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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ㅇ ILIDE(Innovative Library in Digital Era) 2018 국제 컨퍼런스 참석

 ㅇ 오스트리아 및 네덜란드 국가도서관 장서 디지털화, 디지털 보존 및 서비스 사례 조사

□ 출 장 자 : 자료운영과 윤혜진, 국가서지과 갈윤주 주무관

□ 주요 성과

  ❍ 컨퍼런스 참여와 기관 방문을 통해 알게 된 국립 및 대학 도서관 사서

들과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 보존 및 서비스 관련 최신 동향 습득을 통한 사서 전문성 향상

□ 출장일정    ※ 컨퍼런스 세부 일정은 [붙임 1] 참조

  ❍ 기간 : 2018. 4. 15.(일) ~ 4. 22.(일) / 6박 8일

  ❍ 장소 : 슬로바키아(ILIDE 국제 컨퍼런스),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빈시립도서관), 네덜란드(네덜란드 왕립도서관,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물

(직책포함)

4. 15(일)

인천 암스테르담 KL856
00:55
~05:05

인천국제공항 출발 암스테르담 도착

암스테르담 비엔나 KL1839
06:50
~08:40

암스테르담 경유 비엔나 도착

비엔나 슬로바키아 셔틀버스
12:00
~18:00

비엔나 출발
슬로바키아(립토프스키미쿨라슈) 도착

4. 16(월)
~17(화)

09:00
~20:00

ILIDE 2018
국제 

컨퍼런스

․ILIDE(Innovative Library in Digital Era)
2018 Conference에 참석하여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보존 정책과 최신 동향 습득

4. 18(수) 슬로바키아 비엔나 셔틀버스
10:00
~16:00

슬로바키아(립토프스키미쿨라슈) 출발
비엔나 도착

4. 19(목)

09:30
~11:00

비엔나 
시립도서관

․ANNO(신문) 프로젝트 협력 사례 조사 
및 디지털 서비스 담당자 면담

Anita
Eichinger

14:00
~16:00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디지털화 정책 및 
서비스 사례 조사
․담당 사서 면담 및 업무협의

Christa
Muller

비엔나 헤이그 HV5294
20:55
~22:40

비엔나 출발, 헤이그 도착

4. 20(금)
09:00
~16:00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네덜란드 왕립도서관의 디지털화, 디지
털 보존 및 연구자 서비스 사례 조사
․담당사서 면담 및 업무협의 

Rob de
Bruin,

Lotte Wilms

4. 21(토) 헤이그 암스테르담 버스
10:00
~16:00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견학

암스테르담 KL855 21:35 암스테르담 출발
4. 22(일) 인천 14:50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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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내용

□ 출장 내용 요약

❍ 업무 흐름별 동향 및 정책 사례

업무 동향 조사한 정책 사례

인쇄자료 디지털화
․

디지털 자료 수집

․모든 장서 디지털화 계획
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여 디지털화
자료를 텍스트 데이터 단위로 구축
→ 디지털화 자료를 이용한 연구 시
활용성 제고
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오스트리아 : ANNO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2003-)
․유럽 : IMPACT
(Europeana, -2011, Impact
Centre of Competence, 2012-)

디지털 자원
정리․색인․검색

․머신러닝**을 활용한 안면 인식기술
을 적용하여 디지털화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 색인․ 검색
예) 슬로바키아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화 자료 단순 열람 서비스 제
공을 넘어 디지털 자원의 내용․메
타데이터 자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정 지원

․네덜란드 : KB LAB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2014-)
․영국 : 디지털스칼라십*** 센터
(옥스퍼드 대학도서관, 2015-)
․폴란드 : Polona Pro⊂Omnis Project
(폴란드 국립도서관, 2019 예정)

디지털 보존
․디지털 보존 시 국내․외 협력,
직원 역량 강화, 저작권 및 상호운
용성**** 고려

․영국 : DPOC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 2014-)
․네덜란드: e-Depot 등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2003-)

**** 광학문자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로 획득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하는 것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

**** 디지털스칼라십(Digital Scholarship) : 학술 연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미술 및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을 분석, 시각화하는 모든 활동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어느 한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다른 회사가 설계하고 만든
다른 형태의 시스템과 상호 데이터의 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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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IDE(Innovative Library in Digital Era) 2018 국제 컨퍼런스

□ 컨퍼런스 개요

  ❍ 명  칭 : ILIDE(Innovative Library in Digital Era)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 기  간 : 2018. 4. 15.(일) ~ 4. 18.(수)

  ❍ 장  소 : 031 01 Demänovská Dolina, Slovakia
  ❍ 참가자 : 15개국 117명  ※ 참가자 명단은 [붙임 2] 참조

