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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에서 초기의 ‘도서관정책’이 확대된 정책실행 기구를 둔 ‘도서관정보정

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다른 정치·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IT강국으로 부상

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 맞물려 있음.

○ 우리나라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도서관환경을 새로운 정보흐름에 맞는 디

지털환경으로 빠르게 전화해 왔으며, 서구 선진국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국가자

원으로서의 ‘정보’와 정보를 다루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국가차

원의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수립.

○ 2010년 국제사회에 ‘정보’와 ‘도서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

제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에 따라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에 특별관심그룹(Special Interest Group, SIG)이 개설되

었으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SIG 활동을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됨.

○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전문가그룹이 향후 국가도서관정보정책(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NILP)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슈를 발

굴하여 실제적인 정책과제들을 형성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이 연구가 아직 그 개념이나 정책의 틀이 정해지지 않은 NILP의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별 

NILP 현황을 조사 함.

○ NILP는 정보화사회, 디지털환경 등과 결합하여 미래를 위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분류기준이 되는 OECD회원국 34개국을 선

정하여 법제도와 공공도서관 및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수행함.

○ 문헌고찰 외에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기로 한 대상은 IFLA의 

Listserv 중 하나인 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 Listserv에 등록된 국가도서관이었음.



○ 설문은 Network for Information and Digital Access (NIDA)가 제시한 도서관정책 

관련 프레임워크에 따라 나열된 각 요소들에서 추출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문

헌정보학자 및 NILP SIG 자문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 최종 결정된 설문은 응답자정보를 제외하고 총 14문항으로 도서관정보정책의 유

무, 정책추진 기구, 정책과정, 정책과정의 이해당사자, 국가도서관 유무, 통계정보

원 등이었으며, NILP가 있는 국가의 경우 12문항, NILP가 없는 국가의 경우 6

문항에만 응답하도록 구조화되었음.

3.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국: IFLA CDNL Listserv 등록 국가도서관

  - 조사기간: 2012. 4. 4 ~ 2012. 5. 18

  - 조사방법: 서베이몽키(www.surveymonkey.com)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

○ 설문에 포함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

  - NILP: 도서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국민들

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진작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정책

  -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1970년 Peter Johan Lor가 작성한 UNESCO의 "국

가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법제화 지침(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에 수록된 기능상의 정의를 적용. 1) 국가적 관심사 혹은 국가적으로 중

요한 문헌의 수집과 보존, 2) 출판물에 대한 기록 작성 및 기록에 대한 접근 제

공, 3) 국가자원으로서의 문헌 제공, 4) 출판물에 대한 접근 제공, 5) 출판물의 교

환, 6) 정보접근 제공, 7) 도서관 및 정보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8) 도서관 및 

정보관련 기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언과 리더

십의 제공, 9) 계획 및 협력, 10) 도서관 및 정보 관련 사업을 위한 교육 훈련, 

11)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도서관

○ 설문결과

   1) 응답국가

      - 총 44건의 회수된 설문 중 유효한 응답은 총 23건이었음.

      - 아시아권 10개국, 아프리카권 2개국, 유럽 11개국(북남미국은 없었음).

      -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대등한 연방제 국가는 총 6개국이었음



2) NILP 관련 일반 사항

      - NILP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국가(19개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4개국)에 비해 

많았으며, NILP가 있다고 응답한 국가 중 무응답을 제외한 15개국이 관련 

법률을 제시함으로써 NILP가 존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근거법률을 제정하

여 법제화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NILP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유형은 행정기구에 소속된 유형(13개국)이 가

장 많았으며, 입법기구에 소속된 국가가 4개국, 그리고 핀란드만이 유일하

게 사법기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했음.

      - NILP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대부분 문화, 예술, 정보통신 등을 관장하는 

부처에 속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전체 18개국 중 14개국으로 가장 많았음.

3) NILP의 정책과정

      - NILP의 수립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 

법률을 근거로 주무부처나 도서관관련 국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과정이 가장 체계적인 곳은 싱가포르였으며, 도서관관련 국가위원회가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국가도서관위원회), 아일랜드(도서관위원회), 체코(중앙

도서관위원회), 한국(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이었음.

      - NILP의 실행은 주로 법제화와 장기계획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주무부처

의 지침 등을 바탕으로 각 도서관들이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무부처의 역할은 주로 정책집행을 위한 자금조달이었고, 실제 정책의 실

행은 개별 단위 도서관들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NILP에 대한 평가는 주로 주무부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싱가포르

의 경우 국가위원회 및 주무부처 차원의 평가 이외에 예산을 지원한 재무

부처에 의해 두 차례의 평가가 사업 중간과 종료 후에 실시되고 있어 가장 

강력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4) NILP 정책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수립단계에서는 주무부처와 도서관관련 조직을 포함

한 전문가그룹이 이해당사자로 분류되었고, 정책실행단계에서는 주무부처, 

평가단계에서는 주무부처 이외에 재무부처가 포함되는 경향을 나타냈음.



5) NILP의 사례

      - NILP가 존재하는 19개국 중 13개국만이 응답.

      - 법제화에 중점을 둔 국가는 네델란드와 태국이었으나, 네델란드의 경우 특정 

사안이 아닌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법적 프레임의 정비를 내용으로 한 정책

인 반면, 태국은 저작권 관련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NILP사례를 

제시하였음.

      - 가장 많았던 사례는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음(라트비아, 싱가포르, 체코, 폴란드, 한국).

6) NILP의 필요성

      - NILP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개국 중 스위스를 제외하고 부탄, 스코

틀랜드, 호주 3개국이 응답.

      - 현재는 NILP가 없으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가는 부탄과 호주로 호주의 경

우 시민의 평등한 정보접근의 중요성에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강조할 수 있

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스코틀랜드는 과도하게 중앙집중화 된 

의사결정 가능성 때문에 NILP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7) 국가도서관 및 국가통계

      - 국가도서관의 존재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총 19개국이 응답하였고, 응답한 

19개국 중 국가도서관이 없다고 응답한 나라는 브루나이뿐이었음.

      - 국가도서관 통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미응답국가가 많았으며, 응답한 

15개국 중 부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는 국가도서관통계가 없다고 응

답함.

8) NILP SIG에 대한 제언

      - 향후 SIG의 활동방향과 관련한 제언에는 모리셔스, 스코틀랜드, 체코 3개국

만이 응답

      - 각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혹은 NILP모형의 필요성을 지적

4.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

○ 설문조사와 문헌조사 모두 대상이 된 11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 NILP의 특징적

인 면들을 제도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



  - 네델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핀란

드, 한국, 호주

○ 연방제와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연방제국가이건 단일

국가이건 큰 틀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은 중앙이, 실제 정책

집행과 도서관 운영은 지방이 분담하고 있었음.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NILP를 

고려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법제화, 중앙수준에서의 담당조직 설치, 지방

과 중앙의 명확한 행정 분담의 명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국가도서관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토대로 NILP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국가

차원의 NILP와 관련된 주요 활동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국가도서관으로 출발한 

경우가 훨씬 더 국가도서관의 주요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었음. 따라서 

NILP에 있어 국가도서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독자적인 입법을 근거

로 법률에 의거해 국가도서관이 기능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인접국가들 간의 상호작용 및 유사한 역사적 뿌리 등을 고려한 정치적 측면의 고

찰 결과 뉴질랜드와 호주는 영국과 유사한 체제를, 한국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

았으나 대부분의 NILP는 중앙에서 입안되고 실행되는 체제를, 그리고 유럽 8개국

은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을 받았던 동유럽국가와 복지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 다

른 대륙에 비해 독자적인 색깔을 갖춘 서유럽 지역 등으로 그 특색을 보였음. 따

라서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NILP에 관한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NILP SIC에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그룹별 활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 1인당 GDP를 기준한 경제수준별 NILP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선 국가들의 경우, 주로 디지털화와 웹아카이빙, 전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이용시스템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관

심을 두고 있었으며, 중간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은 도서관서비스의 지속적인 활성

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

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음. 반면,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경

우 인터넷 설비를 비롯,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해당하

는 NILP의 경향을 보였음. 따라서 향후 국제적 핵심의제로 NILP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각 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모형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ILP SIG 활동에서 고려해야 사항을 제안.



○ 각 국의 사례에서 보듯 NILP를 추진하려는 국가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을 위해 

분명하게 정책분야를 뒷받침할 법률의 입법과 지방자치와 연방제 등으로 통일된 

정책집행이 어려운 구조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에 NILP를 담당하

는 조직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 지방과 연방의 명확한 사

무분담이 명시된다면 더 효과적인 NILP의 추진이 가능할 것임.

○ 국가도서관은 NILP 추진에 있어서 한 국가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다른 기능의 도서관에서 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서관들의 

경우 NILP 추진의 핵심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고유한 

장서의 관리와 보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향후 NILP SIG 활동에서

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조직, NILP와의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활동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도서관시스템의 뿌리가 같거나 동일한 다른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라들의 경

우 기본적인 도서관시스템의 체제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추진하는 정책의 

관심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향후 NILP SIG가 국제적인 회의로 위치

를 정립하고자 한다면 유사한 배경을 가진 국가들로 SIG내의 분과를 활성화 시

킨다면 효과적일 것임.

○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 국가들의 NILP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정책 추진

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NILP SIG가 지나치게 표준화된 모델을 제안하거나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각 국의 사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경

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단계별 NILP전략을 구축하는 쪽으로 활동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연구 진행과정에서 의도한 질문내용과는 상이한 응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NILP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합의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됨. 따라서 향후 NILP 활동에서는 가장 먼저 

NILP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내용과 함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설문과 문헌을 통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 회의의 장점

을 살려 활동해 나간다면 NILP에 대한 국제적 Consensus는 물론 유용한 가이드

라인의 제안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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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국가차원의 정책이 실시된 것은 『도서관법(1963)』이 제정

된 1960년대 초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도서관의 

종류를 명시하고 사서직원의 배치, 공공도서관 설치의 권장, 납본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도서

관이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후 1990년대에 들어 문화부 내에 도서

관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인 ʻ도서관정책과ʼ와 문화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ʻ도서관발전위원회ʼ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에는 기존 도서관법의 개정을 통해서 2007년에 대통령직속의 ʻ도서관정

보정책위원회ʼ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별도의 ʻ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ʼ이 설치되었다.

초기의 ʻ도서관정책ʼ이 확대된 정책실행 기구를 둔 ʻ도서관정보정책ʼ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있었겠지만 ʻ책ʼ으로 대변되던 인쇄자료 중심의 정보매체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IT강

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도서관환경을 새로운 정보흐름에 맞는 디지털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해 왔고, 전통적으로 도서관

을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유통 인프라로 중시하던 서구 선진국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국가자원

으로서의 ʻ정보ʼ와 정보를 다루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ʻ도서관ʼ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도서관정보정책 방향에 따라 대통령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통해 

5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자문 및 조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0년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자원으로서의 

정보와 정보인프라로서의 도서관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새

로운 의제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제안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IFLA)의 승인을 받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에 특별관심그룹(Special Interest Group, SIG)으로 개설되었다. 특히 

2011년 WLIC에서 국가도서관정보정책(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NILP)에 관한 

SIG 예비모임이 개최되었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활동을 이끌어 내는 주도적

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전문가그룹이 향

후 국가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실제적인 정책과제들

을 형성시켜 나가는 데 뒷받침이 될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ʻ국가도서관정보정책ʼ의 개념이나 목적, 정책의 틀을 제안하기보다는 주

요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이후 NILP SIG 활동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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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해서 향후 과제와 활동에 참고가 되는 기초자료

로 활용되어, NILP SIG의 개설을 발의한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 국 도서

관정보정책 현황의 파악 및 분석 결과와 제안내용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 수립

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앞서 기술한 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아직 그 개념이나 정책의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향후 연구와 논의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각 국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이 되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과 비록 전 세계에 공통된 명시된 개념규정이 없더라도 이 연구의 조사를 위한 국가도서관

정보정책의 내용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하는 연구범위의 설정이었다. 

조사대상국의 경우 도서관정보정책이라는 것이 정보화사회, 디지털환경 등과 결합하여 미래

를 위한 계획이 동반되는 과정이라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선진국 분류기준이 되는 OECD회원

국 34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34개국은 문헌고찰을 통해 인구, 1인당 GDP, 면적 

등에 대한 기초통계정보로 이루어진 일반현황과 도서관관련 법제화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국

가도서관의 체제와 주요 활동,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국에 대한 문헌고찰 외에 이 연구에서는 세계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IFLA)의 리스트서브(listserv)1) 중 하나인 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의 리스트서브에 등록된 각 국의 국가도서관 담당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국가들의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은 Network for Information and Digital Access (NIDA)2)가 제시한 도서관정책 관련 프

레임워크에 따라 나열된 각 요소들에서 추출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NIDA는 도서관관련정책

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이 담고 있어야 할 각 요소를 기술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도서관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는 책임부처, 법안, 인력, 

재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성된 설문초안은 두 명의 문헌정보학자들에게 내용에 관한 자문을 받아 수정되었으며, 이

들 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NILP SIG의 자문단(Advisory Board)으로 위촉한 국외 국가도서관 담

당자들의 검토를 거쳐 내용의 첨삭 및 설문 구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최종 결정된 설문은 응

답자 정보를 제외하고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유무, 정책 추진 기

구, 관련 법, 정책의 수립·실행·평가, 정책실행 단계의 이해당사자, 국가도서관 유무, 통계정보원 

1) 특정 주제에 대한 전자우편의 메시지 스위치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리스트서브에 있는 목록을 구독하면 그 
목록으로 보내지는 모든 메시지를 받게 되며, 메시지에 응답하면 다른 구독자들이 메시지를 볼 수 있다.

2) 런던 옥스포드에 거점을 둔 연구팀으로 디지털환경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정
보 접근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http://www.nida-net.org/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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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9개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을 수록하였다. 14개의 문항 중 국가수준의 도서관정보정

책이 있는 국가의 경우 총 12문항, 없는 경우에는 6문항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서베이몽키(www.surveymonkey.com)를 통해 2012년 

4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45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44건의 회신 중 응답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23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설문응답은 정책의 유무만을 

대답하고 기타 항목에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중복 응답한 것, 응답국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

는 것으로 총 21건이었다.

1.3. 선행연구
국가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논문들은 대부분 개별 국가에 한정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이

나 정보관련 정책의 문제점이나 정책의 주요 이슈들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국가도서관정보

정책 자체를 주제로 삼아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연구로 도서관정보정책을 다룬 문헌으로는 김용원(2004)과 이제환(2008)의 연구가 있다. 

김용원(2004)은 도서관정보정책을 ʻ도서관 정보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나 시책ʼ으로 보고 국가적 수준에서 정보정책 분석과 평가체제의 

확립, 정보정책 매커니즘의 확보,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整合性) 확보, 국민의 정보화의식과 정

보이용능력 향상, 정보화의 법제도적 환경 정비, 정책의 일관성 확보(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연

결), 정책과정의 민주성 확보, 정책기능의 세분화와 고도화, 공공·민간 부문과의 역할분담과 협

력강화, 국제협력강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환(2008)은 한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이 발전해 온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도서관정보정책의 

용어적 의미와 함께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정보정책을 ʻ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정책과 새롭게 등장한 IT기반 정보유통기관에 대한 정책

의 통합적 개념ʼ으로 파악하고, 한국에 있어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이 ʻ적용대상과 범위ʼ에 있어 

정보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ʻ도서관정책ʼ이 아닌 ʻ도서관정보정책ʼ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200여개에 이르는 관련법의 조정이 필요하며, 정책기구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와 관련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의 실효성이 있는 활동을 위해서 구성원과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을 독

립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강단과 현장 사이의 인력 분포를 고르게 하고, 대등한 지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으로서 전문직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Lee (1986)는 각 국의 국가정보정책을 진작시키고자 실행된 UNESCO의 UNISIST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정책의 중요성과 목적,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국가

도서관정보정책 형성에 있어 기본원칙과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지방분권식, 협력적 분권화 가운데 어느 것이 적절

한 행정구조인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도서관·정보 서비스의 계획과 개발을 조율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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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하는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앙정부의 어느 행정구조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과학기술정보만이 국가정보정책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도서관·정보 서비스 영

역을 포괄해야 하는가? 도서관·정보를 유료로 제공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

가? 등이 중국이 당면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관련 주요 이슈였다.

Mohamed (1989)는 정보혁명의 세기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도서관·정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견지에서 도서관정보서비스에 대한 국가정책 개발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사례에 비추어 기술하

고 있다. Mohamed (1989)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도서관·정보 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시

도는 종합정보프로그램(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GIP)에 따라 UNESCO로부터 정책개발 

목적의 세미나를 열기 위한 보조금 US$ 9,000를 지원받으면서였다. 1984년 10월에 열린 이 세

미나를 통해 11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가정책 형성

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hamed (1989)는 UNESCO가 주도한 국

가차원의 정보화정책 추진과 관련한 유엔정부간 과학정보시스템(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System of Inform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UNISIST)과 국가정보시스템(National Information 

System, NATIS) 계획이 주요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ʻ정보정책ʼ의 범

위가 명확하지 않고, 각 지침이 정하고 있는 조건들이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

들의 인력과 재정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그대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나라의 실정

에 맞는 정책의 범위와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Mchombu와 Miti (1992)는 보츠와나(Botswana), 잠비아(Zambia), 탄자니아(Tanzania)의 아프리카 

3국에 있어서 국가정보정책에 관한 UNESCO 가이드라인의 영향과 이 3개국의 정보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아직까지 정보정책의 개념, 실행상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3

개국의 상황이 UNESCO 가이드라인이 제안하는 정보정책을 구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

석하였다.

Ur Rehman (1996)은 각각의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강도 높은 국가정책수립을 실행했던 말레

이시아와 인도의 두 사례를 비교하여 정보정책 형성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였다. 그는 정보정

책을 특정 분야나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국가정책의 틀 안에서 

통신, 문화, 과학, 산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 역시 무수히 많은 정보정책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며 

정보세계 내에서 다양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하는 기관이 된다. 따라서 도서관 역

시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용과 정책이슈를 소개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두 국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기존에 스스로 개발했던 정보정책 구성범위

에 대한 개요를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정책을 구성하는 범주는 정보환경, 정보요구, 정보

시스템, 정보정책이슈, 준비된 인력, 정보기관의 역할과 공헌, 법제화, 정보기술과 그 영향 등 

11개에 이른다. 그는 특히 기존의 법이나 규칙에 의해 세워진 계획을 점검하고, 일반적인 정책

을 수립한 이후 구체화된 정책을 세우며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정보정책을 포함 각 과정이 서

로 상호작용하는 정책패턴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Ur Rehman (1996)은 배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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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정보정책은 그 나라 환경에 맞는 토착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UNESCO나 여타의 매뉴얼에 따라 확립될 수 없고, 국제적인 컨설턴트의 역할 역시 초기는 개

념 설정 단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로 생략된 정보요

구에 대한 조사가 표면적이고 이상적인 계획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하고, 거대한 정보정책을 단 

한 번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Caidi (2004)는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헝가리(Hungary), 폴란드(Poland), 슬로바키아

(Slovakia) 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자원(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NII)과 관련된 암묵

적인 추정, 의미, 개념 등을 조사하고,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이해당사자 그룹이 어떻게 NII를 

둘러싼 정책 틀에 대한 논의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37개 기관의 49명의 도서관정책담당자들과

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4개국의 응답자들은 NII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이 규정한 NII의 개념은 도서관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NII를 ʻ국가차원에서 도서관과 정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연계시

키는 것ʼ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또 NII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규정된 틀이 필요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며, 정치적 아젠다나 사회정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

라고 응답하였다. ʻ정보(information)ʼ와 ʻ국가적(national)ʼ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응답자들 간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 두 개념이 서구사회와 중부 및 동부 유럽

의 현실에서는 다른 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따라서 NII에 대한 비전 역시 각국

의 사회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응답자들은 협력과 자원

공유, 중앙집중 혹은 분권화와 같은 적절한 권한의 분배를 NII와 관련된 이슈로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NII의 측면에서 전략을 실행하고 조율할 책임을 가진 

정해진 부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도서관 내에서의 조직간 연계를 세우는 문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Case (2010)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정보정책을 구성하는 틀을 제안하였다. 그는 도서관정보정

책이 ʻ사회 전체를 통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과 실행ʼ으로 규정되어야 하

며, 이 목적을 위한 근본적인 측면은 이러한 활동을 진작시키는 채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컴

퓨터 네트워크와 도서관은 그러한 채널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서관정보

정책에는 다양한 정책과 이해당사자들이 관계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서관

정보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과 기술적, 법적, 인적 자원(infrastructure)으로 구분된 2×3의 정

보정책매트릭스를 제안하였다. 이 틀에 의하면 도서관은 사회적목적과 인적자원이 교차하는 셀

에 속하게 되며, 이 셀을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정보의 교육과 접근을 제공하고, 문화를 보존하

며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지닌 정책들이다. 

NIDA (2011)는 국가도서관정책과 관련하여 시대별 변화를 고찰하였는데 이 보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서관발전계획을 전체 국가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움직임이 각광을 받

았다. 영국의 경우 1942년의 McGolvin Report, 1957년의 Roberts Report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통

제아래 진정한 국가차원의 도서관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비록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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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으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도서관자문위원회(Library Advisory Council)

와 교육부내에 도서관국(Library Division)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최초의 관련법이 1964년에 

입법되었다. 이처럼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중앙으로 집중

시키는 것에 대한 이점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70~80년대에는 UNESCO가 도서관과 정보기술의 완전한 결합을 인식시키고, 이 정책의 계

획을 촉진시키고자 70년대에 NATIS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1990

년대 중반 IFLA는 70~80년대의 NATIS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하지만 정보기술 전략에 대한 정

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반면, 2000년대 이후에 시

작된 새로운 세기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지식관리

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고 정보사회의 글로벌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계획들이 입안되기 시작하였다. 문제

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ICT정책이나 계획이 도서관을 배제하고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ICT의 발달과 함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기술격차에 따른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이고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

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정책에 이러한 디지털격차에 관한 관심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NIDA (2011)는 특히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이미 수립했던 경험이 있는 핀란드, 나미비아, 

뉴질랜드 3국의 사례를 자세히 보고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의 주도로 핀란드교육부가 도서관과 관련된 국가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

는데 이미 2010년까지의 추진내용을 담은 "LIbrary Policy Programme 2001~2004"를 통해 관종 

간의 협력, 지방행정당국과 주정부의 책임, 지식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원

칙 등을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2015년까지의 정책계획문서(The Finnish Library Policy 2015)를 

공표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인 나미비아(Namibia)에서는 나미비아국립도서관기록관(The National Libraries 

and Archives Services, NLAS)이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전략적 평가와 경제적 분석의 제 2단계로

서 나미비아의 국가도서관정책 갱신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나미비아는 국가발전계획인 

"Vision 2030"의 일환으로 생애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

켰고,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국가계획의 수립을 위해 런던에 소재한 MDR 컨소시움과 NIDA 

두 기관이 이 계획의 작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2010년에 도서관·정보 분야에 대한 국가정

책초안이 될 보고서를 나미비아 정부에 제출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7년에 국립도서관이 "New Generation National Library Strategic Directions 

to 2017"라는 새로운 계획문서를 공표했는데,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잠재력과 기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디지털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 생애교육을 통한 지식창조 

및 경제적 전환에 대한 의식고양,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을 국가스토리의 공유, 개선된 도서관서

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지원하는 네 가지를 우선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외에 유럽에서는 EU의 EBLIDA (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Documentation 

Archive) Naple (National Authorities on Public Libraries in EUROPE)이 2009년에 유럽공동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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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유럽에서의 도서관정책과 법제화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국가도서관정보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계획은 UNESCO의 

NATIS이다. 이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보고자 한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도서관이라는 기관보다는 컴퓨터망을 주축으로 한 네크워크 구축이 핵심을 이루

고 있었고,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되었으며, 중간에 별 다른 공표 없이 GIP와 통합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맺지 못했다는 것

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다(Lee 1986; Mohamed 1989; Mchombu and Miti 

1992; Ur Rehman 1996; NIDA 2011), 따라서 2000년대 이후 IFLA와 NIDA가 시도했던 프레임워

크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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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형 개념 정의

배분정책 정부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나누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결정

규제정책 정부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권한의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리는 결정

재분배정책 정부가 부의 분배상태를 다시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내리는 결정

구성정책 정부가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내리는 결정

자료출처: 남기범. 2009. 현대정책학 개론. p48.

< 표  1 >  정 책 의  유 형 에  따 른  개 념

2. 국가도서관정보정책
2.1. 정책과 정책과정

정책은 학자들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정책을 정부기관의 지침으

로 파악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특정의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이나 어떤 문제나 관

심사를 위해 행위자 및 행위자 집단이 추구하는 행동노선, 혹은 전체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

적 배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에서 도출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정책은 ʻ현재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리는 

중대한 결정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남기범 2009).

정책은 필수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 대상을 구성요소로 하며, 정책유형에 따라 참여자, 환경

의 영향, 과정 등이 달라진다. 통상 일반적인 분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국방정책, 노

동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구분은 여러 부처

가 관련되는 정책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행정학에서는 참여자와 과정상

의 특성에 따라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등으로 나누는데 이에 따른 각 정책 

유형별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정책(policy)과 정치(politics)가 polis(도시국가)라는 동일한 어원을 갖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정

책은 다양한 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책은 다양한 유·무형의 환경

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일반사회, 문화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정치, 행정, 문화, 사회, 경제 

상황 등이 무형의 환경이라면, 구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정당, 이익집단, 매스미디어 등은 유형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가 정책으로 수립된다.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다 정

책으로 구현되지는 않으며, 여론형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비로소 정책으로 실

현된다. 즉, 정책의 형성은 [그림 1]과 같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사회문제를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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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공중의 의제를 형성

하고, 이 의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면 비로소 정책이 수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림  1 ] 정 책 과 정

(출처: 김용원. 2004. 도서관정보정책.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55. 그림 재구성.)

정책이 수립되면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ʻ정책집행ʼ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정책목표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지침(정책수단)을 작성하고, 자원

을 확보하여 정책대상 집단에 편익 또는 제한을 가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은 그 결과로서 정책이 의도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이 종결되거나 지속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는 크게 정책실시 

단계에서부터 종결시점이 정해진 경우, 필요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실패된 것으로 평가

된 경우,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가 소멸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정책과정은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시행된다기보다는 복잡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가운

데 복수의 단계가 병행되거나 전후로 일어날 수도 있는 순환적이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용원 2004).

2.2. 도서관과 정보
물리적 장소로서의 개념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도서관과 정보의 결합은 컴퓨터기술의 발

전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ʻ정보(information)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컴퓨터가 등장

하기 훨씬 오래 전인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다(Terranova 2006). 그 어원이 나무의 속껍질을 뜻하는 라틴어 ʻliber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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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알 수 있듯(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서사매체인 ʻ책ʼ이 있는 장소로 이해되어 

왔던 도서관은 ʻ책ʼ이라는 물리적 매체에 담긴 ʻ지식ʼ을 유통시키는 기관의 역할을 오랫동안 지속

해왔었다. 그리고 지식의 유통은 도서관의 고유한 업무영역이었던 분류, 목록과 같은 자료조직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왔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지식의 유통이

라는 도서관의 본질적 임무는 달라진 매체와 기술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정보가 주요한 국가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정보는 주로 

냉전체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국가차

원의 관리가 시작되었다. 1957년에 소련의 스프트니크(Sputnik)호 발사로 촉발된 미국과 소련간

의 경쟁은 전략적인 목적에서 정보를 분산하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을 고안해내기

에 이르렀다(정동열, 조찬식 2007). 이후 마하라프(F. Machlup), 벨(D. Bell) 등에 의해 최초의 정

보사회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우메사오 다다오(梅棹忠夫), 마스다 요네지(增田米二) 등에 

의해 ʻ정보사회ʼ라는 명칭이 명명되면서 정보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과 관련된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김용원 2004).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도서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Kilgour (1970)

는 도서관에서의 컴퓨터활용에 대해서 이용자중심의 주제정보 검색기능의 전산화가 1954~1970

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졌고, 이후 이 시대 후반에는 온라인 도서관시스템이 고안되고 활성화되

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인터넷과 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유통

시켜왔던 ʻ지식ʼ을 새로운 개념인 ʻ정보ʼ로 대치시켰으며, 발달된 정보통신 네크워크에 힘입은 

정보의 원격이용 및 관리에 비추어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정보유통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축

소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IFLA/UNESCO의『디지털도서관 선언(IFLA/UNESCO 

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2003)』에서 볼 수 있듯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정보까지도 도서관

의 콘텐츠로 포함하여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메우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그 기능을 확장해오고 있다.

2.3. 도서관정보정책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그 개념이나 범위, 정책의 틀이 정해진 바는 없다. 단, 앞서 

살펴본 도서관과 정보의 관계에 근거하여 도서관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시키는 매개기관으로 

본다면, 도서관정보정책은 ʻ도서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국

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진작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정책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이전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정책들은 대부분 시민교육, 공교

육과 연계되어 문맹퇴치,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기술적으로나 재정

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문맹퇴치와 공교육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보편교육 수행

의 목적으로 도서관관련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정보가 국가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비로소 오늘 날의 도서관정보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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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도서관과 정보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논의를 시도했던 UNESCO와 IFLA의 프로그램이다.

UNESCO는 1967년에 과학기술정보의 범세계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세계과학정보시스템의 가능

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국제학술연합(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CSU)과 함께 수행

하기로 하고, 1969년에 세계과학정보시스템(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System of Inform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UNISIST)의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1971년 파리에서 개최

된 세계과학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UNESCO는 이 회의에서 채택된 정부간 회의 결의와 권고문을 기초로 1972년에 구체적으로 

UNISIST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각 국 UNESCO위원회에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두 5

개 항목의 사업목표와 22개의 권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김용원 2004). 

계획목표 촉매적 요소의 권고사항 계획지향적 요소의 권고사항

Ⅰ . 정보시스템간 툴의 개선

(6)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설치

(1) 정보자원조사의 필요성
(2) 서지의 표준화
(3) 과학잡지의 세계적 등록
(4) 주제용어의 연구
(5) 정보시스템간의 표준화

Ⅱ . 각급 정보기관 강화에 
의한 정보서비스의 유효성

(7) 도서관 조직으로써의 과학도서
관 설치

(8) 기초정보서비스의 강화

(9) 정보분석센터의 효용과 육성
(10) 수치데이터센터의 효용과 육성

Ⅲ . 전문가그룹의 책임
(11) 과학잡지 편집자의 책임
(12) 과학자의 참여

(13) 인적자원의 개발
(14) 정보학의 연구

Ⅳ . 제도상의 환경 각 국 
정부의 참여

(15) 국가과학정보기구 설치
(16) 서비스네트워크 형성
(17) 정보유통네트워크의 활용
(18) 가격정책 연구
(19) 정보유통의 저해요인 제거

Ⅴ . 개도국의 원조 (20) 정보기관의 조직화 (21) UNISIST와의 연계

UNISIST의 조직 (22) UNISIST 관리

출처: 김용원. 2004. 도서관정보정책.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66.

< 표  2 >  U N IS IS T 의  계 획 목 표 와  권 고 사 항

UNISIST와는 별도의 계획으로 UNESCO는 1974년에 국가정보시스템(National Information 

System, NATIS)이라는 개념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NATIS는 UNESCO가 IFLA, 국제도큐멘테이

션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 de Documentation, FID), 국제문서관평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와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86개국 대표가 참가한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NATIS는 모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보를 정책항목으로 하고 최종적인 정보의 국제적 상호교

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자는 것이다. NATIS는 총 12개항의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1) 국가

정보정책, 2) 이용자 인식의 각성, 3) 독서습관의 장려, 4) 이용자 요구 측정, 5) 현존하는 정보

원에 대한 분석, 6) 인적자원에 대한 분석, 7) NATIS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계획, 8) NATIS를 

위한 인력충원, 9) NATIS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계획, 10) NATIS를 위한 법률적 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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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11) NATIS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12) 국제적 서지통정이다(Mohamed 1989; 김용원 

2004).

UNISIST와 NATIS 계획은 지지자들의 열렬한 홍보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몇몇 

국가에는 계획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보내지기도 했다. 그러나 두 계획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UNESCO의 서로 다른 조직에서 각기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UNESCO의 자원뿐 아니라 계획을 추진하는 해당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일부에 있어서

는 혼란과 오도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 NATIS를 근거로 국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아프

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통신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했으

나 각 국의 정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Mohamed 

1989; NIDA 2011).

 1990년대 중반에 IFLA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것

과 IT기술이 이러한 정보의 생산과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정보정책에 도서관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조치들이 요구되었다. 이는 NATIS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하지만 정보기술 전략에 대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IFLA는 

1996/1997년에 survey를 실시하여 국가정보정책(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NIPs)과 국가정보기

술전략(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es, NITSs)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을 조사했다. 

총 135개국 중 55개국이 조사에 응답했는데 그 결과 NIPs나 NITSs를 수립하고 있다고 답한 국

가가 34개국이었고, 계획수립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한 곳이 10개국, 별 다른 계획이 없다는 부

정적인 답변은 11개국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IFLA는 NIPs나 NITSs가 도서관분야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당시 도서관정책을 둘러

싼 논의는 과연 국가도서관정책이 다른 광범위한 정책의 맥락에서 수립되는 것이 생산적인가? 

다른 정책과 통합되기 이전에 독자적인 국가도서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지식

관리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고 정보사회의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계획들이 입안되기 시작하

였다. 이 시기의 문제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ICT 정책이나 계획이 

도서관을 배제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 ICT의 발달과 함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정보기술격차에 따른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이고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정책에 이러한 디지털격차에 관한 관심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EU의 EBLIDA (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Documentation 

Archive) - Naple (National Authorities on Public Libraries in EUROPE)이 2009년에 유럽공동체의 도

서관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유럽에서의 도서관정책과 법제화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다(NID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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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국가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최

근에 NIDA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미 국가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실행했던 경험이 있

는 몇 개국의 사례를 접할 수 있고, UNESCO가 진행했던 UNISIST와 NATIS에 참여했던 아시

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을 고찰한 문헌들에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많지는 않지만 국가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 시도되었던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NILP SIG의 추진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제안을 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NIDA는 2011년에 국가도서관정보정책과 관련한 6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발표

했다. 이 문건에는 뉴질랜드, 핀란드, 나미비아가 시도했던 국가도서관정보정책 사례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이 문건

에 소개된 3개국의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구성요소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명 핀란드 뉴질랜드 나미비아

정책명
The Finnish Library Policy 
2015

New Generation National 
Library Strategic Directions to 
2017

Namibia’s Knowledge Based 
Economy: a renewed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framework for Vision 2030

정책추진 
배경

- 2001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도서관관련 국가정책의 
연장선에서 제안된 최근의 
국가도서관정보정책

-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공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 디지털자원에 대한 
납본규정을 포괄하는 
도서관법의 개정과 함께 
국가도서관 기능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시작

- ICT를 포함하지 않은 
1997년 계획의 갱신 필요

- 국가발전계획인 "Vision 
2030"의 일환으로 교육훈련 
분야에서 생애교육의 
중요한 기관인 도서관에 
대한 계획 필요

정책의 
내용 및 

특징

-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도서관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

- 핀란드 내 전 지역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강조

- 도서관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적인 개선을 중요시

-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지표들을 통계에 
포함하도록 제안

-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디지털기반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주로 국가도서관 
중심으로 기술

- 뉴질랜드 내 각 도서관들, 
젊은 세대,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전략수립에서 
국가수준의 계획이 됨

- 2030년까지 주요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한 창조, 
보존, 관리, 접근,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효율적인 지식관리와 
생애교육에 관한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의 강화

-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 공동체와 개인의 
경제사회적 강화를 위한 
지식 및 생애교육에의 접근 
개선

- 정보미디어, ICT 리터러시 
함양 등

계획의 
주요 요소

- 우선순위, 목표, 평가도구 - 서비스, 시설, 인적자원
- 법률, 인적자원, 재원, 

협력부문 및 이해당사자
자료: Network for Information and Digital Access (NIDA). 2011. ˵Supporting societies’s needs: a model framework for 
developing library policy˶. 재구성.

< 표  3 >  N ID A 의  N ILP 조 사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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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DA (2011)는 이 사례들과 각 국의 정책수립의 역사적 배경, 현재의 모범 사례 등에 대한 

문헌조사, 워크숍 등의 회의를 거쳐 ʻ도서관정책의 수립 혹은 갱신을 위한 프레임워크ʼ를 제안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구성 항목 세부 구성요소 비고

1. INTRODUCTION (서론)

1.1 정책 개발 및 갱신의 필요성
1.2 국가적 전략 분야
1.3 가용 자원
1.4 a) 도서관에 대한 국가전략의 주요 목적  
   b) 특정 하위 도서관부문에 대한 주요 목적

1.4의 a), b)는 선택적 
기술이 가능

2. KEY LIBRARY 
STRATEGIC 
ELEMENTS 

   (핵심 도서관전략 
요소)

2.1 도서관분야 지도부와 조직
  2.1.1 주무 부처/ 주무 과
  2.1.2 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2.1.3 기타 관련 기관
  2.1.4 해당 부문 내의 협력과 조정

2.1 이하의 각 내용은 
서론에서 설정한 비전과 
법적 권한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2.2 법제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의 책무에 관한 법적 
규정을 포함. 정책개발 후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함.

2.3 인적자원
  2.3.1 이용자 요구
  2.3.2 전문적 역량
  2.3.3 직원의 구조(직무, 경력, 보수 등 포함)
  2.3.4 교육훈련
  2.3.5 전문직단체의 역할
2.4 재원
  2.4.1 정부
  2.4.2 민간
  2.4.3 재정 감독

재원은 도서관 전체를 
통합하거나 하위분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음.

3.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3.1 건물
3.2 정보통신기술(ICT)

4. SERVICES
   (서비스)

4.1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
4.2 인터넷 및 기술 활동
4.3 자원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예를 들어 

참고봉사, 대출, 정보리터러시 등)

구체화된 비전 및 
이용자요구에 따라 
기술한다.

5. ADVOCACY
   (지지와 옹호)

5.1 전략
5.2 실행 및 검토

도서관에 대한 지지와 
옹호에 대한 전략 계획임.

6. PERFORMANCE MEASUREMENT & IMPACT ASSESSMENT 
  (성과측정 및 영향력 평가)

7. POLICIES FOR 
INDIVIDUAL 
LIBRARY SUB 
SECTORS 

  (하위 도서관분야별 
정책)

7.1 국가도서관
7.2 국가기록원
7.3 전문/연구 도서관
7.4 공공도서관, 지역도서관 및 다목적 도서관
7.5 학교도서관
7.6 고등교육기관도서관
7.7 기타

국가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비전 안에서 
관종별로 개별 
도서관분야에 대한 정책을 
기술할 수 있음.

8. ACTION PLAN (실행 계획)

3년 내지 5년 단위의 
중·장기 및 연간 
실행계획으로 수시로 검토, 
갱신되어야 함.

9. NEXT STEPS (추후 계획) 계획의 갱신 및 실행에 
관한 절차.

자료: Network for Information and Digital Access (NIDA). 2011. ˵Supporting societies’s needs: a model framework for 
developing library policy˶. 재구성.

< 표  4 >  N ID A 의  도 서 관 정 책 개 발  및  갱 신 을  위 한  프 레 임 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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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A (2011)와 달리 Case (2010)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정책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

를 제안하였다. 그는 국가차원의 정보정책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는 전제하에 정책의 목표를 크게 경제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로 나누고 이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기술적, 법적, 인적 기반시설의 세 종류로 나누어 2×3의 매트릭스에 대입시킨 후 사회

적 목적과 인적 자원이 교차하는 셀(cell)이 도서관과 관련된 정보정책 영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정책의 내용으로 교육 및 접근의 제공, 문화의 보존, 

사회적 자본의 증진 등을 예로 들었다.

