2.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전략 모색

2.1 도서관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는 스마트 정보검색과 클라

우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탈공간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비

정형적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로 인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 확대, 디바이스간 연

결성 확장 및 스마트 솔루션 도입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기술(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생명과학 등

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 융합이 가속화됨.

∙ 또한, 빅데이터 확보 및 분석에 기반한 능동적 형태의 사용자 요구와 행동 예측

으로 정보이용자의 개별적 요구와 행태에 부합하는 정보자원 큐레이션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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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험(UX: User Experience) 기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 그리고 선제적 정책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지식정보기관간 협력 강화 요구 및 빅데이터 

기반 정보자원 큐레이션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Larchivium 모형에서 진일보

한 연구소, 기록관, 박물관 등 국내외 지식정보기관과의 협력으로 연구데이터, 

기록물 및 박물의 경계가 없어지는 통합적 정보자원 관리 모형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 약 900개였던 공공도서관의 수가 2018년까

지 약 1,100개관으로 확충됨. 이에 따라 각급 공공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

원하고,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부응하여 LOD(Linked Open Data) 등 공유 플랫

폼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 기능이 증대됨.  

∙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도서관은 지식자원의 수장고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인문 ․ 문화 ․ 예술 등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에 기반의 새로운 지식공동체를 구축

하고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를 육성하는 창조적 지식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부여

받음.

∙ 향후의 도서관은 미술관, 기록관, 박물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GLAM 

(Gallery, Library, Archives, and Museum)으로 변화를 기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 

속의 도서관, 정보와 지식, 문화유산, 역량구축의 전략방향을 유지함(IFLA, 

2015) 

∙ 이에 따라 최근 전통적으로 장서를 매개로 창의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기능하여 

왔던 도서관들도 장서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도서관 자료와 인적 자원의 연결(휴

먼라이브러리), 생활의 풍요로움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 및 확충(인

문/교양 프로그램),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

에 대한 가상적 체험(UX)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빅데이터와 개인화를 

구현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4차 산업시대(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등)를 선도하

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서비스 변화로 드론(Drones), 플립드러닝

(Flipped Learning), 게임화(Gamification), 연결 학습(Connected Learning), 데이

터 범람(Data Everywhere),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로봇(Robots)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기술발전은 정보활용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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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장으로 이어짐. 

∙ 아울러, 교육, 학습 및 정보활용 환경도 변화함. 특히, 온라인교육의 확대, 이용

자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 화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개방형온라인강좌(MOOCs,) 등 온라인 학습 및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로 도서관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의적 공간을 내화할 필요성이 증대됨 

∙ 요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은 융 ․ 복합 공간으로 발전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 자료 

확충과 정보서비스의 범위 확장에 매진하여야 함. 또한 온라인 자료의 증가에 

따른 수집 ․ 보존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확대 및 디지털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한 전략을 수집해야 함. 국가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가도서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협력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류문화의 보존과 공유에 기여해야 함.

2.2 환경진단에 따른 대응전략

❏ 기회요인-강점 대응전략

∙ 천만 장서 보유: 납본 도서관으로서 풍부한 콘텐츠로 대국민 서비스 및 전문정

보서비스 가능

   ➜ 납본에 의한 망라적 수집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장서개

발정책으로의 질적 도약

∙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 확대 수집 등 납본법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 자료 

수집 기반 보유

   ➜ 국가지식문화유산의 보고로서, 납본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수집역량을 

극대화 하고 국가서지정보 작성 ․ 배포 등을 통해 국가지식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극대화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적 권한 보유: 온라인 자료 납본, 소장자료 디지털

화, 디지털화 자료의 협약도서관 간 전송 등에 대한 유일한 권한 보유

   ➜ 국내 최대 장서 및 전거 데이터 보유, 풍부한 소장자료 데이터 분석 등 2차 

서비스 개발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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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도서관계 지원 ․ 협력의 중심 주체 

   ➜ 국내외 도서관계 지원에 있어서의 리더십 수행 및 정책정보서비스, 한 ․ 중 ․
일 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CJKDL) 적극 참여

∙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국립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사서 전문성 및 역

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협력의 허브 역할 수행 

   ➜ 국가대표도서관 사서 및 직원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기회요인-약점 대응전략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 국가대표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홍보 및 마케팅활

동 강화 

∙ 세계 문헌 수집 기능 보완 필요,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해외 자료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강화 

∙ 직제 등 법적 제한으로 인해 디지털환경 및 각종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탄력적 

대응 필요

   ➜ 전문지식정보, 연구정보서비스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확충 등 유연한 조직 