  ❍ 논의 주제 : 디지털스칼라십(Digital Scholarship), 디지털 보존(Digital Preservation),

리포지터리 및 연구데이터 아카이빙(repositories and research data archiving) 등

□ 주요 발표 내용① : 디지털 서비스

Polona Pro :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향상된 도구
(Polona Pro : Progressive Tools for Research Projects in Humanities)

  [일  시] 2018. 4. 17. 16:40~17:00
  [발표자] Sonia Wronkowska / National Library of Poland: Polona Development Unit

  ❍ 대상 :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학자, 인문사회과학분야 관계자 등

  ❍ 기능 : 연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 디지털 자원 통합 검색

    - 디지털 데이터 자체를 활용한 개인 및 협동 연구 지원

    - 연구 프로젝트 관리

    - 연구 결과물의 온라인 출판

  ❍ 기반 : IIIF Image and Presentation API, ORCID, DOI, CCL, VIAF, TEI 등

  ❍ 추가 정보 : http://www.bn.org.pl/projekty/omnis/polona-dla-naukowcow

  

* Polona : 폴란드 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도서관 명칭

** OMNIS Project : 폴란드국립도서관의 4세대디지털도서관구현을위한프로젝트

- 멀티브라우저 OMNIS : 폴란드 모든 도서관 자원 통합 검색

- 도서관 대상 Polona : 폴란드 각 도서관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연구자 대상 Polona(Polona Pro)

- 출판사 대상 Polona : 출판 전 정보 공유, e-ISBN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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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디지털스칼라십* 지원
(Serendipity By Design: empowering digital scholarship in the library)

[일  시] 2018. 4. 17. 16:20~16:40
[발표자] Pip Willcox / Centre for Digital Scholarship in Bodleian Libraries

  ❍ 디지털스칼라십* 지원의 함의 : 도서관이 사람, 기술, 아이디어를 연결

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

  

* 디지털스칼라십(Digital Scholarship) : 학술 연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미술 및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을 분석, 시각화하는 모든 활동

  ❍ 지원 내용 : 전문성(기술, 특정 주제, 큐레이션 등), 인프라(인적, 디지털, 

물리적), 교육 훈련(IT 등), 자료(인쇄본, 디지털화 자료, 디지털 태생 자료), 

지속성(팀, 지식, 데이터 보존), 저작권 이슈 관리, 데이터 창조 및 재사용 등

  ❍ 유관기관 

    - Coalition for Networked Information(CNI) : Digital Schlarship 

Planning Workshop 운영

    - Digital Libraries Federation(DLF) : New DLF Miracle Workers 

Working Group

  ❍ 디지털스칼라십 지원 도서관을 위한 조언 : 다양한 자원 구축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 디지털 리터러시 신장,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환영

하는 열린 공간 준비, 데이터․컬렉션․다양한 연구 도구에 대한 접근 확보, 

데이터․출판물․연구자를 서로 찾고 연결하는 역할 수행 등

□ 주요 발표 내용② : 디지털 보존

디지털 보존을 위한 사서 역량
(Skills for Digital Preservation)

  [일  시] 2018. 4. 16. 13:00~13:40
  [발표자] Sarah Mason / DPOC in Bodleian Libraries

  ❍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DPOC: Digital Preservation at Oxford and Cambridge project) 

: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디지털 보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협동 연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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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보존 관련 주요 이슈

    - 여전히 새롭고 변화하는 분야

      ∙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으로 변화

      ∙ 여러 이론적 모델이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제한적

    - 디지털 보존 업무를 위한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 규명 필요

      ∙ 현 직원들이 디지털 보존 업무를 맡을 때의 재교육

      ∙ 새로운 직원 채용 시 직무 기술서 내용의 기초

      ∙ 디지털 보존 담당 팀 구성 시 활용

  

* 디지털 보존을 위한 역량 관련 참고 자료
- DigCurV curriculum framework http://www.digcurv.gla.ac.uk/index.html
- Preparing the Workforce for Digital Curation report (National Research Council)
https://www.nap.edu/catalog/18590/preparing-the-workforce-for-digital-curation
- The open data imperative: How the cultural heritage community can address
the federal mandate report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https://www.clir.org/pubs/reports/pub171/

  ❍ 디지털 보존 담당 사서의 역량

    - 디지털 보존 관련 배경 지식, 기술적 역량,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이해, 이용자 및 이용자 요구에 대한 이해, 디지털 보존 관련 법적 

이슈 이해, 프로젝트 관리 및 보존 계획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배우고 적응하려는 의지

    ⇒ 그러나 이 모든 역량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그동안 사서가 

해왔던 업무를 “디지털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 있음

    ⇒ 한 사람이 모든 역량을 갖출 수 없으므로, 기관 내․외부 협력이 중요

□ 기타 발표 내용

  ❍ 디지털 보존의 개념, 모델, 방법 

  ❍ 유관 기관 소개 : 디지털 보존 연합(DPC: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오픈