기반시설 유형
목표 유형에 따른 정책의 예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기술적(Technical)
시장개발

일자리 창출
자본 증식

커뮤니케이션 촉진
물류 촉진

안락함과 웰빙의 증가

법적(Legal)

시장보호
재산보호
성장촉진

과세 및 보조금 설정

정보보급
창조력 증진
안전성 증가

프라이버시 보호

인적(Human)

직무훈련의 제공
지식경영
인력개발

소비 장려 혹은 억제

교육제공
접근(access)제공

문화보존
사회적 자본의 증가

출처: Case (2010). ˵A framework for information policies with examples from the United States.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e-journal). Paper 432. p3.

< 표  5 >  C a se의  정 보 정 책  매 트 릭 스  

반면, Lee (1986)는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이 해당 국가들의 특수한 정보환경과 정보요구에 바탕

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전제를 두고 그 외 부가적으로 정책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일반

원칙을 11가지로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은 각 국의 실제 현황과 조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보요구를 지원해야 한다.

3) 최고 정부 수준의 국가적인 위원회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국가적인 조직부서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4)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은 그 나라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의 발전을 위해 잘 개발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5) 모든 유형의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6) 최대한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새로운 도서관 및 정보 기술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8) 국제적인 협력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

9)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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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와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11)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출판과 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적절한 법적 조치

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거론된 정책의 프레임워크와 일반원칙을 볼 때 국가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

은 국민의 자유로운 지식정보접근을 위해 해당 국가가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각 국의 

상황에 적절한 도서관 및 정보와 관련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실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술적, 인적 요소들에 대한 성문화된 근거와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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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현황 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주요국의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현황에 대한 설문은 처음에는 그 대상국을 OECD 34개국으로 

설정하였으나, 문헌정보학자와 NILP SIG 자문위원단의 검토과정에서 IFLA CDNL Listsrv에 등

록된 모든 국가도서관 담당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설문조사 시점인 2012년 4월 4일 현재 

CDNL Listsrv에 등록된 국가도서관의 수는 약 180여 개관이었다.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4일~5월 18일까지 총 45일간 온라인 서베이 사이트인 서베이 몽키

(www.surveymonkey.com)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한국의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국

제협력담당자가 직접 CDNL Listsrv에 온라인 설문에 대한 안내를 알리는 메시지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기간 동안 회수된 설문은 총 44건이었으며, 이 중 응답국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중복된 설문을 제외하고 총 23건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3.2. 설문항목
설문조사의 질문은 응답자정보를 포함하여 10개의 기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문항은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위해 질문을 세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2명

의 문헌정보학자와 NILP SIG의 자문단(Advisory Board)에 속한 3개국(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

르)의 국가도서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설

문의 내용과 전체적인 설문구성을 수정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아직 그 뜻이나 범위가 합의되지 않은 몇 개 용어에 대해서는 지문을 

통해 의미를 제한하였다. 우선,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진작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지식

과 정보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제시하

였다. 마찬가지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ʻ정보(information)ʼ의 

개념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의 ʻ정보ʼ라는 것을 지문에 밝혔으며, 국가도서관

(National Library) 역시 1970년 Peter Johan Lor가 작성한 UNESCO의 "국가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법제화 지침(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에 수록된 기능상의 정의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UNESCO 가이드라인이 밝히고 있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1) 국가적 관심사 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헌의 수집과 보존; 2) 출판물에 대한 기록 작성 및 기록에 대한 접근 제

공; 3) 국가자원으로서의 문헌 제공; 4) 출판물에 대한 접근 제공; 5) 출판물의 교환; 6) 정보접

근 제공; 7) 도서관 및 정보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8) 도서관 및 정보관련 기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언과 리더십의 제공; 9) 계획 및 협력; 10)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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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 관련 사업을 위한 교육 훈련; 11) 연구개발 등이다. 

최초의 설문문항은 Network for Information and Digital Access (NIDA)가 제시한 도서관정책 관

련 프레임워크에 따라 나열된 각 요소들에서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NIDA는 도서관관련정책을 개

발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이 담고 있어야 할 각 요소를 기술한 프레임워

크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도서관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는 책임부처, 법안, 인력, 재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림  2 ] 도 서 관 정 책 개 발 을  위 한  모 형 (N ID A  2 0 1 1 )

NIDA가 제시한 도서관정책 개발을 위한 모형(A model framework for developing library policy)

에는 [그림 2]와 같이 총 8개의 정책 틀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으며, 그 중 이 설문의 기본 뼈대

는 책임부처와 법안, 인력, 재정 등에 대한 요소를 규정한 "핵심 도서관전략 요소(Key library 

strategic elements)"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그 림  3 ] N ID A 의  도 서 관 정 책 개 발 모 형  중  핵 심  도 서 관 전 략  요 소  

최종 결정된 설문은 응답자 정보를 제외하고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도서관정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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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유무, 정책 추진 기구, 관련 법, 정책의 수립·실행·평가, 정책실행 단계의 이해당사자, 국가

도서관 유무, 통계정보원 등에 대한 9개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을 수록하였다. 14개의 문항 중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이 있는 국가의 경우 총 12문항, 없는 경우에는 6문항에만 응답하도록 하였

다. 응답자정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구조화된 설문내용의 범위와 주요 질문은 아래 <표 6>

과 같다.

 범주 주요 내용 주요 문항

정책일반
정책의 유무, 관련 법, 
정부조직

1. 귀하의 국가에는 입법 및 기타 맥락에서 국가(중앙정부 혹은 연
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및 정보와 관련된 정책이 있
습니까?
2-1. 국가(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도서관정보정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제목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URL을 함께 적어주십시오. 만일 여러가지 관련 법이 존재한
다면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정보정책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의 유형을 
골라주세요(보기: 행정기구, 사법기구, 입법기구, 기타: 위원회 등의 
독립기구).
2-3. 국가(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이름을 URL과 함께 적어주세요.

정책과정
정책 수립, 실행, 평가
의 절차

3-1. 귀하의 국가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즉, 
정책수립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기술하
여 주십시오.
3-2. 귀하의 국가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즉 
도서관정보정책의 실행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
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3-3. 귀하의 국가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즉 
도서관정보정책의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
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정책관련 
이해당사자 

(stakeholders)

정책 수립, 실행, 평가 
단계에서의 관련 이해
당사자

4. 귀하의 국가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의 각 단
계에서 어떤 이해당사자들(정부조직, 전문가 그룹, 관련 단체 등)이 
존재하는지 각 단계별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책사례(case) 영향력 있었던 도서관
정보정책 사례

5. 과거 혹은 현재를 막론하고 귀하의 국가의 도서관정보정책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아래 질문에 답
변해 주십시오(정책명, 정책내용, 시행시기, URL, 정책목표, 평가지
표, 예산).

정책의 필요성
현재 국가도서관정보정
책이 없는 국가 대상

6-1. 국가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도서관정보정책(예를 들어 교
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도서관정책)들은 어떻게 수립, 적용, 갱신되
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6-2. 귀하의 국가에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가도서관
정책유무에 상관없이 
공통되는 질문

7. 귀하의 국가에는 국가도서관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이름과 
URL을 적어주세요.

도서관통계 국가도서관통계
8. 귀하의 국가에는 도서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을 알려주세
요.

NILP SIG에 
대한 제언

향후 SIG 활동에 대한 
제안

9. 향후 전개될 NILP SIG 활동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표  6 >  국 가 도 서 관 정 보 정 책  관 련  설 문 의  범 위 와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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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결과   
3.3.1. 응답국가

2012년 5월 18일까지 회수된 설문은 총 44건이었으나 중복된 설문과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유무에만 응답하고 나머지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자정보와 기타 응답내용에서 응답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유효한 자료는 총 23건이었다.

설문분석 대상인 23개국은 대륙별로는 아시아권 10개국, 아프리카권 2개국, 유럽 11개국이었

으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가 거의 동등한 연방제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스위스 6개국이었다. 미국을 비롯 북남미 지역에서 참

가한 응답국가는 없었다.

[그 림  4 ] 설 문 응 답 국 의  대 륙 별  분 포  

3.3.2. 국가도서관정보정책(NILP) 일반에 대한 국가별 현황
설문범주의 ʻ정책일반ʼ에 해당하는 문항 1, 2-1, 2-2, 2-3 설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각 국가들

의 NILP의 유무, 관련 법, 주무부처와 담당조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NILP를 가지고 있

는 국가가 19개국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4개국)에 비해 많았으며, NILP가 있다고 응답한 19개

국은 모두 정책 실행의 근거가 되는 법을 갖추고 있어 도서관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국가

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NILP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은 행정기구에 속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NILP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대부분 문화, 예술, 정보통신 등을 관장하는 부처

에 속해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도서관에서 NILP를 관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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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였다. 각 설문별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도서관정보정책의 유무

응답국가 총 23개국 중에서 국가(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이 존재한다

고 응답한 국가는 19개국이었으며, 나머지 4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NILP가 없

다고 응답한 나라는 호주(Australia), 스위스(Switzerland), 스코틀랜드(Scotland), 부탄(Bhutan)이었

으며, 부탄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연방제형식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림  5 ] N IL P  존 재  유 무 에  대 한  응 답  결 과  

응답 국가 수(개국) 응답국가

NILP가 존재한다 19
감비아, 네델란드,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말레
이시아, 모리셔스, 브루나이, 세르비아, 싱가포르,  아이슬
란드, 아일랜드, 중국, 체코, 태국, 핀란드, 한국

NILP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부탄, 스위스, 스코틀랜드, 호주

<표 7> NILP 유무에 대한 국가별 응답 현황

나. NILP관련 법률 현황

NILP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제목과 정보를 찾아보는 URL을 묻는 질문에

는 NILP가 있다고 응답한 19개국 모두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NILP가 존재하는 국가

들은 모두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법제화과정을 마쳤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ILP

가 없다고 응답한 4개국(부탄, 스위스, 스코틀랜드, 호주)은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법률 외에 NILP와 관련된 법규, 규정 등의 하위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답변을 

했으나, 답변된 내용으로 볼 때 국가차원의 전체 도서관정보정책을 포괄하는 상위법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각 국가가 응답한 NILP 관련 법률 정보는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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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법률명 U RL

감비아 · The Gambia National Library Service Authority Act -　

네델란드 · Wet op het specifiek cultuurbeleid - Wet op het hoger 
onderwijs en wetenschappelijk onderzoek  · www.overheid.nl/english/

네팔 ·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64 -

뉴질랜드 ·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 Act 2003

· See the NZ Government website 
www.legislation.govt.nz

덴마크 · Lov om biblioteksvirksomhed Law on Library Activitiues · 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
spx?id=120665

라트비아 · Library law · www.likumi.lv/doc.php?id=48567

말레이시아 · National Library Act 1972(Act 80) (Incorporating all 
amendments as at 1 January  2006) · www.pnm.gov.my

모리셔스 
· The National Library Act, 1996, The Mauritius Council of 

Registered Librarians Act 4 of 2000 and The Centre de 
Lecture Publique et d'Animation Culturelle Act 2009

· national-library.gov.mu
· www.gov.mu/portal/site/mcrl

브루나이 · Preservation of Library Act -

세르비아
· Law on Culture; Act of library and information field; Law 

on old and rare library materials; Law on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Law on issuing publications

· www.kultura.gov.rs/propisi/37

싱가포르 ·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Act · www.nlb.gov.sg

아이슬란드 ·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law - Public Library law · www.althingi.is

아일랜드 ·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Act 1997
· Public Libraries Act 1947 · www.irishstatutebook.ie

중국

·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ation
·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Network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 Regulation on Public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 Regulation on the Collection of Legal Deposit Copies of 

Books, Periodicals and Newspapers
· Regulation on Librarie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 Regulation on Libraries of Secondary Specialized Schools
· Regulation on Libraries of Middle Schools and Primary 

Schools
· Code of Professional Ethics of Chinese Librarians

· vip.chinalawinfo.com
· law.chinalawinfo.com
· www.pkulaw.cn
· www.people.com.cn
· www.moe.edu.cn
· lib.sx.cn

체코

· Koncepce rozvoje knihoven v České republice na léta 
2011 až 2015 včetně internetizace knihoven (Library 
Development Policy of the Czech Republic for 2011-2015, 
including Access of Libraries to Internet)

· racek.vlada.cz/usneseni/usneseni_webt
est.nsf/web_file/uv120111.0028.doc/$
File/uv120111.0028.doc

태국 · Press Act A.D. 2007 -

폴란드
· Act on Libraries of June 27, 1997 –Ustawa z dnia 27 

czerwca 1997 r. o  bibliotekach (Dz.U. 1997 Nr 85 poz. 
539, z późn. zm.)

· 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
DU19970850539

핀란드 · Library Act, Library Degree · www.minedu.fi/OPM/Kirjastot/lait_ja_
ohjeet/?lang=en

한국 · 도서관법(Korean Library Law) · www.law.go.kr

< 표  8 >  응 답 국 가 의  N IL P  관 련  법 제 화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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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LP 담당 부처 유형 응답수 응답국가

행정기구 13 감비아, 네팔, 뉴질랜드,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브루나이,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중국*, 체코,  폴란드, 한국

사법기구 1 핀란드

입법기구 4 네델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태국

*중국은 입법/행정 두 유형을 선택하였음.

< 표  9 >  응 답 국 가 의  N IL P  담 당  부 처 의  유 형  

다. NILP를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유형

NILP가 있다고 응답한 19개국 중 NILP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일랜

드를 제외한 18개국이 응답했다. 응답내용 중 중국의 경우 입법기구와 행정기구 두 곳으로 응

답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등은 문화부,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상 행정기구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행정, 입법, 사법 기구별 소속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구 소속

이었으며, 정책이 법제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입법기구에 소속된 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사법기구 소속이라고 응답한 곳은 핀란드 한 곳이었다.

[그 림  6 ] N IL P 를  관 장 하 는  정 부 부 처  유 형  분 포  

라. NILP 담당 정부조직

NILP가 있다고 응답한 19개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18개국이 응답하였다. 국가도서관이 

NILP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라고 응답한 말레이시아와 내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뉴질

랜드를 제외하고 NILP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대부분 문화, 예술, 정보통신 등을 관장하는 부

처에 속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에서 도서관정책을 담당하

는 경우가 전체 18개국 중 14개국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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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부조직명 URL

감비아 Ministry of Basic and Secondary Education www.edugambia.gm

네델란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www.government.nl/ministries/ocw

네팔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Education www.moe.gov.np

뉴질랜드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www.dia.govt.nz

덴마크 Kulturministeriet, Ministry of Culture www.kum.dk

라트비아 Ministry of Culture www.km.gov.lv/

말레이시아 National Library of Malaysia www.pnm.gov.my

모리셔스 Ministry of Arts and Culture www.gov.mu/portal/site/mac

브루나이
Department of Museum, 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s 　 -

세르비아
Ministry of Culture, Media and Information Society; 
Provincial Secretariat for Culture  and Media 
(Vojvodina)

www.kultura.gov.rs/en;  
www.kultura.vojvodina.gov.rs/

싱가포르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 www.mica.gov.sg/

아이슬란드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eng.menntamalaraduneyti.is/

중국

全国人大常委会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国务院(State Council)
文化部(Ministry of Culture)
教育部(Ministry of Education)
新闻出版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中国图书馆学会(Library Society of China)

www.npc.gov.cn/

www.gov.cn/ztzl/zb_gwy.htm
www.ccnt.gov.cn/
www.moe.edu.cn/
www.gapp.gov.cn/cms/html/21/index.html

www.lsc.org.cn/CN/index.html

체코 Ministerstvokultury / Ministry of Culture www.mkcr.cz/

태국 The Fine Arts Department www.finearts.go.th/

폴란드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Heritage (Ministerstwo 
Kultury i Dziedzictwa  Narodowego). www.mkidn.gov.pl/

핀란드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www.minedu.fi/OPM/Kirjastot/?lang=en

한국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ofCulture,SportsandTourism) www.mcst.go.k

< 표  1 0 >  응 답 국 가 의  N ILP  담 당  정 부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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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국가도서관정보정책(NILP)의 정책과정
NILP의 수립, 실행, 평가에 관한 응답국가의 설문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의회의 의결

을 거쳐 법제화된 법률을 근거로 주무부처나 도서관관련 국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ILP의 수립, 실행, 평가에 있어 가장 체계화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

는 곳은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에서는 5~7년마다 싱가포르국가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NLB)에서 향후 5~7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이 계획에는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그

리고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기타 도서관들이 포함된다. 이후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확

보를 위해 재무부처로 제출되면 수립과정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계획과 재정

이 승인되면, NLB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각 정책파트너들과 계획을 실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주로 싱가포르에서 생산되거나 싱가포르에 관한 자료의 디지털화 혹은 도서관 및 공공

기관을 통한 예술과 문화 촉진 등의 협력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NLB와 주무

부처 차원에서 계획의 실행을 점검하며, 계획의 중간과 종료시점에서 계획이 목표와 결과를 제

대로 달성했는지를 재무부에서 두 차례 평가하게 된다.

반면, 몇 몇 국가들은 설문내용에 부적절하게 응답하여 정책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브루나이와 태국은 3가지 측면의 설문에 모두 부적절한 응답을 하여 정확한 정책과정을 파악

할 수 없었으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평가측면의 응답이 설문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되어 정

책평가에 대한 과정을 알 수 없었고, 아일랜드는 세 가지 측면 중 평가절차에 관한 설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또, 중국은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과정에 모두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나 응

답내용이 법제화 과정에 한정되어 있어 질문의 의도에 맞는 응답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웠다.

가. NILP 수립 절차

각 국가의 NILP 수립과 관련한 개략적인 절차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국가는 NILP가 있다고 

응답한 19개국 중 감비아, 뉴질랜드, 덴마크,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15개국이었다. 설문분석 결

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 법률을 근거로 주무부처나 도서관관련 국

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15개국 중 도서관관련 국가위원회가 

있는 곳은 싱가포르(국가도서관위원회), 아일랜드(도서관위원회), 체코(중앙도서관위원회),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4개국이었으며, 세르비아의 경우 도서관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국가

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자문하는 ʻ국립문화위원회ʼ가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에서 직접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는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폴란드, 핀란드, 라트비아 

등이었으며, Working Group, 실행그룹 등 다양한 전문가그룹들에 의해 정책이 수립된다고 응답

한 나라는 네델란드와 체코였다. 태국과 브루나이는 질문에 부적절한 응답을 했고, 중국의 경

우 정책수립을 위한 법제화 과정만을 응답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NILP 수립 과정은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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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책수립과정

네델란드

네델란드 대학도서관협의회(Dutch Consortium of University Libraries)나 네델란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네델란드 공공도서관협회(NPLA) 산하의 
위원회 및 실무그룹들에 의해 정책이 준비되며, 새로운 법안은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의 공무원들에 의해 수립됨.

네팔

2005년 1월에 50주년을 맞은 네팔국립도서관(Nepal National Library, NNL)이 50주년 즈음에 
도서관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었음. 이 워크숍에는 대학, 
공공도서관, 정부부처 등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인 도서관정보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를 통해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이 보고를 바탕으로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라트비아

정책은 라트비아공화국의 중˶장기전략 계획 문서, 국소전략, 개념, 프로그램 및 다른 계획 
문서에서 파생됨(예를 들면, 도서관분야의 중기전략이 규정된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발전 가이드라인). 정부의 실행계획(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 
중기전략 계획 문서 및 연간 실행계획은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에 의해 수립됨.

모리셔스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책임조직에 관한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실행됨. 규칙은 
예술문화교육부(Ministry of Arts, Culture and  Education)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의회에서 
승인된 법을 근거로 제정됨. 성문화된 정책선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과 규칙들이  
도서관서비스를 촉진하고 전략을 만드는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

브루나이
브루나이에서 출판되는 책들은 어떤 책이든지 3권씩 스포츠부(Department of Sport)에 법정 
납본하여야  함.

세르비아

도서관정보정책은 국가문화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짐. 국립문화위원회가 우선 문화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문화정책의 원칙을 채택하고, 의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게 되며, 
의회에서 법안이 채택되면 각 문화기관에 법률이 적용됨. 현재 세르비아의 문화정책은 
문화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해 장기적이거나 안정적이지는 못한 상태임. 또한 이 정책들은 
EU의 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됨.

싱가포르
매 5~7년마다 싱가포르국가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NLB)에서 향후 5~7년의 
청사진을 제시. 이 계획에는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그리고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기타 
도서관들이 포함됨. 이후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확보를 위해 재무부처로 제출됨.

아이슬란드
대부분 교육과학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에서 도서관계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자문을 받아 수립. 관련법의 경우 국가의회인 Althingi에서 처리.

아일랜드

1947년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에 의해 도서관위원회(Chomhairle Leabharlanna)가 
설치되었고, 2001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의해 그 기능이 명시되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는 공공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한 부처에의 자문, 지원 등이 포함된다. 주무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 유지, 관리, 협력 등과 관련한 적절한 안을 추천.

중국
중국입법관련 조항에 따른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칙이나 도서관을 포함한 각 부서의 
특수한 지침 등의 제·개정을 통해 수립.

체코

도서관정책에 관한 일은 Working Group의 형태로 다양한 관종의 각 분야에서 임명된 
선도적인 사서들뿐 아니라 문화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도서관위원회(the Central Library 
Council)의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짐. Working Group의 결과물은 문화부 내 주요부서들(예술, 
문학, 도서관과)에 제출되어 다듬어짐. 이후 문화부가 정부에 국가도서관정책 초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며, 이 정책은 각 지방정부 및 다른 주요 
기관들에 전달됨.

태국 태국국립도서관이 유일하게 태국 내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임.

폴란드

도서관정보정책은 국가문화발전전략의 일부로 문화유산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에 의해 수립됨.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차원의 문화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부문의 발전과 독서진흥계획(Promotion of Reading and Development of the 
Publishing Sector) 2004~2013"이 수립되었음. 이 계획은 도서관정보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제공하며, 이후 문화유산부에 의해 1년 단위의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었음. 정부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화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진 계획은 
2011~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된 KULTURA+계획임.

핀란드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교육문화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임. 교육문화부는 
사서 및 전문가들로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에 대해 널리 검토하게 하며, 국가도서관정책은 
각 도서관 단위에서 실행됨.

한국
정부조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한 결과를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함.

< 표  1 1 >   응 답 국 가 들 의  N ILP  수 립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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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책 집행 과정

네델란드 공공도서관분야의 법제화과정에서 문화위원회의 자문을 구함.

라트비아
정책의 집행은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로 연간예산이 
지원되는 도서관 같은 문화부 내 관련부서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문화부의 도서관관련 
자문위원회가 집행에 대한 감독을 함.

모리셔스
광범위한 지침은 예술문화부(Ministry of Arts and Culture)와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의 지도에 따라 실행되며, 전문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실행.

브루나이 도서보존법은 박물관과의 소관임.

세르비아
도서관정보정책은 연간계획에 따라 각 도서관에서 실행되며, 그 결과는 중앙의 
문화미디어정보사회부(Ministry of Culture, Media and Information Society) 및 지방의 
문화미디어지방사무국(Provincial Secretariat for Culture and Media)에 보고됨.

싱가포르
일단 계획과 재정이 승인되면, NLB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각 정책파트너들과 계획을 
실행함. 재정은 주로 싱가포르에서 생산되거나 싱가포르에 관한 자료의 디지털화 혹은 
도서관 및 공공기관을 통한 예술과 문화 촉진 등의 협력 프로젝트에 배정됨.

아이슬란드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가 계획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정을 조달. 개별 도서관들은 특정 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행.

아일랜드

중앙차원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구인 환경유산지방정부국(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이 공공도서관 발전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 
도서관위원회(Chomhairle Leabharlanna)는 주무국와 공공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하여 조언. 국가문화기관법(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Act 1997)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일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reland)이 독립적인 국립문화기구로 
설치되어 이사회와 관장을 두고 있음.

중국
중국입법관련 조항에 따른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칙이나 도서관을 포함한  각 부서의 특수한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통해 수립

체코
정책의 실현은 한 편으로는 Working Group에 기초한 Task Group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른 한 
편으로는 주무부처와 지방정부에서(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짐.

태국 태국국립도서관은 책, 신문, 정기간행물을 각각 2부씩 국가서지통정을 위해 납본 받고 있음.

폴란드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문화유산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의 프로그램은 
문화유산부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특정 프로그램 혹은 그 하위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문화유산부가 인가한 국립도서관이나 도서연구소에서 시행됨.

핀란드 도서관정책은 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짐.

한국
정부조직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됨.

< 표  1 2 >  응 답 국 가 들 의  N ILP  실 행  절 차

나. NILP 실행 절차

수립된 NILP의 실행절차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국가는 NILP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19개국 

가운데 감비아,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제외한 14개국이었다. 그러나 

응답한 국가 중에서도 브루나이, 아일랜드, 중국, 태국, 핀란드 등의 응답은 구체적인 정책 실

행과정을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것이어서 실제 정책실행 과정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응답국가들에서의 NILP 실행은 주로 법제화와 장기계획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주무부처의 

지침 등을 바탕으로 각 도서관들이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었다. 주무부처의 역할은 주로 

정책집행을 위한 자금조달이었으며, 실제 정책의 실행은 개별 단위 도서관들이 주가 되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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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책평가과정

네델란드
도서관정책은 정부 혹은 도서관관련 조직에 의해 설치된 조정그룹, 위원회 등에 의해 
평가됨.

라트비아
라트비아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Latvia)과 각 기관의  문화정보시스템(Cultural 
Information Systems)에 의해 수집된 각 도서관의 연차보고서를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로 보내 평가하게 됨.

모리셔스
행정부는 프로그램에 기초한 예산을 집행하며, 각 기관들은 특정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 매년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이 
요구됨.

세르비아
공적 매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의 MCMIS와 문화미디어지방사무국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짐.

싱가포르
매년 NLB(국가도서관위원회)와 주무부처 차원에서 계획의 실행을 점검하며, 계획의 
중간과 종료시점에서 계획이 목표와 결과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재무부에서 두 차례 
평가함.

아이슬란드 도서관직원 및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짐.

중국
중국입법관련조항에 따른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칙이나 도서관을 포함한 각 부서의 
특수한 지침 등의 제·개정을 통해 수립

체코
현재, SWOT 분석을 포함하여 2004~2010 도서관정책의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이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는 2007년에 이루어졌음.

태국
만일 출판업자들이 30일 이내에 출판도서를 보내지 않으면 10,000바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됨.

폴란드
문화유산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가 프로그램 수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해 프로그램의 실행을 평가함.

핀란드 특별한 평가과정은 없음

한국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된 실적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통보하게 됨.

< 표  1 3 >  응 답 국 가 들 의  N ILP  평 가  절 차  

다. NILP 평가 절차

수립되고, 집행된 NILP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절차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국가는 NILP가 있

다고 응답한 19개국 중 감비아,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아일랜드의 7개

국을 제외한 12개국이었다. 

응답국가들의 NILP에 대한 평가는 주로 주무부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위원회(NLB) 및 주무부처 차원의 평가 이외에 예산을 지원한 재무부처에 의해 두 차

례의 평가가 사업 중간과 종료 후에 실시되고 있어 가장 강력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별한 평가과정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핀란드였으며, 아이슬란드, 중국, 태국 등은 응답내용

이 질문에 부합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 절차는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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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정책관련 이해당사자
NILP와 관련된 이해당사자(stakeholder)는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단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응답한 국가는 NILP가 있다고 응답한 19개국 중 13개국이었다. 대부분 정책수립단

계에서는 주무부처와 도서관관련 조직을 포함한 전문가그룹이 이해당사자로 분류되었고, 정책

실행단계에서는 주무부처, 평가단계에서는 주무부처 외에 재무부처가 포함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하지 않은 국가는 감비아,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아일랜드 6개국이었다.

국가명
이해당사자

정책수립단계 정책실행단계 정책평가단계

네델란드
주무 부처/ 전문가 그룹/ 
도서관관련 조직

주무 부처/ 전문가 그룹/ 
도서관관련 조직

주무 부처/ 전문가 그룹/ 
도서관관련 조직

덴마크 의회 
주무 부처(문화국, Danish 
Agency for Culture)

주무부처(문화국, Danish 
Agency for Culture)

라트비아

각 부처 장관/ 의회/ 교육· 
문화·과학 위원회/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도서문학위원회/ 
사서/ 전문협의회

문화부/ 정책실행 기관/ 각 
부처 장관과 의회

문화부
국립라트비아도서관

모리셔스 의회/ 주무부처
사서/ 도서관정보서비스 관련 
전문기구

재무부(예산 재배정을 위한 
평가)

세르비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가문화위원회

주무 부처(Ministry  of 
Culture, Media and 
Information Society)
지방문화미디어국(Provincial 
Secretariat for Culture and 
Media)

국가문화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ulture)/ 
국립도서관/ Matica Srpska 
Library/ University Library 
Svetozar Marković

싱가포르
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주무 
부처/ 재무부처

도서관위원회/ 주무 부처
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주무 
부처/ 재무부처

아이슬란드
주무 부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및 도서관관련 조직

주무 부처 주무 부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문화부/ 교육부/ 언론출판 관련 
행정부/ 도서관관련 학회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문화부/ 교육부/ 언론출판 
관련 행정부/ 도서관관련 
학회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문화부/ 교육부/ 언론출판 
관련 행정부/ 도서관관련 
학회 등

체코
중앙도서관위원회/ 
전문도서관협회/ 문화부/ 
중앙정부

문화부/ 교육청소년체육부/ 
기타 부처/ 중앙도서관위원회 
(CentralLibraryCouncil)/ 
지방정부 

중앙도서관위원회/ 
전문도서관협회/ 문화부

태국 행정부 예술부 예술부

폴란드
주무 부처(문화유산부)/ 
국가도서관위원회(National 
Councilon Libraries)

주무 부처(문화유산부)/ 
국가도서관/ 도서연구소(Book 
Institute)

주무 부처(문화유산부,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핀란드

주무 부처(교육문화부;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핀란드도서관협회 
(기타 도서관관련 NGO)/ 
공공도서관협의회(Council of the 
public libraries)

Ely-centrals(주정부행정기구) -

한국
정부조직/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전문가 그룹

정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정부조직/ 전문가 그룹

< 표  1 4 >  정 책 과 정 에 서 의  N ILP 관 련  이 해 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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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정책사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NILP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NILP가 있다고 응

답한 19개국 중 13개국이 응답했으며, 응답하지 않은 국가는 감비아,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

아, 브루나이, 아일랜드 6개국이었다.

정책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는 정책명, 정책이 시행된 시기, 정책의 내용, 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URL, 국가적 차원의 정책 목표, 산출 혹은 핵심평가지표의 측정, 예산 

등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7개의 세부정보에 빠짐없이 응답하지 못했으며, 질문의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응답도 포함되어 있었다. 각 국가들의 정책사례 개요는 <표 15>와 같다.

국가명 정책명 기간 URL 예산

네델란드 Restructuring Public Library Work 2012-
2013 · www.debibliotheken.nl/english.html -

덴마크 Lov om Biblioteksvirksomhed - · 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
d=120665 -

라트비아 Guidelines for Library development 
(project)

2011-
2015

· www.km.gov.lv/lv/doc/nozaru/biblio/dokum
enti/LBPpamatnost.proj_2011.2015.pdf 미정

모리셔스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and pro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t national level

　 - · national-library.gov.mu 정부 
재정

세르비아 Priorit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in 
Serbia

2008-
2011 - -

싱가포르 Library 2000 1995-
2004 -

8년간 
10억 
SGD 

아이슬란드 The Icelandic government's vis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1996-  
2003 - 미적용

중국

· Regulation on the Collection of 
Legal Deposit Copies of Books, 
Periodicals and Newspapers

·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Network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

· www.people.com.cn/item/flfgk/gwyfg/1979/
306001197901.html

· 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chl
&Gid=76727&keyword=&EncodingName=
&Search_Mode=accurate

· 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chl
&Gid=90387&keyword=&EncodingName=
&Search_Mode=accurate

　 -

체코 Library Development Policy of the 
Czech Republic for 2004-2010

2004-
2010 · knihovna.nkp.cz/nkkr0403/0403123.html

CZK 
1,147,49

8,000 
태국 Copyright  Law 1994 -　 · www.ipthailand.go.th 　 -

폴란드 The governmental programme 
KULTURA+

2011-
2015

· www.mkidn.gov.pl/pages/strona-glowna/fina
nse/program-wieloletni-kultura.php  
bip.mkidn.gov.pl/media/docs/inne_dok/WPR
_KULTURA_projekt_20100318.pdf

750,000,
000 

PLN.

핀란드

· Finnish Public Library Policy 2015. 
· National strategic areas of  focus; 

Quality recommendation for public 
libraries

2011-
2015

· www.minedu.fi/OPM/Julkaisut/2009/kirjasto
_ohjelma.html?lang=en 

· www.minedu.fi/OPM/Julkaisut/2010/Yleiste
n_kirjastojen_laatusuositus.html?lang=en

-

한국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007 · www.clip.go.kr 155백
만 원

< 표  1 5 >  설 문 응 답 국 의  주 요  N ILP  사 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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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책명 정책내용 정책목표
산출 및 핵심 
평가지표 측정

네델란드
Restructuring Public 
Library Work

공공도서관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재정비

- -

라트비아
Guidelines for Library 
development (project)

국가적·국제적 협력을 
포함한 도서관사업의  
법적인 틀/ 도서관관련 
기관의 실행계획/ 현안/ 
도서관정책의 목표와 
원칙의 정립/ 디지털, 
정보기술, 인력을 포함한 
자원 및 도서관서비스의 
개발/ 임무의 규정/ KPIs, 
실행시기, 재원, 정책 
실행의 책임주체 등이 
포함된 계획임.

도서관서비스의 효율성 
및 품질 제고
사회요구의 충족
교육의 발전 및 라트비아 
과학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원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촉진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교육적, 연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각 활동별로 
규정

모리셔스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and 
pro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t national 
level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국가출판유산의 발굴 및 
보존

국가출판유산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컬렉션인 "Mauritiana" 
구축

도서관자원과  
전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세르비아
Priorit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in Serbia

변화, 합리화, 집중과 혁신

UNESCO, EU, 유럽의회가 
정한 기준에의 일치/
문화유산의 보존, 전 
세계적인 문화트렌드에의 
통합 및 분권화

　 -

싱가포르 Library 2000

새로운 도서관 건설 및 
싱가포르 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국가전체의 정보와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에의 접근 
개선

방문자·대출수, 
프로그램 및 
전시참가자수 
등의 도서관 
이용지표 활용

체코

Koncepce rozvoje 
knihoven v České 
republice na léta 
2004 až 2010 / 
Library Development 
Policy of the Czech 
Republic for 
2004-2010

종합정책임

출판된 문헌 및 기타 
정보원에 대한 시민의 
평등한 정보접근 보장/ 
교육과 생애학습, 문화적 
요구 충족/ 연구개발 및 
경제활동에의 개인적인 
참여와 독립적인 의사 
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기반의 구축( 
인터넷접속, 도서관의 
건립 및 재건축)

-

< 표  1 6 >   응 답 국 가 들 의  N ILP  사 례  주 요  내 용

NILP 사례를 제시한 13개국 중 정책명과 시행기간, URL, 예산 등 대강의 정책 개요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책의 목표와 내용, 산출측정 및 핵심평가지표 등 정책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국가들은 모두 9개국에 불과하였다. 덴마크와 중국, 핀란드는 정책의 목표, 내용, 평가지

표 등에 관한 설문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아이슬란드는 평가지표와 관련된 링크 정보

(http://wayback.vefsafn.is/wayback/20041020000000/http://forsaetisraduneyti.is/upplysingasamfelagid/Utgefi

d_efni/nr/1249)만을 입력하였다.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네델란드, 라트비아, 모리셔스, 세

르비아, 싱가포르, 체코, 태국, 폴란드, 한국의 9개국의 정책사례의 내용은 아래 <표 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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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책명 정책내용 정책목표
산출 및 핵심 
평가지표 측정

태국 Copyright Law 1994

문학, 예술, 시각예술, 
음악, 시청각, 영화, 방송 
및 다른 인문학 콘텐츠와 
컴퓨터 파일 등에 대한 
저작권 적용. 저작권은 
저자 및 공저자 사후 50년 
적용

　 - 　 -

폴란드
The governmental 
programme 
KULTURA+

KULTURA+ 계획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공공도서관 특히, 
시골지역 공공도서관 
시설의 현대화와 
도서관서비스의  
업그레이드임.

시골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점으로서의 
사회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대화된  
지역중심센터로서의 변모.

도서관이용자
의 증가와 
도서관서비스
의 
업그레이드가 
평가기준

한국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ᆞ·심의·ᆞ조정

도서관제도의 선진화 및 
도서관서비스의 향상

-

< 표  1 6  계 속 >  

각 국이 국가차원에서 진행한 NILP 사례의 내용을 보면 우선 법제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행한 사례로 네델란드와 태국을 들 수 있다. 네델란드는 특정사안에 대한 법안이 아니라 공

공도서관과 관련된 법적 프레임에 대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NILP를 추진했으며, 태국은 저

작권과 관련된 법안의 제정을 추진했다.

가장 많은 NILP 사례의 내용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라트비아, 싱가포르, 체코, 폴란드, 한국 등이 장기적인 국가계

획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NILP를 추진했던 국가들에 속한다. 그 외 세르비아는 UNESCO, 

EU 등의 기준에 일치하기 위한 문화계획인 "Priorit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in Serbia 

(2008-2011)", 모리셔스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국가출판유산을 "Mauritiana"라는 하나의 컬

렉션으로 구축하는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and pro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t national level"계획을 사례로 거론해서 향후 정보이용을 위한 콘텐츠정비 차원의 계

획이 NILP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3.6. 정책의 필요성
NILP가 없다고 응답한 4개국이 설문대상이 된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은 두 가지 내용으

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도서관정책처럼 국가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도서관정보정책이 어떻게 수립, 적용, 갱신되는가에 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는 향후 NILP가 응답자의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도서관정보정책과정과 관련해서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체제에 따라 호주의 경우 공

공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은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국가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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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국연방에 포함되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과 도서관위원회가 정책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부탄의 경우 적절한 응답이 아니어서 실제 정책형성과정을 파악하기

는 어려웠다.

향후 NILP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스위스를 제외한 세 나라가 응답하였다. 현재는 

NILP가 없지만 향후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가는 부탄과 호주였으며, 장서관리 및 대출 등에 대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다소 현실적인 응답을 한 부탄과 달리 호주는 시민의 평등한 정보접근

의 중요성에 정부가 관심을 두도록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스코틀랜드는 과도하

게 중앙집중화 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ILP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가. NILP이외 도서관정보정책과정

NILP가 없다고 응답한 4개국 중 NILP가 아닌 기타 도서관정보정책의 수립, 적용, 갱신에 관

해 응답한 국가는 스위스를 제외하고 부탄, 스코틀랜드, 호주 3개국이었다. 3개국 중 스코틀랜

드와 호주는 모두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정부 등의 지방정부에

서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국가 모두 정책의 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응답하지 않았다. 

호주의 경우 대학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등 각종 전문가그룹의 정책참여가 두드러

졌으며, 스코틀랜드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관종을 불문하고 지역단위로 정책이 수립되

고 실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탄은 현재 국가도서관정책 수립을 위

해 정책분석과정에 있다고 응답하여, 질문에 응답은 하였으나 질문내용에는 부합하지 않은 내

용의 답변을 했다.

국가명 도서관정보정책과정
부탄 현재 국가도서관정책의 초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로 정책분석과정에 있음.

스코틀랜드

상당수의 정책들이 협력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수립되고 있음. 공공도
서관은 지방의회와 전문가협회 등의 기구들에 의해 관리되며, 대학도서관은 서로 다른 사
회 내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음. 서로 다른 유형의 도서관들이 섞여 있는 지역 그룹이 있
으나 그 연계가 뚜렷하지는 않음.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과 스
코틀랜드도서관정보위원회(Scottish Library and Information Council)가 협력하여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호주

연방정부가 국립도서관의 리더십 권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지만 국립도서관이 국가적인 
도서관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음. 주정부가 각각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수
립한다. 연방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가지며, 교육부서는 학교도
서관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지침들은 국가적인 도서관그
룹에 의해 개발되는데 이런 그룹 가운데는 호주국가연방도서관(National  and State Libraries 
Australasia), 호주대학도서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호주공공도서
관협의회(Public Libraries Australia) 등이 있음.