기반 마련

∙ 디지털 ․ 온라인자료수집 ․ 보존 ․ 서비스 인프라 미비

   ➜ 온라인자료 개발 ․ 보존 ․ 서비스 인프라 구축, 신기술 융합서비스를 위한 전

문 인력 및 예산 확충

∙ 자료보존 복원 역량 정체 및 장서의 통합적 관리 미흡

   ➜ 국가문헌보존과 추진 및 현대자료와 고문헌, 디지털의 통합장서관리 기반 

마련

∙ 입지적 한계, 공간 부족 등으로 국내 도서관서비스 선도 역할 및 정책 고객(국내

외 사서, 내방 이용객,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요구 대응 미흡 

   ➜ 새로운 서비스체제에 적합한 공간 혁신

∙ 도서관 확충으로 교육수요는 증가세이나 집합교육 이수율 및 수요 충족률의 지속

적 감소로 수급 불균형 심화, 교육과정 확대 및 충실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취

약, 전문 교육과정 개발 ․ 운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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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존 

조직의 확대 및 장기적으로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 위협요인-강점 대응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실물 및 가상공간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증대

   ➜  온 ․ 오프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확산, 급증하는 디지털자료 수집 및 소장자

료 디지털화, 생산한 지식의 큐레이션화로 활용성 증대, ICT기반의 신기술

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 기관 간 데이터 융합 ․ 공유 ․ 연계 ․ 협력 기회 증대 

   ➜ 정책정보협력망 등 공공기관이 생산 ․ 소장한 자료의 공유기반 서비스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 한국 관련 국내외 지식정보 증가, 한류 등 한국 관련 자료 해외 출판 증가

   ➜ 국내외 자료수집력 극대화 

∙ 디지털노마드로서의 신인류 등장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작으로 인한 새로운 

이용자 수요에 직면

   ➜ 지속적 독서 ․ 정보활용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지식정보처리능력 ․ 감성능력, 인

간적 정보서비스, 독서상담, 연구정보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역할 강화   

❏ 위협요인-약점 대응전략

∙ 전통매체 출판의 규모 감소 및 기반 약화에 따른 수집량 감소

   ➜ 출판유통계와의 협력 강화하고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국내 지식정보자원 

수집력을 극대화 

∙ 온라인 정보 및 정보검색 도구의 다양화 ․ 일반화, 인터넷 포털 등 경쟁기관 출현

으로 도서관 우회현상 증가, 도서관의 온 ․ 오프 정보서비스 기능 약화

   ➜ 지능형 개인화 서비스, 연구정보서비스, 비즈니스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유형

의 서비스 수요 창출 

∙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생성 ․ 소멸 속도 급증

   ➜ 정보환경의 변화, 특히 디지털 패러다임의 보편화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

털·온라인자료의 수집 ․ 보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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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따른 이용자의 고령화 가속화, 20/30대 세대의 이용 감소

   ➜ 기존의 이용자 요구 기반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요구 증대 및 소외계층의 삶에 직접 연관되는 서비

스 기술 발전  

   ➜  어린이, 노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특화된 전문서비스 개발 및 사업

․ 취업 ․ 발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정보제공, 이용자그룹별 정보서비스 등

을 위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

∙ 4차 산업혁명 및 급변하는 지식정보생태계에서 사서직의 역할 위협 

   ➜  국립도서관으로서 특화된 디지털서비스 및 차별화된 디지털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으로 사서직의 역량 강화

2.3 국립중앙도서관 고객 서비스 현황 및 이용 추이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이용자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반해 디지털도서관 및 세종도서관의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 방문 횟수별로 보면 1회 및 2회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70.2%를 차지하고 있

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단 한 차례만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가 

61%에 이르고 있음. 또한 본관의 경우 51회에서 100회 이용자가 790명, 101

회 이상 이용자가 618명이며, 디지털도서관의 경우는 각각 480명, 365명으로, 

이들은 도서관의 시설을 개인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본관의 경우 60대 이상이 26.8%, 50대 이상이 48.3%, 40대 이

상이 69.8%,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60대 이상이 22.6%, 50대 이상이 48.5%, 

40대 이상이 72.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고령화 현상이 고착단계에 접어

들었음을 알 수 있음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의 경우 이용자의 80%가 남성이며, 50대 이상이 전체 

이용자의 48%, 40대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20대 및 30대 이용자

는 28%에 지나지 않음. 즉 인근 지역의 50대 이상 남성 이용자가 주축을 이루

고 있으며, 정보광장의 자유열람실화가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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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발전 비전 수립