액세스 리포티터리 연합(COAR: Coalition of Open Access Repositories)

  ❍ 관련 소프트웨어 소개 : Fedora(디지털 컨텐츠 관리/보급를 위한 오픈소스

리포지토리 시스템), LOCKSS(디지털 자원의 분산 보존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Figshare(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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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 일반현황

    - 도서관명 :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개관년도 : 1368)

    - 주    소 : Josefsplatz 1 Postfach 25 1015 Wien, Austria

    - 연 락 처 : +43 1-534-10 (대표번호) / +43 1-534-10-376 (ANNO 담당자) 

    - 홈페이지 : http://www.onb.ac.at ; www.anno.onb.ac.at

    - 예산 및 장서량 : €27,533,000 / 약 12백만권

    - 디지털화 현황 : 1,610,455건 ※ 2017년 기준, 상세내역은 [붙임 3] 참조

    - 조직 및 인원 : 371.46명(정규직 기준)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디지털 정책

    - 디지털화 정책 추진 경과

      ∙ 신문(ANNO: Austria Newspapers Online, 2003～) : 6,187종 993,895부 

      ∙ 법률 및 행정 문서(ALEX: Austrian LEgal Texts, 2004～) : 4,203건

      ∙ 도서(ABO: Austrian Books Online, 2010～) : 496,489권 

      ∙ 그림 및 그래픽 자료(Bildarchiv Austria), 지리 정보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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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 IMPACT 참여, 도서 디지털화는 구글과 제휴(ABO: Austrian Books Online, 2010～)

  

* IMPACT(IMProving ACcess to Text) : 과거에만 사용되던 지명이나 고유명사는
OCR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도서관들이 각국에서 과거에만 사용되던 지명
이나 고유명사 리스트를 정리하고 공유했던 프로젝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Europeana에서 €12,100,000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이후, “Impact Centre of
Competence”로 명칭이 변경됨. 오스트리아는 2011년까지 참여함.  

    - 향후 계획

      ∙ 2025년까지 장서 디지털화 지속 및 확대 계획

      ∙ 디지털화 자료 활용한 연구 지원  예) Library Lab 운영 

❍ 담당자 면담

    - 면담일시 : 2018. 4. 19.(목) 14:00~16:00

    - 면담장소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ANNO 프로젝트 사무실

    - 면 담 자 : Christa Muller(디지털 서비스 / ANNO 프로젝트 담당자)

    - 면담내용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신문 디지털화 정책
ANNO(Austria Newspapers Online),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최초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

배경

∙2002년 말 마이크로필름과 디지털 사본을 동시에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채택

⇒ 2003년 디지털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ANNO(Austria
Newspapers Online)를 자체 개발

∙신문으로 최초 대량 디지털화를 시작한 이유

- 이용 측면 : 널리 알려진 매체, 각 분야 연구자에게 흥미있는 자료

- 도서관 측면 : 원본 신문의 손실에 따른 디지털 사본 제작 및 보존 필요
  

내용

∙디지털화 추진 체계 : 전국협력도서관을통해신문사본(국립도서관원본손실방지목적)
또는국립도서관이가지고있지않은원본신문을모아디지털화진행, 외주스캔과자체스캔병행

∙서비스 제공 방법 : 디지털 사본을 서버에 저장하고, 자체 개발한 응용 프로
그램에서 다양한 형식과 크기로 변환하여 제공

∙검색 기능 : 초기에는 날짜별 검색만 가능 → 텍스트 검색 기능 추가

* 초기에는 OCR 인식률 저하로 텍스트 검색 구현의 어려움

① 신문 원본 자체에서 같은 페이지 내에서도 글씨 굵기가 일정하지 않음 :
특히 1930년대까지 사용되던 고딕 양식의 글씨체는 OCR 인식에 부적합

② 1900년을 기준으로 신문 레이아웃이 달라, 기사 단위 인식부터 오류 발생

③ 오늘날사용되지않는고유명사(지명, 사람이름등) 인식불가⇒ IMPACT참여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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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6,187종 993,895부 구축, 23,961건 이용(2017년 기준)   

기타 면담 세부 내용

∙보존 정책의 기본은 디지털과 실물 장서 병행 보존

  

2020년 중반까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의 모든 장서를 디지털화 계획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실물 자료 보존은 당연히 병행되어야 함.
첫번째 이유는 실물 자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는 일부
디지털자원의경우저작권문제로실물자료없이는서비스에제약이따르기때문임  

∙디지털화 자료의 선정 기준은 훼손 우려와 이용자 요구

  

2020년대 중반까지 모든 장서를 디지털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엄밀한 우선
순위를세우지는않음. 이용자의요구가있고훼손도가높은자료를우선진행함.  