< 표  1 7 >  N IL P 가  없 는  국 가 들 의  도 서 관 정 보 정 책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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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응답 응답사유

부탄 필요하다 장서관리정책, 대출정책 등이 필요

스코틀랜드 필요하지 않다 과도하게 중앙집중화 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호주 필요하다 정부가 시민의 평등한 정보접근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도록 강조할 수 있어서

< 표  1 8 >  N IL P  부 재  국 가 의  향 후  필 요 성 에  대 한  응 답  결 과  

나. NILP의 필요성

현재는 NILP가 없지만 향후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가는 호주였으며, 그 이유로는 시민의 평

등한 정보접근의 중요성에 정부가 관심을 두도록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스위스

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스코틀랜드는 과도하게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ILP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부탄은 장서관리, 대출 등에 관한 국가도서관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3.7. 국가도서관 및 국가통계
응답국가들의 국가도서관 및 국가차원의 통계에 대한 유무와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묻는 질문은 설문에 응답한 23개국 모두에 공통된 문항이었다. 

국가도서관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감비아,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총 19개

국이 응답했는데 이 중 국가도서관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브루나이뿐이었으며, 나머지 18개국

은 모두 국가도서관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였다.

국가명 국가도서관명 U RL
네델란드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www.kb.nl/index-en.html 
덴마크 The Royal Library www.kb.dk

라트비아 Latvijas Nacionālā bibliotēka / National Library of Latvia www.lnb.lv/
모리셔스 National Library of Mauritius national-library.gov.mu

부탄 NationalLibraryandArchivesofBhutan www.library.gov.bt/
세르비아 National Library of Serbia (Matica Srpska Library) www.nb.rs 와 www.bms.ns.ac.rs
스위스 SwissNationalLIbrary www.nb.admin.ch

스코틀랜드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www.nls.uk
싱가포르 National Library Singapore www.nl.sg/ 

아이슬란드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landsbokasafn.is/  
landsbokasafn.is/index.php/english

아일랜드 NationalLibraryofIreland www.nli.ie
중국 National Library of China www.nlc.gov.cn
체코 NationalLibraryoftheCzechRepublic  www.nkp.cz/
태국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www.nlt.go.th

폴란드 NationalLibraryofPoland www.bn.org.pl
핀란드 Nationalk Library of Finland www.nationallibrary.fi/index.html
한국 NationalLibraryofKorea www.nl.go.k
호주 NationalLibraryofAustralia www.nla.gov.au

< 표  1 9 >  응 답 국 가 들 의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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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도서관통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다수의 국가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 23개국 

중 감비아,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르비아, 싱가포르, 태국의 8개국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5개국 중 부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는 국가도서관통계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라트비아의 경우 국가도서관통계는 있으나 접근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가명 국가도서관통계명 U RL

네델란드 · Openbarebibliotheken  
· statline.cbs.nl/StatWeb/publication/?DM=SLNL&P

A=70763ned&D1=a&D2=a&HDR=T&STB=G1&
VW=T

덴마크 · StatisticsDenmark  · www.dst.dk/en

라트비아 · Latvijas biblioteku darba kopraditaji

· www.lnb.lv/lv/bibliotekariem/statistika/biblioteku-st
atistika

· www.lnb.lv/lv/bibliotekariem/statistika/latvijas-bibli
oteku-darba-kopraditaji-2008-2010.pdf

브루나이
· Department of Pla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

스위스 · Officeféféraldelastatistique · www.bfs.admin.ch/bfs/portal/fr/index/themen/16/02
/02.html

스코틀랜드 · SLIC keep some statistics · www.slainte.org.uk/index.htm

중국

· 全国图书馆国家图书馆《中国图书馆年鉴》
· 公共图书馆： 文化部， 文化统计
· 高校图书馆教育部高等学校图书情报工作

指导委员会， 高等图书馆发展报告

· www.ccnt.gov.cn/sjzznew2011/cws/whtj_cws/
· 162.105.140.111/courseInfoSearch.html?miscdictId

=7
· www.ccnt.gov.cn/sjzznew2011/cws/whtj_cws/

체코

· Czech Library Statistics : Selected 
statistical indicators of some types of 
libraries in Czech Republic (by the 
Librarianship Institute of the National 
Library) 

· Basic Statistical Data on Culture in the 
Czech Republic 2010. Vol. III, Libraries 
and Publishing [in Czech]  /by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Centre for Culture, the Centre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on Culture)  

· knihovnam.nkp.cz/english/sekceno.php3?page=05_
Libra/Statistics.htm  

· www.nipos-mk.cz/wp-content/uploads/2009/03/Stat
istika_kultury_2010_Knihovny_a_publikace_web.p
df

폴란드

· Central Statistical Office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Poland (Rocznik Statystyczny 
Rzeczypospolitej Polskiej)

· Concise Statistical Yearbook of Poland 
(Mały Rocznik Statystyczny Polski)

· Kultura w 2010 r. (Culture in 2010)
· National Library (Biblioteka Narodowa): 

Public Libraries in Figures (Biblioteki 
Publiczne w Liczbach)

· www.stat.gov.pl/cps/rde/xbcr/gus/PUBL_sy_statitic
al_yearbook_of_the_rep_of_poland_2011.pdf

· www.stat.gov.pl/cps/rde/xbcr/gus/PUBL_as_concise
_statistical_yearbook_of_poland_2011.pdf 

· www.stat.gov.pl/cps/rde/xbcr/gus/PUBL_kts_kultur
a_w_2010.pdf  

· www.bn.org.pl/zasoby-cyfrowe-i-linki/elektroniczne
-publikacje-bn/biblioteki-publiczne-w-liczbach

핀란드
· Research library statistics database/
· Finnish Public Library Statistics/
· Statistics Finaland (culture)

· yhteistilasto.lib.helsinki.fi/language.do?action=chan
ge&choose_language=3

· tilastot.kirjastot.fi/en-GB/     
· www.stat.fi/til/klt/tau_en.html

한국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of Korea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www.libsta.go.kr

< 표  2 0 >  응 답 국 가 들 의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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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NILP SIG에 대한 제언
설문에 응답한 23개국 중 향후 IFLA NILP SIG의 활동방향과 관련한 제언을 묻는 질문에는 

모리셔스, 스코틀랜드, 체코 3개국이 응답하였으나,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한 국가는 모리

셔스 뿐이었다. 

모리셔스는 NILP와 관련하여 각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혹은 모형이 필요하

다는 지적을 하였다. 나머지 두 개 국가는 향후 SIG 활동에 대한 제언이라기 보다는 해당 국가

들의 NILP 관련 현황을 SIG에 보고 하는 내용의 답변이었다.

국가명 제언내용

모리셔스
각 국가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권고내용들을 담은 NILP 모델 혹은 샘플들을 
UNESCO에서 각 정부로 보낼  필요가 있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법안(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Bill)이 현재 스코틀랜드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임. 이 법안은 도서관간의 협력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 아래 사이트를  참조. 
http://www.scottish.parliament.uk/parliamentarybusiness/Bills/42988.aspx

체코
현재 체코에는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규정하는 법안이 없음. 다만 도서관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과 조건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도서관법(The Library 
Act No. 257/2001)에 포함되어 있을 뿐임.

< 표  2 1 >  N IL P  S IG 에  대 한  제 언  응 답  결 과  



- 37 -

3.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을 통해 각 국의 도서관정보정책(NILP)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였

다. 문헌조사 대상국은 당초 OECD 34개국으로 설정이 되었고, 설문은 IFLA CDNL Listserv에 

등록된 국가도서관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가 중 유효한 응답으로 분류되어 분석대상이 된 국

가는 모두 23개국이었는데 그 23개국 중 OECD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네델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핀란드, 한국, 호주의 11개국이었다. 

문헌조사 및 설문응답 국가
(총 11개국)

네델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핀란드, 한국, 호주

문헌조사 국가
(총 34개국)

그리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설문응답 국가
(총 23개국)

감비아, 네델란드,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부탄, 브루나이, 세르비아, 스위스,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
랜드, 중국, 체코, 태국, 폴란드, 핀란드, 호주, 한국

< 표  2 2 >  N IL P  분 석  대 상  국 가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설문결과와 문헌조사결과의 두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사용하여 11개 국가들의 NILP의 특징적인 면들을 제도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

면에서 각각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은 목표, 수단, 대상을 구성요소로 하며 정책을 지지하는 법·제도와 행정체계는 나

라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과 중앙의 권력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연방제국가와 중앙정

부에 대부분의 권한이 독점되어 있는 중앙집권국가 사이에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차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체계에 따른 국가별 NILP의 차이와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고찰은 각 국의 지방행정체계와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NILP의 역사적 측면의 고찰을 국가도서관과 NILP 사이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국가도서관의 주된 기능은 설문에서 밝혔듯 국가차원의 서지통정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보존과 수집, 국가 내 출판물에 대한 기록의 작성과 접근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국

가도서관이 NILP를 담당하거나 적어도 NILP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나라에 따라 왕립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 등이 국가도서관으로 

계승되어 온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상부로 인식되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에도 차

이가 있음을 일부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NILP와 국가도서관의 관계를 국가도서관

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고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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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정치적 맥락에서의 NILP에 대한 고찰로 각 국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NILP의 

차이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주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구분되는 지역은 그 역사적인 뿌리가 유사한 국가들이 비슷한 문명권에서 상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EU가 출범하면서 각 국가의 정책들이 EU단위에서 추진

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NILP에 대한 분석은 각 국가를 둘러싸고 있

는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의 작용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지만 가장 크게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GDP를 

기초로 11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NILP의 현황, 즉 정책의 목표나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도서관 인프라의 규모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주요국의 NILP 현황을 분석하는데 적용하고자 하는 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과 같다. 

[그 림  7 ] 주 요 국  N IL P 에  대 한  분 석  틀 과  요 소  

3.1.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요국의 NILP
분석대상 주요국 중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권력을 나눠가지고 있는 연방제구조를 가진 나라

는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3개국이었으며, 나머지는 단일국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있어 연방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배분되어 있는 

국가들이었다.

연방국가의 특성은 각기 다른 지방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통일된 강력

한 중앙행정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다. 설문조사결과에서 스위스와 호주가 NILP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NILP가 있다고 응

답했는데, 뉴질랜드 역시 지방과 중앙이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독립하여 자율적 운영을 하고 있

는 연방국가이므로 NILP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역시 다른 국가들이 문화나 교육관련 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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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방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에 

그 사무가 속해 있었다. 

연방제가 아닌 그 외 8개국의 경우 NILP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내용상으로는 

도서관분야에만 해당하는 독자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와, 문화나 교육 등 포괄적인 상위법 

혹은 관련법과 함께 입법화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도서관 분야 독립 법률 타 분야의 법률에 포함된 법률

· 뉴질랜드: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 덴마크: Law on Library Activities
· 아이슬랜드: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law / Public 

Library law
· 아일랜드: Public Libraries Act 1947
· 체코: Library Development Policy of the Czech Republic 

for 2011-2015, including Access of Libraries to Internet
· 폴란드: Act on Libraries of June 27, 1997
· 핀란드: Library Act
· 한국: Korean Library Law

· 네델란드: Law on Cultural Policy/ Law on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 표  2 3 >  주 요 국  N ILP  관 련  법 제 화  현 황  

NILP가 없는 호주와 스위스를 제외하고 NILP가 있는 9개국에서는 네델란드를 제외하고 모

두 도서관분야에 독립된 법률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정책집행을 위해

서는 분명하게 정책분야를 뒷받침할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림  8 ] 주 요 국 의  N IL P  관 련  독 립  법 률 의  비 율  

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행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책임이 배분된 형태를 살펴

보면 연방제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진행정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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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도서관에 대한 중앙과 지방행정

네델란드
지방자치를 채택하고 있는 단일국가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함. 
단 주와 국가로 부터 지원이 이루어짐. 중앙에는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cuation, 
Culture and Science)에서 NILP관련 업무 관장.

뉴질랜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도서관관련 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 공공도서관이 지방정부의 한 기관으로 운영됨. 지방정부와의 사무를 맡아보는 연방내
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가 NILP관련 사무 담당.

덴마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서비스를 관장. 중앙차원에서는 문화국 내에 도서관 및 미디어 
센터(Center for Libraries and Media)에서 담당.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서 NILP 담당.

스위스
연방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각 기초자치단체(시와 칸톤)에서 운영. 단, 운영에 필요한 자
금은 연방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NILP가 없고 따라서 중앙조직도 없음.

아이슬란드
공공도서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중앙에서는 교육과학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에서 NILP를 관장.

아일랜드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함. 중앙에서는 환경, 문화
유산 및 지방행정부(Department of the Envri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가 도서관
업무를 관할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도서관위원회가 존재

체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도서관 운영의 책임이 있음. 중앙에서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가 NILP 및 도서관서비스 업무 소관.

폴란드
공공도서관 운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귀속. 중앙에서는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에서 NILP 담당.

핀란드
중앙의 교육문화부내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분서에서 도서관서비스 관련 사무를 담당. 공공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한국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소관 사무.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에
서 일부 보조하여 운영을 지원.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Tourism)에서 업무를 소관하며, 정책집행기구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있고, 독립된 자문
기구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존재.

호주
주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나의 행정단위로 결합된 연방제 형태. 지방정부와 연방의 사무를 다
루는 지역자치서비스부(Department of Territory and Municipal Services)에서 도서관서비스를 
관장. 각 주별로 도서관운영에 관한 별도의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표  2 4 >  주 요 국 의  중 앙  및  지 방 차 원 의  도 서 관  행 정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아닌 지방자치제도가 각 국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도서관관련 

사무는 중앙의 부서에서 큰 정책의 틀을 세우되 기본적인 운영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키고 있는 형태가 많았다. 도서관 사무가 속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 문화,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연방제국가이건 단일국가이건 중앙과 지방수준의 도서관 사무는 큰 틀에

서 도서관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은 중앙이, 실제 정책의 집행과 도서관 운영은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NILP를 고려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도서관분야에 독립된 법안

의 입법을 통한 법제화, 중앙수준에서의 담당 조직의 설치, 지방과 중앙의 명확한 행정분담의 

명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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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역사적 측면에서 주요국의 NILP
국가도서관은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보다는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이 자연

스럽게 그 나라의 국가도서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개국 중 별도의 법률(국립도

서관법을 포함)에 따라 처음부터 국가도서관으로 출발한 경우는 스위스, 한국, 호주 3개국뿐이

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나머지 나라들은 왕실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학술도서관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서관들이 후에 국가도서관의 기능으로 확대된 경우이다. 국립대학에 부속되어 

있던 도서관들이 국가도서관으로 확장된 경우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폴란드, 핀란드 등이었다. 

국가명 국가도서관명 국가도서관의 형태 N ILP 관련 주요 활동

네델란드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 국왕의 개인도서관에서 
출발

· 1993년부터 교육문화부소속

· 국립도서관, 과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 
지원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뉴질랜드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 의회도서관으로 출발하여 
1988 독립적인 정부기구로 
승격

· 2011년에는 국가기록원과 
함께 내무부로 소속 변경

· 전국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운영

· 전국에 14개소의 
학교서비스센터 운영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덴마크 The Royal Library
· 국가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코펜하겐대학)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 연구기능

스위스 Swiss National Library

· 스위스연방내무부 산하 
연방문화국 소속

· 입법과 함께 독자적인 
국립도서관으로 출발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 공동목록 제공

아이슬란드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 아이슬란드국립대학의 
대학도서관이자 국가도서관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 납본
· 통합목록 운영
· ISBN/ISSN 국가센터 운영

아일랜드 National Library of Ireland · 왕립학회소속으로 출발하여 
후에 국가도서관기능 수행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체코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 공공도서관에서 출발하여 
국립도서관으로 기능 확장

· 종합목록제공 및 
국가서지통정

· 국내 공공도서관 지원

폴란드 National Library of Poland · 과학도서관이자 국가도서관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핀란드 National Library of Finland · 헬싱키대학에 속학 
학술도서관이자 국가도서관

·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 핀란드도서관네트워크의 

중앙서비스단위

한국 National Library of Korea
· 도서관법을 기초로 하여 

설립
· 국가도서관으로 출발

· 납본
· 종합목록제공
· 국가차원 서지통정

호주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설립

· 도서관간 공동목록 제공 
· 전자자료 구매를 위한 

컨소시엄 운영
· 도서관간 상호대차 지원
· 납본

< 표  2 5 >  주 요 국  국 가 도 서 관 의  형 태  및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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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과 관련된 주요 활동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국가도서관으로 출발

한 경우가 훨씬 더 국가도서관의 주요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 

국가차원의 자료보존 업무를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법에 따라 국가도서

관으로 설립된 경우는 납본과 서지통정 업무에 대한 비중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NILP에 있어 국가도서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독자적인 입법을 근거로 법

률에 의거해 국가도서관의 기능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정치적 측면에서 주요국의 NILP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그 역사적인 뿌리가 유사한 국가들이 비슷한 문명권에서 상호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각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각각 

비슷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11개국의 대륙별 분포를 보면 유럽이 8개국으로 가장 많고, 오세아니아가 2개국, 나머지 한

국만이 유일하게 아시아권에 속해 있다. 

[그 림  9 ] 주 요 국 의  대 륙 별  분 포 도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은 문명의 역사가 오랜 대륙으로 인식되며, 오세아니아는 15세기 

이후 대륙의 발견과 함께 유럽의 영향을 받은 신생 대륙을 인식된다. 아시아와 유럽에 있어 도

서관의 역사는 모두 장구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은 유럽이 훨씬 오래며, 체계화 역시 앞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 지방정부가 도서관에 관한 입법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

는 연방국가인데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연합왕국으로 국가체제상으로는 단일형 국가이나 각 지

역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실시되는 연방형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상당히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대통령직속의 상설기구였던 국가도서관

정보과학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 NCLIS)의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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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등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국가체제가 근본적으로 

미국과는 다른 단일형국가여서 대부분의 도서관정책은 중앙에서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다. 

유럽의 8개국은 영국의 전통 하에 있는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사회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정책이 주도되었던 동유럽국가(체코, 폴란드)와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된 북유럽(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의 도서관환경은 같은 유럽지역이

라고 해도 다른 역사와 기능을 가지고 발전해 왔으며, 다른 대륙에 비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색깔을 갖추고 있다고 분류할 수 있다. 

[그 림  1 0 ] 지 역 별  주 요 국 의  N ILP  특 징  

앞 장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NILP가 국제적인 협력을 토대로 추진될 때 국가단위에서도 비교

적 쉽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UN과 IFLA 등이 주도하였던 계획에 따라 NILP를 추진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였다. 하지만 더불어 국제적인 계획의 추진에는 반드시 개별 국가

의 특수한 상황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도 언급했는데, 정치적 측면에서의 NILP에 대

한 고찰은 이러한 두 가지 지적의 타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적인 차

원에서 NILP에 관한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NILP SIG에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그룹별 활동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4.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국의 NILP
주요 11개국은 OECD 국가들로 전 세계 국가들 중 비교적 높은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체코나 한국처럼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US$ 20,000 내외인 국

가들이 있는가 하면, 스위스나 덴마크처럼 US$ 50,000을 넘는 나라들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각 국가의 1인당 GDP

에 따라 11개 국가를 GDP 수준별로 묶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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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 P (U S$) 국가명 사업(계획) 주요 내용

50,000 
이상

스위스 BibliOpass · 약 600여개의 대학도서관 지역도서관들을 
하나의 도서관카드로 이용

덴마크 Digital preservation · 덴마크 국가문헌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자료원에 대한 하베스팅

호주 TROVE와 Forgotten Australians

· 호주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 
자료의디지털화(TROVE)

· 구술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제공(Forgotten Australians)

30,000
~50,000 
미만

네델란드 Restructuring Public Library Work · 공공도서관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재정비

아일랜드
National plan to improve literacy and 
numeracy in schools: consultation with library 
representatives and publishers

· 도서관, 출판사, 학교 등이 협력하여 
학교에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핀란드 Finnish Public Library Policy 2015

· 지식 및 문화의 원천이자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주도의 생애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아이슬란
드

Access to knowledge for everyone: policy for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2009-2012

· 전자적 솔루션,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 
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뉴질랜드
Public libraries of New Zealand: a strategic 
framework 2006 to 2016

· 도서관협회, 지방정부, 국립도서관이 함께 
수립

·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온라인접근,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등 
실행지침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명시

 30,000 
미만

한국 도서관종합발전계획
· 제도의 선진화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시설확충, 서비스 개선)

체코
Library Development Policy of the Czech 
Republic for 2004-2010

· 도서관시설정비, 인터넷기반 확충 등 
기본적인 지식정보기반 구축

폴란드 The governmental programme KULTURA+ · 시골지역 공공도서관시설의 현대화와 
도서관서비스의 업그레이드

< 표  2 7 >  주 요 국 의  N IL P 관 련  사 업 의  내 용  

1인당 GDP 수준(US$) 국가명(1인당 GDP, 단위:US $)

 30,000 미만 한국(20,164), 체코(18,721), 폴란드(11,521)

30,000~50,000 미만
네델란드(45,418), 아일랜드(45,642), 핀란드(43,133),

아이슬랜드(39,562), 뉴질랜드(31,588)

50,000 이상 스위스(67,074), 덴마크(55,112), 호주(54,868)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port for Selected Countries and Subjects. [cited 2012.5.31]. <http://www.imf.org>.

< 표  2 6 >  주 요 국 의  1 인 당  G D P  현 황

설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나타난 각 국가들의 주요한 도서관정책관련 사업이나 국가도서관

의 계획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룹별로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내용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선 국가들의 경우 주로 국가차원의 사업들은

축적된 자료의 디지털화 혹은 웹아카이빙, 전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이용시스템 구

축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중간그룹에 속하는 1인당 GDP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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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30,000~50,000 사이의 국가들은 도서관서비스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서비

스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인터넷사용을 위한 설비를 비롯, 도서관의 

건립 및 리모델링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에 해당하는 사업내용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 림  1 1 ] 경 제 수 준 에  따 른  주 요 국 의  N ILP  특 징  

이러한 결과는 NILP와 관련된 모형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는 경우 각 국의 경제적 발

달단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UNISIT 등의 계획이 아프리카대륙에서 성공

을 거두지 못한 것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정보화계

획이 국제사회의 코디네이터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FLA NILP SIG가 NILP를 국제적인 핵심 의제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단

계적인 NILP 계획의 모형을 제안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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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연구는 변화하는 정보환경 안에서 ‘정보’와 ‘지식’을 매개하는 ‘도서관’이 중요한 국가자

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제를 반영하여 세계도서관협회연맹의 특별관심그룹으로 

개설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의 향후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따라서 IFLA내 Listserv 중 하나인 국립도서관장회의(CDNL) 리스트서브에 등록된 국가도서관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보환경의 발달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판

단되는 OECD 국가들을 상대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각 국의 NILP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대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연방제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

는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의 내용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ILP 추진의 기반이 되는 관련법의 입법과 정비 등 법제화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제화를 완료하고 있었고, 국가차원의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납

본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서지를 작성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

다. 단, 국가도서관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관련 입법을 근거로 국가도서관으로 설립된 경우와 

다른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에는 두 유형의 도서관 사이에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능으로 볼 때 독립적인 국가도서관으로 시작된 

경우에 UN 등이 정의하고 있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과 관련한 정책에 국가도서관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학술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국가도서관의 경우 전통적인 

장서의 디지털화 등과 같은 보존 관련 정책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법제화와 달리 통계의 

경우 국가차원의 도서관통계가 관리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는 주로 행정기구에 소속된 경우가 많았고, NILP를 담당하는 정부조

직은 대부분 문화, 예술, 정보통신 등의 관련 부처에 소속되어 있어서 도서관의 교육적인 기능

과 문화적인 기능이 각 나라의 업무조직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NILP의 수립, 실행, 평가 등의 정책과정은 대부분 관련법을 근거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부처나 도서관관련 위원회, 전문가그룹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실행의 주체는 대부분 도서관과 도서관관련 정부조직 등이었고, 수립과정에 참여했

던 주체는 아니지만 평가과정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로는 재무관련 부처가 다수 포함되어 정

책과정에서의 예산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정책의 사례는 각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도서관의 역사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는데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인 경우 인터넷 사용을 위한 설비를 비롯하여 도서관 건립, 리모델

링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에 해당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중간단계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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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가들은 안정된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비를, 그리

고 비교적 높은 경제적 수준에 올라선 국가들은 국가자료의 디지털화, 웹아카이빙, 전자적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등 많은 재원과 기술이 동반되는 정책을 주로 실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NILP SIG 활동에서 고려해야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각 국의 사례에서 보듯 NILP를 추진하려는 국가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을 위해 분명

하게 정책분야를 뒷받침할 법률의 입법과 지방자치와 연방제 등으로 통일된 정책집행이 어려

운 구조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에 NILP를 담당하는 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 지방과 연방의 명확한 사무분담이 명시된다면 더 효과적인 

NILP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국가도서관은 NILP 추진에 있어서 한 국가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전통

적으로 다른 기능의 도서관에서 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서관들의 경우 NILP 추진의 

핵심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고유한 장서의 관리와 보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NILP SIG 활동에서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조직, NILP와의 관

계 등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활동들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시스템의 뿌리가 같거나 동일한 다른 국가로 부터 영향을 받은 나라들의 경우 

기본적인 도서관시스템의 체제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추진하는 정책의 관심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NILP SIG가 국제적인 회의로 위치를 정립하고자 한다면 유사한 

배경을 가진 국가들로 SIG내의 분과를 활성시킨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 국가들의 NILP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정책 추진에 소

요되는 재정적 부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NILP SIG가 지나치게 표준화된 모델을 제안하거나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각 국의 사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단계별 NILP전략을 구축

하는 쪽으로 활동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 역시 향후 NILP SIG의 활동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우선 언어의 제한, 서로 다른 국가사정 등의 요인이 있지만 

수집된 설문응답에는 의도한 질문내용과는 상이한 응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언어적

인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NILP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합의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NILP 활동에서는 가장 먼저 NILP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

록 내용과 함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곧 향후 NILP SIG의 출발이 될 것이므로, 설문과 문헌을 통한 물

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 회의의 장점을 살려 활동해 나간다면 NILP에 대

한 국제적 Consensus는 물론 유용한 가이드라인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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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stralia (호주)
1.1. 국가 개황
Ÿ 위치: 남태평양

Ÿ 면적: 7,682,300 ㎢ (한반도의 35배)

Ÿ 인구: 2,180만 명('11)

Ÿ 수도: 캔버라(Canberra, 36만명)

Ÿ 주요 도시: 시드니(Sydney), 멜번(Melbourne), 퍼스(Perth), 브리스번(Brisbane), 
아들레이드(Adelaide)

Ÿ 주요 민족: 앵글로색슨(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2%)

Ÿ 주요 언어: 영어

Ÿ 종교: 기독교 63.8%, 무교 18.7%, 기타 5.7%

Ÿ 교육: 의무교육 9년(초등6년+중등3년)

Ÿ 1인당 GDP: US$ 54,868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2. 법제도 및 행정체계
호주는 인구 약 2,180만명의 영국연방국가로 주요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며, 앵글로색슨,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 원주민(애보리진) 등 다민족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수도는 캔버라(Canberra)이며, 영국연방 소속 국가들의 정치적 자

율성을 보장한 1942년 웨스트민스터법(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1942)에 따라 엘리자

베스 2세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고, 호주 총리의 추천을 받아 그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명목상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헌법은 1986년 3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영국식 의회제도를 채택하여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가 있다. 하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

고,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예산안 포함)에 대한 권고와 동의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

다. 호주헌법은 성문헌법이나, 미국과 달리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신임, 부처의 운영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내각의 연대책임이라는 3가

지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호주의 법률구조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함께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법률구조과(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와 지역법률구조센터(Community 
Legal Centers)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구조는 법무부내 ʻ일반법률서비스그

룹(Civil Justice and Legal Services Group)’의 ʻ지역법률구조과(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에서 담당하여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정책적 사항 및 기금 지원 등을 담당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각 주와 준주(準州)마다 독립된 법률

구조기관과 민간단체 성격의 지역법률구조센터(Community Legal Center)이다(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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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호주의 공식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이며,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의 6개 주(州)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와 

Northern Territory의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방국가와 같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라는 3단계 정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 따라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상이 통치하는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무역, 이민, 재정, 환경 등의 국가사무를 관장하

며, 주정부는 교육, 보건, 의료, 주택, 에너지, 농업, 교통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마지막으로 기

초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지방도로관리, 건물인허가 등의 자치사

무를 다루고 있다.

1.3. 국가도서관시스템
연방국가인 호주의 국가도서관은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이며, 지역행정 및 예술스포츠부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 Arts and Sport) 산하에 속해있다.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은 1960년 발효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따라 기존의 연방의

회도서관에서 분리되어 1968년 캔버라에서 개관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의 궁극적인 기능은 다양

하고 중요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교육, 혁신, 학문, 창의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호주국립도서관은 일반 이용자와 도서관, 출판사 세 영역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 림  1 2 ] 호 주 국 립 도 서 관 의  주 요  역 할   

호주국립도서관은 법에 따라 도서관위원회(Library Council)를 두고 있는데 이 도서관위원회는 

호주국립도서관장과 상·하원 양원에서 선출된 각 1명씩의 의원을 포함하여 총12명으로 구성되

며, 매년 도서관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IFLA CDNL에 제출된 호주국립도서관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2011)에 따르면 최근 호주

국립도서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00여개에 이르는 호주의 도서관 및 문화유

산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에 대해 일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TROVE Project다. 이 T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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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는 이미 250만 건이 넘는 책, 이미지, 신문, 지도, 음악 등의 온라인 자원을 구축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별도의 사이트(http://trove.nla.gov.au/)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특기할 만한 사업으로는 2009년 호주의 가족, 주거, 지역사회 서비스, 원주민 사업부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에서 다년간 사업으로 

실시했던 구술을 통한 역사복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Forgotten Australians"관련 자료의 온라

인 제공과, 1980년 이래 주요연방선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Federal election related material" 프로

젝트가 있다. 호주의 전역에 있는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준주립도

서관(territory library)은 호주 국가도서관 및 주립도서관협회(National & State Libraries Australia, 
NSLA)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매년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이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호주의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별로 운영주체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1.4. 공공도서관 시스템
1.4.1.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우선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행정단위로 결합

해있는데, 지역자치서비스부(Department of Territory and Municipal Services)에서 도서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는 9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는 정부도서관(government library)과 의회도서관(assembly library)에서 

담당하고 있다.

1.4.2. New South Wales (NSW)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단일 지방정부에 의해 운용되는 독립적인 형태의 도서관운영과 최

대 8개까지의 지역협의회가 공동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협약을 통해 지역도서관을 운영하는 형

태가 혼재되어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립도서관은 도서관법(Library Act 1939) 및 도서관규칙

(Library Regulation 2010)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지역의회가 관리하는 도서관운영은 자율적으

로 이루어진다. 주정부는 매년 교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지역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하고 있다. 주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지역서비스 부서가 NSW의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통해 

일련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립도서관의 의무는 대략 아래와 같다.

Ÿ 연간교부금 및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Ÿ 공공도서관들의 도서관법 및 도서관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및 지도

Ÿ 공공도서관 통계 및 기타 정보의 수집, 배포

Ÿ 모든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

Ÿ 공공도서관협력망을 대신한 연구업무 관리

Ÿ 평가, 정보서비스, 어린이 및 노인 서비스, 다문화서비스, 도서관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1.4.3. Northern Territory
준주에 속하는 Nothern Territory는 Northern Territory Library (NTL)를 통해서 준주 내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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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서관 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NTL은 다양한 규모

의 32개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된 Northern Territory 공공도서관 협력망(public library network of 
the Northern Territory, PLNT)을 지원하며, 준주 내에 있는 일부 중등학교와 대학의 도서관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외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책과 자료를 교환해주거나 원주민인 애보리

진 공동체 등 도서관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1.4.4. Queensland
퀸스랜드州에서는 지방정부와 주민위원회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립도서관(state 

library)은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지역도서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

금의 지급, 서비스 및 장서에 대한 지원, 퀸즈랜드 전역에 있는 전자데이터베이스와 지역 내 

공동대출서비스인 CLS (country lending service) 운영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교부세를 통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 재정은 대부분 장서

구입에 사용되며, 최대 5%까지 도서관자료의 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인구 15,000명 이하의 지

방정부는 공동대출시스템인 CLS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체제에서는 주립도서관이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서구입 및 장비에 이르는 전 처리과정을 대신해 주게 된다. 정리된 책들은 인

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도서관에 배분되며,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연간 전체 장

서의 25%정도의 책들을 교환해준다.

퀸스랜드주립도서관은

Ÿ 원주민지역처럼 지역사회의 공동체언어(community language)로 된 책이나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같이 특화된 자료들의 대출

Ÿ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자문, 참고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제공

Ÿ 주 전체를 아우르는 상호대차서비스

Ÿ 공공도서관협력망 및 자료공유 촉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4.5. South Australia
지방정부협의회장과 주의 예술부장관 사이의 MOA에 따라 도서관이사회(Library Board)가 각 

주정부 보조금을 공공도서관에 지원한다. 교외지역 및 소외지역의 평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이사회와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uthority)가 교육아동부의 부서로 참여하여 

School Community Library를 운영하기도 한다. 주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는 비영리기관

을 통해 주 전역에서 호주작가의 책을 읽는 독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The Little Big Book 
Club", 시 낭송회"Poetry Slam", 7개의 주립도서관 및 지역공공도서관이 연합하여 다문화자료의 

전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MyLanguage Consortiumʼ 등이 있다.

1.4.6. Tasmania
타스마니아州에서는 주민 모두가 21세기에 필요한 정보 및 디지털 기술개발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 전역에 걸친 도서관서비스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바로"LINC 
Tasmania"이다. LINC Tasmania는 주 전역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유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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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료, 참고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Virtual LINC는 온라인 정보자원 및 도

서관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일주일 내내 24시간(24/7) 지원되는 디지털 자

료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넓혀가고 있다. 각 도서관의 자동화시스템 역시 TALIS (Tasmanian 
Automated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로 묶여 주 전역에 전자화된 목록과 디지털자료를 서

비스하고 있다. 또한 이 TALIS에는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도 참여하고 있다.

1.4.7. Victoria
빅토리아주에는 모두 79개의 하위 자치단체에 총 4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

은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

으로 운영하는 형태(30관)이고 나머지는 여러 지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14관)이다. 독자

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지방당국에서 운영하며, 대부분이 멜버른에 위치해 있

다. 그 외의 경우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Local Government Act 1989에 따라 공동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내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장관급의 공공도서관 자문위원회

(Ministerial Advisory Council on Public Libraries)의 자문을 받는 지방행정장관(Minister for Local 
Government)에게 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 내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한 부서인 Local Government Victoria에서 핵심적인 공공도서관

에의 자금지원, 공공도서관 통계수집 및 도서관협력망 구성 등을 담당한다.

1.4.8. Western Australia
Western Australia 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이사회(Library Board of Western Australia)

와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된다. 지방정부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

력,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도서관이사회는 주 전역의 233개 공공도서관에 보낼, 배가가능하

도록 정리된 자료의 수서와 배분을 책임지고 있다. 도서관이사회는 이 외에도 목록, 색인, 교육

훈련, 자문, 지역보조금 집행, 상호대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전역에는 크리스마스섬과 

코코스섬을 포함 140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총 23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각 도서관의 장서는 

개별 도서관에 영구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전역에 걸쳐 서로 교환대출되며 운용된다. 주립

도서관은 마치 어음교환소처럼 각 도서관의 장서를 서로 교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주 

전역 도서관의 장서를 서로 교환시킴으로써 장서를 새롭게 해서 사장되는 도서를 줄이려고 노

력하고 있다.

관종
도서관수 

(관)a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b

예산
(1,000 $)

공공도서관(public libraries) 1,418    41,119   188,375  8,461 10,098 805,870 

호주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1 10,000   285   491    549 62,000 

합계  1,419  51,119  188,660 8,952  10,647  867,870 
출처: National & State Libraries Australia (NSLA). 2011.  Australian public libraries statistical report 2009-2010.
aMobile 도서관이나 소규모 service point는 제외; b등록 회원 기준. 

< 표  2 8 >  호 주 의  국 가 도 서 관  및  공 공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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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stria (오스트리아)
1.1. 국가 개황
Ÿ 위치: 유럽 중부 내륙국

Ÿ 면적: 83,871 ㎢

Ÿ 인구: 822만 명('11)

Ÿ 수도: 빈(Wien, Vienna, 167만 명)

Ÿ 주요 도시: 그라츠(Graz), 린츠(Linz), 잘츠부르그(Salzburg), 인스부르크(Innsbruck)

Ÿ 주요 민족: 오스트리아계(91%), 터키계(1.6%), 구유고연방 출신(2.7%), 기타(4.7%)

Ÿ 주요 언어: 독일어(German)

Ÿ 종교: 가톨릭(74%), 개신교(4.6%), 이슬람교(4.3%), 무교(12%),기타(5%)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40,400 ('10)

1.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오스트리아는 의원내각제에 변형된 대통령제를 가미한 연방정부(연방공화제)로서 9개의 자치

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6년 단위로 선출되며, 연방총리는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내각을 총괄하

고 연방의 최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의회는 상ᆞ하원의 양원제로,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은 상

ᆞ하원이 각각 행사하나, 하원이 내각 불신임권과 국정조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한다. 따라

서, 헌법(Verfassung) 역시 연방헌법(Bundesverfassung), 주헌법(Landesverfassungen), 지방자치법

(Gemeinderecht)을 포함하고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그 림  1 3 ] 오 스 트 리 아 의  행 정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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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역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정부를 운영하는

연방내각은 총리, 부총리, 각료로 구성되며, 총 12개 부처와 그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9개 주

정부는 Burgenland, Kärnten, Niederösterreich, Oberösterreich, Salzburg, Steiermark, Tirol, Vorarlberg, 
Wien이며, 주정부 아래에는 2,357 자치단체가 99개의 구(District)를 이루고 있다(Statistics Austria, 
“Culture: an overview”). District는 독립적인 기구들은 아니지만 공공업무의 편의상 행정협력을 위

해 주(州) 혹은 대도시 내부에 만들어진 지역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1.3. 국가도서관시스템
오스트리아국립도서관(Austrian National Library, ANL)은 연방내각의 교육문화예술부(Federal 

Ministry for Education, Arts and Culture)에 속해 있으며 4부 9과 6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1 4 ]  오 스 트 리 아 국 립 도 서 관 의  조 직 도  

과거의 지적 유산과 미래의 기술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식정보접근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고 있는 ANL은 14세기에 오스트리아제국의 제국도서관(Imperial library)으로 

출발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ANL이란 명칭은 1020년대 이후 사용되었다. 2010년 말 기준 

약 8백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50만 건 이상의 이용건수를 보이고 있다(Austrian 
National Library, “About”).