3.1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미래 전략

❏ 각국 국립도서관의 사명 

각국 국립도서관  사명 키워드

미국 의회도서관 정보, 영감, 지식의 원천, 지적·창조적 노력의 지원 

영국 국립도서관 세계의 지식 증진

프랑스 국립도서관 국가 중요 문헌 수집, 모든 사람에게 활용 

독일 국립도서관 이용자 우선순위,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자원 접근 제공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사람들과 장서의 연결, 장서의 가시화·지속적 성장·활용, 자유로
운 접근과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사람들 사이의 통찰력과 사고의 
증진, 도서관 네트워크, 연구의 원천, 정보네트워크의 중심  

호주 국립도서관
기록 자원, 국가적 초점, 타 조직과의 목적 공유 및 협력, 학습·지
적 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생명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지식·문화의 기반, 국회 활동 보좌 

중국 국가도서관
출판물의 수집·보존, 정보서비스 제공, 문헌정보학 연구, 타 도서
관에 대한 전문적 지도, 국제 문화교류 선도 및 협력 장려 

❏ 각국 국립도서관의 비전 

각국 국립도서관  비전 키워드

미국 의회도서관 지식 기록의 주된 관리자, 미래를 위한 발판 

영국 국립도서관
전문성, 협력, 지식 증진, 경제적·사회적 혜택, 풍요로운 문화생
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의 선도적 허브

프랑스 국립도서관 문헌의 통사적 보존, 모든 문헌과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 제공  

독일 국립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협력기관들과 기준 설정 선도, 학습 조직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네트워크의 힘, 공적 접근 사슬, 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 

호주 국립도서관 국가의 기억 구축, 접근, 선도, 협력, 연결, 수월성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행정·사법 및 국민들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창조적 활동에 공
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중국 국가도서관 사람 우선, 기반 강화, 혁신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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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국립도서관 내용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사서국(Office of the Librarian),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 법률도서

관(Law Library), 전략기획국(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운영지원국(Office of 

Support Operations), 감찰국(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등에 총 3,094명

의 직원 근무

영국 국립도서관

관장 이하 수집국(Collections), 운영국(Operations), 커뮤니케이션국(Communi 

-cations), 개발국(Development office), 최고경영책임국(Chief Executive’s 

office)으로 구성

프랑스 
국립도서관

5개의 사이트에서 컬렉션 기준으로 14개의 부서로 구성

독일 국립도서관
중앙관리부, IT서비스부, 서적 필사본 박물관, 수집과 목록부, 이용자서비스와 보

존부로 구성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재무·기업서비스팀(Finance and Corporate Services Division), 처리·보존팀

(Processing & Preservation Division), 마케팅·서비스팀(Marketing & Services 

Division), 혁신·IT팀(Innovation & IT Division) 총 4개의 부서로 구성

호주 국립도서관

관장 이하 전략 프로젝트부(Strategic Projects), 장서관리부(Collections 

Management), 호주컬렉션·이용자서비스부(Australian Collection and Reader 

Services), 국가장서접근부(National Collections Access), 정보기술부

(Information Technology), 관리지원·공공프로그램부(Executive and Public 

Programs), 조직서비스부(Corporate Service)의 총 7개 부서로 구성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조사·입법고사국, 수집서지부, 이용자서비스부, 전자정보부, 관서관, 국

제어린이도서관 등에 총 867명의 직원 근무

중국 
국가도서관

관장, 부관장, 당군공작부(당과 대중 업무부, 노조, 조합위원회), 인사처, 기획재

무처, 과학연구처, 국제교류처, 보건위생처, 행정관리처, 디지털도서관관리처, 도

서관국유자산관리감독처, 도서수집편목부, 중국경전특장부, 참고연구부, 문화교

육훈련부, 자동화부, 국가도서관 분관, 북경도서관출판사, 도서관발전연구원, 중

국도서관학보 편집부 등에 총 1,312명 근무

3.2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조직과 기능

3.3 주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 주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여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조

직 및 인력 재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외국의 ‘기능의 전문 수행

정도가 아주 높아 벤치마킹이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그 기능의 

강화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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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네덜
란드