∙ANNO 이용자 주제 배경은 다양, 주된 접속 경로는 Wiki

  

ANNO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언론학자, 분야별 역사학자 이외에 집필 자료를
찾는 소설가, 의상 디자이너, 건축가 등으로 주제 배경이 다양함. 주된 접속
경로는 Wiki로, Wiki에 명시된 참고문헌 출처와 우리가 Wiki에 제공한 일부
게시물을 통해 ANNO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음  

∙디지털화 시 원본 손상 해결 방안은 훼손 우려 자료의 자체 디지털화 및 

스캔 담당자 교육 

  

원본 손상 우려가 적은 현대물의 경우는 외주 업체에 맡기지만, 손상 위험이
있고 중요도가 높은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 스캔함.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은
자체적으로도 성능이 우수한 스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스캔 시 책 전체를
펼치지 않고 스캔하여 책의 손상을 최소화 함. 보존 파트에서 스캔 담당자
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주지시킴.  

∙디지털화와 민관 협력 

  

모든 글로벌 기업에 기회를 오픈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을 선택하여
민관 협력을 진행함. 이 경우 특히, 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조건과 기술적
요구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법적 문제는 전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함. 디지털화 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다른 업무시에도 외주와 자체 진행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함

 

․과제와 향후 계획  

과제는 이용자의 콘텐츠 확장 요구와 OCR 인식률 저하 문제 지속(특히,
고유명사 처리 및 옛날 신문, 음악, 사진, 포스터, 지도, 책, 필사본 등),
향후 계획은 OCR 인식률 향상, 신문 콘텐츠 추가, ANNO 홈페이지 개선,
지도와 디지털화 신문 수록 정보를 결합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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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 빈 시립도서관

❍ 일반현황

    - 도서관명 : Wienbibliothek im Rathaus (개관연도 : 1856)

    - 주    소 : Felderstraße 1, 1082 Wien, Austria

    - 연 락 처 : +43 1-4000-84920 (대표번호) / +43 1-4000-84970 (부관장) 

    - 홈페이지 : http://www.wienbibliothek.at ; www.digital.wienbibliothek.at

    - 조직 및 인원 : 1사무국 2부 14과 / 45명

    - 장 서 량 : 약 550,000권

❍ 담당자 면담

    - 면담일시 : 2018. 4. 19.(목) 9:30~11:00

    - 면담장소 : 빈 시립도서관 부관장실

    - 면 담 자 : Anita Eichinger(빈 시립도서관 부관장 / 디지털 서비스 담당)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전경 안내데스크

도서관 내부 담당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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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세부 내용
․비엔나 시립도서관의 디지털화 주력 대상은 훼손 우려가 높은 유일 소장본과,

비엔나 시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자료

  

2003년 경 디지털화를 시작한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 비해, 비엔나 시립
도서관은 더 오래전부터 훼손 우려가 높은 유일 소장본에 대한 자체 디지
털화를 진행해 옴  

․과제는 제1․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발간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신문 디지털화

  

디지털화 과제는 제1․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발간된 신문으로, 종이질과
인쇄상태가 모두 좋지 않고 바스라질 것 같은 자료들이 많아서, 낱장을
수작업으로 이어붙이면서 자체 디지털화하고 있음

․ANNO 프로젝트 협력도서관으로써 빈시립도서관의 입장은 국립도서관의 

기술 및 장비는 공유하되, 도서관별 수집과 디지털화의 장점을 살리는 것

  

국립도서관의 ANNO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망라적 (사본) 수집과 디지털화
정책에 대해서, 단위 도서관으로써 다른 입장 표명
⇒ 단위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립도서관의 기술․장비를 지원받아 디
지털화한 후, 디지털화 사본을 도서관간 공유하여 국내 어떤 도서관에서
든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방안 선호

단위 도서관에서
지역 발간 간행물
수집

단위도서관에서
디지털화

․도서관간 디지털화 사본 공유
※ 지역 도서관에서 해당 지자
체에서 저작권을 갖는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무료 이용 가능국립도서관의디지털화기술․장비지원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 등에 대한 논의 필요

  

포스터나 엽서, 필사본 등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이나 빈시립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자료는 메타데이터에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관련 사진

도서관 1층 입구 연구자 열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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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 일반현황

    - 도서관명 : Koninklijke Bibliotheek (개관년도 : 1798)

    - 주    소 : Prins Willem-Alexanderhof 5, 2595 BE Den Haag, Nederland 

    - 연 락 처 : +31 70-314-0911 (대표전화) / +31 70-314-0989 (KB LAB 담당사서)

    - 홈페이지 : https://www.kb.nl ; http://lab.kb.nl/person/lotte-wilms

    - 예산 및 장서량 : €94,000,000 /  약 7백만권

    - 조직 및 인원 : 298명(정규직 기준)

 