ANL은 미디어법에 따라 각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Google과 

1500~1870년 사이의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ANL 소장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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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관협약을 맺고 약 600,000권, 1억 8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의 디지털화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Austrian Books Online, ABO)를 통해 Google이 향후 6년에 걸쳐 디지털화 작업을 마치

면 해당 자료는 Google books를 통해 제공된다. ABO를 비롯 현재 ANL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

업은 디지털화(digitisation)와 웹아카이빙(web archiving)이다. 약 130만페이지에 달하는 가상의 

신문자료 포털인 ANNO를 비롯, 이제까지의 역사적 법률자료에 대한 포털인 ALEX, 아날로그 

사운드 녹음자료에 대한 digital 작업 등 다양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at 도메인

을 가진 모든 웹자료에 대한 harvesting을 수행하는 웹아카이빙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웹아카이

빙 사업의 결과는 Web@rchiv Osterreich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1.4. 공공도서관 시스템
오스트리아에서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정부에 속해 있다. 각 지방정부는 성

인교육 및 공공도서관 진흥에 관한 연방법률(Federal Law on the Promotion of Adult Education 
and Public Libraries)에 따라 연방기금으로부터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방내

각의 교육문화예술부(Federal Ministry for Education, Arts and Culture)가 공공도서관운영과 관련

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과 함께 도서관직원들의 교육훈

련 및 전국적인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의 공공도서관들은 장비, 시설, 직원고용 등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규모나 

장서, 직원 등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도서관 자료, 서비스, 
사서자격 등에 대한 표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건립 및 자금 등에 대한 조건을 도서관법

(Library Act)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에 도서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세 가지 기초적인 부분에서 재설정되었다. 대상기준을 갖춘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지원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중앙서비스거점으로서 오스트리아도서관협회(Austrian Libraries 
Association, BVO)가 대상기준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예술부

가 지원금을 이전의 연간 EUR 160,800에서 EUR 500,000으로 높인 것이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Cultural policy profile").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1,968 1,132 21,500 10,862   1,130 - 

오스트리아국립도서관
(Austrian National 

Library)
 1 8,065   504   307     225            

3,869 

합계      1,969    9,198   22,004    11,169      1,355            
3,869 

출처:  Austrian National Library  (ANL). 2011. Annual report to CDNL 2010/11; Statistics Austria. Statistics for 
education and culture. 2010년 기준.

< 표  2 9 > 오 스 트 리 아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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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ngdom of Belgium (벨기에)
2.1. 국가 개황
Ÿ 위치: 북부는 북해와 네덜란드, 동부는 독일과 룩셈부르크, 남부는 프랑스와 인접

Ÿ 면적: 32,545 ㎢

Ÿ 인구: 1,043만 명('11)

Ÿ 수도: 브뤼셀(Brussels, 100만 명)

Ÿ 주요 도시: 안트워프(Antwerp), 리에즈(Liège), 겐트(Gent), 몽스(Mons)

Ÿ 주요 민족: 플라망족, 왈롱족

Ÿ 주요 언어: 화란어, 불어, 독일어

Ÿ 종교: 가톨릭(75%)

Ÿ 교육: 의무교육 12년

Ÿ 1인당 GDP: US$ 42,969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벨기에는 서유럽에 있는 입헌군주국으로서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접

하고 있으며 베네룩스 3국 중 하나이다. 1993년 연방국가로 탈바꿈했으며, 2008년 3월에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고, 국왕을 국가원수로 한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총리가 강력한 실권을 행사하

고 있으나 군통수권자는 국왕이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벨기에는 크게는 연방(Federal state), 공동체(Communities), 자치지역(Regions) 아래 Provinces, 
그리고 최소 행정단위인 Commune으로 이루어지는 3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Belgian Feder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services"). 그러나 맨 상층에 위치하는 연방, 공동체, 자치

지역은 사실상 독립적인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며, 그 구조와 지위, 권한은 서로 다르다.

벨기에의 연방제는 지리적 구분을 근거로 하는 자치지역(region)과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community)로 양분된 구성단위를 가지며, 공동체(community)는 벨기에의 양대 언어인 

프랑스어와 네델란드어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편입된 일부 지방의 독일어를 중심으로 각기 '프
랑스계 공동체', '네델란드계 공동체', '독일계 공동체'로 나눠진다. 자치지역은 '플랑드르

(Flanders) 지역', '왈룬(Wallonia) 지역', '브뤼셀(Brussel) 지역'으로 나뉘어, 형식적으로는 여섯 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자치단체는 각각의 정부와 의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네델란드계 공동체 의회와 정부가 플랑드르 지역의 의회와 정부를 흡수, 운영하는 방식

에 따라 현재는 6개 자치단위에 5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또, 연방구성 단위들 간의 법적 

지위에도 차이가 있는데, 소위 헌법적 자치(constitutive autonomy)를 갖는 단위들은 플랑드르 공

동체, 프랑스 공동체, 왈룬지역으로 다른 단위들에 비해 입법권의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다. 브

뤼셀 지역과 독일계 공동체는 조례(ordinance)를 제정할 수 있지만, 네델란드계 공동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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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왈룬지역은 법률(decree)을 공포할 수 있는 헌법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법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상이한 분야에 대한 관할

권을 이양받았는데, 공동체는 문화정책(언어보존 및 유지, 예술, 도서관, 방송, 청소년정책, 여가

와 관광), 교육, 보건 등 언어․문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자치지역은 주택, 고용, 환

경, 교통, 공공사업, 상하수도, 에너지, 농업, 통상, 건축 및 지역개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

할권 등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홍재우 2009).

[그 림  1 5 ] 벨 기 에 의  행 정 단 위  및  구 조  

2.3. 국가도서관시스템
벨기에의 국가도서관은 벨기에왕립도서관(Royal Library of Belgium)으로, 벨기에 연방과학정

책국(Belgian Federal Science Policy Office)에 속해 있다. 벨기에에서 출판되거나 해외에서 출판

된 벨기에 작가의 전 작품을 소장하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고, 18세기 미술품을 위해 헌정된 박

물관인 Palace of Charles de Lorrain가 속해 있다(Belgian Feder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services").

벨기에의 경우 공동체(communities) 단위에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정책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각 공동체별 정부의 내각에 도서관관련 부처가 별도로 존재하며, 국가구조의 최상층

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국가도서관으로서 왕립도서관은 정책적인 기능보다는 소장가치

가 높은 장서구축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2.4. 공공도서관 시스템
벨기에에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공동체의 사무로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계 공동체

(French Community)', '네델란드계 공동체(Flemish Community)', '독일계 공동체(German-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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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가 각각 구성하는 정부의 내각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다. 

네델란드계 공동체에서의 도서관행정은 교육청소년스포츠미디어부(Flemish Ministry of Culture, 
Youth, Sports and Media)에서 관장하며, 관련 법은 Library Act: Decree Concerning the Stimulation 
of a Qualitative and Integral Local Cultural Policy (2001)와 Copyright Act (2004, 공공대출권)에 

근거하고 있다. 네델란드계 공동체 안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비용은 Flemish 정부가 비

용의 약 35% 가량을 지원하지만 궁극적인 운영의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며 공공

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문화부 업무의 일부로 관장된다(Calimera 2004).

[그 림  1 6 ] 네 델 란 드 계  공 동 체 (F le m ish  C o m m u n ity )의  문 화 행 정  구 조   
(자 료 출 처 : C o u n c il o f  E u ro p e /E R IC a r ts  2 0 1 1 , B E -8 )  

프랑스계 공동체의 경우, 도서관관련 행정은 프랑스공동체부(Minister of French Communities) 
산하 문화국(Cultural Administration)의 도서저작과(Books and Literatur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련 법규는 법령보다는 약한 하위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각 공동체가 연방 내

에서 갖는 법적 지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프랑스계공동체에서 공공도서관은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서비스하는 지역도서관들이 있

고, 이런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에는 이동도서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병원의 

환자 혹은 수감된 죄수 등을 위한 특수도서관도 있다. 모든 도서관들은 도서관법(Library Act, 
1978, 1995)에 따라 프랑스공동체로 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왈룬지역의 도서관정책은 공공도서관 운영을 현대화하고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하며, 전문적인 직원을 양성하고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반면, 독일계 공동체는 독일공동체부(Ministry of the German-speaking Community) 산하 문화국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에서 담당한다. 독일계공동체에서는 1921년에 처음으로 도서관관

련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현대적인 도서관법은 1978년에 통과되었다. 독일계공동체의 도서

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조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6년 단위의 정책계획을 세

우고 매년 그 실행 계획을 세워 전 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단위의 국에서는 공공도서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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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도서관수 장서(천권) 대출량(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1,451       34,049       73,549   2,424  2,054 205,278 

벨기에왕립도서관
(Royal Library of 

Belgium)
 -  -  -  -  -  - 

합계  1,451       34,049       73,549  2,424  2,054    205,278 

출처: Fuegi, David and Martin Jennings. 2004.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trends and commentary based on the Libecon 
data (2001년기준). 

< 표  3 0 >  벨 기 에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관련한 협력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Flemish정부로부터 직원급여를 포함

한 주요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주정부는 지역공공도서관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Flemish정부는 국가적인 지원 기구인 VCOB (Flemish Centre for Publi libraries)와 전문협회인 

VVBAD (Flemishi Association of Librarians, Archivists and Documentalists)에 자금을 지원한다

(Calimera 2004; Council of Europe/ERICarts 2011).

[그 림  1 7 ] 프 랑 스 계  공 동 체 (F re n c h  C o m m u n ity )의  문 화
행 정  구 조 (자 료 출 처 : C o u n c il o f E u ro p e /E R IC a rts  2 0 1 1 , 
B E -9 ) 

     
[그 림  1 8 ] 독 일 계  공 동 체  
(G e rm an -S p e a k in g  C o m m u n ity )의  
문 화 행 정  구 조 (자 료 출 처 : C o u n c il o f 
E u ro p e /E R IC a rts  2 0 1 1 , B E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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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nada (캐나다)
3.1. 국가 개황
Ÿ 위치: 미주대륙 북부

Ÿ 면적: 9,970,610 ㎢ (한반도의 45배)

Ÿ 인구: 3,403만 명('11)

Ÿ 수도: 오타와(Ottawa, 110만명)

Ÿ 주요 도시: 토론토(Toronto), 몬트리올(Montreal), 밴쿠버(Vancouver), 캘거리(Calgary), 
에드몬톤(Edmonton), 퀘벡시티(Quebec City)

Ÿ 주요민족: 영국계(28%), 불란서계(23%), 독일계(3.4%), 이태리계(2.8%), 중국계(2.2%), 
토착원주민(1.7%), 우크라이나계(1.5%), 기타(37.4%)

Ÿ 주요언어: 영어, 불어(연방정부 공용어), 영어(59.3%), 불어(23.2%), 기타(17.5%)

Ÿ 종교: 가톨릭(42%), 개신교(23.3%), 기타(그리스 정교, 유대교 등, 17.5%)

Ÿ 교육: 의무교육 12년

Ÿ 1인당 GDP: US$ 46,060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3.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s)와 3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연방국가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3층 구조를 갖는 중층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연방하원 다수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의 수장은 총

리로 연방하원 내 다수당의 대표가 연임하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해 각 주에는 주 정부가 

총리의 영도 아래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정영역을 

관할한다. 주 단위에서도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부인 주법원과 입법부인 주의회가 활동하고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김동

성 2010).

캐나다의 법제는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과 프랑스의 시민법(civil law)을 근간으로 하며, 
최상위법은 연방헌법이며, 그 다음이 연방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률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근

간으로 하는 연방제에 따라 주정부 역시 자체의 법률, 명령,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다(윤희윤 

2004).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권한은 법률에 의거하여 나뉘게 되는데 연방의회의 권한은 

통상, 금전의 징수, 금전의 차입, 우편, 국세조사 및 통계, 방위 등이고, 주의 입법권은 직접세 

부과, 주의 신용에 근거한 금전차입, 주의 관직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김동성 2010). 지방정부는 

주와 연방이 다루지 않는 자치사무에 관련된 영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와 

지방이 동일한 권한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주와 지방에 따라 그 권한의 범위와 내

용은 서로 달라진다. 대체로 지방정부(municipal government)가 다루는 사무의 영역은 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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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지역교통, 지역개발, 공공시설, 운영,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림  1 9 ] 캐 나 다 의  행 정 체 계  

    
[그 림  2 0 ] 캐 나 다 연 방 정 부  조 직 도 와  국 가 도 서 관 의  위 치
(출처: 윤희윤 2008. p89).  

3.3. 국가도서관시스템
캐나다에는 국가도서관 역할을 하는 총 3개의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캐나다 문화유산부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소속 기관인 캐나다국립도서관문서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산업부 산하 국립연구위원회 소속 캐나다과학기술정보관(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ISTI)과 농업·농식품부 소관 캐나다농학도서관(Canadian 
Agriculture Library, CAL)이다. 그 중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국가도서관인 LAC는 1872년에 설립

된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 of Canada, NAC)과 1953년에 설립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 NLC)을 2004년 4월에 통합하여 재탄생하였다. LAC의 법적 권한과 역할은 1)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캐나다 기록문화유산의 보존, 2) 모든 사람의 지식접근을 보장하고, 자유

민주사회로서 캐나다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정보원, 3) 캐나다에서 지식의 

수집, 보존, 확산에 관여하는 커뮤니티 상호간의 협력 촉진, 4)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의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기록 제공 등이다. LAC의 관장은 연방정부의 차관급이며, 조직체계는 아래 [그
림 21]과 같다. (윤희윤 2008).

[그 림  2 1 ] 캐 나 다 국 립 도 서 관 문 서 관 (LA C )의  조 직 도 (출처: 윤희윤 2008.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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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a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b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610 35,523  198,877   9,130 7,597     799,952 

캐나다도서관기록관 
(Library and 

Archives Canada)
    1 20,000  - 1,132    41     128,098 

합계  611 55,523   198,877 10,262  7,638     928,050 

출처: Mississauga Library System. 2010 Canadian public library  statistics;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2011년 기준, b2009-2010 계획에 따른  수치.

< 표  3 2 >  캐 나 다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3.4. 공공도서관시스템
캐나다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도서관행정 및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DCH)이다. 그러나 DCH 내의 어느 부서도 공공도서관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연방제국가의 분권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할은 주정부와 지

방정부에 속해 있다. 주정부는 연방 및 주의 예산 확보와 지원, 도서관관련 정책 및 발전계획

의 수립, 관련 법제의 제·개정 및 통계 생산 등의 책임을 지며, 실제 운영관리는 주지사가 임명

한 도서관이사회(Library Board)를 통해서 하고 있다. 실제 각 지방정부는 지역에 산재하는 도서

관의 설립과 운영을 관리하고 지방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의 운영과 관련된 법제화는 주정부의 고유한 책임이며, 각 주정부는 자체의 공공도서관법을 가

지고 있다.

주(준주) 도서관 주무부처 주관부석

Ablerta Community Development Arts & Libraries Branch

British Colombia Community, Aboriginal and Women's Services Library Services Branch
Saskatchewan Learning State Provincial Library
Manitoba Culture, Heritage & Tourism Public Libraries Services
Ontario Culture Heritage & Libraries Branch
Quebec Culture and Communications -
New Brunswick Education Public Library Service
Nova Scotia Education Higher Education Branch

Prince Edward Island Community and Cultural Affairs
Culture, Heritage and Libraries 
Division

New Foundland Tourism, Culture and Recreation Provincial Information & 
Libraries Branch

Nunavut Education Public Library Services
Northwest Territories Education, Culture & Employment Information Networks Division
Yukon Territory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Division

출처: 윤희윤. 2004. 캐나다의 도서관행정 및 법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75-94, p82.  

< 표  3 1 >  캐 나 다 의  주  및  준 주 별  도 서 관  주 무 부 처  및  주 관 부 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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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ile (칠레)
4.1. 국가개황
Ÿ 위치: 남미대륙의 태평양 연안

Ÿ 면적: 756,626 ㎢ (한반도의 3.5배)

Ÿ 인구: 1,689만 명 ('11)

Ÿ 수도: 산티아고(Santiago, 650만명)

Ÿ 주요 도시: 발빠라이소(Valparaiso), 꼰셉시온(Concepcion), 안또파가스따(Antofagasta), 
이끼께(Iquique), 뿐따 아레나스(Punta Arenas)

Ÿ 주요 민족: 스페인과 원주민과의 혼혈(Mestizo, 66%), 백인계(29%), 원주민(5%)

Ÿ 주요 언어: 스페인어

Ÿ 종교: 가톨릭(74%), 개신교(15%), 소수종교(4%)

Ÿ 교육: 의무교육 8년

Ÿ 1인당 GDP: US$ 11,873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4.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칠레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

는 4년(연임 금지, 중임 가능)이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운영된다. 상원은 19개 선거

구에서 각 2명씩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의 임기는 8년(4년마다 

반수 교체)이다. 하원은 60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120명의 의원으로 구

성되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칠레의 사법제도는 3심제도로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

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은 각 지역소재 1심 법원으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청소년 법원 및 노동

법원이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해당지역 관할 고등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등

법원은 총 17개이고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법

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대법관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자 명부

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

정보").

칠레의 중앙행정부는 16개 부처와 각료 수준의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서관과 관

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이다. 

중앙의 행정부를 제외하고 13개 지역(Regions)에 각각의 수도가 있으며, 13개 지역 내에는 51개

의 주(Provinces)가 있고, 각 주에는 기초자치단체인 346개의 시·군(Municipalities)이 있다. 각 주는 

주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초자

치단체의 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주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다(Chilean Government, 
"Chile by regions").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주된 사무는 교통법규, 도시계획, 쓰레기수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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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2 ] 칠 레 의  행 정 체 계  

4.3. 국가도서관시스템
칠레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Chile)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의 

하나이며, 1813년 국립도서관창설을 주창한 정부각료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었다. 2세기에 걸친 

방대한 장서가 특징이며, 1999년에는 이용자서비스의 개선과 관리의 자동화를 위해 새로운 도

서관자동화 시스템인 ALEPH를 도입하였다. 칠레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813

년 이래 보존도서관의 역할을 해왔으며, 1925년 납본법의 통과를 기초로 법정 납본기관으로서

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칠레국립도서관의 미션은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 보존, 유통시

키며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장 아래 8개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칠레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Memoria Chilena를 

운영하고 있다.

[그 림  2 3 ] 칠 레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자료: 칠레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dibam.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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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도서관시스템
칠레에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

한 지원을 받고 있다. 터키 중앙행정부의 도서관기록관박물관부(Directorate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DIBAM)에 속한 공공도서관과(Sub Directorate of Public Libraries)가 이렇게 지방자

치단체에 속해 있는 도서관들을 서로 연결시켜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칠레의 도서관협력망은 1978년에 98개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2004년 현재에는 411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칠레의 342개 기초자치단체의 82%에 이르는 281개 지방에 공공도서관이 설치

되어 있다. 13개 Region마다 도서관협력사무소(Library Coordination Office)가 설치되어 있고 각 

네트워크에 속한 도서관들은 BiblioRedes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된다. BiblioRedes

는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2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칠레 내 공공도서관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무료 접속과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독재시대와 달리 칠레의 공공도서관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독재시기에는 주로 기증에 

의해 채워졌던 도서관의 장서도 민주화 이후에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들로 대체되어 구입

되고 있으며, 2003년 기준 공공도서관에서 개최된 문화행사만도 약 10,566건에 달하고, 참가자 

연인원은 1,546,153명에 이르고 있다.

칠레에서의 공공도서관은 다른 국가와 달리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칠레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70%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US$ 312.00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칠

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은 생애교육과 문해교육 등 공공도서관을 통

해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이다(Sinay 2004).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450a  -  4,112b  - 1,138  - 

칠레국립도서관
(Biblioteca Nacional 

De Chile)
    1      133  11c     181  2,942d 2,047,276 

합계     451     133  4,124    181 4,080 2,047,276 

출처: Biblioteca Nacional De Chile [homepage];  Annual report to CDNL 2003-2004;   Directorate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homepage]. a2010년 기준; b2007년  기준; c,d2003년 기준. 기타 항목은 2004년 기준. 

< 표  3 3 >  칠 레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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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zech Republic (체코)
5.1. 국가개황
Ÿ 위치: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 둘러싸인 중부유럽의 내륙국

Ÿ 기후: 대륙성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

Ÿ 면적: 78,864 ㎢ (한반도의 약 1/3)

Ÿ 인구: 1,019만 명('11)

Ÿ 수도: 프라하(Praha, 119만명)

Ÿ 주요 도시: 브르노(Brno), 오스트라바(Ostrava)

Ÿ 주요 민족: 체코인(95.8%), 우크라이나인(1.3%), 슬로박인(0.7%), 베트남(0.6%), 
폴란드인(0.2%), 기타(1.4%)

Ÿ 주요 언어: 체코어

Ÿ 종교: 가톨릭(39.2%), 무신론자(39.7%), 개신교(4.1%), 기타(17%)

Ÿ 1인당 GDP: US$ 18,257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5.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체코는 입헌공화국으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는 양원제이다. 상원은 81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 심의 등 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한다. 하원은 200

명으로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은 양원 281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헌법상 사법부의 권한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체계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군(郡)법원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외에 헌법준수를 책임지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행정부는 최고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총리와 각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는데, 중앙정부는 총리, 부총리 및 각부장관으

로 구성되고 내각구성 후 30일 이내에 신행정부 신임안을 하원에 상정한다(노사발전재단 국제

노동협력센터, “노동환경”;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지방정부(자치단체)는 특별시(프라하)를 포함하여 14개 대지역과 77개 중지역으로 나뉜다. 77

개 중지역에는 6,251개의 단위행정조직(Municipality)이 있다.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5년마다 선출(간접선거)되고 2회 이상 연임이 금지되어 있다. 대

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총리의 제청에 따라 각부 장관들을 임명하고 하원 해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

제 정치는 총리가 맡고 있다. 총리는 최다수 득표 정당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의회의 비준동

의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노동환경”; 세계법제정보센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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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제정보”).

체코는 3계층의 지방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체코는 수도 프라하가 포함된 14개의 지

역(region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지역행정기구(Regional offices of 

central administration)가 설치되어 있다. 이 지역행정기구의 소관 사무는 중등교육, 도로, 사회서

비스, 환경, 물류, 지역개발, 보건 등이다. 그 외에 75개의 지역구(district)가 있는데 이 지역구사

무소의 주된 사무는 기초와 지역행정기구 사이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기술교육, 유치원, 복지, 병원, 공중보건, 도로, 수송, 환경보호, 도시계획, 소방, 지역

방위 등을 담당한다. 반면, 기초자치단위인 군소도시(municipalities, obec)는 6,250개가 있으며 주

로 지역개발, 농업 및 산림관리, 상·하수도, 초등교육, 주거, 사회서비스, 대중교통 등이다(Lacina 

2000;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 “About CEMR-Members”).

[그 림  2 4 ] 체 코 의  행 정 체 계  

5.3. 국가도서관시스템
체코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NL CR)은 체코 도서관시스템의 중심

이 되는 도서관으로 종합목록과 체코국가서지통정 같은 전국적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체코 내에서 생산되는 문헌들의 영구적인 보존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도

서관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국립도서관은 분석적이고 방법론적인 

조언활동을 통해 각 도서관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도서관들을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인 CASLIN 프로젝트를 이끄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한다. CASLIN 시스템에는 유

수의 공공도서관 및 과학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 2월에 체코국립도서관은 국가디지

털도서관창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EU로부터 255백만 CZK의 자금을 지원받았

으며, 체코문화부로부터도 약 45백만 CZK를 지원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19세기에

서 21세기에 이르는 주요한 Bohemica (체코에서 발행되거나 체코어로 쓰인, 혹은 체코에 관해 

쓰인) 저작들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  통일된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

스를 통한 디지털자료에의 접근 제공이다(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2011;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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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About NL”). 

[그 림  2 5 ] 체 코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자료: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homepage. http://www.npk.cz, ˵About NL˶)

5.4. 공공도서관시스템
체코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의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방정부는 체코의 모든 시민

들에게 자유로운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현재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대출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현대의 추세에 따라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들

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록 및 자료정리에 있어서의 자동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최근 체코

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 이외에 문화와 교육, 정보서비스 등에 있어 필수적인 기관으로

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강조되고, 상호협력의 새로운 형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내 도서관의 협력을 통해서 생애교육과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

다. 체코에서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법률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

기 이전인 1983년에 설치되었으며, 1989년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무가 이관되었다(Czec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ortal, ˵Czech library statistics˶).

관종 도서관수(관) 장서(천권) 대출량(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천명) 예산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5,415    309,673     67,220       

5,030        1,462   - 

체코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1     39,066     719  429   31  - 

합계       5,416 348,739 67,939 5,459 1,493 　

출처:Czec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ortal. Czech library statistics. <http://knihovnam.nkp.cz>. 2011년 기준.

< 표  3 4 >  체 코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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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ingdom of Denmark (덴마크)
6.1. 국가개황
Ÿ 위치: 북유럽, 북해와 발틱해에 위치

Ÿ 면적: 43,097 ㎢( 한반도의 1/5, 자치령인 그린랜드, 페로제도 제외)

Ÿ 인구: 553만 명('11)

Ÿ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137만명)

Ÿ 주요도시: 오후스(Arhus), 오덴세(Odense), 올보르(Aalborg)

Ÿ 주요민족: 덴마크계(90%), 기타(10%)

Ÿ 주요언어: 덴마크어

Ÿ 종교: 덴마크 루터복음교(국교, 80%), 이슬람교, 가톨릭교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55,988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6.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덴마크는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이다. 헌법상 3권 분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

권은 국왕과 의회(Folketing)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

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의회는 단원제이며 헌법상 179명의 총의석 중 

175명은 본토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4명은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자치령에서 각각 2명씩 선출

한다.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하급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

는 3심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법원인 해양, 상업 법원(Maritime and Commercial 
Court)과 노동법원(Labor Court)이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덴마크는 2007년 이전에는 국가수준의 중앙정부(state) 아래 14개의 주(Amt; county)와 그 아래 

271개의 시·군(Kommune; municipal level)이 있는 3층 구조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행정구

조개혁을 통해 2007년부터 14개의 주(county)를 폐지하고, 전국을 5개의 광역 주(Region)와 98개 

시(Kommune)로 개편한 2층 구조의 행정체계로 개편하였다.

지방의회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각 주(Region)를 대표하는 주지사(Regionsrådsformand)는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주지사는 해당 주의 행정 전반을 소관하며, 주의 주요사업분야에는 

보건, 사회, 특수교육기관 운영과 지역개발 등이 포함된다. 주는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

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서 재정을 충당하며 주 경제는 크게 보건, 복지서비스 및 

특수교육, 지역개발 세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나뉘어 개별 운영된다(Local Government 
Denmark 2009).



- 73 -

[그 림  2 6 ] 덴 마 크 의  지 방 행 정 체 계

(출처: Local Government Denmark. 2009. The Danish local government system, p 4.) 

6.3. 국가도서관시스템
왕립도서관(The Royal Library)은 덴마크의 국가도서관이자 코펜하겐대학(Copenhagen University)

의 대학도서관이다. 왕립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 덴마크와 외국 각지에서 생산된 출판저작물

들을 국가적인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연구, 조사,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서의 보존과 전승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왕립도서관은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 속한 독립기관이며, 국가재정법(National Bill of 
Finance)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외에 납본 및 장서의 도난방지, 연구 등에 대한 법 규정

이 적용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약 5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32백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The Royal Library 2011).

[그 림  2 7 ] 덴 마 크 왕 립 도 서 관 의  기 능 별  조 직  구 조  

(자료: The Royal Library 2011)



- 74 -

왕립도서관은 인쇄형태뿐 아니라 디지털형태의 인터넷자원의 수집을 위해서 이른바 ʻnet- 
crawlingʼ을 통해 특정한 스케줄에 따라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납본법(Act on Legal 
Deposit)이 발효된 지 5년째인 2010년 7월 1일 처음으로 덴마크 인터넷 자료원에 대한 하베스

팅이 시작되었으며, 가능한 많은 웹페이지를 크로울링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외에 1482~1600년

까지 출판된 덴마크 국가문헌들의 디지털화 작업을 ProQuest와 함께 수행하여 2011년 초에 작업

을 마무리했으며, 이 후 왕립도서관내 보존국(Department of Preservation)을 중심으로 1601~1700
년 사이의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현재 왕립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은 디지털보존(Digital preservation)과 관련된 것이다(The Royal Library 2011).

6.4. 공공도서관 시스템
덴마크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Denmark)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1964년 공공도서관법

의 발효와 함께 공공도서관 사무로 확장되었다. 1990년에는 문화활동 기획에 대한 대중들의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기금(Cultural Fund)이 형성되었고, 이 중 약 15%가 도서관에 지출되었

다(임학순 외 1998).

덴마크 문화국(The Danish Agency for Culture)은 2012년 1월 예술국(The Danish Arts Agency), 
문화유산국(Heritage Agency of Denmark), 도서관미디어국(The Danish Agency for Libaries and 
Media) 세 국이 합쳐져 탄생하였으며 도서관미디어센터(Center for Libraries and Media), IT 및 

디지털센터(Center for Digitalization and IT), 건축 및 문화유산센터(Center for Cultural Heritage 
and Architecture), 문화기구운영지원센터(Center for Cultural Institutions and Operational Support), 
예술지원센터(Center for Support for the Arts)의 다섯 개 센터를 하위에 두고 있다. 이 중 도서

관 관련 사무는 도서관 및 미디어 센터(Center for Libraries and Media)에서 담당하고 있다(The 
Danish Agency for Culture, "Library-public libraries").

덴마크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무는 지방정부에 속해 있으며 중앙정부는 도서관법(The 
Library Act)이 정한 대로 문화국(Danish Agency for Culture)의 사업을 조정하거나 개발하는 책

무를 가진다.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가 설립한 국립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인 왕립도서관과 행정부 

및 대학도서관 등이 있다. 덴마크의 도서관법은 모든 시(municipality)에는 반드시 성인을 위한 

자료와 어린이를 위한 자료를 다루는 부서를 두고,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접근을 지원하

는 도서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덴마크 국내의 모든 도서관들은 서로 자료대출, 목록 등의 

서비스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도서관미디어센터는 덴마크 재정법(Finance Act)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각 시에 설치된 공공도서관들을 각 지역의 중앙관 역할을 하도

록 지원한다. 각 시에 설치된 중앙관들은 그 지역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

며, 각 도서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서하고,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 자문한다. 덴마크 국

내의 각 공공도서관들과 일부 연구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이 참여하는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자료배송체계(transport scheme)의 구축 및 국가서지통정, 도서번호 등 국가차원의 도서관지원 

활동 역시 도서관미디어센터의 몫이다(Ministry of Culture Denmark, "Policy areas-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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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D anish  

Krone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499      24,070 76,857 4,597  -      2,886,000 

덴마크왕립도서관
(TheRoyalLibrary)   1      16,030     1,448    429  - 233,000 

합계        500      40,100   78,305   5,026 　      3,119,000 

출처: Statistics Denmark. 2011. Statistical Yearbook 2011.  2009년 기준.

[그 림  2 8 ] 덴 마 크  공 공 도 서 관  행 정 체 계

(자료: Ministry of Culture Denmark, "Policy areas-libraries". 
http://www.kum.dk/english/Policyareas/Libraries/)

< 표  3 5 >  덴 마 크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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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public of Estonia (에스토니아)
7.1. 국가개황
Ÿ 위치: 발트해 동부

Ÿ 면적: 45,277 ㎢ (한반도의 1/5)

Ÿ 인구: 128만 명('11)

Ÿ 수도: 딸린(Tallinn, 39.7만명)

Ÿ 주요 도시: 따르뚜(Tartu, 10.2만 명), 나르바(Narva, 6.8만 명), 코트라, 야르브(Kohtla 
Jarve, 4.5만 명)

Ÿ 주요 민족: 에스토니아(69%), 러시아인(26%)

Ÿ 주요 언어: 에스토니아어(우랄계의 발트·핀어의 하나)

Ÿ 종교: 루터파 개신교, 러시아 정교, 침례교

Ÿ 1인당 GDP: US$ 13,934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7.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정식명칭은 에스토니아공화국(Republic of Estonia)이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러시아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다가, 1918년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독립하였다. 1940년 소련에 통합되었다가, 
1991년 8월 연방을 탈퇴하여 독립하였다(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에스토니아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띄고 있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의회 또는 선거관

리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나, 많

은 행정권한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안의 거부, 수정 및 장관 임

명, 해임, 군 최고사령관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의회(Riigikogu, Parliament of Estonia)는 일원제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 101명으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4년이다.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비롯

한 정부에 의해 행사된다. 의회는 국무총리 임명과 재신임 등의 권한을 가진다. 만약 의회가 

정부에 신임을 주지 못할 경우, 정부는 대통령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새

로운 선거를 제안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 대법원, 
항소법원(순회재판소), 1심 법원(민, 형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 이 3단계로 나누어

진다.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다. 판사는 종신직으로 임명되고, 사법적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

면되지 않는다. 에스토니아의 법률제도는 유럽연합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종속되어 있어, 국

제법 및 유럽연합법의 용어 및 표준, 적용규정 등이 국가법률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Esto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bout Estonia-Estonia at a glace”).  

에스토니아는 현재 15개의 주(counties, maakond)와 33개의 urban municipality–linn (town), 193
개의 rural municipality–vald (parish)를 포함하는 226개의 자치시(municipalities, omavalitsus)로 구

성되어 있다. 자치시의 규모는 매우 다양해서 인구가 400,000명에 이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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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에 불과한 곳도 있다. 각 자치시의 사무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교육, 공공사업, 주

택, 도로유지, 기초 수준의 건강관리 등이 고유사무에 속한다. 대부분의 자치 시는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단 20% 정도만이 정부보조 없이 자치가 가능한 곳이다. 각 자치 

시들은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s)를 구성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1993년 6월에 채택된 지방정

부조직법(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각 주정부는 주지사가 자

치단체 수준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행정 전반을 소관 한다. 중앙정부는 각 주에 25~40개 정

도의 일선기관(field offices)을 설치하고 있다. 주지사는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는 5년

이다(State Chancellery of the Republic of Estonia 2004; Statistics Estonia, "Minifacts about Estonia 
2012"; UN DESA 2004b). 

[그 림  2 9 ] 에 스 토 니 아 의  행 정 체 계  

7.3. 국가도서관시스템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Estonia, NLE)은 1918년 에스토니아 임시정부에 의

해 2,000여권의 법률 및 행정 자료를 기초로 의회건물 내에 설치된 이래, 1919년부터 에스토니

아 보존도서관으로서 에스토니아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받기 시작하였고, 1935년부터는 ʻ국가도

서관기록관장서(the State Library Archive Collection)ʼ로서 에스토니아 출판물은 물론 발트해 연안

국의 출판물까지 수집하기도 하였다. 1944년 러시아연방에 강제 편입된 이후는 지역 공공도서

관으로 강등되어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러시아어 자료에 밀려 에스토니아 출판물이 제한

자료로 관리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으나, 80년대 분리, 독립운동에 편승하여 1988년 에스토니

아국립도서관으로서 명칭을 회복하고, 1989년에는 의회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

다. 현재는 1998년 제정된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문화부에서 설립한 공공법인으로

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도서관 및 의회도서관, 인문사회과학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도서관

연구소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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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E는 4개 부문 22개 단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3,411,404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Estonia, “Libraries”). 

[그 림  3 0 ] 에 스 토 니 아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자료: National Library of Estonia [homepage]. http://www.nlib.ee/)

국가도서관으로써 NLE의 기능은 1)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어로 출판된 것으로서, 에스

토니아에 관해서 혹은 에스토니아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매체를 수집하고, 영구보존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에스토니아 서지 규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및 관리, 도서관 네트워크

의 전거통제 조정, 3)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에서 에스토니아어 정보매체의 국가서지등록과 국

가서지데이터베이스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 4) 에스토니아의 소급 국가서지 합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5) 인쇄물 및 도서관 관련 국가통계조사의 조직, 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

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국가기관, 7) 정보기술 개발, 관련정보시스템의 설계, 컴퓨터프로

그램의 개발과, 도서관네트워크를 통하여 널리 이용되는 국립도서관 정보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8)정보과학의 국제적 표준의 적용과 에스토니아 도서관네트워크에서의 

출판, 9) 서지학, 도서관학, 정보과학 및 관련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의 진작, 에스토니아 도서

관들의 당면현안에 대한 자문, 도서관직원에 대한 실무 훈련의 조직, 국내외 연구개발 및 협력

프로그램에의 참여, 10) 세계문화의 교류, 그리고 문화센터로서 운영이다(도서관연구소 2008c).

NLE는 "Ensuring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the Red Book of Estonian Publications and 
Manuscript Source Texts of Estonian Cultur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에스토니아 문화와 관련된 중

요한 출판물과 기록자료에 전자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12년에 종료된다(National Library of Estonia 2011).

7.4. 공공도서관시스템
에스토니아의 각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해

야 한다. 에스토니아 전국의 도서관협력체계는 행정수준에 따라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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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인프라 역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

관행정은 문화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에스토니아정부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을 두

고, 주정부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주립공공도서관을 운영한다. 하위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공

공도서관 중 한 곳을 대표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각각의 행정수준에

서 운영되는 대표도서관들은 지역단위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전국적인 도서관서비스 협력체제

의 위계적 구조를 연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스토니아 공공도서관법의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에스토니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10,000명 이상의 도시에 의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두어야 하

며, 설립 사항을 문화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정부는 주립도서관을 운영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중앙도서관을 지정하여, 각각의 행정수준에서 장서수집 및 등록, DB구축

과 관리, 통계적 보고, 직무훈련과 조언, 참고업무 등의 조정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되어, 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문헌정보학 분야 대학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서 전문자격의 해당 등급에 따른 전문직 자

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예산과 기부금, 수수료, 기타 수익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전국적 프로그램

의 구현비용과 공공 데이터통신망 연계사업 비용, 주립공공도서관 직원 4명에 대한 보수와 관

리비용 등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연계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재

정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서비스의 무료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복사, DB 
이용, 번역 등의 특별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여섯

째, 대출자의 신분이 소재지 행정주민이 아닐 경우는 대출보증금을 요구하도록 하고, 값비싼 

자료나 귀중본 도서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곱째, 대출이용

자가 문헌을 분실 혹은 훼손하였을 경우, 현물로 대신하거나 10배의 배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

은 물론, 배상금의 지연이나 체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명령하는 법적인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도서관연구소 2008d).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a
예산

(1,000 EU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562   11,458  12,060   1,603  391     327,325 

에스토니아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Estoniay)
 1  3,248   85,391  359   19     485,000 

합계  563  14,707  97,451  1,962   410     812,325 

출처:  National Library of Estonia. Estonian library statistics. 2010년 말 기준. a열람실이용자만 나타냄.

< 표  3 6 >  에 스 토 니 아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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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public of Finland (핀란드)
8.1. 국가개황
Ÿ 위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

Ÿ 면적: 337,030 ㎢ (한반도의 1.5배)

Ÿ 인구: 526만 명('11)

Ÿ 수도: 헬싱키(Helsinki, 56만)

Ÿ 주요 도시: 탐뻬레(Tampere), 투르쿠(Turku), 쿠오피오(Kuopio), 오울루(Oulu), 위바스킬라(Jyvaskyla)

Ÿ 주요 민족: 핀족(Finn 93.5%), 서전족(Swede 6.3%), 기타(Lapp족 등, 0.2%)

Ÿ 주요 언어: 핀란드어(93.5%), 스웨덴어(6.3%), 기타(0.2%)

Ÿ 종교: 루터교(91%), 그리스정교(1.3%)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44,522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8.2. 법제도 및 행정체계
핀란드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형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parliamentary system, 대통령

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주로 대외정책을 주관하고, 수상은 내정

과 EU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핀란드의 중앙정부는 11
개의 행정부서와 수상실의 12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실은 핀란드 사회정책 전반의 책임

기관으로 정책조정과 다른 부처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입안 등을 담당한다. 

핀란드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지방행정 영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행정이 각각 기능을 분담하면서도 상호 중첩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앙정부의 지방 관

련 조직은 광역행정과 지방행정의 2계층으로 구성된다. 광역행정 수준에는 중앙행정조직의 지

방조직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주정부가 존재한다. 

[그 림  3 1 ] 핀 란 드 의  행 정 체 계  (출처: 김판석 외 201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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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는 6개의 주정부가 있다. 주정부의 장인 주지사(Governor)는 핀란드 대통령이 임명하

며,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주정부는 15개 지역에 광역 사무국과 서비스국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핀란드에는 국가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90개의 지역구(state local districts)가 있다(박노호 외 

2007; 김판석 외 2010).