중국
프랑
스

1 도서관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 △ ◎ ○ △ ◎ ○ ◎ ○ ○

2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 ○ ◎ ◎ ◎ ○ ◎ ◎

3 디지털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 ◎ ○ ○ ◎ ◎ ◎ ◎ ◎

4 이용·서비스 기능 △ ○ ○ △ ○ ○ △ ○ ○

5 국가서지데이터의 작성 및 관리 ○ ◎ ○ ○ ○ ○ ○ ○ ◎

6 디지털 이용서비스 ◎ ◎ ◎ ○ ◎ ○ ◎ ◎ ◎

7 마케팅, 국내도서관 지도 및 지원 기능 △ ○ ◎ ○ ◎ △ ○ ◎ ○

※주: ◎: 기능의 전문적 수행정도가 아주 높아 벤치마킹 필요성이 있는 사례
      ○: 기능 수행의 정도가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은 약함)
      △: 기능 수행의 정도가 보통인 사례
      ×: 해당 기능이 없거나 취약한 사례

4. 분야별 과제 및 세부추진 전략

4.1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의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 “국민과 함께 하는 지식플랫폼”라는 메타언어는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이후 현

재까지 유지해 온 국가지식자원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근 ․ 현대사를 증거하는 

‘사회의 기억’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숭고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존재의의를 확인한 것임. 또

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다소 정체된 이

미지의 ‘도서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Not an Ordinary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으로서 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집약한 것임. 

∙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4대 목표, 13대 핵심 과제, 38개의 주요 추진과

제, 그리고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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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전략 제안

❋ 목표 1 – 국가지식문화유산 접근․보존 인프라 혁신

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국가장서 
수집․관리 
역량 강화

국가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 납본제도 정비와 개선 
∙ 장서개발정책 정비 및 장서확충 전략 추진
∙ 조직체계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 출판유통계와의 협업을 통한 자료수집 효율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 국가문헌 납본 수집 강화
∙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 글로벌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강화
∙ 국가 정책․연구정보 수집력 강화

국가서지데이
터센터의 
역할 수행

서지 구축의 효율화 및 
내실화

∙ 온․오프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일원화 및 효율화
∙ 국가전거데이터 구축 및 공개
∙ 서지표준화 체계 정비

웹 3.0 환경에서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 개선

∙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 국가서지 모바일 버전 개선
∙ 융합 데이터 기반의 국가서지 검색 및 디스플레이 개선
∙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를 통한 국가서지 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유 생태계 조성

∙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서지프레임 환경 적용방안 수립
∙ 링크드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활용 확대
∙ 국제표준 기반의 국가전거 거버넌스 구축
∙ 서지레코드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위한 BIBFRAME 준비
∙ (가칭)‘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의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고문헌 
수집․관리 및 
활용 확대

고문헌 수집·관리 강화

∙ 고문헌 오프라인 수집 확대
∙ 고문헌 온라인 수집 확대
∙ 한국 고문헌 디지털 정보서비스 구축
∙ 고문헌 관리의 리더십

고문헌 학술연구 지원 
확대

∙ 고문헌 해제 및 연구
∙ 고문헌 학술연구 교류 활성화

고문헌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강화

∙ 기능별 공간 활용 개편
∙ 고문헌 교육 기능 확대
∙ 고문헌 자료실 운영
∙ 고문헌 활용 다양화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
∙ 한중일 고문헌 연구교류 내실화
∙ 국외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강화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등재 추진

국가장서 
보존 역량 

강화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역량 강화

∙ 장서관리체계 현대화 추진
∙ 과학적 보존 및 보존·복원처리
∙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

국가대표자료보존연구센
터 도약 

∙ 보존기술 축적 및 연구개발 강화
∙ 자료보존·복원 협력 및 지원 강화
∙ 자료보존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 국가문헌보존관 부지확보 및 건립 타당성 조사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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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 이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구현

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자료이용 
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서비스 역량 

확보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 이용자 친화적 자료이용 공간 조성
∙ 이용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서고 효율화
∙ 연구지원서비스 공간 신설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연구정보서비스 수요 개발
∙ 핵심 장서 발굴 및 유관기관 장서 조사
∙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참여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및 시스템 고도화

지능정보기술 
체험 서비스 

구축

지능정보기술 활용공간 
서비스

∙ 지능정보기술 전시‧체험 공간 조성
∙ 창의와 협업의 공간 조성

지능정보기술 자료실 
운영

∙ 핵심정보원 열람 공간 조성
∙ 정보자료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큐레이션 열람실 조성
∙ 지능정보기술 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국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제의 실현

스마트한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 디지털 장서의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국가지식정보의 개방·공유 활성화
∙ 지능형 국가지식 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
∙ 국가재난 장서와 아카이브 구축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 도서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지능형 정보서비스의 제공
∙ 국내 지식 Q&A 서비스의 통합접근 환경 제공
∙ 도서관 업무의 지능화

협력형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도서관 지원 및 교류 협력 강화
∙ 클라우드 기반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지원

❋ 목표 3 – 전문화된 도서관체제 확립

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어린이·청소
년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국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