❍ 디지털 보존 담당자 면담

    - 면담일시 : 2018. 4. 20.(금) 10:00~16:00

    - 면담장소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내 회의실

    - 면 담 자 : Rob de Bruin(Product Manager / digitale duurzame toegang)

전시실 담당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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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담내용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보존정책

디지털 자료 현황

∙디지털화된 책, 매거진, 신문 : 약 6,000,000책
∙웹아카이빙 5,780,823건, 정부문건450,000부, 학술지25,000,000건,웹사이트13,000개, 전자책24,000책   

디지털화 정책
∙DBNL(Digital Library for Dutch Literature)

- 네덜란드어로 된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 1999에 시작, 모든 자료를 수동으로 디지털화(연간 245,000여 페이지 작업)

∙Metamorefoze : 네덜란드의 다른 기관과 대학들이 협력하여 네덜란드 내의
모든 학술 서적과 학술지 디지털화

- 외주로 진행하며, 4년마다 입찰

- 작업 순서 : 대상자료 선정 → 외주 → KB Registry 등록 → 장기 보존

- 디지털화 결과물은 Master Image와 Access Image로 나누어 보존

- OCR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저장 : Text(HDML format), OCR ALTO*

* ALTO(Analyzed Layout and Text Object) : 책이나신문의레이아웃을기술하는기술메타데이터(technical metadata)

- OCR 스캔 결과물 확인은 자동화된 시스템(Generic Control Application) 이용,
1,000페이지 중 무작위로 10페이지 정도 확인

∙Beeldstudio : 옛날 이미지 자료들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내에서도 특정 공간에서만 디지털화 이미지 이용 가능

★ CD 디지털화 시작 : 2017년 시험 운영 후 2018년 정식 도입

  

외부 협력 업체

∙DANS(학술지 데이터 제공), Lila(이미지와 사진 데이터 제공), Pictoright(네덜
란드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와 사진 저작권 분쟁 해결에 도움)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

∙시작 : 2007년

※ Archipol(2000～) : Groningen 대학과함께네덜란드내의모든정치정당들의웹사이트보존

∙방식 : 크롤링(crawling)을 통해 웹사이트 수집, 모든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지는 않음

★ 모든웹사이트를수집하지못하더라도, 보존및이용제공시법적분쟁여지최소화

- 모든 도메인(domain)에 대해 무작위 크롤링을 실시하지 않고, 크롤링 이전에
웹사이트 주인(host)에게 법적인 공문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 크롤링 실시

① 일정 기간 답변이 없으면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웹사이트 수집

② 조건부답변이오면수집하지않음→전체적인동의가있을경우만웹사이트수집

∙이용 : 아카이빙된 웹사이트들은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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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pot(장기 보존을 위한 디지털 자원 관리 및 보존 시스템)

∙경과 : 1세대(2003-2009), 2세대(2009-현재, e-journal과 학술지 중심)

∙기반 :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s) 참조모델, PREMIS, METS, IFLS-LRM

“A framework of Guidance for Building Good Digital Collections, 3rd ed."

∙방식 : 각 기관과 출판사들이 다른 포맷들로 데이터를 제공하면 batch 파일로
받아서, 자체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 포맷으로 저장

∙수록 자료 : 기술과학분야 전자저널, 오픈액세스 출판물, 전자책 등

∙향후 계획

- 2018년 이후 2세대 e-Depot 준비, 저장공간 확보, CTS(CoreTrustSeal)* 인증 준비
* CTS(CoreTrustSeal): 리포지터리에 대한 신뢰성, 지속성에 대한 인증(https://www.coretrustseal.org/)

기타 면담 세부 내용

․디지털화 우선 순위는 자료의 상태, 위원회 선정 자료, 디지털화 시 부가가치,

디지털화 비용 등임

․마이크로필름 자체를 OCR로 스캔하진 않음. 현재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진 않지만, 마이크로필름도 특정 스캐너를 이용하여 JPEG 등 

파일로 스캔이 가능하므로 텍스트 기반 장서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디지털 보존 인력은 총 10.5명으로, 프로젝트 관리자, 서비스 담당자, 메타

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보존 실무자 등으로 구성됨

․디지털 보존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은 저작권 및 법적 분쟁의 요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보존 시 자체 시스템 구축을 더 선호함

  

❍ KB LAB 담당자 면담

    - 면담일시 : 2018. 4. 20.(금) 10:00~16:00

    - 면담장소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내 회의실

    - 면 담 자 : Lotte Wilms(Manager / KB LAB)

    - 면담내용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데이터형 디지털 장서를 활용한 
Digital Humanities 지원 정책 : KB LAB(2014~)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활용 가능 DATA
∙디지털화 데이터 + 디지털 태생 데이터(born-digital publication)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디지털 장서는 텍스트 기반으로 기계적 분석이 가능