핀란드에서는 1928년 핀란드도서관법을 제정하여 도서관서비스의 무료제공 원칙과 지방정

부의 도서관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 법에 따라서 1940년대에는 모든 자치단

체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었고, 1961년, 1986년, 1992년, 1998년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국

고보조의 확대, 도서관평가의 실시, 지역중앙도서관의 임무설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규정되

었다. 1998년 개정된 『도서관법(The Library Act 1998)』은 모두 8장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법에서는 도서관정보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무료제공 원칙, 도서관 건축 및 재건축, 이동도서관 차량 및 보트구입에 대한 국가지

원 명시, 도서관사업에서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호혜적 역할분담, 전문직원 배치, 도서관평가 등

이 포함되어 있다(도서관연구소 2007).

8.3. 국가도서관시스템
핀란드국립도서관은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학술도서관이다. 핀란드국립도서관은 국

가도서관인 동시에 헬싱키대학에서 가장 큰 독립기구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학법

(Universities Act)의 영향 아래에 있고, 헬싱키대학에 의해 운영되며 자금 또한 헬싱키대학에서 

조달된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도서관 서비스 및 도서관 분야를 위한 개발센터 지원, 국내 및 

국제 협력 등과 같은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관련해서는 국가문화재 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핀란드의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는 국립도서관 기능 수행의 

목적이나 핀란드 국가전자도서관과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 림  3 2 ] 핀 란 드  국 립 도 서 관  조 직 (출처: National Library of Finland 
[homepage]. http://www.nationallibrary.fi) 

핀란드국립도서관은 핀란드에서 출판된 문화유산들의 보존과 접근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

으며, 2006년의 도서관관련 법규의 변화로 인해, 모든 시민들을 위한 국가문화기관으로서, 핀란

드 도서관네트워크를 위한 중앙서비스단위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The strategy of 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2006~2015'의 핵심목적은 다양한 이용자들

과 이익집단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국립도서관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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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836a  39,311 97,448 4,217 52,797 310,301 

핀란드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Finland ) 1 7,000  490  330 173  28,800 

합계 837 46,311 97,938  4,547 52,970 339,101 

출처: 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2011. Annual report to CDNL  2011 (2010년 기준);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nish public  library statistics (2011년 기준). a병원도서관 42개 포함.

< 표  3 7 >  핀 란 드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정보사회에서 도서관네트워크 및 다

른 여러 집단과 연계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육문화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했

는데 디지털화의 주된 대상은 1944년 이전에 출판된 핀란드어 저널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간

행된 것으로 법에 의해 납본된 카세트테이프 등이었다(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2011).

8.4. 공공도서관시스템
핀란드의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는 중앙정부의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내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부서(The Department for Cultural, Sport and Youth Policy)에 속

해 있다. 핀란드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전국 및 국제적 네트워크의 참여자로서 

다른 공공도서관, 연구도서관, 교육기관 소속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는데, 공공도서관을 

관할하는 중앙도서관이거나 지역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관할하는 중앙도서관은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관련부처에 

의해 지정된 관할 내 공공도서관으로, 전국에 걸쳐 운영된다. 지역도서관(provincial library)은 자

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관련부처에 의해 지정된 관할 내 공공도서관이 되며, 운영범위는 관련부

처에 의해 감독된다. 중앙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의 임무는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관련부처는 자

치단체와 협의 후에 중앙 혹은 지역도서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핀란드 공공도서관의 기본원리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개

방되며, 도서관이용과 대출에 있어 무료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된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에

서 정한 대여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도서관의 대출에 대해 소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공대권제도를 실시하고, 도서관대출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방식

으로 운용되고 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계속해서 도서관 정책의 윤곽을 제시하고, 의회에 도

서관 관련 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핀란드 도서관 정책 2015 (Finnish Library Policy 
2015)'에서는 핀란드 공공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규칙의 제정 및 정부자

금 조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향후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이전에 교육문화부가 정해놓았던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Libraries-libraries in Fin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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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rench Republic (프랑스)
9.1. 국가개황
Ÿ 위치: 서구 중앙부

Ÿ 면적: 543,965 ㎢ (한반도의 2.5배)

Ÿ 인구: 6,531만 명('11)

Ÿ 수도: 파리(Paris)

Ÿ 주요 도시: 리용(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릴(Lille), 보르도(Bordeaux)

Ÿ 주요 민족: 골족(Gaul)

Ÿ 주요 언어: 프랑스어

Ÿ 종교: 가톨릭(69%)

Ÿ 교육: 의무교육 6~16세, 문맹율 3.6%

Ÿ 1인당 GDP: US$ 39,460 ('10)

9.2. 법제도 및 행정체계
프랑스는 대통령중심제이나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입법부는 하원(Assemblée Nationale)과 상원(Séna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

은 국민의 대표성을, 상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다. 하원 우위의 양원제로 일반적으로 

법률 및 예산결정권에 있어 하원이 상원보다 우선권을 가지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하

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에서 제외되어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

에 따라 사법부(Autorité Judiciaire)가 독립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

사법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게 되어 있

는 등 사법권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프랑스 행정체제의 특징 중 하나는 안전성과 지속성에 기초한 유연한 행정시스템을 유지하

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선거나 하원의원 선거 결과 후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정

치적 이념이나 신념이 행정구조의 전반과 공무원 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

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행정전반의 변화가 하원과 상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법률의 적

용을 받는 대신 대통령이 설치하는 영(令, décret)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있어 중앙정부의 구조는 수상을 정점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적 사항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처 수나 관련 기능은 다양

하게 나타난다. 최근, 중앙행정조직의 특징은 수직적 구조보다는 수평적 분화를 기본으로 협업

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가 동시에 관련되는 기능을 총괄하는 

국을 설치하고 그러한 국에 대해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하여 업무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

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유스러운 행정원칙(principe de libreadministration)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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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고 있다. 헌법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는 기초자치단체인 꼬뮌(commune), 광역자

치단체인 데파르트멍(département), 권역자치단체인 레지옹(région), 특별자치단체(collectivités 
àstatutparticulier), 해외지역자치단체(collectivitésdʻoutre-mer)가 있다. 현재, 프랑스 본토(해외영토 제

외)를 중심으로 권역자치단체는 21개, 광역자치단체는 96개, 기초자치단체는 36,569개가 존재하

고 있다. 이 밖에 특별자치단체는 4개, 해외지역 자치단체는 2개가 있다. 권역자치단체는 5~6개

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꼬뮌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 행정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측면 하에서 권역자치

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정창화 2007).

[그 림  3 3 ] 프 랑 스 의  행 정 체 계

(자료: 정창화 2007. 재구성) 

9.3. 국가도서관
프랑스의 국가도서관은 문화통신부(Le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산하의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이다. 프랑스의 현행 국가도서관시스템

은 1993년 벨라발(P.Bélaval)이 제출한 위원회보고서가 그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어 그 당시 존

재하던 국립도서관과 프랑스도서관을 단일 건물로 합병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일명 

'미테랑도서관'으로도 불리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연면적인 약 75,000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도

서관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프랑스국립도서관설립에 관한 정령(Décret no 94-3 
du 3 janvier 1994 portant création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기초하고 있으며, 7
개 지역에 5개의 일반도서관(The Franois Mitterranad/Tolbiac Library, The Richelieu Library, The 
Bibliotheque de lʼArsenal, The Library Museum of the Opera, The House Jean Vilar)과 2개의 보존

도서관(Bussy saint-Georges, Joёl-Le-Theule)을 설치하고 있다(윤희윤 2008). 7개의 도서관들은 

각각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들의 특수한 장서 및 역할 등은 아래 

<표 38>와 같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주로 가치 있는 장서의 구축과 이용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2010년에는 8~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여 에듀테인먼트와 과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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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4 ] 프 랑 스 의  국 가 도 서 관 시 스 템

(출처: 윤희윤 2008. p120) 

도서관명 주요기능

The Franois 
Mitterranad/Tolbiac 
Library (Paris)

- 프랑스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중앙관에 해당하는 납본도서관
- 일반자료실에 해당하는 참고도서관(Haut-de-jardin)과 학술자료실인 연구도서관 

(Rez-de-jardin)으로 구분

The Richelieu Library 
(Paris)

-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모태로 미테랑도서관이 신축된 후에는 도서와 잡지를 
신관으로 넘겨주고 특수자료 위주로 소장

- 앞으로 프랑스에 산재하는 주요한 예술사 전문도서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국립 
예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임

The Bibliotheque de 
lʼArsenal (Paris)

- 18세기 중엽에 아스날의 도서애호가였던 다르쟝송(Antoine-René dʼArgenson)의 
개인장서에 뿌리를 두고 1797년에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관, 합병을 거쳐 
1977년 국가도서관시스템의 단위조직으로 격상

- 자료수집은 문학과 예술, 도서의 역사 등에 치중

Bibliothèque-Musée de 
lʼOpéra (Paris)

- 파리오페라(Opera of Paris)의 전신인 프랑스 왕립음악원(Royal Academy of 
Music)에서 기원하였으며, 현재 파리 국립오페라 내에 위치

- 1935년 국립도서관에 편입된 후 1942년 국립도서관의 독자적인 음악부서로 
승격되어 국내에서 생산된 악보의 납본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 음악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 보존

La Maison Jean-Vilar 
(Avignon)

- 아비뇽 소재의 대중 국립극단 창시자인 장 빌라르(Jean Vilar)의 무대작품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아비뇽시의 연극제를 발전시킬 의도로 잘 빌라르재단 설립을 
위한 협회와 아비뇽시 및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공연예술부에 의해 1979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아비뇽 분관으로 개관

- 인쇄본 및 비디오자료를 위한 도서관
- 공연예술에 관한 도서, 정기간행물, 프로그램, 아카이브, 사진, 포스터, 무대의상,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 보존하고 문화활동도 지원

Bussy Saint-Georges 
Technical Centre

- 국립도서관의 지역보존관으로 주로 희귀한 인쇄형 및 시청각 문서를 관리, 보존
-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자료를 이관 받아 처리, 보존
- 다른 도서관의 과학적 및 기술적 보존업무도 지원

Joël Le Theule 
Conservation Centre 
(Sablé sur Sarthe)

- 1979년부터 국립도서관 인쇄자료부의 손상된 문헌을 마이크로화, 대량탈산, 
전통적 복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 보존

참고자료: 윤희윤. 2006.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p5-31. 재구성

< 표  3 8 >  프 랑 스 국 가 도 서 관 시 스 템 의  주 요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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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공도서관 시스템
프랑스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내의 '도서 및 독서국

(Direction du Livre et de la lecture)ʼ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및 독서의 발전을 장려할 책

임이 있는 부서이다. 2009년까지 문화통신부 내 소속국의 하나로 ʻ도서 및 독서국ʼ이 있었으나, 
2010년 1월 보다 단순하고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되어 현재 문화통신부 내 ʻ미디어 및 문화산업

국(Direction générale des médias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에서 서적 및 독서에 관한 국가의 정

책을 결정,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지원체계는 지자체 행정체계의 3개 단위(레지옹, 데파르

트멍, 시)에 따라 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로 프랑스는 5개의 해외 

영토를 포함하여 27개의 레지옹(광역도, rég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레지옹은 문화행사와 

도서관련 지역센터를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지원, 국토개발, 전문인력 양성

을 책임지는 레지옹 정부는 문화분야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공공독서사

업에 재정적인 개입 혹은 도서 및 독서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해외 영토를 포

함하여 101개의 데파르트멍(도, département)들은 도립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데파르트멍 차

원에서는 도립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도시의 공공도서관 접근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프랑스의 약 36,000개의 꼬뮌(지역, Commune)과 200개의 시 연합들이 운영하

는 도서관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공공 독서사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경우, 아카이브나 박물관에 대한 법령은 있지만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관된 

법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1991년 도서관최고위원회에서 도입한 '도서관헌장(Charte 
des bibliothèques)'이 있는데, 규제적 성격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2월 "도서 

2010"의 콜로키움 개회사에서 프랑스 문화부장관에 의해 도서관관련법의 제정에 대한 요청이 

다시 제창되었다. 또한 2007년 '도서와 독서국'은 4가지 방향의 '공공 독서에 관한 국가 정책

(Politique publique pour le livre et la lecture en France)'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시립도서관에 공공독서를 위한 도서관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별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둘째, 공공 독서기능을 갖춘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셋째, 독서 소외계층에게 다른 대중들처럼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진흥 정책을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공공독서도서관 망의 핵심기관인 

공공정보도서관을 위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다(박지선, 황금숙 2011).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공

공도서관은 commune 차원에 있는 시립도서관(Bibliothèque Municipales)을 지칭한다.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4,293 106,300  -  -  -  - 

프랑스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7    1,345  -         

2,635 
         

 945     264,000 

합계 4,300 107,645  -         
2,635 

         
 945     264,000 

출처: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11. Annual report to CDNL 2010 (2010년 기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Chiffres-clés 2012:  Bibliothèques. (2010년 기준)

< 표  3 9 >  프 랑 스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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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
10.1. 국가 개황
Ÿ 위치: 유럽 중서부

Ÿ 면적: 357,112 ㎢

Ÿ 인구: 8,147만 명('11)

Ÿ 수도: 베를린(Berlin, 340만 명)

Ÿ 주요 도시: 본(Bonn),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쾰른(Koel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Ÿ 주요 민족: 게르만족(91.5%), 터키계(2.4%), 이탈리아계(0.7%)

Ÿ 주요 언어: 독일어

Ÿ 종교: 개신교(30.8%), 가톨릭(31.5%), 이슬람(4%), 기타(32.5%)

Ÿ 교육: 의무교육 9년(주마다 차이 있음)

Ÿ 1인당 GDP: US$ 40,542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0.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독일은 연방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으로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의 각 주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지만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갖고,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한다. 연방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며, 이를 대통령이 승인, 임

명한다. 입법기관은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독일은 문화와 교육에 대해 연방적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다. 따라서 도서

관시스템 역시 이런 정치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독일에서 국가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연방수준의 관련 법이 설치되어있다. 도서관 관련 법은 행정단계의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데 

독일국립도서관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이 있고, 연방차원의 연방도서관을 위한 법, 기초자치단

체의 지역도서관을 위한 법 등이 있다. 독일 중부의 튀링겐(Thuringia)주에서는 2008년 7월에 공

공도서관 관련 법이 최초로 연방차원에서 통과되었고, 이 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교육과 문화

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 이후 다른 여러 주에서도 연방차원의 도서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harma and IFLA 2012).

독일 수직적 통치구조의 구분은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주정부(Landesregierung)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Gemeinde)의 3단계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구조는 이와는 달리 3층, 4
층 또는 5층의 복잡한 행정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단위로서 게마인데는 크라이스에 속

한 게마인데와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로 나누어진다.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는 

연방, 주, 크라이스 다음으로 게마인데 행정의 4단계 또는 5단계의 계층적 행정단위이며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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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에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는 3단계 또는 4단계에 속한 자치행정 단위이다(한부영 2005).

독일 연방제의 특징은 특정한 정치영역에 관한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연방이나 주에 배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이 각각 다른 수준의 정부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연방과 주(州)간의 사무를 기본법으로 구분하고, 기본법은 연방의 권한을 기본

법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여 주와 권한배분의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 제73
조는 연방의 배타적 권한으로서 11가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기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국가사무는 주가 집행하게 되어 있다. 연방의 업무는 전국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연에 대한 

업무와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어 국방, 통화

정책, 교통수단(고속도로, 연방 운하), 사회보장제도, 경제정책 및 초광역적 경제개발 등이 연방

의 업무에 속한다. 반면 주의 핵심 업무는 학교부문, 대학교, 경찰, 문화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등이다. 이 외에도 기초단체를 감독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기초단체는 중요한 업무로 지역적 정체성 내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관련된 

분야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지원, 지역교통수단, 건축, 지역 에너지공급 및 폐기물 처리 

등이 속한다. 또 기초단체는 자체행정을 벗어나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한

다. (김동성 2010; 송상훈 2008).

[그 림  3 5 ] 독 일 의  행 정 계 층 구 조 (출처: 한부영 2005. p79). 

10.3. 국가도서관시스템
독일의 국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국립도서관(Die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DNB)

은 연방수상부의 특임장관인 연방문화매체담당관(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BKM) 산하에 속해 있다. DNB는 전문 22개조로 구성된 독일국가도서관법 (Entwurt 
eines Gesetzes üer die Deutsche National Bibliothek)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명시된 DNB의 

법률상 지위(제1조)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보존도서관과 전국적인 서지센터로서의 지위를 갖

는다. 또한 임무 및 권한(제2조)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1913년 이후에 독일에서 공표된 



- 89 -

저작물과 외국에서 공표된 독일어 저작물 및 독일어로 공표된 저작물의 기타 언어로의 번역과 

독일에 관해 외국어로 쓰여진 저작물에 대해 원상태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서지를 작성하고, 보

존과 동시에 공중에 제공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그 외에 독일 망명자기록보관소, The 
Anne-Frank-Shoah-Bibliothek 및 독일도서박물관의 운영과 국내외 전문시설과의 협력 및 전국적 

전문기구 및 국제적 전문기구에 참가하는 것이 임무 및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윤희윤 2008).

DNB는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라 서부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DBF), 문학분야를 주제로 하는 라이프찌히의 die Deutsche Bücherei Leipzig (DBL), 음악분야 주

제도서관인 베를린의 das Deutsche Musikarchiv Berlin (DMB) 세 개관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각각의 주된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도서관명 주요 기능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 1947년 설립
·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중앙관인 동시에 서지정보센터이자 납본도서관
· 1913년 이래 국내 출판물, 독일어로 출판된 모든 자료의 수집, 정리, 서지작성

을 책임지고 있음
· 모든 국가도서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die Deutsche Bücherei 
Leipzig

· 1912년 설립
· 3개관 중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통합 전에는 동독의 납본도서관과 국가인

쇄출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 3개관 중 가장 방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산하에 홀로코스트에 관한 국

제연구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The Anne Frank Shoah Library"와 도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문헌센터인 "The German Book and Writing Museum; Das  
 Deutsche Buch und Schrift Museum)을 두고 있음

das Deutsche 
Musikarchiv Berlin

· 국내에서 생산되는 악보, 음반, 예술자료 등의 음악자료에 대한 국가보존소인 
동시에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자료: 윤희윤. 2008. 국가도서관 체계의 전략적 정립방안 연구: 주제별 국가도서관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문

화체육관광부.

< 표  4 0 >  독 일  국 가 도 서 관 시 스 템 의  주 요  기 능  

DNB가 IFLA에 제출한 2010년도 Country Report에 따르면 유럽 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들

을 연계하여 디지털 장서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Europeana 프로젝트, 유럽 국가도서

관들이 협력하여 약 32개 국어로 된 1,00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한 "Reading Europe", 8백만 유

로를 투입하여 연방, 주, 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독일디지털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 DDB)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독일 국가도서관에서 특이한 점은 

국립도서관을 후원하는 도서관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Gesellschaft für das Buch의 존재다. 
이 단체는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립독일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Deutsche Nationalbibliothek 2011).

10.4. 공공도서관시스템
독일은 지방분권에 따라 문화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연

방차원의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도서관의 설치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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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주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된다(川添 登 외 2005).

약 11,500여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독일 도서관시스템은 대중의 정보와 연구에 대한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4개의 수준으로 나뉜다. 제 1수준은 중소규

모 공공도서관으로 교외나 시골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나 분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

당하며, 제 2수준은 도심의 중앙도서관들에 의한 서비스, 제 3수준은 대도시의 도서관이나, 해

당지역의 전문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이 제공하는 도서관서비스, 제4수준은 국가적인 장서와 

서비스를 갖춘 국가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들의 협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가 해당된다.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약 1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략계획인

Bibliotheken '93에 따르면 제 2수준에 해당하는 도서관들, 즉 지역 도심의 중앙도서관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다. 1) 인구 1인 당 2권의 책 혹은 비도서자료, 2) 장

서의 20%에 해당하는 CD, Video, DVD 등의 비도서자료, 3) 1주에 최소 35시간 이상의 개관, 4) 
통합목록시스템 구축과 상호대차에의 참여, 5) 장서의 5%에 해당하는 참고정보원 구비 등이다.

독일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시스템은 뮌헨에 있는 도서관시스템으로 전통적인 중앙관-분관

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 도서관의 특징 중 하나는 5~6개의 Combi (Combination) 도서관

이 있다는 점이다. 이 콤비도서관은 연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어 운

영되는 것으로 독일 뿐 아니라 유럽 내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도서관운영방식이다. 중앙도서

관과 지역도서관의 가장 발전적인 통합운영 사례는 베를린에서 볼 수 있는데, 베를린의 The 
Central and Regional Library는 공공도서관과 주립도서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Sharma 
and IFLA 2012).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8,256 124,000   378,000 11,641 798,000 892,000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ies)  5  45,000   4,000 2,202 17,000  135,000 

지방정부 및 주립  도서관
(regional and state libraries)    27  21,000   8,000 1,190 26,000   93,000 

대학도서관
(University libraries)   209 173,000  84,000 8,509     

245,000  643,000 

합계 8,497 364,000  474,000 23,542 1,086,000 1,762,000 

출처:  Kompetenznetzwerk für Bibliotheken. German library statistics reporting year  2010.　

< 표  4 1 >  독 일 의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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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ellenic Republic (그리스)
11.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

Ÿ 면적: 131,957 ㎢ (한반도의 2/3배)

Ÿ 인구: 1,076만 명('11)

Ÿ 수도: 아테네(Athens, 370만 명)

Ÿ 주요 도시: 데살로니키(Thessalonoki), 파트라(Patra), 피레우스(Piraeus)

Ÿ 주요 언어: 그리스어

Ÿ 종교: 그리스 정교회(98%), 이슬람교(1.3%), 기타(0.7%)

Ÿ 언론: 신 문 TaNea, Apogevmatini, Kathimerini 등 23개

Ÿ 1인당 GDP: US$ 26,934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1.2. 법제도 및 행정체계
그리스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며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총리 지명 및 총리가 제청한 각료 

임명권,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군사통수권 및 전쟁선포권, 의회해산권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의

회는 단원제로서 4년 임기의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입법권, 대통령 선출권, 수상후

보자 추천권, 대통령 및 각료 탄핵권, 내각 불신임권, 국민투표 실시 요청권 등의 권한을 보유

한다. 사법제도는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법원(민사, 형사 및 행정 법원으로 구분)으
로 구성되며, 위헌심판을 위한 최고특별법원 및 하위 법령에 대한 위법심사를 위한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1997년 그리스의회는 'Kapodistrias Plan'이라는 종합적인 지방정부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하였

다. Kapodistrias Plan의 목적은 기존의 지역체계를 폐지하고 균일하고, 크기가 큰 지방행정구역

을 만드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2가지 수준으로 정의되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은 시(Municipalities; demos)와 군(Communities; kinotita), 그 위층은 도(Prefectural 
administration; nomarchiaki autodioikisi)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시와 군은 자율성, 독립성을 가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과 군수는 보통 및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반면, 도는 직접적

으로 선출된 책임자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지리적 관할권 내에서는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

다. 또한 각각의 도는 행정적, 재정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다

(UN DESA 2004c). 

그리스는 지리적으로는 13개의 Region (Peripheries)과 Monastic State of Agion Oros (Athos)라
는 1곳의 자치구역으로 구성되고, 13개의 Region은 다시 51개의 도로 구성된다. 각 도에는 901
개의 시와 130개의 군이 있다(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General information about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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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6 ] 그 리 스 의  행 정 체 계  

11.3. 국가도서관시스템
그리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Greece, NLG)은 1832년 5월 15일 게시된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공공도서관'으로 불려졌으나 1830년 말 Moustokzidis에 의해 국립도서관

으로 불리게 되었다. 1834년에 새로운 수도인 아테네로 옮겨졌으며 그 후, 장서는 급격히 증가

하였다. 더불어 도서관에 상당한 기부와 함께 유럽 각지의 희귀한 외국어 도서도 입수되었다. 
1866년 왕실헌장을 통해서 공공도서관과 아테네 대학도서관이 합병되었고, 그리스국립도서관으

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대학도서관 건물에 함께 있었던 국립도서관은 1903년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이전하게 되었다. NLG는 현재 총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NLG는 어떠한 언어나 형태와 상관없이 그리스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료까지 국립도서관의 장서로 개발하고 유지하며, 그리스 문화와 지적활동

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 국가서지기관으로서 기능하며, 국제서지번호(ISSN, ISBN, ISMN)
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NLG는 계속해서 공간 및 직원의 부족, 제한된 예산 등

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팔레론 만(Phaleron Bay)의 

'Delta'에 새로운 도서관을 짓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tional Library of Greece, “About libraries and librarians”). 

11.4. 공공도서관시스템
대부분의 그리스 공공도서관들은 1830년 터키에서 독립한 그리스가 건국된 이후 세워졌다. 

그리스공공도서관은 대략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로 부

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립공공도서관, 지방행정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시립도서

관(municipal libraries), 그리고 역시 교육부 산하로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이다. 2008년 기준 46

개의 국립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 중 29개는 두 세 지역을 묶어 봉사하는 대도시 지역의 중앙

도서관들이다. 시립도서관은 약 194개에 이르며 약 25개의 어린이도서관(2001년 기준)이 있다

(Kostagiola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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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public of Hungary (헝가리)
12.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중동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와 접경

Ÿ 면적: 93,030 ㎢ (한반도의 2/5)

Ÿ 인구: 998만 명('11)

Ÿ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 170만 명)

Ÿ 주요 도시: 미슈콜츠(Miskolc), 데브레첸(Debrecen), 세게드(Szeged), 페치(Pecs)

Ÿ 주요 민족: 마쟈르인(96.6%), 독일인(1.6%), 슬로바키아인, 남슬라브인 등(1.8%)

Ÿ 주요 언어: 헝가리어(마자르어)

Ÿ 종교: 가톨릭(67.5%), 신교(20%), 기타(12.5%)

Ÿ 교  육: 의무교육 9년, 문맹률 0.6%

Ÿ 1인당 GDP: US$ 13,031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2.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등 7개국

과 접경하고 있는 헝가리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의회에 의해 선출되

나, 총리를 임명하거나 의회 선거일 선정 등 의례적인 직무를 수행할 뿐인 상징적인 원수이다. 
실질적인 행정권은 총리에게 있고, 자신이 각료를 선택해서 행정을 실행한다. 입법부인 국민의

회(Országgyűlés)는 단원제이며, 민선이고 임기 4년이다. 의회는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권한으로는 대통령, 각료회의 장관, 헌법재판소의원, 시민의 권리

와 소수민족의 권리를 담당하는 공화국 감독관, 국가 회계감사원 원장과 부원장, 대법원장, 검찰

총장, 중앙은행 총재 등을 선출하며, 헌법과 법률의 제정, 국가예산 승인과 사회경제계획의 결정, 
정부정책 결정, 비상, 긴급사태 선포, 선전포고 및 휴전협정 체결 등이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
세계법제정보"; House of the Nation-Hungary Parliament, "the Hungarian National Assembly"). 

헝가리의 법원체계는 지방법원(Local courts), 주법원(County courts), 대법원(Supreme Court), 헌

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의 4개 수준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모든 

법원의 사법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또한, 대법원의 지침과 결정은 전국의 모든 

법원에 구속력을 가진다. 1989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중앙행정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 조사한다(UN DESA 2004d). 

헝가리는 헌법에 의해 영토를 구분하고 있으며, 지역(regional)수준의 州(County)와 지방(local) 

수준의 시·군·구로 구성된다. 지방자치정부는 행정조직을 스스로 구성한다. 헝가리의 공공행정

시스템은 관료적인 기관과 민주적인 기관 두 종류로 대부분 구성된다. 관료제는 중앙정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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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 및 지역 전역에 걸쳐있는 중앙정부조직들이 이에 해당하며, 민주적인 기관으로는 자율

과 종속의 원칙에 기초한 각 지방자치정부들이 해당된다. 헝가리의 지방자치시스템은 2계층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지방(local)과 지역(regional) 수준이다. 이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어떠

한 위계구조도 없으며,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다만 위임사무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시·

군·구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광범위한 사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수준의 county정부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대신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헝가리의 지방수준에는 3,175개의 települések, városok, megyei jogú városok, 

fővárosi kerületek와 부다페스트시가 있는데, települések는 시·군·구(municipality)에 해당하는 지방

의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városok는 일반적인 시, megyei jogú városok는 카운티의 지위

를 갖는 시, fővárosi kerületek는 수도가 있는 지구로 볼 수 있다. 지방단체의 소관 사무는 지역

개발, 도시계획, 환경보호, 주택, 대중교통, 사회서비스, 초등학교, 도로 및 공공장소와 묘지, 상

하수도 등의 유지 보수, 수자원관리, 소방서비스, 문화 등이다. 반면, 중앙과 지방정부를 중개하

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19개 카운티의 주된 사무는 중등학교,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문

화시설, 퇴직가정과 병원 등의 관리, 토지개발, 관광 등이다(UN DESA 2004d; Hungarian 

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Hungary").

[그 림  3 7 ] 헝 가 리 의  행 정 체 계  및  위 임 사 무  현 황  

12.3. 국가도서관시스템
헝가리국립도서관(National Széchényi Library)은 1802년 귀족 그로프 세체니(Ferenc Széchényi)

가 수집한 각종 자료를 기증하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808년에 설

립된 헝가리박물관(Hungarian National Museum)과 함께 국립도서관으로 운영되었으나, 1949년 

국립박물관으로부터 국립도서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다, 1985년 현재의 부다왕궁(Buda Castle 
Palace)으로 이전하였다. 헝가리국립도서관의 수장인 관장은 특수장서 및 연구부(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and Academic Affairs), 장서개발 및 목록부 (Depart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Cataloguing), 참고봉사부 (Department of Reference), 정보과학부 (Depr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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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cs), 도서관연구소 (Library Institute), 재무부 (Financial and Accounting Department)의 6개 

부서를 관리, 감독한다(National Széchényi Library, "About Us- organisational structure").

[그 림  3 8 ] 헝 가 리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자료: National Széchényi Library [homepage]. http://regi.oszk.hu/index_en.htm. 재구성)

 헝가리국립도서관은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운영지원을 받으며, 그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헝가리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도서관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적 

납본 조항에 기초하여 헝가리에서 생산된 인쇄물을 수집, 보존, 배포 하는 일과 외국에서 출판

된 헝가리어 자료들의 수집과 편목, 분류, 보존 등이 완비되도록 노력하는 일, 그리고 인쇄물로 

분류되지 않는 헝가리어 자료들의 수집과 편목, 분류, 보존과 국가서지의 편찬, 소장 자료의 아

카이브와 보호, 자체 활동분야 내에서 연구 수행 등이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The National 
Library Board)는 헝가리 국립도서관 및 도서관연구소(the Library Institute)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

다(도서관연구소 2008f). 

전반적인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국가도서관소속 도서관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를 목표로 헝가리 시민들의 경쟁력과 취업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은 첫째, 모든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중재하고, 헝가리와 헝가리 국경지

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민족문화에 관련된 자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둘째, 도서관 이용자에

게 독립적인 삶의 공간으로써 도서관 건물을 개방하고, 셋째,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마지막으로 성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경쟁력과 취업력을 

높여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Hungarian Library Institute, “Hungarian 
Library Institute”).

12.4. 공공도서관시스템
헝가리에서 근대식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시작은, 부다페스트시내에 중앙도서관 및 5개의 분관

을 개관한 1910년을 그 출발로 본다. 물론 헝가리 내 유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재하는 전

문도서관의 경우 18세기 이전에 그 기원을 갖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도서관을 보급하고, 문화기반시설의 일환으로 대중적 공공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20세기가 넘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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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a
예산

(1,000  HU F)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3,007 42,763 25,681 -  1,532 - 

헝가리국립도서관
(National Széchényi 

Library)
 1  8,734   266   499   12   3,055 

합계 3,008 51,497 25,947  499 1,544         3,055 
출처: National Széchényi Library. 2010. Annual report to CDNL 2009 (2009년기준);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homepage (2011년 기준). a등록이용자기준.

< 표  4 2 >  헝 가 리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헝가리는 변화된 정치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서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절실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 도서관

법이 1997년 『박물관, 공공도서관서비스 그리고 일반 문화에 관한 1997년의 160호 법령(Act 

CXL of 1997 on Museum Institutes, Public Library Services and General Culture, 일명 ˵헝가리도서

관법˶)』이었다. 1997년 도서관법은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핵심적 역할을 규정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선결구조로서 도서관시스템의 임무를 제시하며, 특히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공

도서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서관시스템의 선진화와 전국적 서비스체제의 구축 등에서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립된 ‘1997~2003 국가도서관 발전전

략’에서는, 전국적인 상호대차시스템의 구축과, 헝가리 국가공유목록 구축, 사서직 전문교육시

스템 확립, 국립도서관 내 도서관연구소 설치, 국가도서관서비스 체제의 현대화 등 헝가리 국

가도서관정책 추진체제의 주요 근간이 정비되었다. 

헝가리의 도서관정책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의 도서관과(Library 

Department)에서 주관하며, 도서관분야와 관련된 법규의 제정, 전문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의 운영, 

전략계획의 수립,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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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epublic of Iceland (아이슬란드)
13.1. 국가개황
Ÿ 위치: 북유럽, 북대서양의 섬

Ÿ 면적: 103,000 ㎢ (한반도의 1/2)

Ÿ 인구: 31만 명('11)

Ÿ 수도: 레이캬빅(Reykjavik, 11만 7천 명)

Ÿ 주요 도시: 코파보규르(Kopavogur, 2만 8천), 아큐레이리(Akureyri, 1만 7천), 
호르나피요듀르(Hornafjo.rdur, 2만 5천)

Ÿ 주요 민족: 노르웨이 바이킹족 및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켈트족

Ÿ 주요 언어: 아이슬란드어(공용어), 덴마크어

Ÿ 종교: 루터복음교, 레이캬비크자유교회, 카톨릭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39,679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3.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아이슬란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공화제국가이다. 일원제의 의회를 두고 있는데 의원

정족수는 63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지방재판소에서 관할하고 있다(外

務省, "アイスランドの政府と政治"; アイスランド大使館, "各国・地域情勢").

아이슬란드는 중앙(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2계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은 두 가지 

유형의 기초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로 구성되는데 읍(town)과 전원자치구(rural district)이다. 

덧붙여, 읍처럼 부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다른 층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구(regional 

district) 혹은 군(county)이 존재한다. 지방과 관련된 사무는 중앙의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에서 관장한다. 행정구들은 다양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레이캬비크(Reykjvik)처럼 

108,000명에 이르는 인구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역구들도 있

다. 지역에는 지방의회(local council)가 있는데 읍의 의회는 town coucil, 구의회는 district council

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법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행한다. 가장 중요한 지방사무들은 1) 사회복

지와 보건, 2) 교육, 3) 문화, 스포츠, 야외활동 등이며, 4) 상하수도, 전기, 중앙난방 등 기반시

설 관련 업무들이다(UN DESA 2006a).

2011년 현재 26개의 행정구(administrative districts)와 76개의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가 존

재한다(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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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9 ] 아 이 슬 란 드 의  행 정 체 계  

13.3. 국가도서관시스템
1818년 건립된 아이슬란드국립도서관은 오랫동안 아이슬란드에서 유일하게 외국문헌을 수집

하는 연구도서관이었다. 오늘날의 아이슬란드국립 및 대학도서관은 1994년『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법』에 따라 이들 두 도서관을 통합한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대학도서관으로서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학, 지질학, 생물학 등 분과건물마다 모두 16개의 분관을 운영

하고 있다. 아이슬란드국립도서관의 역할로는, 1) 아이슬란드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2) 
기록유산으로서 필사본의 보존, 3) 모든 납본자료에 대한 편목, 4) 인쇄 및 기타 매체에 대한 

수집과 열람서비스, 5) 아이슬란드 대학의 연구 및 교수활동 지원, 6) 정부와 산업, 연구 등을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7)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열람시설 및 자료의 제공, 8) 아이슬란드 도서

관통합목록 운영, 9) ISBN 및 ISSN 국가센터운영, 10) 학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다. 

또한, 국립도서관은 납본법령에 따라 아이슬란드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의 책무를 부여

받고 있으며, 1949년부터는 시청각자료, 1977년부터는 전자매체, 2002년부터는 온라인출판물을 

수집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아이슬란드 웹자원에 대한 체계

적인 수집(Harvest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아이슬란드 디지털기록자

원에 대한 접근과 열람을 제공하는 기본적 임무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또, 해외 주요 전자저

널 및 데이터베이스자원에 대한 공동구매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국가라이선스 계약기관으로서, 
아이슬란드 전국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구매모델을 주도하고 있다(도서관연구소 2008g). 

[그 림  4 0 ] 아 이 슬 란 드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출처: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homepa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cited 2012.6.2]. <http://landsbokasafn.is/index.php/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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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국립도서관은 교육과학문화부(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소속으

로 수서목록, 국가장서 및 디지털보존, 전자접근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대학관계 업무를 담

당하는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About the Library).

또, 최근에는 새로운 국립도서관정책인 ˵Access to knowledge for everyone: policy for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2009~2012˶ 추진해왔는데, 이 정책의 주된 관심은 도

서관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전자적 솔루션,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보존 등의 영역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2010).

13.4. 공공도서관시스템
아이슬란드의 도서관법은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공공도서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병원, 양로원, 교도소 

등에서 운영되는 도서관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 1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정의를 통해 공공

도서관의 목적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며, 모든 아이슬란드인은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이용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공공도서관 역시 최상의 협력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신들의 활동을 연계‧
조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공공도서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더러 

초등학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아이슬란드 전국은 도서관구

역들로 구분되어 각 구역마다 해당 구역의 도서관서비스를 책임지고 도서관 간 협력을 주도하

는 지역공공도서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에 필요한 조건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

록 하고 있다. 지역도서관은 구역 내 다른 도서관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협력을 장

려하며, 구역의 정보센터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도서관은 구역 내 학교나 병원 등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

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들 간 협약에 따라 연간예산의 일부로 분담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공공도서관문제의 주무장관으로 관련된 결정권한을 가지며(제13조), 
장관과 지방정부, 도서관행정 등에게 자문하는 공공도서관자문위원회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서관연구소 2009g).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ISK)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57  2,236 2,441  -  -  - 

아이슬란드국립도서관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9 1,023   79  87   59 861,529 

합계   66 3,259  2,520  87           
59     861,529 

출처: Statistics Iceland. Media and culture: books and libraries. [cited 2012.5.28].  
<http://www.statice.is/Statistics/Culture/Books-and-libraries>. 국가도서관은 2010년, 공공도서관은 2001년 기준.

< 표  4 3 >  아 이 슬 란 드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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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reland (아일랜드)
14.1. 국가개황
Ÿ 위치: 영국 서부

Ÿ 면적: 70,282 ㎢ (한반도의 약 1/3)

Ÿ 인구: 467만 명('11)

Ÿ 수도: 더블린(Dublin, 112만명)

Ÿ 주요 도시: 코오크(Cork)

Ÿ 주요 민족: 아일랜드인

Ÿ 주요 언어: 영어, 아일랜드어

Ÿ 종교: 가톨릭(88%), 개신교(3%)

Ÿ 교육: 의무교육 10년

Ÿ 1인당 GDP: US$ 45,497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4.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아일랜드는 1937년부터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현재 의원내각제로서 수도 더블린(Dublin)을 

포함해 26개의 자치주(county)로 구성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7년 단위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행정수반인 총리와 부총리는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의회는 상․하원의 양원제로 운영

되며, 현재 하원은 의장석 포함 166석으로 임기 5년의 중선거구제로 선출되고, 상원은 의회장

(Cathaoirleach)을 포함한 60석으로 임기 5년에 11명은 총리지명, 43명은 직능분야, 6명은 대학교

수 중에서 선출되었다(주아일랜드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아일랜드 개관”). 