∙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콘텐츠 보급  
∙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및 정보취약계층 독서진흥 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협력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사서 역량 강화

∙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계속교육 강화 
∙ 어린이·청소년 사서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아세안 어린이 담당사서 연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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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어린이·청소
년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및 건물 신축 이전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 어린이·청소년과 지식정보문화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접점 확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 이전 및 위상 강화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

장애인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고도화

∙ 대체자료 수집 및 제작 내실화
∙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콘텐츠 기술 개발
∙ 미래기술과 융복합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추진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프라 확충

∙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력 확대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독서문화 증진

∙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장애인도서관 대상 이용자 범주 확대

국가정책정보
서비스의 
고도화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

∙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 센터
∙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허브와 포털

∙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 전문도서관
∙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게이트웨이

국내외 정책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정책연구 및 관련 활동의 거점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 목표 4 – 도서관협력 리더십 극대화

핵심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사서직 
전문교육의 

허브

사서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 조사

∙ 사서교육 선진 사례 심층 조사
∙ 사서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사서교육 모델 개발
∙ 사서교육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국가도서관 체제의 사서교육 모델 개발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실행 연구

∙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실행전략 개발 및 단계별 건립 추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세계 도서관계와 교류협력 
증진

∙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 해외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력
∙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교류 및 사서연수 실시

해외 한국문화 및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 강화
∙ 해외 한국학 정보서비스 지원 및 협력 활성화
∙ 국제자료교류 및 한국학 자료 지원

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사례 심층 조사
∙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마케팅 특징 분석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적용
∙ 국가도서관 주도형 도서관 마케팅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도서관 마케팅 조직 및 
가동을 위한 실행 연구

∙ 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 도서관 마케팅․홍보 전담조직 신설 및 마케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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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언

1. 국가장서 수집 ․ 관리 역량 강화

∙ 도서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도서관서비스의 출발점은 장서

(collection)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18조, 제19

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후대의 이용을 위하여 이들

을 보존하며,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원 ․ 선도하여야할 책임이 있음. 또한 정

보환경의 변화, 특히 디지털 패러다임의 보편화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 ․ 온라

인자료의 수집 ․ 보존 요구에 대응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정

비하고, 현행 장서개발정책을 정비하여야 함. 또한, 현행 납본제도를 정비하여 

납본 수집 및 기증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을 포함한 한국 지식정보자원, 

특히, 국가 정책 ․ 연구정보 수집력을 강화하여야 함. 아울러 출판유통계와의 협

력 강화하고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국내 지식정보자원 수집력을 극대화 하여

야 함. 

2. 국가서지데이터센터의 역할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의 생산 및 유통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해 국가서지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연계, 재활용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선도하여 국내 도서관계가 어떻게 대

처할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 모형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함.

∙ 향후 지능적인 정보기술 환경으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데이터 구

축에 많은 변화가 요구됨.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각종 표준화 작업과 다양한 

영역의 국가서지들을 작성하는 역할과 책임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국가서지 거

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이는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KERIS, KISTI,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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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지식센터 등 영역별 국가서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들뿐만 아니

라 문헌자원들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들이 참여하여 국가서지 데이터 관

련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는 (가칭)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 

개편 및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서지 거버넌스 체제의 핵

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수준의 메타적인 국가서지 데이

터의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하여야 함

3. 고문헌 수집 ․ 관리 및 활용 확대

∙ 고문헌은 국가지식문화의 상징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9월 고문헌과

를 설립하여 전통지식문화유산 통합 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고문헌을 활용한 다

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문헌 활용 기반을 마련함.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인 

고문헌 수집 및 서비스의 초기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고문헌관련 정보서비스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  

신진연구자 발굴 등을 통한 학술프로그램, 그리고 국내외 한국학관련 연구자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내외 활동 등에 주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망라한 고문헌 수집을 확대하고 한

국 고문헌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고문헌 수집 및 관리의 리더십을 행사

하여야 함. 또한 고문헌 해제와 학술연구교류 등 고문헌 학술 연구 지원을 확대

하고,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한중일 고문헌 연구교류, 해외 한국문화재지원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등재 추진 등 고문헌 관련 국내외 활동력을 강화하

여야 함. 아울러, 고문헌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행 공간 활용을 개편하고 

고문헌 자료실 운영 등을 확대하여 고문헌 교육 및 활용을 다양화 하여야 함.

4. 국가장서 보존 역량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정보자원

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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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할은 자료보존연구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센터는 국가장서의 보존처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자료보존 ․ 복원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관련 기술을 지원하

는 등 국가자료보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료수장 

공간과 시설, 인력 등으로는 국내 각급 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지원하고 세계의 

국가도서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기에는 한계가 노정됨. 