- 구조화 혹은 반구조화 데이터로써 법적으로도 자유 이용 가능

★ KB LAB에서 지원하는 연구자에게는 data set와 API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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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연구자들의 정보 요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요구 파악

∙연구 지원 결과물을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

- 분석 과정 혹은 연구 결과물로 산출된 데이터(data set)는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대국민 서비스 및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재사용

※ 출처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전략계획(2014-2018)

  

지원 내용

∙데이터화된 디지털 장서를 활용한 연구 지원

- 데이터화된디지털장서를분석한후, 학술 연구결과물도출

- 분석시필요한자료와분석기술지원인력을도서관에서제공

∙연구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데이터화된 디지털 장서와 물리적 연구 공간을 함께 제공

- KB LAB을 매개로 한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 연구 지원

- 연구자들이 네덜란드 왕립도서관의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발표하고 공유함

∙인적 지원

- 큐레이터 2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명, 매니저 1명이 연구자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제공 프로그램

- Fellowship Program : 전문 연구자를 초청하여 4달간 연구 지원

- Researcher-in-Residence Program : 연구자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선발된
연구자에게 6달간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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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면담 세부 내용

․LAB을 운영하면서 연구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기술적인 문제임

  

연구진으로부터가장자주, 많이받는질문은데이터를다루면서겪는기술적인문제
해결임(예.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사용). 때로는 KB LAB에 속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연구자 질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샵 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여, 교육받고 온 엔지니어가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받은 연구자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후 

정식으로 KB LAB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담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없었음

  

KB LAB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후 전담 직원 2명으로 시작했으며, 특별히 직원 사전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자 필요한 프로그램을 습득하는 등 현장에서
학습을 통해 배워나감. 현재는 사서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  

․KB LAB과 같이 디지털인문학 또는 디지털스칼라십 운영을 하려는 도서관에

게는 상주하는 기술 지원 인력의 필요성과, 소장 자료의 접근성 개선, 매일 

활동 계획서를 통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음

  

  ❍ 관련 사진

서고자료 대출‧반납 원문 이용 및 자료 검색

도서관 내부 담당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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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 일반현황

    - 도서관명 : Centrale Openbare Bibliotheek Amsterdam(개관연도 : 1919)

    - 주    소 : Oosterdokskade 143, 1011DL Amsterdam, Nederland 

    - 연 락 처 : +31 20-523-0900

    - 홈페이지 : https://www.oba.nl/openingstijden/detail.199270.html/centrale-oba/

    - 비    전

      ∙ 암스테르담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공간

      ∙ (암스테르담) 모든 시민들에게 지식․정보․문화로의 접근 제공

      ∙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간 협력과 만남의 장

    - 이용 통계 : 일평균 4,000명 이상 방문(연간 150만명 이상)

❍ 특이사항 : 건축가 Jo Coenen에 의한 개조 공사 중

  ❍ 관련 사진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입구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비전

어린이실 도서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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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본 출장을 통해 확인한 유럽 대부분의 국립도서관들은 소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 정책은 

원본 보존과 디지털 자료 이용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디지털 열람 서비스 제공 이상의 의미를 지님.

□ 자료의 디지털화는 원본 대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쇄본

원본 제공 시 자료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대량 자료의 내용 단위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료 자체의 활용도를 증진시킴. 따라서 디지털화 시점부터 향후 쓰임을 고려

하여, 상호운용성이 높고 이용 및 보존에 유리한 포맷을 채택할 필요 있음.

□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유럽 각국 국립도서관이 공통적

으로 갖는 최신 동향은 디지털스칼라십 등 디지털 자료 자체의 분석을 통한 

연구 지원이며, 기계가 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축된 디지털 자원(예. 텍스트 기반

디지털화자료, 디지털 태생자료등)을 기반으로 하고, 사서, 주제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디지털화 자료를 비롯한 디지털 자료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일정 주기의 

매체 변환, 저장 공간 확보, 상호운용성 및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디지털 관련 업무(디지털화 및 서비스, 디지털 보존 등) 담당자들은 대부분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디지털화 시 OCR 인식률 향상을 위

해 유럽 각국 도서관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협력해 옴(예. IMPACT, p. 7).