행정조직은 크게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and regional government)로 구

성된다. 중앙정부는 16개 부처와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지며, 지방행정은 주(county)와 시(city), 구

(borough/town) 단위에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방 정부의 역할은 헌법에 명시되

어 있으며, 적어도 매 5년마다 지방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매년 지방 정부는 하

원의 의장 또는 상원의 의회장을 선출하며, 의회장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특별히 더블린시

와 코크시의 의회장은 ‘시장(Lord Mayor)’, 부의회장은 ‘부시장’으로 칭하고, 이외의 다른 시의

회와 읍 및 구의회의 경우는 ‘구청장(Mayor)’ 및 ‘부구청장’이라 한다. 지방행정은 우선, 29개의 

county councils, 5개의 city coucils, 5 Borough councils, 75개의 town councils이 있는 city/council 수

준이 있고 다음으로는 시·군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사무를 관장하는 8개의 지방자치단체(regional 
authorities), 마지막으로 2개의 지역의회(regional assemblies)가 있다. 아일랜드의 지방자치단체들

은 주택,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환경보호, 시설개량, 농업, 교육, 보건 등의 사무를 서로 협

력하여 관장하고 있다(DESA 2006c; Citizen Information Homepage, “Government in Ireland”; 
Government of Ireland Homepage, “government departments :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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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 1 ] 아 일 랜 드 의  행 정 체 계  

14.3. 국가도서관시스템
수도 더블린에 소재하는 아일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reland, NLI)은 1877년 더블

린 과학 및 예술 박물관법(Dublin Science and Art Museum Act) 재정 이후 설립되어, 초기에는 왕

립 더블린 학회가 소유한 막대한 장서를 관리하고 제공하였으나 이후 공익을 목적으로 아일랜드

에서 발간되는 문헌과 자료를 비롯한 지적 기록물들을 수집·보존하고 이용시키는데 그 역할과 임

무를 다하고 있다. NLI는 16개 중앙부처 중에서 예술 및 문화유산, 게일어 사용 지역부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에 소속되어 있다. NLI의 부속 기관으로는 중앙정

부의 계보 기록물을 관리하는 Chief Herald of Ireland와 국립사진아카이브(National Photographic 
Archive)가 있다(National Library of Ireland Homepage, “About the Library”). 

[그 림  4 2 ]  아 일 랜 드 국 립 도 서 관 의  조 직 도

(출처: National Library of Ireland Homepage, www.nli.ie).

NLI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관장(Director) 아래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행정

(Administration), 교육 및 아웃리치, 외부협력(Education & Outreach, External relations), 매뉴스크립

트(Manuscript/GO & Office of the Chief Herald), 단행본, 시각 & 전자 컬렉션 및 독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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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Books, Visual & Electronic Collections & Readers Services), 연구 및 보존(Research, 
Preservation & Conservation) 등 6개 부서로 구성된다. 

NLI의 보유 장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인쇄 자료, 매뉴스크립트, 시각 자료, 디지털 자료가 

있으며 주로 납본과 수증, 구입을 통해 수집된다. 특히 납본은 1997년에 제정된 국립 문화 기

관법(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Act 1997)에 의거하여 아일랜드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비

롯해 자국에서 인쇄 및 기타 매체로 생산된 기록물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한다. 또한 유럽

에 소속된 국가의 국립도서관으로서 수집해야할 기본적인 참고 자료도 수집·관리하고 있다. 
2002년에는 보존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NLI의 장서를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Ireland Homepage, “About our collections”). 

14.4. 공공도서관 시스템
아일랜드에서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속해 있지만, 중앙 

부처인 환경, 문화유산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가 중앙 관할하면서 신규 공공도서관 개관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정부기관(state agency)인 도서관위원회(Chomhairle Leabharlanna, The Library Council)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도서관 운영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공공도서관 관련 통계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이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2001)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Chomhairle Leabharlanna 2011). 

한편, 도서관위원회가 분석한 2012년도 공공도서관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의 

2012년도 공공도서관 서비스 부문 예산은 EUR 136,986,763로 2011년 대비 2.6% 감소 하였으며

며, 지방정부는 도서관 장서부문에 대한 예산이 2011년 대비 12.1%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할당된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정부 

예산 대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예산 비중은 3.2~3.3% 정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도서관 서비

스 지수 측면에서는 최근 공공도서관의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도서관 

장서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를 최적의 서비스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Chomhairle Leabharlanna 2012).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341 13,000 18,242 1,759  163,000 136,986

국립아일랜드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Ireland)
 1 8,000 - 96 183 10,790

합계 342 21,000 18,242 1,855 163,183 147,776

출처:  Chomhairle Leabharlanna. 2011. Public Library Authority Statistics Actuals 2010; National Library of 
Ireland. 2011. 2010 in the National Library of Ireland. 2010년 기준.

< 표  4 4 >  아 일 랜 드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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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tate of Israel (이스라엘)
15.1. 국가개황
Ÿ 위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과 접경

Ÿ 면적: 20,770 ㎢ (가자지구 및 1967년 전쟁이후 점령지 제외, 한반도의 1/10)

Ÿ 인구: 747만 명('10)

Ÿ 수도: 예루살렘(JERUSALEM, 76만명)

Ÿ 주요 도시: 텔 아비브(Tel Aviv), 하이파(Haifa), 베르쉐바(Beersheva)

Ÿ 주요 민족: 유태인(76.4%), 아랍인, 드루즈인(23.6%)

Ÿ 주요 언어: 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 영어

Ÿ 종교: 유태교(80.1%), 이슬람교(14.6%), 기독교(2.1%), 드루즈(1.7%), 기타(1.5%)   
Ÿ 교육: 의무교육 11년

Ÿ 1인당 GDP: US$ 28,504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5.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이스라엘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이루어진 의회민주주의 국가다. 이스라엘의 정치체계는 

권력분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행정부(정부)는 입법부(크네세트, Knesset)의 신임을 받

아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정당정치를 초월한 

국민통합을 상징한다. 임기는 7년 단임이고, 대통령의 임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크네세트

(Knesset, 이스라엘의 단원제 의회)는 이스라엘의 입법기관으로 크네세트라는 명칭과 120명의 

고정 의원수는 기원전 5세기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에 소집된 유대인 대표기구

였던 크네세트 하그돌라(Knesset Hagedolah, 최고 회의)에서 유래된 것이다. 크네세트의 구성 주

기는 보통 4년이지만, 임기 중이라도 자체 해산하거나 총리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선거 후 

새 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는 퇴임하는 의회가 모든 권한을 지니는 크네세트는 본회

의에서 15개의 상임 위원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부는 정부(내각)이며, 안보문제를 포함해 국내외 여러 업무를 관장한다.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결

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단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의회 좌석을 얻

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당의 연립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4년을 임기로 하나 

총리의 사임이나 자격박탈, 서거, 의회의 불신임 등의 사유로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관은 대법원 판사, 법조계 인사, 공직자들로 구성

된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종신직이며 70세가 정년이다. 이스라

엘의 법체계는 오스만 제국법(1917년까지 시행), 영국 보통법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킨 대영제국

의 위임 통치법, 유대교 율법적 요소 및 그 외 여러 체계적 측면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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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주된 특징은 1948년부터 발전해온 독립된 제정법과 판례법이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

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성문의 단일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1개의 기본법으로 국가

조직, 권력구조 및 기본권 등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법의 우위성

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본법에 반하는 일반 

법률 조항을 수차례 무효화한 바 있다. 전세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권 및 이에 따른 자동

적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는 귀환법(Law of Return)등 일부 법률들은 헌법적 성격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cts about Israel 2010").

이스라엘은 mahoz라는 6개의 행정구와 nafa라는 15개의 군, 50개의 자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통치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한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

진다. 지방정부는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도로관리, 공원, 상수도, 공중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방 당국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법을 보완해주는 조례를 근거로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 당국은 특별 법원을 운영하며 지방 조례 위반자들을 심리한다. 지방정부의 재

원은 국가예산에서 할당되는 금액과 지방세에서 조달한다. 지방정부마다 연차보고서를 작성하

는 감사관이 있다. 법으로 승인된 지방정부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인구 2만 이상의 도심지역에 

있는 시정부(municipality), 인구 2천에서 2만 사이의 군의회(local council), 일정 구역 내에 같은 

집단으로 묶인 몇몇 마을을 책임지는 면의회(regional council)로 구성된다. 각 지방정부의 관리

주체는 시장이나 의장, 의회이며, 의회의원의 수는 관할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내무부가 결정

한다. 현재는  73개 시정부, 124개 군의회, 54개 면의회가 있다. 시와 군은 모두 중심기구인 지

방정부연합 아래 자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연합은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를 대

표하며, 의회 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업무협약과 법률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

다(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cts about Israel 2010").

[그 림  4 3 ] 이 스 라 엘 의  지 방 행 정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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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국가도서관시스템
과거에 예루살렘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던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은 1892년 

처음 설립되었다. 1920년대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기구는 시오니스트

(Zionist) 조직이었다. 1918년 이스라엘의 국립대학인 히브리대학(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의 설립으로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고, 유대인 국

립대학도서관(Jewish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JNU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8
년, 국제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07년 이스라엘의회는 『국립도서관법』을 제정

하였다. 이 법에 의해 2011년 1월 1일부터 국립도서관은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 이

스라엘의 문화적 업적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이전보다 확대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2008년 7
월,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유대인국립대학도서관(Jewish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은 '이스

라엘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으로 개명되었다. 

 이스라엘국립도서관의 목표는 첫째, 유대민족의 문학적 보물을 수집하고, 유대인과 이스라

엘 문화의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유대인의 국립도서관으로서 기여하고, 둘째, 
이스라엘 국가의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셋째, 유대인 연구, 이슬람 연구 및 중동 연

구에 중점을 두고, 인문학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중앙연구도서관 및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도

서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매년 100,000점 이상의 자료 증가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은 5백만 권이 넘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특수

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납본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을 수집, 보존

하고,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이스라엘 정부, 고등 교육을 위한 

협의회의 예산기획위원회,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의 지원 및 자체 수익,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

다. 도서관은 7부 2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방문객은 대략 

200,000명 정도이다(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 "About the Library").

[그 림  4 4 ] 이 스 라 엘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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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2010~2016년 리뉴얼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부로 

예루살렘의 Kiryat HaLeom (National Complex)에 새 보금자리를 만듦으로써 더 나은, 그리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의 리뉴얼과 21세기 도서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목표는, 다양성을 가진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화를 보존하고, 이스라

엘과 전 세계의 일반 대중과 학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이스라엘 거주자와 전

체 유대인의 지적, 문화적 삶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도서관이 

이전하기 전까지 조직의 개발과 기존 장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건물 이전 후에 장서, 직원, 
서비스, 정보시스템 등이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 "About the Library").

15.4. 공공도서관시스템
이스라엘 뿐 아니라 아랍국가들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공공도서관은 1970년대에 들어서 생겨

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에서는 1962년에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산하에 도서관국

(Department of Libraries)이 창설되어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했다. 그 

결과 1993년 정보조사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가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약 266
개의 도서관에 11,194,346권의 장서와 한 달에 약 995,668건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스라엘의 도서관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하고 있

는 정부방침과 관련하여 아랍으로부터 이주해온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공도서관들은 지방정부가 그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지방정부 간의 재정부담 규모도 

달라진다(Shoham 2000).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U S $)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266 

      
11,194 

          
996  -  -  - 

국립이스라엘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

          
    1 

           
 50 

           
 12 

          
270 

         
 200       20,000 

합계 267　 11,244　 1,008　 270　 200　 20,000　

출처: 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 (2010년 기준). Shoham,  Snunith. 2000.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Israel 
(1993년 기준, 공공도서관).

< 표  4 5 >  이 스 라 엘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 107 -

16. Italian Republic (이탈리아)
16.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남부 이탈리아 반도

Ÿ 면적: 301,336 ㎢ (한반도의 1.5배)

Ÿ 인구: 6,102만 명('11)

Ÿ 수도: 로마(Rome, 272만 명)

Ÿ 주요 도시: 밀라노(Milano), 나폴리(Napoli), 토리노(Torino), 피렌체(Firenze), 
베네치아(Venezia)

Ÿ 주요 민족: 이탈리아인

Ÿ 주요 언어: 이탈리아어

Ÿ 종교: 가톨릭(98%)

Ÿ 교육: 의무교육 8년

Ÿ 1인당 GDP: US$ 33,917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6.2. 법제도 및 행정체계
1948년의 헌법에 의해 상하 양원제의 의회(Parlamento)를 창설하였다. 하원은 카메라 데이 데

푸타티(Camera dei Deputati), 상원은 세나토델라 레푸블리카(Senato della Repubblica)로 불린다. 또 

독립된 사법부를 두고 있다. 행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은 

7년 임기로 의회와 소수의 지역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탈리아내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

당연합 소속 정당들 간의 타협과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내각수반인 총리가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조정한다. 내각은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

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현재 이탈리아 행정부는 23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정

부기관으로 경제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정부자문기관인 국가경제·노동자문위와 법과 행정 간의 협

의체로서 사법행정을 감독하고, 시민과 국가 간의 법적분쟁 시 정부 및 의회에 자문하고 이를 

처리하는 국가자문위원회가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정부조치의 합법성 및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업무를 관장하고 회계감사 결과는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

정보").

 이탈리아 정부체계는 내각중심제의 분권체제로 중앙정보를 축으로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각 지방과 소도시 등의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이탈리아에서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행정체계는 

모두 3가지 형태를 갖는다. 가장 큰 규모의 지방정부 형태가 레지오네(Region; 주)이며, 레지오

네의 하위 행정체계로 쁘로빈시아(Province; 도), 그리고 시의 개념을 갖는 꼬무네(Comune)가 최

하위 지방행정 단위이다. 2010년 기준으로 20개 레지오네, 110개 쁘로빈시아, 8,094개의 꼬무네

로 구분된다. 20개의 주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치성의 기준에 따라 헌법에서 부여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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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성격을 갖는 15개의 주와 5개의 특별주(Sicilia, Sardegna, Valle d'Aosta, Friuli-Venezia 
Giulia, Trentino-Alto Adige)가 있다. 일반 주는 중앙정부나 상위체계의 국가기관에 덜 독립적이

라 할 수 있으며, 특별 주는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할 정도로 입법권이나 조세권에 대하여 특별

한 지위를 갖는 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의 행정체계는 행정권을 관장하는 주정부와 입법

권을 관장하는 주의회 및 기타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주장관 밑에는 여러 국이 있어 행

정과 업무를 분담하고, 이 외에도 분야나 기능별로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정

부에서 파견되어 주정부와의 행정적 업무조정과 협의를 하는 주감독관이 있고, 보다 작은 지방

행정체계들과의 행정과 업무상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주통제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 5개의 

특별주는 일반주들과는 달리 비교적 국가의 기본법률에 대한 구속력이 크지 않다. 쁘로빈시아

의 조직은 의회와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중요한 행정조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파견

한 감독관과 지방 국세청 및 교육관이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

방 행정체계이므로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법률에 의해 그 기능과 분권의 정도가 명시되어 있다. 
꼬무네의 업무영역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수행하는 고유업무와 유사하며,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투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정치적, 행정적인 면에서 주정부와 꼬무네의 관계

는 아주 특별한데, 중앙정부의 통제를 비교적 많이 받는 일반주는 산하의 꼬무네에 대한 조정

과 통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무네에서 통과된 정책이나 계획은 의무적으로 승인한다

는 조항이 있다. 이 사실은 지방자치조직 중에서 꼬무네가 비교적 정치적으로 자치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김종법 2003; Itan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taly in figures 
2010").

[그 림  4 5 ] 이 탈 리 아 의  행 정 체 계  

16.3. 국가도서관시스템
이탈리아에는 로마국립중앙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di Roma, BNCR)과 피렌체국립

중앙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di Firenze, BNCF) 2개의 국립도서관이 있다. 1885년 

BNCR과 BNCF은 둘 다 '중앙'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서지제어와 법정납본의 자격을 얻었다. 이 

두 도서관은 또한 이탈리아 문화의 여러 다양한 부문(인문학, 기술, 과학)과 계속되는 국가문화

의 주요 발전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았다. 2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이탈리아 문화유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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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a culturali) 내 "문헌유산, 문화기관, 저작권 종합관리(Direzione 
Generale per le biblioteche, gli istituti culturali ed il diritto d'autore, MiBAC)"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MiBAC는 총 9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도서관연구소 2009c).

[그 림  4 6 ] 이 탈 리 아  국 가 도 서 관  주 무 부 처 의  조 직  구 성

이탈리아 문화유산부 산하에는 전체 46개의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이는 2개의 국가도서관을 

포함한 8개 국립도서관과 38개의 정부도서관(State Libraries)이 포함된 숫자이다. 이들 도서관들

은 이탈리아어로 된 자료들을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수집, 보존하고 그 컬렉션을 개발하는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장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BNCR은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에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포괄적인 도서기록물을 제공하기 

위해 1876년 건립되었고, 필사자료와 단행본으로 시작된 장서는 이후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세

워지고 난 후 수도원 도서관의 장서도 포함하게 되었다. 현재 총 700만권 이상의 장서로 구성

되어 있다. BNCR은 이탈리아의 국립도서관으로 국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한편 학

술연구도서관이기도 하다. 또한 자국문화를 포함하는 서적과 출판물을 수집 보존, 서비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정납본법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발간된 모든 간행물의 사본 1부

의 납본 권리를 가지고, 해외에서 발간된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외국 간행물도 

BNCR의 장서에 포함되어 있다. BNCF는 1714년 안토니오 말글리아베키(Antonio Magliabechi)의 

유언을 위해 기증된 30,000건의 자료로 구성된 개인도서관이 그 시초이다. 이 후 1871년 대팔

라티나도서관과의 통합을 통해 BNCF로 명명되었고, 1869년 왕령에 의해서 이탈리아에서 출판

되는 모든 자료의 사본을 수집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1885년 법령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되

었다. 현재 총 장서량은 600만권 정도이다. BNCF는 BNCR과 함께 이탈리아 대표 국립도서관으

로서 이탈리아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의 중세 문화, 예술에 

관한 중요한 유산을 소장하는 문서기록보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테, 갈릴레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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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자료들을 보존하고 있으며 장서의 보존 복원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서관

연구소 2009a; 2009b; 2009c; Direzione Generale per le biblioteche, gli istituti culturali ed il diritto 
d'autore, "National Library Services").

16.4. 공공도서관시스템
공공도서관의 조직적 발전은 이탈리아 헌법(Con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에서 사전에 

예측한 대로 이탈리아 의회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정부

는 새로 생겨난 지방에 일련의 권한을 주었다. 이 권한들 중에는 지역의 기록관 및 도서관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었다. 이탈리아 도서관계가 경험한 분권화는 공공도서관의 광범위한 모델

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였다. 많은 사서들과 정치가들이 현대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알고자 했으며 공공도서관에 유리한 실용 정책을 장려하고자 심사

숙고하였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방 분권화는 국내 사서들 간에 있었던 격렬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심지어 이탈리아 도서관 사서직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학문에 묶

여있던 전통적 태도를 극복하고 특정 지역과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 문화, 경제적 특징

을 가진 서비스로서의 새로운 도서관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다(도서관연구소 2009c).

이탈리아의 도서관법은 국립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도서

관법을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대

해서는 각 주(州)가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川添 登 외 2005).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3,693  -  -  -  -  -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46a    23,831     225 2,259  -  - 

합계 3,739 23,831 225 2,259 0 0

출처: Ufficio di Statistica. 2011. Rilevazione 2009-Biblioteche.  2009년 기준. a2개의 국가도서관과 국립도서관, 정부도
서관을 포함한 숫자. 2011년 기준 2개 국가도서관은 각각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로마국립도서관이 600만권에 직원 
208명, 피렌체국립도서관이 장서 600만권 직원 200명 수준이다.

< 표  4 6 >  이 탈 리 아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립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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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apan (일본)
17.1. 국가개황
Ÿ 위치: 동북아시아

Ÿ 면적: 38만 ㎢ (한반도의 1.7배)

Ÿ 인구: 1억 2,738만 명('10년, World Bank)

Ÿ 수도: 도쿄(Tokyo, 1,167만 명)

Ÿ 주요 도시: 교토(Kyoto), 나고야(Nagoya), 니가타(Niigata), 삿포로(Sapporo), 
센다이(Sendai), 오사카(Osaka), 요코하마(Yokohama), 후쿠오카(Fukuoka)

Ÿ 주요 민족: 일본족(98%)

Ÿ 주요 언어: 일본어

Ÿ 종교: 신도(Shintoism), 불교(Buddhism), 기독교(Christianity)

Ÿ 교육: 의무교육 9년(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Ÿ 1인당 GDP: US$ 42,325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7.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일본은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일본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

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권은 내각, 지방행

정기관이 담당하며,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지방행정을 위한 행정단위에 따른 구분으로 볼 때 일본은 광역적 지방자치단위로서의 도도부

현(都道府県)과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정촌(市町村)의 두 계층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정 

규모 등을 가지고 있는 시 등이 일반적인 도도부현의 사무로 되어 있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에는 정령지정도시, 중핵도시 및 특별시가 있다(自治体国際化協会 2006).

현 일본의 행정구역은 크게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구성된다(1도都, 1도道, 2부府, 43
현県). 세부적으로 시(市), 군(郡), 구(区), 정(町), 촌(村)와 같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존재한다. 시

정촌(市町村)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사무 전반을 넓게 담당하고,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

는 광역적 자치단체로서 시정촌 사무가 대응할 수 없는 광역, 보완, 연락조정 등 한정된 사무

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상 사무배분의 사고방식은 시정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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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사무권한은 각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인허가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사무의 권한이 

도도부현 사무에 폭넓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제도에 의해 시정촌 사무에 대해서

도 국가와 도도부현이 넓게 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림  4 7 ] 일 본 의  행 정 체 계  

     

[그 림  4 8 ] 일 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사 무  

(자료출처: 自治体国際化協会. 2012. 地方分権のこれまでと今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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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국가도서관시스템
일본의 국가도서관인 国立国会図書館(National Diet Library, NDL)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국회의 요청으로 방일한 미국문화사절단이 권고한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
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입법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NDL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가도서관

시스템은 NDL 동경본관과 관서관이 양대 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국제어린이도서관, 국회분관, 
그리고 해정기관 부속 지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윤희윤 2008).

NDL은 1948년에 『국회도서관법(National Diet Library Law)』에 따라 설립되었다. NDL은 관

장-부관장 산하에 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27개 지부도서관이 속해 있으며, 본관의 조

직은 1국 4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NDL은 국내 출판물에 대한 납본제도를 통한 망라적 수집 

및 보존, 국가목록 및 서지, 색인 등을 작성하는 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정보 제공 등의 

일반적인 국가도서관 업무와 더불어 국회 및 행정, 사법 각 부문에 대한 서비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도서관협력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国立国会図書館, "国立国会図書館に

ついて").

NDL은 2012년 1월에 새로운 이용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급속하게 증가하

는 디지털 정보자원과 전통적인 형태의 자료들에 대한 이용자의 막힘없는 접근을 지원하는 것

이다. 일명 "NDL search" 로 불리는 검색서비스가 이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검색서비스는 2010년 8월 시험서비스를 거쳐 1월에 정식 오픈되었으며,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의 자동번역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National Diet Library 2011).

[그 림  4 9 ] 일 본  국 립 국 회 도 서 관  조 직 도  

(참고자료: 国立国会図書館 [homepage]. http://www.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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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공도서관시스템
일본의 법제도 기준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은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으로 분류된다. 지방공

공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과 민법 34조에 의거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한 사립도서관으

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 외에 어느 누구라도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동종시설이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시정촌을 기초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와 시정촌을 포함하는 광역지방

공공단체로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는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정촌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

로 관계되는 사무를 처리하고, 도도부현은 광역차원의 통일된 사무를 처리한다. 그 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수도에는 특별구, 시정촌에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

하는 사무조합이 있다. 공립도서관은 이런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설치되며, 市区町村立図書館(시
정촌립도서관), 도도부현립도서관(都道府県立図書館), 事務組合立図書館(사무조합설립도서관, 즉 

광역도서관) 등으로 나뉠 수 있다. 특별구도서관은 제도상 시립도서관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2계층 구조의 지방행정제도는 공공도서관행정에도 반영되어 시정촌립도서관은 주로 해당 지

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실시하며, 도도부현도서관은 주로 해당 도도부현주민을 대상

으로 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해당 도도부현 내 시정촌을 대상으로 한 협력지원, 시정

촌도서관 연락조정업무, 시정촌도서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소장목록 제공 등이 그 업무에 

해당한다. 지방공공단체는 『도서관법(図書館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

관설치를 위한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대

한 국가차원의 주무부처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다. 문부과학성은 2001년 7월 18일자로 문

부과학성 고시(제132호)를 통해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公立図書館の設

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을 공표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에 민감한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공

공도서관 내에서의 자료 복제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川
添 登 외 2005).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円)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3,210    400 716,181 13,070 308,500 124,564,980 

国立国会図書館
(TheNationalDietLibrary)     30a    4,612    167 1,102  838   22,290 

합계    3,240  5,012 716,348 14,172 309,338 124,587,270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2011 (2010년말기준); 日本図書館協会. 日本の図書館 統計 2011 (2011년기준). a27개 
지부도서관 포함. 

< 표  4 7 >  일 본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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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public of Korea (한국)
18.1. 국가개황
Ÿ 위치: 동북아시아

Ÿ 면적: 99,720 km² 

Ÿ 인구: 48,580천 명 (2010, KOSIS)

Ÿ 수도: 서울(Seoul, 9,797천 명)

Ÿ 주요 도시: 서울(Seoul), 부산(Busan), 인천(Incheon), 대구(Daegu), 대전(Daejon), 
광주(Gwangju)

Ÿ 주요 민족: 한민족

Ÿ 주요 언어: 한국어

Ÿ 종 교: 불교(Buddhist), 기독교(Christian), 천주교(Roman Catholic)

Ÿ 교 육: 의무교육 9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Ÿ 1인당 GDP: US$ 20,591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8.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 민주공화국으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을 통수하

며 공무원 임면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내각제적 요

소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

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법령체계는 최고규범인 ʻ헌법ʼ을 정점(頂點)으로 헌

법이념을 구현하고자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 법률을 중심으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효과적인 법률시행을 위해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한국은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분권형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시·
군·구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광역시·도의 2층 구조로 나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

할시의 관리구역안에 있는 구에 한하여 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는 곳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에 의해 시군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된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광역자치단체는 16곳(서
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기초자치

단체는 73개 시와 86개 군, 69개 자치구를 모두 합하여 228곳이 있다(조석주 2012). 

중앙정부는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로 구성되며, 도서관과 관련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

부가 주관부처이나 관종별 주무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07년에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로 다른 부처별 도서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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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 0 ] 한 국 의  행 정 체 계  및  행 정 구 역  현 황  (출처: 조석주 2012. p5)

18.3. 국가도서관시스템
2011년 말 기준 한국에는 총 4개의 국립도서관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

서관,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이다. 이 중 도서관관련 행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도

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며, 법원도서관은 사법기구인 대법원소속, 
국회도서관은 입법기구인 국회소속으로 주무부처가 서로 다르다. 국가차원의 납본제도를 바탕

으로 한 망라적인 자료수집, 국가차원의 서지정보작성 및 제공,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축 및 운

영 등과 같은 국가도서관의 사무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법』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

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도서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림  5 1 ] 한 국 의  정 부 조 직 과  국 가 도 서 관 의  위 치  

국립중앙도서관은 1954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91년 제정된 『도서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최초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였



- 117 -

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도서관법』 제19조에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다.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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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④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은 2011년 말 현재, 모두 3부 1관 1연구소 1센터 1추진단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이 종료되었거나 사용허락을 얻은 자료들의 full-text 이미지를 제공

하는 디지털작업과 2004년부터 시작되어온 웹아카이빙 사업인 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디지털도서관 Dibrary의 서비스를 위한 상업적인 온라인 자료들의 

수집 및 보존 등의 디지털관련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그 림  5 2 ]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조 직  현 황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정부의 ʻ행정복합도시ʼ 건설 계획에 따라 201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세종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이 도서관은 향후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행정 및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분관으로서 역사, 지리, 지역사

회 문화 등과 관련된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

립중앙도서관은 또 자료보존 시설을 갖춘 보존센터를 2010년 8월에 개관하여 자료보존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센터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IFLA 보존분과(IFLA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IFLA PAC)의 한국센터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 

외 동북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의 학술 및 문화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아시아 디지털도서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디지털 이니셔티브(China-Jap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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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ibrary Initiative, CJKDLI) 협정을 체결하고 실무차원의 추진반을 결성하였으며, 분관격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NLCY)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다국어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18.4. 공공도서관시스템
한국에서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 하지만 중앙정

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중앙관 역할을 하는 지역대표도서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실행하는 중앙관 및 분관 등의 지역

도서관으로 계층적인 도서관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주무 관청이 문화체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들은 크게 문화체육부소속 공립공공도서관, 교육과학

기술부소속 공립공공도서관, 민간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사립도서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서관법』은 공립으로 설립되는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32조). 또, 한국의 현행 『도서관법』은 각각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
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
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
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
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표  4 8 >  지 역 대 표 도 서 관 과  공 공 도 서 관 의  법 정  업 무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WON )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759 70,539     119,074   7,018  258,316   610,044,326 

국립중앙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1  6,721     1,951  228   884  46,856,539 

합계 760　 77,260　 121,025　 7,246　 259,200　 656,900,865　

출처: 국가도서관통계(www.libsta.go.kr). 2010년 말 기준. 대출량은 연간이용책수 기준임.

< 표  4 9 >  대 한 민 국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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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rand Duchy of Luxembourg (룩셈부르크)
19.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서부, 북서부는 벨기에, 남부는 프랑스, 동부는 독일에 인접

Ÿ 면적: 2,586 ㎢ (제주도의 2배)

Ÿ 인구: 50만 명('11)

Ÿ 수도: 룩셈부르크

Ÿ 주요 민족: 룩셈부르크인, 독일인, 프랑스인

Ÿ 주요 언어: 프랑스어(공용어), 독어, 룩셈부르크어

Ÿ 종교: 가톨릭(87%), 기타(13%)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108,921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19.2. 법제도 및 행정체계
1839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룩셈부르크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 정부, 국

무회의로 구성된다. 행정부는 대공, 수상, 주 장관 및 기타 장관들로 구성된다. 대공은 국가원

수로서, 완전한 정치적 면책권을 누리며,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공식적으로 대공은 자유

롭게 자신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헌법상으로 정부 구성원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수상은 대공에 의해 임명되며, 내각은 수상의 추천 및 대공이 임명한 의

원으로 구성된다. 법률 제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의회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4개의 선

거구에서 5년마다 선출된다. 국무회의는 대공에 의해 임명 또는 해임되는 21명의 의원들로 구

성된 자문기관이다. 헌법에 따라 법원과 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사법

권은 독립되어 있다. 룩셈부르크에는 사법재판기관(the magistrates’ courts, the district courts, the 
Supreme Court of Justice)과 행정재판기관(the administrative tribunal, the administrative court)의 2
개의 관할구역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계층구조의 제일 상위에 존재하고,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모든 법원의 법관은 대공에 의해 임명되며, 종신직이다(UN DESA 2006b;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룩셈부르크는 Diekirch, Grevenmacher, Luxembourg 3개의 행정구 아래 12개의 canton이 있고, 
canton내에는 다시 118개의 commune이 있는 2계층의 지방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구는 

중앙정부를 대신한 공무원이 파견되어 관리하며, commune은 각 지역의 대표를 통해 재정을 관

리하고 세금을 걷으며, 내무부장관에 의해 관리된다. 각 commune에는 commune을 이루는 주민

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공동의회가 존재하며, 각 의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6년이고, 지

방정부의 소관사무는 토지개발, 사회적 지원, 문화와 스포츠, 초등학교 및 유치원, 환경, 수자원

관리, 소방구조, 도로 및 교통 관리 등이다(UN DESA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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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 3 ] 룩 셈 부 르 크 의  행 정 체 계

(자료: UN DESA 2006b. 재구성)

19.3. 국가도서관시스템
룩셈부르크국립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e de Luxembourg, BnL)은 1798년에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공공도서관의 후신으로, 이후로 장기간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오다

가 1848년에 ‘아테네움 도서관’과 합병하였다. 이후 1899년에 비로소 국가도서관으로 불리게 되

었으나, 이후 1960년대 말까지도 한정된 의미의 기관일 뿐이었다. 그러나 1973년 도서관이 신

축된 이후, 도서관은 장서 수, 신규서비스 개발 등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였고, 2004년 6월 25
일 법안에 의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지위와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현 도서관은 룩셈

부르크의 가장 오래된 건물(수도원) 중 하나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

다(Bibliothèque Nationale de Luxembourg, "La Bibliothèque-Historique"). 

BnL은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소속이며, 11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BnL은 룩셈부

르크 출판문화유산의 보존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에서 출판·편집된 모든 출판물을 

납본·수집한다. 또한, 룩셈부르크에 관련되거나, 외국에서 출판되었더라도 저자가 룩셈부르크사

람이면 그 출판물들을 구입하거나 수집한다. BnL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경제학과 법

률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 현재, BnL은 약 1,500,000권 이상의 장서와 45,000종의 전자 

저널, 40,000종의 전자책, 300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8만 명 이상의 이용자(등록된 이용

자 만이천명 이상)가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Bibliotheque Nationale de Luxembourg, "La 
Bibliothèque"; 도서관연구소 2008h). 

1985년, BnL은 도서관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목록 및 컴퓨터시스템을 룩

셈부르크의 다른 도서관에 제안하였고, 현재 룩셈부르크의 대학, 학교도서관 중 35개의 도서관

을 통해 'bibnet.lu.'라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BnL은 룩셈부르크의 대학에서 

구입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BnU 포털을 관리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의 모든 

연구기관에 걸쳐 컨소시엄을 구축하였다. 최근 BnL은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지향하며, 이용자들

에게 출판물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findit.lu.' 포탈을 통해 전자 

저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eluxemburgensia'를 통해 룩셈부르크의 모든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BnL은 프로젝트 'europeana'에 참여함으로써 유럽의 멀티미디어 도

서관 구현에도 참여하고 있다(Bibliotheque Nationale de Luxembourg, "La Bibliothè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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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공공도서관시스템
룩셈부르크의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법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

항은 대공령(Grand Ducal Regulation)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법에 따라 모든 공공도서관

은 룩셈부르크국가도서관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어야 하고, 주민 10,000명을 기준으로 최소 1명

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운영비는 지

방자치단체에 의해 충당되는데 기금은 도서관 전체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다. 2010년 6월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법은 룩셈부르크에서 최초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법적인 틀을 제공하였는

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서 나라의 승인을 얻어야만 룩셈

부르크의 전국적인 도서관 네트워크의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2010; National Library of Luxembourg, "Publications-Annual report 2011").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  -  -  -  -  - 

룩셈부르크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Luxembourg)
   1   1,500      34  62   12         7,385 

합계   1 1,500      34    62   12         7,385 

출처: National Library of Luxembourg [homepage]. <www.bnl.lu> (2010년 기준)

< 표  5 0 >  룩 셈 부 르 크 의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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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exico (멕시코)
20.1. 국가 개황
Ÿ 위치: 북으로 미국과 3,200 ㎞ 접경, 남으로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경

Ÿ 면적: 196만 ㎢ (한반도의 9배)

Ÿ 인구: 1억 1,372만 명('11)

Ÿ 수도: 멕시코 시티(Mexico City, 2,000만)

Ÿ 주요 도시: 과달라하라(Guadalajara), 몬떼레이(Monterrey)

Ÿ 주요 민족: 메스티조(60%), 인디언(30%), 백인(9%), 기타(1%)

Ÿ 주요 언어: 스페인어(Spanish)

Ÿ 종교: 카톨릭(76.5%), 기독교(6.3%)

Ÿ 교육: 의무교육 6년

Ÿ 1인당 GDP: US$ 9,166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0.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멕시코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방공화국이며, 대통령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의석은 128석(96석은 직선이며, 나머

지 32석은 비례대표제 선출), 하원 의석은 500석(300석은 직선, 200석은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양원 모두 연임할 수 없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멕시코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지방정부)의 3층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방은 31개

의 주(states; estados)와 1개의 연방구(federal district; Distrito Federal)로 구성되며, 각 주는 다시 

시(municipalities; municipios)로 나뉜다. 연방구는 수도인 멕시코시티(Mexico city)이다. 멕시코 헌

법에 따르면 모든 주 정부는 일개 공화국의 형태로 행정부(주지사와 각료), 단원제 의회, 법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주마다 주 단위의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멕시코는 지역 여

건이나 특수한 요구를 감안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있어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권한을 배분

하는 비대칭적 연방국가에 속하며, 주 정부의 공권력은 입법·사법·행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가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나열함으로써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최병선, 김선혁 2007). 멕시코 지방정부인 무니시피오(municipio)들은 

그 관할구역들의 크기가 상이하며, 식수, 하수, 거리미화, 치안 교통 등의 공공업무를 담당하며, 
초등교육, 긴급 화재 및 의료 업무, 환경보호, 유적 관리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보조하기

도 한다(김범수, 김재한 2007). 연방정부는 주로 정치와 재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권한을 가

지고 있으며, 주와 연방구는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 체계를 갖추고 법이 정한 공공서비스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그 아래 기초 지방정부인 무니시피

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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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 4 ] 멕 시 코 의  행 정 체 계

(자료: 최병선, 김선혁 2007; 김범수, 김재한 2007)

20.3. 국가도서관시스템
멕시코의 국가도서관인 국립멕시코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xico; Biblioteca Nacional de 

México)은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NAUM)가 있는 멕

시코시티의 대학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1833년에 설립되었다. 다른 국가도서관과 달리 대학도서

관이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의 독특한 도서관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멕시코정부는 1950년대 이후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NAUM이 세워졌으며, 이 후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기술도서관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되었다(Ferna´ndez de Zamora 1997). 국립멕시코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 납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멕시코에 관한 해외 출판물들을 수집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약 125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초기 간행본을 포

함한 희귀본 장서의 경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국립도서관의 특

색 있는 수집장서로는 1498년판 단테의 신곡을 포함한 초기 간행본 170점이 포함된 희귀본 장

서와, 멕시코 역사상 주요 기관 및 인물들에 의해 생산된 주요 원고와 이미지들을 수집, 보존한 

수집물, 1501~1821년 사이에 유럽에서 인쇄된 95,000여점의 오리지널 컬렉션(Fondo de Origen) 
등이 있다(Wikipedia, "National Library of Mexico").

20.4. 공공도서관시스템
멕시코의 공공도서관은 1983년 ʻ공공도서관을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public libraries)ʼ

의 결과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약 4,000여개관 이상이 멕시코 전역

에 생겨나게 되었다(Ferna´ndez de Zamora 1997). 멕시코 연방정부는 1983년에 각 지역의 도서

관에 장서, 설비, 가구, 사서훈련 등을 제공하는 국가적인 공공도서관시스템인 RNBP (Red 
Nacional de Bibliotecas Públicas, RNBP)를 만들어 실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부가적인 재정지원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SIG-III Blog, "A portrait of 
libraries in Mexico"). 멕시코의 경우 도서관통계를 다루고 있는 공식적인 사이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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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ingdom of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21.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북서부 북해연안, 벨기에 및 독일과 접경

Ÿ 면적: 41,526 ㎢ (내해수면 제외 시 37,305 ㎢, 한반도의 1/5)

Ÿ 인구: 1,685만 명('11)

Ÿ 수도: 암스테르담(Amsterdam, 74만

Ÿ 주요 도시: 헤이그(The Hague, 69만, 정부소재), 로테르담(Rotterdam), 유트레히트(Utrecht)

Ÿ 주요 민족: 네덜란드족

Ÿ 주요 언어: 네덜란드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통용)

Ÿ 종교: 가톨릭(31%), 네덜란드 개신교(14%), 비종파(40%), 기타

Ÿ 교육: 의무교육 12년

Ÿ 1인당 GDP: US$ 47,130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1.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네덜란드는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를 취한다. 국왕은 국가원수로 세습에 의해 계승하며 

연정구성 협상 조정자 및 수상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나 국사(國事)에 대한 권한은 형

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다. 내각은 국정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으로 국정 전반에 관

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는 14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Eerste Kamer der Staten-Generaal)은 간접

선거로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임기 4년 간선의원 75명으로 구성되고, 하원(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임기 4년)은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 보통선거에 따라 선출된 150명의 직선의

원으로 구성된다. 하원만 단독 법률안 발의, 수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 하원 내에서 행정부 

구성 시 연정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상원은 정부의 주요 프로그램이나 위원회에 공

식멤버로 관여치 않으며 하원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

에 비해 제도적 기능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 상원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재심

사 정도에 머문다. 행정부의 입법에 대해서도 수정 권한 없이 승인 혹은 거부권만을 가지고 있

어 실제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최고자문위

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내각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은퇴한 원로 정치인에

게 주어지는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특정 정치문제 및 헌법사항에 대

한 정부의 자문에 응한다. 네덜란드의 사법부는 최고법원인 고등법원(HogeRaad der 
Nederlanden)과 19개 행정구역을 총괄하기 위해 5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항소법원(Gerechtshof) 
그리고 19개 지역에 걸쳐 설립된 지방법원(Rechtbank) 및 산하의 61개 지방법원 지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외에도 2002년부터 사법부의 총괄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사법이사회(Rechtspraa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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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법관은 종신직으로 최고법원 또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한다(세계법제

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정창화 2007).