이에 따라 현 자료보존연구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문

헌보존관 설립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 장서관리체계 현대화 및 과학화,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보존기술축적 및 연구개발 강

화, 자료보존 ․ 복원 협력 및 지원 강화, 자료보존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대표 자료보존 및 연구센터로서의 역량을 축적해 나아가며, 이를 기

반으로 국가문헌보존관으로의 도약을 추진함. 

5. 자료이용 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서비스 역량 확보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연구정

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외연 확대,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의 강화

에 주력해야 함. 구체적으로 이용자 친화적 자료이용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서비

스 최적화를 위한 서고 효율화 및 연구지원서비스 공간 신설을 추진해야 함. 이

를 통하여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핵심 장서 발굴 및 연

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야 함. 또한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

비스를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 등에 주력해야 함. 

∙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이용자 요구 기반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

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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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능정보기술 체험 서비스 구축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은 신규 이용자 유입이 적고 반복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

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모형 역할

을 모색해야 함.  

∙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하고 국립도서관으로서 특화된 디지털서비스의 개발과 차별화된 디지털서비스 

실현을 위해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정보광장을 

과감하게 4차 산업혁명의 체험형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

음.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을 필두로한 분관화된 전문도서관 체제를 확립하기 위

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지식정보클러스터’ 또는 ‘국립도서관캠퍼스’ 구축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국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체제의 실현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으로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을 강화해 왔으

며, 국가 서지데이터를 LOD로 발행, 국가지식저장소(OAK 리포지터리) 개발 ․ 보
급,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및 확대, 한 ․ 중 ․ 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CJKDL) 

추진 및 CJKDL 포털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개

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왔음. 반면,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서 디지털 정보

자원의 수집과 구축의 강화, LOD의 활용성 강화, OAK 확산,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은 과제로 남아있음. 또한 기존의 정보시스템

들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과 같은 지능적 기술을 적용하는 형태로 재편하거

나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위한 시스템들을 개발하여야 하는 요구에도 직면하고 

있음

∙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스마트한 장서, 지능형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스마트한 국가 디지털 장서의 구

축은 디지털 장서의 규모를 확장하고, 보다 지능적인 콘텐츠들을 확보하려는 의

도임.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서비스의 정체

성을 확립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 의한 지능적 판단을 하는 서비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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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자는 것임. 그리고 협력형 도서관 네트워크의 강화는 국내외 협력체제

를 확대하고,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각종 정보시스템들을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

을 통합하고 연계하여야 함

∙ 이러한 추진과제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가 국가 수준의 메타정보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역량들이 요구

됨. 스마트/지능형 정보서비스들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기술적 역량 뿐

만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의 큰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조에 부

응하는 사회정책적 역량이 필요함. 디지털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이러

한 역량들을 구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됨

 

8.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전문화 및 인프라 고도화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가 대표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의 어린이 ․ 청소년 사서, 사서교사,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관련 종사자 및 연구

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및 정보활용 능력(digital 

literacy 포함) 제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린이 ․ 청소년 관련 국내외 문헌 ․ 자료

의 적극적인 수집 및 장서의 획기적 확충, 다양한 독서콘텐츠 제작 ․ 보급, 어린

이 ․ 청소년 독서문화 활동 및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진흥 사업 지원, 어린이 ․ 청
소년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기관(단체)과의 협력 등을 강화하

여야 함

∙ 어린이 전문 사서, 청소년 전문 사서의 본격적인 양성과 배치,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어린이 ․ 청소년 사서의 네

트워크 역량 강화, 전국 차원의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

․ 청소년 사서직 연수 실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출판사, 서점 등 어린이 ․ 청소

년의 독서활동에서 독서문화콘텐츠와 직결되는 사람 또는 조직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이 긴요함.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전국 지역 대표도서관 및 주요 

공공도서관, 대학 등에서의 어린이 ․ 청소년 사서 대상 계속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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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의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직 확대 및 신축 이

전이 필요함. 또한 홍보 ․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스마트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와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접점 확대 등이 필요함

9.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인프라 확충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대체자료 및 독서보조기기 확충, 서비스 시스템 구

현 등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도서관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책나래’ 서비스, 책바다 지원사업, 독서프로그램운

영 및 지원,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등 장애인을 위

한 서비스를 지속해 오고 있음

∙ 반면,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 장애인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및 공공도서

관, 정부 기관 및 지자체, 사립장애인도서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 

장애유형별 독서 프로그램 등의 확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전문서 대체자료 제작 확대 및 원문 서비스 강화, 전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외 독서장애인 대

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전문 인력 기반 강

화 필요성 등은 과제로 남아있음. 