또한 디지털스칼라십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서비스 변화와 디지털 보존 

업무 역시 인쇄 자료의 수집․보존․서비스에 비해 표준화된 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IIPC GA & WAC(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General

Assembly & Web Archiving Conference), iPRES(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reservation) 참여 등 국내․외 협력을 통해 기관 간 노하우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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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ILIDE(Innovative Library in Digital Era) 2018 국제 컨퍼런스세부일정

4.15.(일)

12:00～19:00 Registration

19:00～22:00 Welcome Reception

22:00～24:00 Disco

4.16.(월)

09:30～11:30
Workshop 1. Clarivate Analytics Workshop

Jeff Clovis
Clarivate Analytics

Workshop 2. Building Your Own LOCKSS -
Based Distributed Preservation Network

Anthony Leroy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Libraries

11:30～13:00 Lunch

13:00～13:40
Getting Started: An Introduction to Digital
Preservation

Sharon McMeekin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13:40～14:20 Digital Preservation:Certification/Validation/Sustainability
William Kilbride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14:20～14:40 Break

14:40～15:20 Digital Preservation Technology Neil Jefferies
Oxford University Libraries

15:20～16:00 Skills for Digital Preservation Sarah Mason, 
Oxford University Libraries

16:00～16:20 Break

16:20～16:40 Interoperability Frameworks Rachel Frick, 
OCLC Research Library Partnership

16:40～17:00
Next Generation Repositories, a Coalition of
Open Access Repositories (COAR) Working
Group

David Minor, 
UC San Diego Library

17:00～17:30 Digital Archiving Platform and ImplementationExperiences
Alojz Androvič, CVTI SR
; Ľubomír Hribík, Tempest

17:30～17:50
Digital Preservation Technology
Presentation: Fedora Fourward: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Neil Jefferies, 
Oxford University Libraries

17:50～18:10 State of Open Data Elwin Gardeur, 
Figshare

18:10～19:00 Open Caffee and Discussion

19:00～20:30 Dinner

20:00～23:00 Aquarium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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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화)

07:30～10:20 Breakfast and Registration / Opening

10:20～10:40 The Surprising History of Data Curation David Minor, 
UC San Diego Library

10:40～11:00 Research Data Management: Challenges andOpportunities
Elena Zudilova-Seinstra, 
Elsevier

11:00～11:20 Community-driven Models for Distributed DigitalPreservation Using LOCKSS
Art Pasquinelli, 
Stanford University Libraries

11:20～11:40 ORCID: National Research Information
Workflows

Alice Meadows, 
ORCID

11:40～12:40 Open Caffee and Discussion

12:40～14:00 Lunch

14::00～14:20 Open Access in the Humanities Research inFinland and Sweden
Pekka Olsbo, 
University of Jyväskylä

14:20～14:40 Openness in Science Seen From the
Researcher Perspective

Dr. Charlotte Wien, 
The University Library of Southern Denmark

14:40～15:00

Crossing the Bridge to Knowledge –
Experiences, Difficulties and Challenges of
Developing Institutional Repository at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Kamila Kokot,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Piotr Krajewski,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15:00～15:20 Back to the Future: Clarivate Analytics Visionfor Innovation and Research Discovery
Jeff Clovis
Clarivate Analytics

15:20～15:40 Presentation: De Gruyter – Sustainable OpenAccess Books
Emily Poznanski, 
De Gruyter

15:40～16:00 How Open We Really Are – Open Access
Policies at Technical Universities in Poland

Anna Wałek,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16:00～16:20 Break

16:20～16:40 Serendipity by Design: Empowering DigitalScholarship in the Library
Pip Willcox, 
Oxford University

16:40～17:00 Polona Pro: Progressive Tools for ResearchProjects in Humanities
Sonia Wronkowska, 
National Library of Poland

17:00～17:20
Automatic Indexing and Searching over
Digitalized Visual Data Using Face Recognition
Technology

Zuzana Bukovčiková, 
Slovak University of Technology in
Bratislava/New Age Factory

17:20～17:40 Digital Scholarly Editions and Libraries Szilvia Maróthy, 
University of Eötvös Loránd

17:40～18:40 Open Caffee and Discussion

18:40～22:00 Slavic bazaar

4.18.(수)