네덜란드의 정부구성은 크게 중앙정부(Centrale Overheid), 주정부(Provincie) 그리고 자치권을 

갖는 시(Gemeente)를 포함한 행정권역 등으로 3분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구는 13개 중앙부처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행정기구로는 12개의 주정부(광역자치단체)와 443개에 달하는 자치권을 갖

는 시정부(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이 두 개의 지방행정기관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수직적

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정창화 2007).

[그 림  5 5 ] 네 델 란 드 의  행 정 체 계 (자료: 정창화 2007. 재구성) 

21.3. 국가도서관시스템
국립네덜란드도서관(Koninklijke Biblioteck, KB)은 1798년 윌렘 5세의 개인도서관으로 설립되

어 1806년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1982년에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으

며 1993년 8월 31일부터는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의 재정지

원을 받는 독립행정기구로 4부 16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5 6 ] 국 립 네 델 란 드 도 서 관 의  조 직 도  

(출처: Koninklijke Biblioteck [homepage]. 
http://www.kb.nl/menu/org_belei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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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지속가능성, 혁신 및 협력을 도서관의 핵심가치로 두고 있는 KB는 첫째, 모든 사람

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판물에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네덜란드의 (과학) 정보 기반시설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장려한다는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다. KB
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에 2010~2013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디지털 콘텐트의 장기보존 분야에서 선

도적인 입지를 굳힌 KB는 이 전략계획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을 향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

였다. 이를 위해 KB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과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이 밀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정보의 장기적인 보존을 보장하고, 장서의 개발과 유지, KB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다(도서관연구소 2010a).

21.4. 공공도서관 시스템
1980년대에 도입된 네덜란드 공공도서관 분야의 지방분권은 1994년 The Cultural Policy 

(Special-Purpose Funding) Act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에 의해 주로 통제 

및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주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함께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사회, 
미디어 및 정보 환경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시스템은 1998년에 시작해 거의 

10년 가까이 구조조정 및 갱신이 진행되었다. 네덜란드 의회가 도서관협력의 부족을 지적하였

고, Meijer Committee라고 알려진 공공도서관시스템의 개혁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분야의 강화를 

위해 기초도서관(basic libraries)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2001년 공공도서관 재건 공동협약

(Koepelconvenant herstructurering openbaar bibliotheekwerk)에 따라 지방분권의 구조는 그대로 보

존하고, 정부 계층에 따른 업무분포를 변경시켜 결과적으로 여러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충분

한 크기의 기초도서관(basic libraries) 설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초도서관의 5가지 핵심 기능

은 '지식과 정보', '개발과 교육', '예술과 문화', '독서와 문학', '만남과 토론'이다. 12개의 주정부

는 도서관 인프라, 장서 제공 및 서비스 등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네덜란드 공

공도서관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부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인 도서관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도립도서관서비스협회는 지역 수준에서 

도서관 개발, 혁신, 실행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Huysmans 2008; Netherlands Public Library 
Association, "Documenten").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166  31,323     100,102 8,970  93,351     574,200 

국립네덜란드도서관
(Koninklijke Biblioteck)  1   367  -  276 93    39,517 

합계  167    31,690     100,102   9,246  93,444     613,717 
출처: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Annual report 2010;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2012. Officiële 
cijfersv and eopenbare bibliotheken 1999t/m2010 (2010년 기준). 

< 표  5 1 >  네 델 란 드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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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ew Zealand (뉴질랜드)
22.1. 국가개황
Ÿ 위치: 남서 태평양

Ÿ 면적: 27만 ㎢ (한반도의 1.2배)

Ÿ 인구: 440만 명('11)

Ÿ 수도: 웰링턴(Wellington, 46만 명)

Ÿ 주요 도시: 오클랜드(Auckland),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Ÿ 주요 민족: 유럽 이민(67.6%), 마오리 원주민(14%), 기타(18%)

Ÿ 주요 언어: 영어

Ÿ 종교: 기독교(성공회 25.7%, 장로교 16.5%, 가톨릭 14.4%)

Ÿ 교육: 만 6세부터 15세까지 전국민 의무교육 실시

Ÿ 1인당 GDP: US$ 35,628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2.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뉴질랜드의 국가원수는 영국여왕이고 여왕은 뉴질랜드내각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는 임기 5

년의 총독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영국여왕이 국가원수로 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모든 권한

이 뉴질랜드의회에 이양되어 있으며 국정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회

는 총 122석으로 구성되고 임기 3년의 단원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의회의 기능은 크게 법률제정기능, 정부구성기능, 정부통제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뉴질랜드 

사법부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의 3심 제도이지

만, 사건에 따라 영국 추밀원이 최고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부는 총독과 내각의 각

료들로 구성되는 각료위원회 및 내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각료위원회는 명목상의 의결기구

로서 내각이 결정하는 사안을 추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정책이나 법률안의 발의는 

내각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최고정책결정기구는 내각이며, 내각

은 주요정책과 법률안의 결정 및 정부부처간의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조직은 35
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관이 보직을 갖고 있는 부처는 20개 부처이다. 정부의 

국·실장급 고위관료들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있으며 행정의 독립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Regional Council은 총 11개로 자원관리, 지방공원, 민방위, 운송항

만, 지역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67개 Territotial Authority는 최소인구 5만명 이상

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2개의 시의회(City Council), 54개의 구의회(District 
Council)로 구성되어 있다. 매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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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율조정,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보건위생,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6개의 통합시의회(Unitary Council)는 Regional Council과 Territotial Authority의 공동책임 하

에 있다(장지원 2006).

[그 림  5 7 ] 뉴 질 랜 드 의  지 방 행 정

(자료: Schneider 2008. 재구성). 

22.3. 국가도서관시스템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원래 1858년 의회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일반의회도서관(General 

Assembly Library)으로 출발하였지만, 1965년 제정된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1920년 설립된 

알렉산더 턴불(Alexander H. Turnbull)도서관과 1945년 이래 지속되고 있던 국립도서관서비스

(National Library Service)를 통합하면서 ʻ뉴질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ʼ으
로 정식 발족하였다. 1985년에는 국립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the Parliamentary Library)이 분리되

었고, 1988년부터는 국립도서관이 독자정부기구로 승격되어 교육부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하

였다. 뉴질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문화, 경제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

해 2003년 제정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에 의거하

여 설립되었다. 더불어, 정부가 공인하는 법적인 보존도서관(legal deposit library)이기도 하다. 뉴

질랜드 국립도서관은 뉴질랜드 국가기록원(Archives New Zealand)과 함께 2011년 중앙정부 내 

내무부(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의 지식, 정보, 연구 및 기술부서에 통합되었다.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개별 도서관 소장자원의 호혜적인 공유 활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호주

를 포함하는 전국의 도서관들 간에 상호대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호대차에 참여하려

는 도서관은 먼저 뉴질랜드도서관협회(LIANZA, the New Zealand Library Association Inc.)에 연

회비나 상호대차 등록 연회비를 지불하고, 상호대차지불시스템(the Interloan Billing System, IBS)
에 등록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의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the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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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D)에 자신의 소장정보를 제공하는 협약도서관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를 받는다. 또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일찍이 1942년에 시작된 학교도서

관서비스에 대한 전통을 이어 전국 14곳의 ʻ학교서비스센터(School Service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 팔머스톤 북부, 크라이스트처치 3개 지역에는 권역거점 분관수준으로 국

립도서관 학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은 "국립도서관의 목적이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뉴질랜드 국민들의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국가들과 상호교류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의 업무는 a) 문헌의 수집, 보전 및 

보호, 특히 뉴질랜드 관련 문헌의 수집, 보전 및 보호, 그리고 기록 유산 및 문화보물(Taunga)로
서 그들의 상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뉴질랜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b) 
뉴질랜드 내 다른 도서관들의 업무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것, c) 국제적인 도서관 공동체의 일

원을 형성하는 기관들을 포함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는 업무 수행 

등이 있다(장지원 2006; 도서관연구소 2008a;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bout us").

[그 림  5 8 ] 뉴 질 랜 드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참고: 장기원 2006. 재구성) 

뉴질랜드국립도서관 건물개량과 함께 현재 및 미래의 이용자요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조

사를 수행했다. 조사결과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대한 정보접근 및 교류에 대한 서비스에 더 강

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뉴질랜드 문화와 마오리족 문화 두 문화

의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현재 국립도서관의 새 건물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에 세워졌으며, 2010년 7월에 문을 열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국립도서관 역시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자료에 대해 저자에게 보

상해주는 공공대출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에 제정된 『뉴질랜드 작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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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for New Zealand Authors Act 2008)』에 근거하고 있다. 또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과 함께 광대역의 국가교육네트워크(National Education Network, 
NEN)를 통해 학교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커리큘럼 자원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ʻ뉴질랜드국립도서관 전략방안 2017ʼ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뉴질랜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 민족 관련 자료의 공유, 지

식창조, 경제 변화,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위한 격려 등과 같은 차세대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2011).

22.4. 공공도서관시스템
뉴질랜드에서는 74개 지방정부에서 모두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약 2백

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2003년의 문화활동 및 지출에 관한 서베이에 의하면 뉴

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있는 문화활동은 공공도서관 이용이다. 뉴질랜드에서 공공도서관

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840년대에서 187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으로부터 이

주해온 정착민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는 약 15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공공

도서관들도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공공도서관이 급속히 발달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전

형적인 대형 공공도서관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도서관들은 온라인 카탈로그와 대출

시스템 등의 통합된 도서관시스템을 가지고, 책뿐 아니라 CD, DVD, 잡지 등도 대출하기 시작

했으며, 리터러시와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10년에 뉴

질랜드도서관협회(LIANZA)가 설립되었으며, 공공도서관은 현재에도 지방정부의 한 기관으로 

여겨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LIANZA, 뉴질랜드지방정부,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이 힘

을 모아 2006-2016년까지 장기적인 공공도서관 발전 전략(Public libraries of New Zealand: a 
strategic framework 2006 to 2016)을 2006년에 공표하고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비전을 시민에게 

정보와 영감을 주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선포하였다(Local Government 
New Zealand 2006).

관종 도서관수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N Z$)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290 12,738  -  2,475 37,955 250,260 

뉴질랜드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1  4,500  -     364  -  70,000 

합계       291 17,238  -   2,839 37,955 320,260 

출처: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2011. Annual report to  CDNL-AO 2010;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 Aotearoa  (LIANZA). Public library statistics 2010/2011. (2010년 기준)

< 표  5 2 >  뉴 질 랜 드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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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ingdom of Norway (노르웨이)
23.1. 국가개황
Ÿ 위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부

Ÿ 면적: 386,963 ㎢ (한반도의 1.7배)

Ÿ 인구: 469만 명('11)

Ÿ 수도: 오슬로(Oslo, 50만 명)

Ÿ 주요 도시: 베르겐(Bergen, 23.7만), 트론하임(Trondheim, 15.6만)

Ÿ 주요 민족: 북게르만족, 랩족(약 5%)

Ÿ 주요 언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Ÿ 종교: 루터교(94%)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84,840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3.2. 법제도 및 행정체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덴마크의 오랜 지배와 스웨덴과의 연합, 전쟁 등으로 통합을 이

루지 못했던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칼 왕자를 국왕으로 추대한 이래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

다. 노르웨이 왕실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헌법상 국왕은 교회의 수장이고, 총리 

및 각료 임명권과 법률거부권, 국군통수권을 보유하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이다. 노르웨이는 헌

법상 입헌군주제를 정체로 인정하고, 변형된 단원제인 스토르팅(Storting) 제도를 대의기구로 하

고 있다. 임기는 4년인데, 노르웨이의회의 특이한 점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는 달리 해산되거

나 재선거가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의회는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선거제도) 때

문에 군소 정당이 많은 편이지만, 의회는 사회주의계와 비사회주의계(보수계)로 양분되어 타협

과 조정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해오고 있다. 

행정권은 형식적으로는 국왕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총리가 이끄는 국가평의회가 실질적인 집

행권한을 행사한다. 국왕은 의회의 동의하에 총리를 임명한다. 내각은 총리실과 18개 부처로 

구성된다. 정부 각 부는 재무 및 관세, 외무, 수산업, 아동 및 가족, 국방, 법무 및 경찰, 교육·
연구 및 교회, 지방정부 및 지역개발, 문화, 농업, 환경, 무역 및 산업, 석유 및 자원,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사회 및 보건, 노동 및 정부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Høyesterett)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대법관은 종신제이며 내각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1995년 노르웨이 사법부는 모든 형사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소송 절차를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항소는 법률 적용이나 소송 절차, 판결 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남궁근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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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2008년 기준으로 그 자체가 별도의 자치주 역할을 하는 수도 오슬로를 포함해서 

크게 19개의 州(필케; Fylke)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주 행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주 행정부는 중등학교 이상 교육, 교통, 병원, 특별히 세분화된 의

료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담당한다. 자치주 아래에 존재하는 430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코뮤네

(kommune)는 자치시위원회를 통해 통치되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과세, 사회복지 정책, 초·중등

과정까지의 교육, 보건서비스, 교회, 소방서비스, 도시계획 등에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노

르웨이에는 도시로 분류할 수 있는 자치시가 4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는 오슬로나 노토덴

(Notodden)처럼 도시주민위원회(urban neighbourhood commitee)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다. 도시

주민위원회의 총원은 오슬로의 경우 35명에서, 노토덴(Notodden)의 경우는 4명까지 다양하다. 
위원회는 권력분산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행 정치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모아 지역문제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문화활동 지원금을 집행하며 기타 행정적 업무를 관할한

다(남궁근 외 2006; The Royal Norwegian Embassy in Seoul, "About Norway-Local government").

[그 림  5 9 ] 노 르 웨 이 의  행 정 체 계  

23.3. 국가도서관시스템
 노르웨이의 도서관관련 정책업무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의 문화유산과(Cultural Heritage 

Department)가 담당하고 있다. 1965년 노르웨이예술위원회(Arts Council Norway)는 문화기금을 관

리하기 위해 문화부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는데, 2011년부터는 ʻ노르웨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

관국(Norwegian Archive, Library and Museum Authority; ABM_Utvikling)이 수행했던 모든 작업을 

포함하여 박물관 및 아카이브 분야의 정부 계획을 관리하고 있다(Arts Council Norway, "Arts 
Council Norway").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45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의 멀티미디어센터로 기능하

기 위해 1) 유럽의 가장 흥미롭고, 현대적인 국가도서관이 되며, 2) 노르웨이 디지털 도서관의 

핵심이 되고, 3) 문화와 기술의 이해를 도와주며, 4) 조직의 적극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위의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노르웨이와 노르웨이 사람들, 그리고 노르

웨이 문화에 대한 최고의 정보원 및 노르웨이 미디어의 수집, 보관, 유통을 위한 주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he National Library of Norway, "About US").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2008년 9월 29일 노르웨이출판사협회와 출판물 납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납본법령과 저작권법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노르웨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

와 잡지의 원본을 수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장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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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소(Digital Long Term Repository) 운영을 목적으로, 인쇄본으로 출판되는 도서와 잡지의 디지

털데이터를 출판사로부터 제출받아, 국가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

여 저작권법에서 허락하는 도서관 구내 열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출판사와 저작자 등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시스템에서 자신의 출판물을 보존할 수 있고, 
도서관은 소장 도서와 잡지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편리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

이 있다. 이 협약을 통해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목표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도서

관연구소 2008i).

23.4. 공공도서관시스템
분권적 지방자치문화에 기초하는 노르웨이 역시 1935년 처음 제정된 『도서관법』에서 지방

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다. 현재 노르웨이의 도서관관련 정

책업무는 ABM_Utvikling이 담당하고 있다. ABM_Utvikling은 정부의 ʼ문화교회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를 대신하여 노르웨이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분야에 있어 자문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며, 이들 분야 서비스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부처 간 공동사업을 주도하기

도 한다. ABM_Utvikling은 2004년 ʻ문화교회부ʼ와 ʻ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ʼ의 요청으로 노르웨이 모든 도서관을 포함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받고, 2006년도에는 장래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서비스의 합리적인 생존전략을 

고민하는 "도서관개혁 2014"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노르웨이 도서관서비스가 이전의 전통적 서비스모델을 혁신하고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매체로서 변신하기 위한 전략과제로서, 노르웨이 전국의 모든 관종

의 도서관을 연계하는 ʻ전국 도서관(The Norwegian Nationwide Library)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은 물론 사립도서관과 대학 및 전문도서관 등의 전통적 정보자원

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새롭게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인터넷 지식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식자원의 확장을 통해, 전 국민의 지식생산성 제고

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전국의 공공도서관 협력 및 지원

체제에 대한 정비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강화, 재가학습자 및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접근성 확장,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선도성 강화, 대학 및 연구도서관

의 개방 및 공유, 전국적인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의 보급, 전국적인 상호대차 및 원문서비스제

체 구축, 정보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등의 개혁과제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U S$)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784  -  25,000 1,787  -    1,320,000 

노르웨이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Norway)    1       178 - 3,793    4 62,183 

합계      785   178 25,000   5,580     4    1,382,183 
출처: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OCLC). Practical  statistics; Norsk kulturråd (ABM-utvikling). 2010. Statistic 
for library and  museum 2009. 2009년 기준.

< 표  5 3 >  노 르 웨 이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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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epublic of Poland (폴란드)
24.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중동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과 

접경

Ÿ 면적: 312,683 ㎢ (한반도의 1.4배)

Ÿ 인구: 3,844만 명('11)

Ÿ 수도: 바르샤바(Warszawa, 169만 명)

Ÿ 주요 도시: 우찌(Lodz), 크라코프(Kracow), 브로츠와프(Wroclaw), 포즈난(Poznan), 
그단스크(Gdansk)

Ÿ 주요 민족: 폴란드인(98.7%),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1.3%)

Ÿ 주요 언어: 폴란드어

Ÿ 종교: 가톨릭(95%), 기타(5%)

Ÿ 교육: 의무교육 6년, 문맹율 2%

Ÿ 1인당 GDP: US$ 12,271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4.2. 법제도 및 행정체계
폴란드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각료회의로 구

성되고,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5년의 임기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서 최고대표자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자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지명 및 

임명 후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각료회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수행한다. 따라

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역할을 담당하며 총리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대내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중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

여 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

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의회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폴란드에서 하원은 국정 운영기

관인 정부 구성에 직접 참여하며, 상원은 국정 운영 참여권 없이 하원 견제 기능을 주로 담당

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폴란드는 1990년 발효된 지방자치법(the Act on Local Self-government)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

시하고 있다. 폴란드는 3계층의 지방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6개 지역으로 나뉜 광역의 州

(voivodeships; Województwa)와 315개의 군·구(counties or districts; powiaty), 그리고 약 2,500개에 

이르는 소도시(municipalities; gminy)들로 이루어져 있다. voivodeships은 당초 46개였으나 1999년 

행정개혁을 통해 16개로 통합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하여 행정을 집행하며, 광

역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 voivode의 지역주지사는 각 주내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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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구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친가족 정책, 장애인지원, 물류 및 국도, 문화, 관광, 재산관

리, 수자원관리, 환경보호, 농수산 및 임업, 공공안전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주는 경제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기술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대, 공적 및 사

적 금융재원의 수집과 활용, 과학발전의 지원, voivodship의 발전가능성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한다. 반면, 가장 기초를 이루는 시(municipality)는 토지, 지역개발, 사회서비스, 주택, 유

치원 및 초등교육, 문화와 도서관, 공원, 시장 등을 유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Kowalczyk 2000; 

European Commission 2012). 

[그 림  6 0 ] 폴 란 드 의  행 정 체 계  

24.3. 국가도서관체계
1928년에 설립된 폴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Poland; Biblioteka Narodowa)은 국가의 

중심도서관이자 가장 중요한 문화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폴란드국립도서관의 미션은 필사자료, 

인쇄본, 전자기록물과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며 주요한 임무는 폴란

드의 지적 산출물을 영구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립도서관의 소중

한 자료들이 약 80만건 가까이 소실되었으나 현재는 약 900만점이 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 문화유산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과학도

서관이자 2010년 현재 약 3,923관이 참여하고 있는 폴란드도서관네트워크에 소속된 도서관이기

도 한다. 2010년에는 디지털 도서관인 cBN Polona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

과 2010년 말에는 약 27,677건의 자료가 디지털화되었다. 폴란드국립도서관은 관장 아래 연구, 

장서개발 및 보존, 행정 및 기술지원, 디지털화, 개발 등과 관련된 5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National Library of Poland 2011; National Library of Poland,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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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PLN )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8,392  135    126   18,446  110         3,449 

폴란드국립도서관
(Biblioteka Narodowa)  1   94,141  -  891  -       65,312 

합계  8,393    94,277   126  19,337   110       68,761 

출처: National Library of Poland. Annual report to CDNL 2010 (2010년 기준); Public libraries in figure (2008년 기준).

< 표  5 4 >  폴 란 드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그 림  6 1 ] 폴 란 드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자료: National Library of Poland. http://bn.org.pl)

24.4. 공공도서관시스템
폴란드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1989년의 민주화를 거

쳐 1990년대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고, 그 와중에 공공도서관의 조직적인 운영과 관련한 공식적

인 규칙이 적용되었다. 그 내용은 1) 시립공공도서관 운영책임을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2) 국가

가 중간수준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이후 운영은 시군으로 넘기는 것, 3) 주립도서관의 지위의 

변화, 4) 사서직의 입법주도권 강화, 5)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활동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이었다. 

폴란드 공공도서관의 특징은 폴란드 행정개혁의 결과에 따른 제도적 다양성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의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인 토대는 제각각이다. 현재 폴란드에

서는 공공도서관이 독자적인 문화기관으로 운영되는 것 말고도 다른 기관과 병합되어 운영되

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60~7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지역문화센터나 학교, 회사, 헬스리조트 혹은 문화나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과의 병합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드물게는 군대나 교회 등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다. 1995년 기준 총 

9,505개의 공공도서관 중 12.8%에 이르는 도서관들이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사례였다(National 

Library of Poland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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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he Portuguese Republic (포르투갈)
25.1. 국가개황
Ÿ 위치: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 대서양 연안

Ÿ 면적: 92,141 ㎢ (한반도의 2/5)

Ÿ 인구: 1,076만 명('11)

Ÿ 수도: 리스본(Lisbon, 시내 48만명, 통근권 203만명)

Ÿ 주요 도시: 포르뚜(Porto), 꼬잉브라(Coimbra)

Ÿ 주요 민족: 이베리아족, 켈트족, 게르만 및 무어족등의 혼혈민족

Ÿ 주요 언어: 포르투갈어

Ÿ 종교: 가톨릭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21,473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5.2. 법제도 및 행정체계
포르투갈은 대통령중심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띄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

가원수이며, 포르투갈군 최고사령관이다. 국민의 직접·보통·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대통령은 총리임명권, 의회소집권 및 국회해산권, 법률공포권, 국

방위원회 주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Presidency of the Portuguese Republic, "Functionalities").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총리는 임명후 자신이 각료

를 선택해서 함께 행정을 행한다. 입법부는 단원제로, 230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운영

되며, 임기는 4년이다(Governo de Portugal 2012).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고, 법원 체계는 4개 수

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 대법원(Supremo Tribunal de 

Justica), 회계감사원(Auditoria do Tribunal), 최고행정법원(Supremo Tribunal Administrativo)으로 구

성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의회가 임명한 10명, 그 10명의 법관에 의해 선출된 3명의 법관, 총 

1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그 외의 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법관은 대법원의 

사법위원회(Conselho Superior da Magistratura)에 의해 임명되며, 종신직이다(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포르투갈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3가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계층은 행정지역

(administrative region), 시(municipality), 구(parish)로 구분된다. 행정적 분권화의 원리에 따라 이

들 각각은 특정한 기능, 각각의 자산과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계층 중 행정지

역은 지역계획 및 개발을 담당하고, 시는 행정지역에서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 예산편성,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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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지방채 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는 주거, 경제, 공공서비스, 지역개선, 보건, 문화 

복지, 여가, 민방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Constitution of the Portuguese Republic Seveth 

Revision 200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25.3. 국가도서관시스템
1768년에 설립된 포르투갈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Portugal, BNP)은 1796년 'Royal 

Public library of the Court and Kingdom' 으로 명명되었다. 1797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고, 

1805년부터 납본을 시작하였다. 1834년 수도회의 폐지와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로 인해 'National 

Library of Lisbon'으로 이름이 변경된 후, 1836년 Saint Francis 수도원으로 도서관을 이동하였고, 

1969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BNP는, 2007년 현재의 

이름으로 국립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 후, 국가적인 서지 유산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존하

기 위한 재건과정을 시작하였다. BNP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 속해있으며, Ajuda Library 

(이전 Royal Library)를 포함해서 3부 12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3백만 권 이상의 일반장서를 소

장하고 있는 BNP의 주요기능은 연구도서관으로서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정보화의 기반으로 국가문화유산을 제공하며, 국가의 학문정보 기반구축 및 디지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Biblioteca Nacional de Portugal, "About the BNP").  

25.4. 공공도서관시스템
포르투갈의 공공도서관은 1958년 민간기관인 Calouste Gulbenkian 재단에서 전국을 순회하는 

도서관시스템을 지원하는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으로 인해 교외지역에 고립되어 있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86년에 문화부장관에 

의해 공공도서관실무그룹(Public Library Working Group)이 창설되어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

었다. 이 보고서는 포르투갈의 공공도서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중의 독서지원을 위

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각 시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구조적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 의해 1987년 국민독서운동이 포르투갈 도서 및 독서기구(Instituto Português do 

Livro e da Leitura )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 각 기초행정단위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네트워

크로 묶는 계획도 제안되었다. 포르투갈에서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각 지방정부로부터 주기적으

로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 및 지방 행정부의 협약 아래 건립 및 설비, 자료구

입, 전산화 및 교육 등에 총 사업비의 50%까지 보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1987년부터 시작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놀랄만한 성과를 나타내서 

2000년 현재 287개 기초 단체(municipalities)의 65%에 해당하는 188개 시에 도서관이 설치되었

거나 건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unke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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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lovak Republic (슬로바키아)
26.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중동부,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접경

Ÿ 면적: 49,035 ㎢ ('10) (한반도의 1/4)

Ÿ 인구: 548만 명('11)

Ÿ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iava, 43만 명)

Ÿ 주요 도시: 코시체(Kosice), 니트라(Nitra)

Ÿ 주요 민족: 슬로바키아인(86%), 헝가리인(11%), 집시(2%), 기타(1%)

Ÿ 주요 언어: 슬로바키아어(공식어), 헝가리어

Ÿ 종교: 가톨릭(60%), 개신교(8%), 그리스정교(5.1%), 무교 또는 기타(26.9%)

Ÿ 교육: 의무교육 10년, 문맹율 1%

Ÿ 1인당 GDP: US$ 16,386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6.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슬로바키아는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국가수반은 대통령이다. 행정부를 담당하는 내각과 입법기

관인 의회, 그리고 사법부로 국가권력이 분리, 배분되어 있다. 각 부처별 각료는 총리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고 

총리실(Government Office)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정치적 지도자의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 유

고 시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된다. 입법부는 150석의 단원제

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정당별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배분)로 선출된다. 
각 정당의 의회 진출은 5% 이상 득표해야 가능하다. 사법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8개 지역법

원, 45개 지구법원, 고등군사법원, 3개 군사지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는 

헌법보호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헌법문제만 다루며 1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판사는 

12년 임기로 국회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은 대법원판사 중

에서 5년 임기로 사법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1993년에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되어 건국되었다. 벨벳혁명 

이후 새로운 헌법에 의해 3수준의 행정체계로 이루어진 자치모델이 도입되었다. 슬로바키아는 

국가단위의 중앙행정과 영토를 기반으로 한 자치행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가 이루어

지는 8개의 지방자치주(self-governing regions)인 크라이(kraj)는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트르나

바(Trnava), 트렌친(Trenčin), 니트라(Nitra), 반스까 비스트리짜(Banská Bystrica), 질리나(Žilina), 프

레쇼브(Prešov), 코시체(Košice) 등이며,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는 이 지방자치주의 사무로 귀속되

어 있다(외교통상부 2009; Nemec et al. 2000).



- 140 -

[그 림  6 2 ] 슬 로 바 키 아 의  행 정 지 도

(출처: Nemec et al. 2000. p338)

현재 슬로바키아의 행정구역은 8개 크라이(kraj)내에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y)인 79개 오크레

스(district, Okres)로 구성되어 있다(Statistical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2012). 지방자치주지사 

및 주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각 시 및 시의원도 지방자치주

지사 및 주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 임기로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National Council of 
The Slovak Republic, "Status and power"). 

26.3. 국가도서관시스템
슬로바키아국립도서관(Slovak National Library, SNL)은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크며 

가장 중요한 국립 및 과학도서관이다. 약 190년의 역사를 가진 SNL은 슬로바키아 민족의 과거, 
현재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SNL은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 

속해있으며, 도서관법에 기초하여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았고,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다. 
SNL은 본부 아래 총 7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 림  6 3 ] 슬 로 바 키 아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자료: Slovak National Library. http://www.snk.sk/?Organizational. 재구성)

SNL은 슬로바키아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획득, 보존하며,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되거나 출

판된 작품 및 슬로바키아어로 씌어졌거나, 슬로바키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진 작품을 수집하고, 
출판한다. 또한 SNL은 슬로바키아의 모든 시민과 외국인 사용자들에게 현대 과학, 문화, 정보 및 

교육 기관으로 기능한다. SNL의 전통적인 사명과 역할들은 대부분 법에 의해 정의되었지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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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문서형태의 출판, 증가하는 디지털 자원들,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활동 및 프로젝트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SNL은 슬로바키아 민족 및 국민들에 관한 이

익을 위해 전 세계의 동향을 살피고,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국가 

및 유럽 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Slovak National Library, "About Library").

SNL은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2007년 8월에 정부와 유럽공동체의 승인을 얻어 

"Information Society Operational Programme (OPIS)"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문화유산기관

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들을 ICT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화하고 전자적인 서비스를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소요된 총 예산은 11억 7천 유로였다. 그 외에 공공도서

관에 인터넷 이용을 위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PC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ublic 

internet in Slovak Libraries" 사업을 2007년 7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Katuščák 2009). 

26.4. 공공도서관시스템
슬로바키아에서 도서관이 교육기반시설의 일부로 정착하게 된 것은 17세기부터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반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대학에 가까운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때의 장서들 

역시 과학도서관의 기반이 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각 마을의 정보의 중심이었다. 
공공 도서관은 오랜 기간 동안 슬로바키아의 도시와 마을에서 전통적인 정보의 중심으로 기능

해왔다. 공공도서관 발전의 역사에는 강력한 성장과 쇠퇴 또는 침체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중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출발과정에서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1919년 이후 공공도서

관은 민주적인 연구와 시민사회의 사상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몇 년 

동안 이와는 반대로 공공도서관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전파하는 기구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1990년 이후 공공도서관을 다시 원래의 시민적 기능으로 되돌려놓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이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 온전하게 이해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시도들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루었다. 오늘 날 현대적인 공공도서관

의 모습을 세우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어가고 있다. 정부정책이 공공도서

관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슬로바키아 내 주요 공공도서관들은 이

미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Slovak Republic of Slovakia, "Evolution of the Slovak library infrastructure").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RO)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2,495  -  -  - 506  - 

슬로바키아 국립도서관
(Slovak National Library)

          
    1 

        
4,797 

          
294 

          
262   113 5,700 

합계 2,496  4,797   294  262   619 5,700 

출처: Slovak National Library. Annual report to CDNL 2011;  Mjartanová, Zuzana and Jana Eliašová. 2011. Lifelong 
educational activities  in public libraries of Slovakia: form education to knowledge. 2010년 기준.

< 표  5 5 >  슬 로 바 키 아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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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epublic of Slovenia (슬로베니아)
27.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 아드리아해 북동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와 접경

Ÿ 면적: 20,273 ㎢ (한반도의 1/11)

Ÿ 인구: 200만 명('11)

Ÿ 수도: 류블리아나(Ljubljana, 33만 명)

Ÿ 주요 도시: 셀리예(Celje), 크라니(Kranj)

Ÿ 주요 민족: 슬로베니아계(83%), 세르비아계(2%), 크로아티아계(1.8%), 보스니아계(1%)

Ÿ 주요 언어: 슬로베니아어

Ÿ 종교: 로마가톨릭(57.8%), 이슬람교(2.4%), 동방정교(2.3%), 무교·기타(37.5%)

Ÿ 1인당 GDP: US$ 23,267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7.2. 법제도 및 행정체계
1991년에 독립국가가 된 슬로베니아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나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며, 슬로베니아군 최고사령관이다. 국민의 직접, 보

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며, 연속 2회 연임 가능하다.  입법부는 양원제로, 
상원(Drzavni Svet; National Council)은 직능지역 대표기관, 하원(Drzavni Zbor; National Assembly)
은 전 국민 대표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실질적 입법권은 하원이 보유하며, 상원은 하원에서 통

과한 법률안에 대해 공포이전에 재심 요구가 가능하다. 상원은 40명의 의원(Councillor)으로 구

성되고 임기는 5년이다. 하원은 국민의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다. 행정부는 최고집행기관으로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며, 총리 및 

각부장관으로 구성되며, 하원에 책임을 진다. 하원의원 10명의 발의 및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

으로 총리불신임이 가능하다.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3심제도이다. 법관은 사법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하원이 임명하되, 종신직이다(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슬로베니아는 지역주의와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The local 

self-government act)』에 따르면 기타 지역의 경우 인구 5,000명 이상, 도시의 경우 인구 20,000

이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시·군(municipality)이 기초자치단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과, 시군의회, 감독위원회 등이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2010년 말 현재 슬로베니아에는 

210개의 시·군(municipalities)이 있다.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설립되

며, 그 구역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해 시·군에 부여된 사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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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감독한다. 시·군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경제개발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에 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가적

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UN DESA 2004a; Statistical Office of the Republic of Slovenia, 

"Statistical yearbook 2011";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Constitution and laws"). 

[그 림  6 4 ] 슬 로 베 니 아 의  행 정 체 계  

27.3. 국가도서관시스템
 슬로베니아국립도서관(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NUK)은 국가도서관이자 류블라냐

(Ljubljana) 대학도서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NUK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가 담당하고, 문

화부는 국가도서관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조직으로 국가도서관활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도서관연구소 2011). 

[그 림  6 5 ] 슬 로 베 니 아 국 립 도 서 관 (N U K ) 조 직 도

(출처: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http://www.nuk.uni-lj.si/nukeng.asp.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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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는 2009년을 기준으로 6개의 부서와 여러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EU로 부터 자

금을 지원받는 19개의 주요한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도서관법에 정해진 대로 슬

로베니아 내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들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도서관운영에 곤한 통계데

이터를 보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NUK"). 

27.4. 공공도서관시스템
슬로베니아는 과거 유고슬라비아연방의 일원이었지만 1992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계기로 

내전을 거쳐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와 비슷하고 인구는 

약 20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독립이후 정치 행정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

에서, 2001년 국가 도서관활동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모든 관종을 대

상으로 공공서비스 및 지원조직, 재정분담 등을 체계화하였다. 슬로베니아 도서관법은 일종의 

도서관기본법으로서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활동은 물론, 국가서지시스템,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도서관협회 등 지원활동과 관련한 

조직사업까지도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슬로베니아 도서관서비스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체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문화유산관련 전문도서관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학교도서관, 대학도

서관, 연구기관 전문도서관, 국가서지공유시스템 등은 교육과학부가 관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국가도서관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조직으로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모두 국가서지

공유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물론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도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도서관법의 특징적인 내용 중 하나는, 도서관활동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은 대학

교수나 도서관전문가, 감독관 자격자 등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본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모니터링 하여 소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관련조항을 두고 있는 점

이다. 모니터링은 매3년마다 실시된다. 감독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조직을 감사하

여, 계획상 기준과 목표를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 해당 규정의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기

관의 도서관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도서관연

구소 2011).

관종
도서관수 

(명)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60 7,800 21,500 2,179 -       31,515 

슬로베니아국립도서관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1 2,599  220 138   11  8,120 

합계   61 10,399 21,720 2,317  11       39,635 
출처: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NUL).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Slovenia short annual 
report for 2009 (2009년 기준);  NUL. The library system in Slovenia : the identity card (2004년 8월 기준).

< 표  5 6 >  슬 로 베 니 아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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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Kingdom of Spain (스페인)
28.1. 국가개황
Ÿ 위치: 유럽대륙 서남부 이베리아 반도상

Ÿ 면적: 50만 ㎢ (한반도의 2.3배)

Ÿ 인구: 4,675만 명('11)

Ÿ 수도: 마드리드(Madrid, 500만 명)

Ÿ 주요 도시: 바르셀로나(Barcelona), 발렌시아(Valencia), 세비야(Sevilla), 사라고사(Zaragoza) 

Ÿ 주요 민족: 라틴족

Ÿ 주요 언어: 스페인어(카스티야어)

Ÿ 종교: 카톨릭(국교는 아니나 인구 약 80%가 카톨릭 신자)

Ÿ 교육: 6~16세 의무교육(초등: 6년, 중등: 4년)

Ÿ 1인당 GDP: US$ 30,639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8.2. 법제도 및 행정체계
헌법에서는 국명을 에스파냐(Espana)로 쓰며, 외교관계 등에서 사용하는 정식 국명은 에스파

냐 왕국(Reino de Espana; 레이노 데 에스파냐)이다. 스페인은 영어식 국명이다. 

스페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입법부가 있어 분권체제를 갖

추고 있다.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상·하원은 직접, 간접 투표로 선출된

다. 상원은 총 259석이며, 208석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51석은 각 지방정부의 입법부

가 천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원은 총 350석이다. 임기는 양원 모두 4년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두 명의 부총리가 보좌한다. 내각의 수반인 장관은 총리가 지명한다. 사법부

는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는 "사법부 총평의회"가 있다. 이는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 제청, 법

관의 임명, 승진, 교육 등을 관장한다. 그 밖에 대법원, 국가고등법원, 지역고등법원, 주고등법

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2명으

로 구성(양원에서 각 4명씩 선출, 내각과 사법부 총평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 국왕에게 임명 

제청)되어, 위헌법률심사권, 인사보호소송,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권에 관

한 쟁송을 담당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스페인 행정은 크게 중앙행정(Central Administration)과 지방행정(Local Administration)으로 구

분된다. 지방행정을 이루는 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17개의 자치공동체

(Comunidad Autonomia), 2개의 자치시(Ceuta 및 Melilla)를 포함하는 중간 지방자치단체인 50개 

군(Provincia),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8,116개의 시·읍·면(Munocipio)이 있다. 자치행정의 기본단위

는 Municipio이고, Municipio의 규모에 따라 대도시(마드리드 등)는 수개의 구(Distrito)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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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정부는 각 광역자치지역에 정부대표(Delegado del gobierno: 차관급)를 그리고 각 도에는 

도지사(Gobernador Civil)를 임명하며, 각 도는 중앙정부 수도(마드리드)에 연락사무소를 유지한

다. 스페인의 자치공동체는 조례에 의해 자체의 조직과 규범권을 정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자치공동체 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스페인헌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향유

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단위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

며, 행정입법권 또는 명령권의 향유로 제한 받는다. 스페인의 Provincia와 Municipio 사이의 관

계에 대해서 헌법상의 규정은 없다. 보통 연방국가의 경우 각 주는 입법권과 행정권 이외에 연

방의 사법권과는 구별되는 스스로의 사법권을 보유하지만, 스페인의 자치공동체는 사법권을 보

유하지 못한다. 이는 스페인이 연방국가가 아닌 지역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헌

법은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영역적으로 Provincia와 Munocipio 외에 스스로 구성되는 자치공동체

로 조직된다(제137조)고 밝히고 있다. 스페인 헌법을 토대로 볼 때 스페인은 단일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법률에 의해 모든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자치공동체의 경우 스스로 구성되고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역국가

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광윤 2001; Gobierno de Espana, Ministerio de la 
Presidencia 2011). 