∙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의 구심점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지식정보자원의 확충 및 고도화

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특히 장

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원활한 제작과 배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잠재 이용자 발굴과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현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상 이용자 

범주를 확대해야 함

∙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자료 이용

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과 적용을 선도해야 함.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

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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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

∙ 2013년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의 포괄적 수집‧보존 및 전국적 서

비스를 위한 국립도서관’으로서, 정부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정책 강화에 따

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정부 부처 간 소통 ․ 협력을 통해 국민 개인

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반면, 국립세종도서관은 그간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책정보특화도서

관, 공공도서관 및 복합 문화기관 기능 수행이라는 이질적 역할에 따른 정체성 

혼란이 노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정보의 포괄적 수집 ․ 보존 및 전국적 서

비스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전문

성, 책임성,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야 할 필요에 직면함. 

∙ 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은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를 지향하는 한국정

책정보 수집 ․ 아카이브 센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책정보중심의 국립 전문

도서관이자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 ․ 이용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함.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연구 및 관련 활

동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함.

11. 사서직 전문 교육의 허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증폭하는 사서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현행 국립중앙

도서관의 사서교육원 체제를 혁신해야 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표적인 사

서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도서관 및 직원의 급격한 증가로 

사서교육에 대한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인

프라는 충분하지 못함

∙ 따라서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에서의 사서교육 및 계속교육에 대한 사례를 벤치

마킹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특히, 향후 국립중앙

도서관이 연구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급의 

연구정보제공, 사업 ․ 취업 ․ 발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정보제공, 이용자그룹별(연

구자, 전문직, 교사, 공무원,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은퇴자, 학생 등) 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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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등을 위한 사서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함

∙ 서지 기반 지식으로 전문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의 양성 및 계속교

육, 사서의 학문분야별 내용지식 함양, 한국형 주제사서 및 주제서비스 정착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과 교육기관과의 협력형 교육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함. 아울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의 확대 및 장

기적으로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을 추진하여야 함. 

12.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세계 주요 도서관과 교류 협력 및 한

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세계 도서관계와 협력을 위하

여 업무 및 인적교류, 양해각서 체결,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반면,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해외 도서관(기관)과의 

교류, 해외 한국자료실의 운영 지원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한계도 있음

∙ 따라서 보다 적극적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세계 도서관계와의 협력을 대폭 증

진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가진 역사적 ․ 문화적 콘텐츠, 한류로 표현되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 등에 연동하여, 해외 국립도서관과의 실질적인 자료교환 ․ 교
류협력 ․ 인적 협력 및 교류 등을 대폭 활성화하여야 함. 또한 도서관 관련 국제

회의 참가 및 활동 진작, 국제회의 적극 유치를 통하여 도서관장 및 사서의 전

문성 및 국제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 ․ 일본 ․ 중국에서의 신뢰성 높은 자료 ․ 기록 ․ 문헌의 

보고(寶庫)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정보네트워크에서 한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독도, 통일, 한국 근 ․ 현대 문학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장점

이 되는 컬렉션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을 바르게 알리기 위한 정보거점을 형

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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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의 홍보 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도서관 위상에 걸맞는 도서관 마케팅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는 물론 전 세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지도를 대폭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음

∙ 반면,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방문 이용자와 국내 관련 학계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으며 각종 사회 기관에 대한 홍보 및 협력, 그룹별 이용자에 

대한 심층 분석, 잠재적 고객에 대한 홍보 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 따라서 국립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마케팅 모델을 개발하

고 도서관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도서관 주도형 도서관 마케팅 모델

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립중앙

도서관 중심의 국가 지식정보자원 콘텐츠 구축 및 검색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비즈니스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이 필요함

∙ 국가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도서관 마케팅 조직 및 가동을 위한 실행 연구를 바탕

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의 도서관 마케팅 ․ 홍보 ․ PR, 고객관계관리(CRM), 대

외협력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관련 조직의 확대 ․ 개편이 긴요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강화해야할 도서관 마케팅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대국민 도서관 이용조사  

- 확충되고 강화되는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홍보 및 고객관리 기능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비즈니스정보 제공 및 홍보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동을 통한 연구자 고객, 일반 고객, 방문 고

객, 기관 고객 등의 지속적 관리 및 관계 강화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참고문헌

265

참고문헌

British Library. 2015. British Library opens National Newspaper Building. <http://www.bl.uk/press 

-releases/2015/january/british-library-opens-national-newspaper-building> [cited 2017. 