[그 림  6 6 ] 스 페 인 의  행 정 체 계  

28.3. 국가도서관시스템
1712년 필립5세에 의해 궁정도서관으로 시작된 스페인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na)

은, 스페인 내에서 인쇄되는 모든 출판물의 납본을 강제하는 왕령에 의해 국가도서관으로 성장

하여 왔으며, 1836년 왕실에서 행정부 소관으로 재산이 이관되며 국립도서관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전국의 도서관시스템을 관장하고, 스페인 국가기록유산의 수집과 

보존 및 보급을 기본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교육·문화·스포츠부(Ministerio de Educación, 
Cultura y Deporte)의 문화부(Secretaría de Estado de Cultura)에 속해 문화부장관의 감독을 받지

만, 자체의 정관에 따라 사업목적과 활동에 자율적 권한을 가지는 자치적 독립법인으로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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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도서관의 최고 책임자는 의장(President)으로서 문화부장관이 겸직하고, 국립도서관 운영

의 실무적 관리책임자는 관장(Director General)이 되며, 문화부장관의 추천으로 각의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는 왕령에 의해 임명된다. 국립도서관의 의장과 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관리기

구로서 경영전반의 책임을 분담하며, 자문기구인 왕립위원회(Royal Board)와 경영위원회(Board 
of Management)의 의견과 조언을 받는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18세기 중반부터 왕령에 의한 

납본제도의 덕분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광범위한 인쇄본을 수집하여 왔으며, 1938년에는 

사진과 영화필름이 납본대상에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CD-ROM, 디스켓, DVD, 비디오테이프 등

의 다양한 매체들이 매체기술의 변화에 따라 납본대상 자료로 추가되어 왔다. 오랫동안 왕령에 

의존하였던 납본제도는 1958년 제정된 '납본서비스규정'으로 한동안 운영되었고, 1971년부터는 

교육과학부의 부령으로 납본관련 규정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분권적 권

한이 매우 강하여, 일부 지방정부는 자치정부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지역 내 자료 납본을 독자

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55곳 납본사무소에서 납본대상 자료를 수집하여 국립

도서관과 각 지방정부가 운영 공공도서관 등에 납본을 수행하고 있다(도서관연구소 2008b).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질, 긴축성, 일관성, 영속성을 목표로 2012~2014년 전략계획을 진행하

고 있다. 이에 모든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스페인의 서지유산을 보존, 관리 및 보급함으로써 정

보를 지식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고, 연구기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서비스센터로써 

작용하며, 모든 스페인 시민들에게 스페인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을 보급하려는 사명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계획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목표는 첫째,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 둘째, 비용 절감, 셋째, 간소화, 마지막으로 국립도서

관의 많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La Institución"). 

28.4. 공공도서관시스템
스페인의 공공도서관은 복잡한 법체계와 부족한 자원 그리고 협력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촉발된 중앙정부의 타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 독재정부가 종식되고 1978년에 새

로운 헌법이 설치되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 혹은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를 규정한 법안들

이 통과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이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든 

자치공동체가 헌법이 부여한 공공도서관 등의 관리 책무에 대해 유연하게 협조하여 관련 법을 

입법한 것은 아니었다. 비교적 선도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했던 공동체는 카탈루냐, 안달루시아, 

바스크, 발렌시아, 아라곤 등이었다.

스페인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법률은 Spanish Historical Heritage Act 16/1985, RD 582/1989 

approving the Spanish Library System and the Public State Library Regulation, Autonomous 

Community Library Acts (80´s), Local Administration Act (1985), Reading, Book and Library Act 

(2007) 등이 있다.

스페인의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와 자치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

에 주립공공도서관과 각 지역공공도서관들의 협력은 더디게 발전했다. 1989년에 Botín Oficial 

del Estado (BOE, 스페인관보)는 스페인도서관시스템(Spanish Library System)의 창설을 공표했다.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주립도서관들의 협력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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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자치공동체들이 정보교환, 상호대차, 협력수서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표방하였다. 이 Spanish Library System은 광역의 자치공동체 혹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공도

서관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의 중앙본부로서의 국가도서관, 국립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자치공동체 등의 관할권에 있는 도서관들, 공립대학교의 도

서관, 왕립대학교의 도서관, 문화부와의 협정에 의한 공·사립기관, 혹은 특수목적의 도서관들의 

네트워크 등을 포괄한다. Spanish Library System에 속하는 공공도서관들은 대략 두 가지 유형으

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자치공동체를 제외한 행정기구에 속한 국립 공공도서관과 군립도서관

(provincial libraries)이 속하며, 또 다른 유형으로는 국립이 아니고 자치공동체 혹은 지방정부에 

속한 공공도서관들이 있다. 이 중 중요한 단위는 국립이 아닌 공공도서관들, 즉 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군단위의 수도에만 위치하며 숫자상으로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d'Alòs-Moner and Oñate 1993).

[그 림  6 7 ] 스 페 인 도 서 관 시 스 템 (S p a n ish  L ib ra ry  S y s tem )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a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b
예산 

(1,000 EU R)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4,164 66,458 37,118  13     108,007 562,243 

스페인국립도서관(Bibliotec
a Nacional de España )   1 15,300   2 482 339  33,550 

합계    4,165 81,758 37,120  495     108,346 595,793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Libraries statistics  2010. a도서기준; b등록이용자 기준.

< 표  5 7 >  스 페 인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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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Kingdom of Sweden (스웨덴)
29.1. 국가개황
Ÿ 위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부

Ÿ 면적: 449,964 ㎢ (한반도의 2.4배)

Ÿ 인구: 909만 명 ('11)

Ÿ 수도: 스톡홀름(Stockholm, 167만 명)

Ÿ 주요 도시: 요테보리(Goteborg), 말뫼(Malmo)

Ÿ 주요 민족: 북게르만족(95%), 랩족(0.2%)

Ÿ 주요 언어: 스웨덴어, 소수민족어(랩어, 핀란드어)

Ÿ 종교: 루터교(95%), 가톨릭(1.5%)

Ÿ 1인당 GDP: US$ 48,754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29.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스웨덴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은 국가원수이지만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행정부는 내각책임제로서 총리와 12개 부처, 그리고 21명의 각료(복수 장관제)로 이루

어지며, 각료는 의회의원 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입법부인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국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내각)와 정부를 대표하는 정당에 있으며, 정

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사법부는 법률사건과 행정

사건을 분리하고, 법률법원과 행정법원이 각기 독립하여 고유의 관할권을 갖는데 각각 3심 제

도를 택하고 있다. 특별법원으로는 부동산, 노동, 환경, 해상, 특허, 시장 법원 등이 있다.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행정대법원, 행정고등법원, 주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남궁근 외 2006). 

 스웨덴의 행정조직은 21개 주(county, Lan)와 290개 군(municipality, Kommun)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감독하며, 임기 6년인 주지

사를 임명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감독의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주로 문화와 여가활동, 도로·공원·통신·교통·상하수도, 의료, 소방, 사회보장, 초·중·고등학교 교

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주요기관으로는 주의회 또는 군의회, 집행위원회, 특별위

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예산안을 편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 위원회는 주의회나 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 11~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주의회 및 군의회 선거는 의회의원 선거와 함께 4년마다 

실시한다. 특별위원회는 주의회 또는 군의회가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

요에 따라 편성된다(남궁근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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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 8 ] 스 웨 덴 의  행 정 체 계 별  행 정 사 무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04. Local government in Sweden: organisation, activities and finance. 
재구성)

29.3. 국가도서관시스템
스웨덴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weden; Kungliga biblioteket, KB)은 중앙정부의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ch)에서 담당하고 있다. KB는 15세기 왕궁 내 도서관에서 출발한 왕립도서

관에서 출발하였다. 일찍이 1661년 제정된 납본법령에 따라 성장하여, 1878년 일반 공중에게 서

비스하는 국립도서관으로 발전하였으며, 1952년에는 국가서지작성 임무를 시작하였고, 1997년 

웹하베스팅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자원을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1월 국립영상기록원이 왕립도서관의 조직 안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국립도서관의 

주요 임무는 모든 스웨덴 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스웨덴 연구계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봉사하고, 인문사회과학에 중점을 두는 연구도서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풍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중심지에 위치

하고 있어서 학생,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도 많이 이용하며,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스웨덴 연구도서관들의 업무를 조정한다. 

국립도서관은 종합목록 LIBRIS의 개발 및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서지에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자료는 출판되면 거의 즉시 목록이 작성되어 다른 도서관들이 

LIBRIS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은 연구도서관들을 위해 디지털화와 장기보존 

분야 등에서 수많은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운영한다. 현재 국립도서관은 마이크로필름화 작

업을 디지털화로 교체하려고 준비 중이다(도서관연구소 20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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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 9 ] 스 웨 덴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29.4. 공공도서관시스템
스웨덴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며, 주립도서관은 주로 지역

의회가 재정을 지원한다. 스웨덴에서 현대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의 움직임은 20세기 초 미국 

공공도서관 개념을 모델로 하여 시작되었다. 도서관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가식 

서가, 모든 종류의 사상과 생각을 반영하는 장서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스웨덴 공공도서관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전무후무한 성장을 맞았는데, 장서가 늘어났고 대출은 증가했

다. 직원 역시 증가했으며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새로운 도서관 건물이 개관하였다. 1980
년대에는 경제적 제약 때문에 발전이 느려졌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최근 30년 동안 기복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다. 스웨덴은 1996년에 채택된 도서관법에 따라 모

든 지방정부에는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즉 290개의 모든 지방정부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총 서비스 포인트의 수는 2,000개 이상이며, 그 중 554개는 공

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통합된 도서관이다.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부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

서관을 통합한 공동이용도서관(dual use library)을 설립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오늘 날에는 500
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공도서관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주립도서관, 대출센터, 외국어자료 

대출센터, 보존도서관을 두고 있다. 주립도서관시스템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책과 다른 매체

를 지원하고, 예전에 제공했던 개인의 상호대차서비스는 납본도서의 대출로 대체되었다. 주립

도서관은 정보통신기술 개발, 직업교육, 독서진흥,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및 평생교육 등 같은 지역 및 지역 간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과 개발을 도

모한다. 대출센터는 1960년대에 주립도서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주

립도서관과 대출센터는 공공도서관의 기반시설이 되며, 전국적인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도서관연구소 2010b).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SEK)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1,212    36,000     69,685     5,553     67,350  3,728,982 

스웨덴국립도서관
(Kungliga biblioteket ) 1    16,531    96    362    1,647  325,289 

합계  1,213    52,531    69,781     5,915    68,997    4,054,271 

출처: Kungliga biblioteket. 2011. Bibliotek 2011. 2011년 3월 1일  기준.

< 표  5 8 >  스 웨 덴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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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wiss Confederation (스위스)
30.1. 국가 개황
Ÿ 위치: 유럽 중부 내륙, 북으로는 독일, 서로는 프랑스, 남으로는 이탈리아, 동으로는 

오스트리아 및 리히텐슈타인과 접경

Ÿ 면적: 41,293 ㎢ (한반도의 1/5)

Ÿ 인구: 764만 명('11)

Ÿ 수도: 베른(Bern, 13만 명)

Ÿ 주요 도시: 취리히(Zürich, 36만 명), 제네바(Geneva, 18만 명), 바젤(Basel, 17만 명), 
로잔(Lausanne, 12만 명), 루체른(Luzern, 10만 명)

Ÿ 주요 언어: 독일어(63.7%), 프랑스어(20.4%), 이탈리아어(6.5%), 로망슈어(0.5%), 
기타(8.9%)

Ÿ 종교: 가톨릭(41.8%), 개신교(35.3%), 이슬람교(4.3%), 무교·기타(18.6%)

Ÿ 교육: 의무교육 9년

Ÿ 1인당 GDP: US$ 66,934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30.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스위스의 정부형태는 스위스식 회의체정부로서 7명의 각료로 구성된 연방각의 형태로 되어

있다. 국가원수는 7명의 각료가 입각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1년 임기를 수행한다. 의회는 양원

제이고 기본법은 스위스연방헌법(1999)이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스위스는 연방, 칸톤(Kanton) 및 게마인데(Gemeinde)로 구성된 연방제국가이며, 26개의 칸톤과 

2,631개(2009년 4월 기준)의 게마인데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과 칸톤 간의 권한 분할은 연방의 

기본법에 정해져 있으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잔여권은 주에 귀속된다. 연방에 속하는 사무로 

외교, 국방, 철도, 항공, 화폐․통화, 관세, 사회보장, 재정 및 경제정책, 원자력, 외국인 및 이민

자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칸톤은 교육, 병원, 경찰, 문화, 조세, 스포츠, 민법 및 형법 등과 관

련된 사무를 담당하며, 게마인데의 주요사무로는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사회복지, 소방, 지역계

획, 여가시설, 도로관리 등을 들 수 있다(김동성 2010; 박해육 2010).

스위스는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연방헌법에는 칸톤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

항이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게마인데 수준에도 적용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적 측면뿐 아

니라 사무처리 측면에서도 높은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게마인데의 자율성은 칸톤법

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므로 각 칸톤별로 게마인데의 자율성에는 차이가 있다(김동성 

2010). 따라서 칸톤의 주요사무 역시 주법(칸톤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

영 역시 대부분 칸톤 및 게마인데의 사무로 해당 자치단위의 법에 근거하고 있다. 



- 153 -

[그 림  7 0 ] 스 위 스 의  행 정 체 계  

30.3. 국가도서관시스템
스위스국립도서관(The Swiss National Library, NL)은 스위스연방 내무부 산하 연방문화국에 

속해 있다. NL은 스위스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문헌과 스위스 작가에 의해 쓰인 문헌 혹은 스위

스에 관한 출판물로 구성된 Helvetica의 수집, 기술, 보존 및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CD-ROM, 전자출판물, DVD 같은 비 도서 Helvetica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Feist 2009).

NL은 1895년 의회가 법안을 설치하면서 출범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독자적인 국립도서관으로 

출발하였다. NL은 2006년부터 새로운 행정단위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말 현재 NL의 

장서량은 5백 3십만 권 이상에 이르고 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이용이 많던 개인연구실과 같

은 공간을 확장했으며 사인시스템 등도 개량했다. 유럽의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목록인 

Helveticat에 e-book 서비스를 포함시켜 제공하고 있으며, 약 만 여종의 연속간행물 목록을 제공

하고 있다(Swiss National Library 2011).

[그 림  7 1 ] 스 위 스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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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국립도서관은 관장 아래 부관장을 두고 장서개발과 이용자서비스를 담당하는 두 개의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스위스문서보관소(Swiss Literary Archives), 인쇄 및 도면자료를 수집, 보관, 
이용시키는 인쇄도면부(Prints and Drawings Department), 디지털인쇄도면부(Prints and Drawings 
Department Digital)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 직속으로 홍보마케팅, 디지털서비스, 기부된 재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가의 작품 및 사진 등을 전시하는 The Dürrenmatt Centre Neuchâtel이 있다.

30.4. 공공도서관시스템
스위스에서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시(city)와 칸톤(Canton)도서관들로 운영된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금은 칸토와 연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스위스 공공도서관은 국민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정보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으로 두

고 있으며, 현재 스위스에서는 약 600여개의 대학도서관 및 칸톤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BibliOpass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도서관카드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Federal Chancellery, "The Swiss Portal").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CHF)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인구 
10,000이상

     129 13,373   25,002  1,772    8,176 147,688 

인구 
10,000미만

      442 3,792 10,772  1,804   1,353 32,003 

소계  571a  17,165b  35,774c  3,576d  9,529e  179,691f 

스위스국립도서관
(Swiss National Library)　       1   5,418  79     182     142 37,270 

합계　    572 22,583  35,853     
3,758 9,670 216,961 

출처:StatisticsSwitzerland.Librariesstatistics.<www.bfs.admin.ch/bfs/portal/fr/index.html>. 2010년기준. 공공도서관 통계는 
서베이 각 항목에 응답한 도서관수가 모두 다름. 각 통계항목의 응답수는 (인구10,000이상+10,000이하 기준) 
a:118+195; b,f: 118+405; c,d: 118+406; 

< 표  5 9 >  스 위 스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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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epublic of Turkey (터키)
31.1. 국가 개황
Ÿ 위치: 아시아대륙 서부, 흑해 및 지중해 연안

Ÿ 면적: 779,452 ㎢ (한반도의 3.5배)

Ÿ 인구: 7,879만 명('11)

Ÿ 수도: 앙카라(Ankara)

Ÿ 주요 도시: 이스탄불(Istanbul), 이즈밀(Izmir), 콘야(Konya)

Ÿ 주요 민족: 터키(90%), 쿠르드 및 아랍

Ÿ 주요 언어: 터키어

Ÿ 종교: 이슬람교

Ÿ 교육: 의무교육 8년

Ÿ 1인당 GDP: US$ 9,712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31.2. 법제도 및 행정체계
터키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가 병존하는 정부형태를 갖고 있으며, 각료회의는 총리와 총리

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장관(State Minister) 및 부처 장관(Minister)들로 구성된다. 
1926년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스위스 민법, 이탈리아 형법, 독일 상법 등을 도입하여 터키

의 관습법과 전통을 가미한 법제도가 성립되었다. 

터키 지방행정의 특징은 중앙통치와 지방자치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 행정구역은 

2011년 현재 州(Province), 郡(District), 면(Sub-Distric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 지방자치

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지방구분 81개 州 (Province) 892개 郡(District)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주지사(官選) 군수(官選)

중간적인 지방행정기관
주특별행정체(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 의회民選) -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대도시) 2,980개 시(Municipality) 
34,395개 군(Village)

참고자료: 林瞬介. 2011. トルコの図書館; Turkish Government. 2011. Local government in turkey. 재구성.

< 표  6 0 >  터 키 의  지 방 행 정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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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하게 터키의 지방행정은 중앙에서 주지사와 그 아래 자치단체장을 파견하는 관선

형식과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되는 민선지사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는 중간적인 방식, 그

리고 대도시에서만 보이는 형태이지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3가지 형태의 지방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군내에는 도시지역에는 시(municipality), 농촌지역에는 

촌(village)가 설치되어 있으며, 앙카라나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자치단체의 운영

체로서 복수의 군에 걸쳐 있는 광역시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다(林瞬介 2011).

31.3. 국가도서관시스템
오스만제국시기에는 교육성 직속의 공공도서관이었던 오스만공공도서관(Kütüphane-i Umumi-i 

Osmani)이 사실상의 국가도서관이었다. 현재 터키의 국가도서관인 터키국립도서관(Milli Kütüphne)
은 1946년에 설립되었으며, 납본제도에 기초한 국내출판물 수집 및 전국적인 서지작성, 잡지기

사색인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직체계상 문화관광부 본청에 소속된 중앙단위의 국 중 하나이

며, 공공도서관 행정을 소관하는 도서관 및 출판총괄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1983년

에 이전한 현재의 건물은 터키국회의사당 앞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노뉴 대로 서쪽 2 km 정

도에 위치해 있다. 약 40,000 ㎡의 규모에 연속간행물, 귀중본실, 데이터베이스실, 참고도서실, 
마이크로필름실 등의 열람실을 지니고 있다. 

소장자료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1934년 부터 납본제도에 따라 수집된 터키 국내간행

자료이며, 1928년 문자개혁 이전에 발행된 아라비아문자인쇄본 등의 귀중자료 역시 중요한 소

장자료로 꼽을 수 있다. 목록규칙은 AACR2, 분류는 DDC, 서지작성은 MARC21에 따르고 있다. 
전자도서관사업을 통해 문자개혁 이전의 연속간행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했으며, 유럽연합의 전

자도서관사업인 Eurpeana에도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林瞬介. 2011). 
터키국립도서관은 문화부(he Ministry of Culture) 산하에 있으며, 관장과 부관장 아래 3부 16과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 림  7 2 ] 터 키 국 립 도 서 관  조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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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공공도서관시스템
터키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중앙정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

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의 공공도서관행정은 1971년 국민교육부에서 문화부가 분할되면서 문화

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터키의 지방행정이 중앙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관선방식, 완전한 지방

자치형태의 민선방식, 그 중간적인 의회민선방식으로 나뉨에 따라 공공도서관 시스템도 여러 

형태를 띄고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81개 주, 894개 군에 설치된 문화부 지방지국인 주문화관광국 소속 도서관들이며, 이에 비하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속한 공공도서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2010년 기준으로 주공공도서

관은 81관, 군공공도서관은 713관, 기타 296관, 어린이도서관 45관 등이다.

문화관광부 소속 공공도서관에 비해 자치단체 소속 민간단체에 소속된 공공도서관은 적다. 
문화관광부 소속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출판총국의 감독 하에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각 주에는 주공공도서관이 그 주 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중앙관이 되며, 군 

지역 단위의 도서관계획을 세우고 군공공도서관 및 기타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서관의 설치는 주로 시가 담당한다. 시자치단체의 기본법인 

"Belediye Kanunu"는 2005년에 전면개정 되었으며, "공중을 위한 도서관 또는 독서실을 설치하

는 것"을 시의 주요 임무로 열거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에 의해 설치된 공공도서관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규모가 큰 사립도

서관으로는 이즈미르국민도서관(Milli Kütüphane)이 있다(林瞬介. 2011).

관종 도서관수(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 
(명) 

이용자수
(천명)a

예산
(1,000 NZ$)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1,136 14,740  -  3,189  676  - 

터키국립도서관
(Milli Kütüphne)    1 1,486  -   212   23  - 

합계 1,137 16,226 -  3,401  699 -　

출처: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Official statistics for  education, culture and sport. 2010년 기준. a등록회원 기준.

< 표  6 1 >  터 키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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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32.1. 국가 개황
Ÿ 위치: 유럽 서부

Ÿ 면적: 244,820 ㎢ (한반도의 1.1배)

Ÿ 인구: 6,269만 명('11)

Ÿ 수도: 런던(London, 756만 명)

Ÿ 주요 도시: 버밍엄(Burminghamn), 리즈(Leeds), 글라스고우(Glasgow), 에딘버러(Edinburgh), 
벨파스트(Belfast)

Ÿ 주요 민족: 앵글로 색슨, 켈트

Ÿ 주요 언어: 영어

Ÿ 종교: 기독교(71.8%), 이슬람교(2.8%), 힌두교(1.0%), 무교(15.1%), 기타(9.3%)

Ÿ 교육: 의무교육 11년

Ÿ 1인당 GDP: US$ 36,100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32.2. 법제도 및 행정체계
영국은 본국과 함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옛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로 구

성된 영국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영국(United Kingdom)
이라고 할 때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을 뜻한다. 영국

은 국가체제상으로는 단일형 국가이나 많은 경우 이 네 개 지역에서 독자적 정책이 실시되는 

등 연방형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각 지역에는 각각의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유럽

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기능이 넓고, 이러한 기능의 대부분은 직

접적인 서비스제공에 맞춰져 있다. 반면, 중앙정부는 서비스의 직접 제공에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감시적, 촉진적, 규제적 역할만을 담당해 왔으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그 정책의 실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왔다(김민훈 2011).

영국의 행정구조는 네 지역에서 서로 다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차이가 있지만 공

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은 국가차원에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hia and 
Sport, DCMS)가 관장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단층구조의 지방행정체제를 갖는 반면, 잉글랜드는 2계층 구조를 기본으

로 하면서 지역에 따라 단층, 또는 3계층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정부간 기능배분이 잘 정립된 국가이다. 대체로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사법, 해외원

조, 통화관리, 사회보장, 산업･교통 등 국가 차원의 거시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결부되는 대부분의 복지･편익기능-교육, 주택, 대인사회서비스, 환경서비스, 경찰 및 

소방, 지역개발, 쓰레기 처리,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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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혜택 및 연금(social benefits and pensions), 국방, 고등교육 등의 분

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초중등교육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적으

로 재정을 지출한다(임성일 2008).

Metropolitan areas Shire areas London area
Single 

purpose 
authorities

District 
councils

County 
councils or 

unitaries

District 
councils or 

unitaries

Single 
purpose 

authorities
City of 
London

London 
boroughs GLA

교육 ü ü ü ü

도로 ü ü ü ü ü

교통 ü ü ü ü ü

승객수송 ü ü ü

사회서비스 ü ü ü ü

주택 ü ü ü ü

도서관 ü ü ü ü

레저·레크리
에이션 ü ü ü ü

환경·보건 ü ü ü ü

쓰레기수거 ü ü ü ü

쓰레기처리 ü ü ü ü ü

계획신청 ü ü ü ü

전략계획 ü ü ü ü

경찰 ü ü ü

소방 ü ü ü ü

지방세 ü ü ü ü
출처: 임성일. 2008. p25

< 표  6 2 >  영 국 의  지 방 자 치 단 체 별  주 요  서 비 스  책 임  기 능  

32.3. 국가도서관시스템
영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그 역사가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여러 해

에 걸쳐 많은 도서관이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통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내 DCMS 관할 하에 있

는 국가도서관시스템은 대략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BL), 문헌보급센터(Document Supply 
Centre, DSC), 신문도서관(Newspaper Library, NL)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윤희윤 2008).

영국의 국가도서관인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BL)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The British 
Library Act 1972)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1973년 7월 대영박물관도서관부문 등 5
대 도서관과 단일화한 결과 대영도서관이 창설되었다. 대영도서관은 비정부조직으로 정부로부

터 독립되어 있지만 자금, 정책, 관리감독 등의 지원업무는 문화·미디어·스포츠성(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영도서관은 납본과 전국적인 서지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의 지적,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그것을 

핵심자원으로 하여 자국 내 모든 계층에게 봉사하는 국가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각

국 정보요구자에게도 원격 대츨 및 원문제공(DDS) 서비스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정보제공기관

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川添 登 외 2005; 윤희윤 2008; The British Libr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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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7 3 ] 대 영 도 서 관 의  임 원 진 (출처: The British Library. http://www.bl.uk). 

대영도서관의 납본업무는 2003년에 제정된 납본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법은 도서인쇄자료뿐 아니라 디지털출판물과 계류중인 법안까지도 납본하

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2010/11년 동안 영국정부는 납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 인쇄자료의 법

적인 납본에 관한 지침과 규칙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거쳤다. 영국정부는 곧이어 

비 인쇄자료의 납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CD-ROM과 다른 오프라인 매체에 수록된 저작

의 납본, 대량의 자료와 대부분의 영국 웹사이트에 수록된 온라인 콘텐츠를 하베스팅함으로써 

디지털 블랙홀을 없애도록 한 것과 출판업자들로 하여금 인쇄물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출판물

에 대한 납본을 하도록 한 조치들은 납본도서관에 의해 환영받았다.

대영도서관은 2010년 9월 광범위한 연구조사와 자문을 거쳐 향후 10년간의 포부를 밝히는

“2020 Vision"을 발표했는데 이 비전은 크게 대영도서관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다섯 가지

의 주요한 주제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조사가 

필요한 누구라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요 분야의 연구

단체를 지원하는 것, 나라 전체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 전 세계적 지식기반의 성장을 

이끌고 협력하는 것 등이다 대영도서관은 이 장기적인 계획인 비전에 맞춰 향후 4년간 필요한 

실행계획을"Growing Knowledge: The British Libraryʼs Strategy 2011-2015"라는 이름으로 2011년 2
월에 발표하였다(The British Library 2011). 

또, 대영도서관은 21세기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정보교환 및 지식과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접

근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사회의 활동적 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

체 도서관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장협의회(Society of 
Chief Librarians, SCL)와 함께 2007년 공공도서관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하

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경쟁을 통해 선발된 5곳의 귀중본 장서는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Turning the Pages 2.0 format으로 디지털화한 뒤 대영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3년간 소개되었다

(The British Library, "The British Libra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32.4. 공공도서관시스템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법과 교육 및 도서관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

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64년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스코틀랜드는 1995년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Scotland] Act 1955), 
북아일랜드는 1972년의 교육·도서관령(The Education and Libraries [Nothern Ireland] Orde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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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고 있다(川添 登 외 2005).

영국의 경우 도서관행정은 광역행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특정보조금은 도서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DCMS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각 지역도서관위원회

의 관리 아래 중앙도서관-분관-이동도서관, 혹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다수의 도서관이 하나의 

도서관위원회의 관리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영국 공공도서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川添 登 외 2005).

[그 림  7 4 ] 영 국  공 공 도 서 관 의  네 트 워 크  구 조  

도서관관련 주무부처인 영국의 DCMS는 산하에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을 설치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국무상(Secretary 
of State)은 2010년 7월 기존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2011년 10월부터 ACE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10). 영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PLR (Public Lending Right)을 운영하고 있다. 1979년의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 1979)을 근거로 1982년에 도서관에서의 자료대출에 상

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川添 登 외 2005).

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y)         4,517     108,170  - 25,648 61,381    1,181,046 

대영도서관
(The British Library)       1     107,730  - 1,810  520 142,825 

합계         4,518     215,900  - 27,458 61,900    1,323,871 

출처: The British Library. 2011. The British Libra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2011. 3 기준); Loughborough 
University. 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 (2009. 3 기준).

< 표  6 3 >  영 국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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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33.1. 국가 개황
Ÿ 위치: 북미 내륙

Ÿ 면적: 982만 6,675 ㎢ (한반도의 45배)

Ÿ 인구: 3억 1,323만 명('11)

Ÿ 수도: 워싱턴(Washington, D.C.)

Ÿ 주요 도시: 뉴욕(New York),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시카고(Chicago), 휴스턴(Huston)

Ÿ 주요 민족: 백인(79.9%), 흑인(12.9%), 아시아계(4.4%), 원주민(1.2%), 기타(1.6%)

Ÿ 주요 언어: 영어, 스페인어

Ÿ 종교: 개신교(51.3%), 가톨릭(23.9%), 몰몬(1.7%), 유대교(1.7%), 불교(0.7%), 이슬람(0.6%), 
무교(4%), 기타(16.1%)

Ÿ 교육: 만 5세 이상부터 의무교육 실시(기간 등은 주별로 다름)

Ÿ 1인당 GDP: US$ 47,200 ('10)

자 료 출 처 : 세 계 국 가 편 람  2 0 1 1  (외 교 통 상 부 )

33.2. 법제도 및 행정체계
미국의 정치형태는 연방공화제로,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성이 강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로 통합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

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다. '행정부'의 수반

은 대통령이며, 행정부서는 모두 14개이고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각 주정부는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두고 있어 외교권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존재이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 속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는 모두 주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미국은 1개의 특별주를 포함하여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미국은 1787년 헌법

을 통해 연방제를 채택한 이래 줄곧 연방제국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에 의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분할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열거제한을, 주정부가 잔여권한을 갖는 식으로 

나뉜다. 미국연방헌법(제1조 8절)이 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은 1) 조세권, 2) 재정차입권, 
3) 통상권, 4) 화폐권, 5) 전쟁선포권, 6) 군대육성권 등이다. 이 외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주의 

권한으로 귀속된다(김동성. 2010).

따라서 각 주는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 법에 따라 주의 고유사무를 집행하고 있

으며, 도서관관련법 역시 각 주별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내에 문화정

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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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진우 2010). 도서관 역시 별도의 연방독립기구인 박물관도서관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가 자문 및 보조금 집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각 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는 재원 확보을 위한 조세 징

수, 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한 기관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연방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법은 도서관서비스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연방보조금교부사업 운영에 관해 규정

한"도서관서비스기술법(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 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각 주의 

법이나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川添 登 외 2005).

33.3. 국가도서관시스템
미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살펴보면 의회에 소속된 LC가 미국의 국가도서관을 대표하며, 산

하에 법률도서관과 저작권국이 있다. 행정부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 소속된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농무부 산

하의 국립농학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교육부 소관의 국립교육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Education, NLE)이 LC와 더불어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윤희윤 2008).

[그 림  7 5 ] 미 국  연 방 정 부  조 직 도 와  국 가 도 서 관 의  위 치

(출처: 윤희윤. 2008.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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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는 방대한 장서와 전거통제가 잘 이루어진 주제명표목

(subject headings) 등의 서비스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들어 NLM, NAL 등과 함

께 새로운 목록코드인 RDA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적용을 실험하고 있다.

LC는 현재 5개의 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한 5개의 국은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회법률도서관(Law Library of Congress), 그리고 국가디지털정보인프라의 관리와 보존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략기획국(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국가도서관으로서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와 저작권국(Copyright Office)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림  7 6 ] 미 의 회 도 서 관 의  조 직 도

(출처: Library of Congress. http://www.lc.gov. 재구성) 

LC는 디지털콘텐츠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ʻeDepositʼ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생산된 

콘텐츠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미국저작권사무소(U.S. Copyright Office)로 부터 이관된 전자연

속간행물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에 저작권사무국은 디지털로 생산되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납본

규정을 잠정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5월에는 전자저널만으로 출판되는 저널의 출

판업자들을 모아 전자저널의 판권납본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LC는 또 NAL, NLM과 함께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를 시험

할 계획이다. 이 실험은 RDA적용의 타당성과 이전 목록규칙과의 호환성에 대한 것으로 당초 

2011년까지 실제 적용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기로 되어있었다(Library of Congress 2011). 

33.4. 공공도서관시스템
미국에서는 1956년에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교육개선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도서

관서비스법(Library Services Act, 1956-1963)』을 제정하였다. 이후 『도서관서비스건설법(Library 

Services Construction Act, 1964-1995)』을 기초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교부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96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을 기초로 ʻ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보조금교부대상의 범위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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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도서관수 

(관) 장서 (천권) 대출량 
(천권) 직원수(명) 이용자수 

(천명)
예산 

(1,000 U S$)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9,225 815,909 2,414,347 144,261 169,719a 1,270,432 

미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1     

151,786  26,000b  3,525   1,700  671,552 

합계 9,226 967,695 2,440,347 147,786 171,419 1,941,984 

출처: Library of Congress. 2011회계연도;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 2011.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iscal Year 2009. a등록회원만 산출; b관내대출만 산출; 

< 표  6 4 >  미 국 의  공 공 도 서 관  및  국 가 도 서 관  현 황  

공도서관뿐 아니라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IMLS는 연방정부의 독립

적인 행정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川添 登 외 2005). 또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로 전미도서관

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NCLIS) 가 만들어져 도서

관정책에 관한 자문을 해오기도 했었다. NCLIS는 1970~2008년까지 설치되었다가 해체되었다.

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각 주의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

서관행정은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는 기초자치단체의 중

앙관-분관 네트워크, 주 내 각종 공공도서관간의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주로 주

법에 의해 설치된 주립도서관이 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정책에 대한 결정은 각 주의 행정기구로서 도서관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임명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다.

국가차원의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업들은 1990년대의 전미정보기반사

업(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과 정보고속도로 구상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이 현

재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일컬어진다. NII사업을 기초로 학교 및 도

서관에 인터넷 보급을 위한 통신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목적으로 유니버셜서비스기금원조가 

이루어졌었다(E-rate program).

특히 미국의 경우 ALA의 한 분과인 공공도서관협의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가 미

국 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및 시상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도서관 발전의 한 축

을 이끌고 있다. PLA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2년도 주요 보조금 지원 및 시상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에는 도서관에 자료와 콘텐츠를 공급하는 주요 벤더들과 공동으로 

제정한 상들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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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양식>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Survey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for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NILP) 

SIG, newly established at IFLA in 2011, to gather core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s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and to provide a point of reference for this SIG’s 

activities. 

This survey contains questions regard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 

establishment, administration and evaluation of each nation’s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t also includes questions about the specific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ies for each nation, and the national level authorities in charge of those policies. The 

result of this survey will be reported at the 2012 IFLA NILP SIG meeting. 

The pool of respondents for this survey is defined as officers in charge of national 

libraries who are listed in the IFLA CDNL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listserv. The survey period is from April 1 to April 20, 2012.

This survey is being conducted online at the following site. 

URL: https://www.surveymonkey.com/s/987J8FX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regarding this survey,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PI: EunKyung Chung, Ph.D. (E-mail: echung@ewha.ac.k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o-PI: Wooseob Jeong, Ph.D. (E-mail: wjj8612@uwm.edu)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W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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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on of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NILP) has not been defined clearly 

yet, but should be defined through future NILP SIG activities along with its constituent 

elements.

In this survey, the meaning of this term is defined as “policy to provide frameworks to 

facilitate people’s information access and use,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ed in libraries, and to manage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t the national level (central or federal).” The meaning of ‘information’ is not defined: for the 

purposes of the survey, the term is understood in its broadest sense.

Examples would be 1) to expand library facilities at the national level to increase information 

access, or 2) to provide a subsidy from the central or the federal government for library 

1. Do you have an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at the national (central or federal) level in your 

country or various legislative and other texts, the aggregate of which has the effect of such a 

policy?

□ Yes ------------------ Go to Question 2

□ No-------------------Go to Question 6

2. If you have a national leve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2-1. Please enter the title of the law(s) on which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s based at the 

national (central or federal) level, along with URL of web sites where we can find the law(s). If 

multiple laws exist, please list all the laws.

Title of the la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Executive organization □  ② Judicial organization □

 ③ Legislative organization □  ④ Others (independent organization such as 
a committee)   

□

2-2. Please select the type of government organization (department, committee, etc.) which is in 

charge of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at the national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level from 

the following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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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lease enter the nam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at the national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level along with its URL.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how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s made, 

administered, and evaluated in your country. 

3-1. Please describe briefly how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s made in your country, i.e., what 

steps are taken in general. 

3-2. Please describe briefly how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s administered in your country, i.e., 

what steps are taken in general.

3.3. Please describe briefly how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s evaluated in your country, i.e., 

what steps are taken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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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ease list the stakeholders (government organizations, expert groups, related associations, and etc.) 

at each stage (policy making, administra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n 

your country. 

Stage Stakeholders

Policy Making Stage

Policy Administration Stage

Policy Evaluation Stage

5. Among the past or present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ies in your country, please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most influential one.

Title of the Poli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meframe of the poli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ent of the Poli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tional objectiv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utcomes or KPIs measuremen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dg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You replied that currently there is no national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leve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n your country.

6-1. Please describe how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s created, applied, and updated without 

national level management (e.g.,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ies in school libraries are unde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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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have a national leve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in your 

country? If yes, describe what kind of policy is necessary in your country.

□ Yes (Please, enter your answer in the blank below.)

□ No (Please give the reasons)

7. Do you have a National Library in your country? If yes, please enter its name and URL.

In this survey, we used the definition of National Libraries given in UNESCO’s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by Peter Johan Lor (1997) 

The functions of National Library are defined in general: (1)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documents of national interest and importance; (2) Creation of and access to records of 

publications; (3) Document provision: the national resource; (4) Access to publications; (5) 

Exchange of publications; (6) Access to information; (7) Services to libraries and information 

units; (8) Leadership and advice to libraries and information units to help them carry out their 

functions more effectively; (9) Planning and coordination; (10) Education and training for library 

and information work; (11) Research and development. 

You can find more details from:

http://www.unesco.org/webworld/nominations/guidelines1_h.htm

□ Yes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No

8. Do you have national level management of library statistics in your country? If yes, please enter 

the name of the statistics and its URL.

□ Yes

Title of the statistic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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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f you have a suggestion for future NILP SIG activities, please feel free to enter it in the box 

below.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n our survey. Lastly, please enter the brief information 

about yourself in the table below. 

Name of Country Name of Library

Organization/Department Position Title

Your Name E-mail

Telephone Fax

- 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