12. 5].

Consolidation Editorial Group of the IFLA FRBR Review Group. 2016. FRBR-Library Reference 

Mode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Coyle, K. 2010. Metadata Models of the World Wide Web. Library Technology Reports, 46(2): 

12-19. 

Godby, Carol Jea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BIBFRAME and OCLC’s Linked-Data Model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A Working Paper. <http://www.oclc.org/content/dam/research/ 

publications/library/2013/2013-05.pdf> [인용 2017. 10. 17]

Howarth, Lynne C. 2012. FRBR and Linked Data: Connecting FRBR and Linked Dat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0(5-7): 763-776.

IFLA(2016). IFLA 2016-2021 Strategic Plan. [online]. [cited 2017. 4. 24.] <https://www.ifla.org/ 

strategic-plan>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17. Preservation. <http://www.bac-lac.gc.ca/eng/about-us/ 

preservation/Pages/preservation.aspx#storage> [cited 2017. 12. 5].

Library of Congress. 2016. Overview of the BIBFRAME 2.0 Model. <https://www.loc.gov/ 

bibframe/docs/bibframe2-model.html> [인용 2017. 7. 15]. 

Library of Congress. Preservation. <http://www.loc.gov/preservation/> [cited 2017. 11. 1].

McCallum, S. 2017. BIBFRAME Development. JLIS.it, 8(3): 71-85. <https://www.jlis.it/article/ 

view/12415> [인용 2017. 7. 15].

Newell, Rick. 2016. Unlocking Library Data for the Web: BIBFRAME, Linked Data and the 

LibHubInitiative.  <http://www.wla.org/assets/2016WLAConference/Presentations/2016_wla_ 

presentation_ slides_bibframe.pdf>  [인용 2017. 10. 17]

Renee Register. 2008. New Directions in Cataloging and Metadata Creation. NISO Forum MASIG 

Pre-conference 4 June, 2008. 

강은영, 장덕현. 2017.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

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07-232.

곽승진 등. 2011.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연구 :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

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 311-330.

곽승진, 신재민, 김보영. 2016. 디스커버리 서비스의 비교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5-20.

국립세종도서관. 2015.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세종 :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2015. 정책정보포털 고도화 방안 컨설팅.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266

연구보고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2017.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국립중앙도서관. 2009.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09. 디지털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사회 선도전략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0. 국립중앙도서관 201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중장기 전략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2.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2. 디지털자료 국내외 사례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2.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3.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 기초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

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3.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디지털화 방안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3.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3. 회색문헌 출판현황 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전략 수립 및 각급 도서관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

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5. 2014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5. 도서관자료로서의 빅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5.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제도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6. 2015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6. 2016 국립중앙도서관 안내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립중앙도서관 70년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립중앙도서관 주제가이드의 한국 근대문학분야 보완을 위한 후속연구, 서
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7.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7. 2016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7.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디지털 장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7.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서비스와 유기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

중앙도서관



참고문헌

267

국립중앙도서관. 2017.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김소영 외. 2017.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 서울: 휴머니스트,

김용.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57-84.

문화체육관광부. 2010.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박지영. 2016. “서지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서지데이터와 서비스 데이터의 연계.” 정보관

리학회지 33(1): 293-316.

변찬복. 2017. 모바일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학여행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6(1): 

177-192.

세계도서관연맹 보존복원한국센터. <http://www.nl.go.kr/iflapac/front/> [cited 2017. 12. 1].

윤희윤. 2007. “주요국가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15-240.

윤희윤. 2014. “국가도서관 장서개발부서의 분석 및 역량 강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1-20.

윤희윤. 2014.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 6-26.

이용재. 2015.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특화 연구-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틀도서관, 78: 3-32.

장덕현 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79- 

203.

장우권, 박성우, 정대근, 여진원. 2015. 도립도서관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49(1): 173-200.

표순희 등. 2015.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2): 63-86.

한희정 등. 2017. 재난안전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온라인 기록정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187-213.

현은자 등. 200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보조 서비스 로봇의 콘텐츠 개발. 어린이미디어연구, 8(1): 

119-142.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장덕현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이수상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용재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영기 (경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구본진 (부산대 대학원 박사과정)

장혜진 (부산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연 (부산대 대학원 석사과정)    

￭ 연구자문 노지현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미화 (공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강은영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2017년 연구보고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인  쇄 : 2017년 12월 23일

발  행 : 2017년 12월 23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0779  Fax. 02-590-0502

http://www.nl.go.kr

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979-11-8880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