07:30～10:00 Breakfast / Conference End



- 20 -

[붙임 2] ILIDE(Innovative Library in Digital Era) 2018 국제 컨퍼런스

성명 소속 국적

1 Ákos Lencsés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ungary
2 Alena Kulíková Microform Slovakia
3 Alice Meadows ORCID United States of America
4 Alojz Androvič CVTI SR Slovakia
5 Andrej Bališ Tempest Slovakia
6 Andrej Kožuch Slovak Chemistry Library Slovakia
7 Andrej Škultéty Tempest Slovakia
8 Anita Cseples Elsevier Hungary
9 Anna Białanowicz-Biernat University of Warsaw Library Poland
10 Anna Walek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11 Anna Zygma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12 Anthony Leroy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 Belgien
13 Aribert Zbigniew Szarejko H+H Software Deutschland
14 Art Pasquinelli Stanford University United States of America
15 Beáta Bellérová Slovak University of Agriculture in Nitra Slovakia
16 Beata Fidzinska Wolters Kluwer Poland
17 Blazej Feret Lodz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18 Charlotte Wien University Library of Southern Denmark Denmark
19 Christian Motovsky Ex Libris Deutschland
20 David Horky Clarivate Analytics Czech
21 David Mino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nited States of America
22 Elena Zudilova-Seinstra Elsevier Nederland
23 Elwin Gardeur Figshare United States of America
24 Emilia Antolikova Hornozemplinska Library in Vranov Slovakia
25 Emília Lačná Ministry of Culture Slovakia
26 Emily Poznanski De Gruyter Deutschland
27 Erich Stračina Slovak Technical University Slovakia
28 Erika Bilicsi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ungary
29 Eva Augustínová University of Žilina Slovakia
30 Filip Kříž Národní lékařská knihovna Czech
31 Frank Bueermann H+H Software Deutschland
32 Gabriella Virág University of Eötvös Loránd Hungary
33 Gal Yoonju National Library of Korea South Korea
34 Hugues Cazeaux University of Geneva Switzerland
35 Ivan Ciglan State Scientific Library Banská Bystrica Slovakia
36 Jacek Lewinson De Gruyter Deutschland
37 Ján Grman SVOP Slovakia
38 Ján Krištof SVK Kosice Slovakia
39 Jan Pokorný National Library of Technology Czech
40 Ján Turňa CVTI SR Slovakia
41 Jana Kasáková CVTI SR Slovakia
42 Janka Ridzoňová University Library of Matej Bel University Slovakia
43 Jarmila Majerová University of Žilina Slova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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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Jasmine Weller Gale United Kingdom
45 Jeff Clovis Clarivate Analytics United States of America
46 Jitka Dobbersteinová CVTI SR Slovakia
47 Joanna Krzewińska Medical University of Lodz Poland
48 Jolanta Talbierska University of Warsaw Library Poland
49 Jozef Dzivák CVTI SR Slovakia
50 Július Cibuľa State Scientific Library Banská Bystrica Slovakia
51 Kamila Kokot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52 Katarzyna Czerwinska Wolters Kluwer United Kingdom
53 Krzysztof Szymanski Elsevier Poland
54 Ladislav Svršek Albertina icome Bratislava Slovakia
55 László Karmán Qulto – Monguz Hungary
56 Leszek Czerwinski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land

57 Libusa Bodnárová University of Veterinary Medicine and
Pharmacy Slovakia

58 Ľubo Hríbik Tempest Slovakia

59 Lucia Bernátová Open Government Partnership Point of
Contact for Slovakia Slovakia

60 Lucia Nižńíková Matej Bel University Slovakia
61 Maja Bogajczyk University of Warsaw Library Poland

62 Marcela Kozejová
Palkechová University of Žilina Slovakia

63 Marcin Kapczynski Clarivate Analytics Poland
64 Marek Čopjak Technical university of Kosice Slovakia
65 Marián Hvolka Slovak Chemistry Library Slovakia
66 Mark Keylard Wolters Kluwer Nederland
67 Martin Lhoták Czech Academy of Sciences Czech
68 Martin Višváder New Age Factory Slovakia
69 Michaela Bežová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Czech
70 Michaela Mikušková Matej Bel University Slovakia
71 Michal Ennert Technical university of Kosice Slovakia
72 Michal Indrák Moravská zemská knihovna v Brně Czech
73 Miklos Lendvay National Széchényi Library Hungary
74 Milan Samaj New Age Factory Slovakia
75 Miroslav Čapkovič CVTI SR Slovakia

76 Monika Garčárová University of Veterinary Medicine and
Pharmacy Slovakia

77 Monika Wasilewska Medical University of Lodz Poland
78 Natalie Ostráková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Czech
79 Neil Jefferies Oxford University United Kingdom
80 Niu Shudong Tianjin University Library China
81 Ondřej Horsák Národní lékařská knihovna Czech
82 Ondrej Koch National Library of Technology Czech
83 Ondrej Latka Technical university of Kosice Slovakia
84 Pekka Olsbo University of Jyväskylä Finland
85 Peter Foster Gale United Kingdom
86 Péter Sütő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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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Petr Žabička Moravská zemská knihovna v Brně Czech
88 Pierre-Yves Burgi University of Geneva Switzerland
89 Piotr Golkiewicz Elsevier Poland
90 Piotr Krajewski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91 Pip Willcox Oxford University United Kingdom
92 Qichang Zhang Tianjin University Library China
93 Rachel Frick OCLC Research Library Partnership United States of America
94 Radka Krivankova Emerald Publishing United Kingdom
95 Ran Schweitzer SpringerNature Deutschland
96 Robert Szczodruch Gdańsk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97 Sarah Mason Oxford University United Kingdom
98 Shaoqing Meng Tianjin University Library China
99 Sharon McMeekin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United Kingdom
100 Shuyi Liu Tianjin University Library China
101 Silvia Zarišová Slovak Chemistry Library Slovakia

102 Skarlet Ondrejčáková Open Government Partnership Point of
Contact for Slovakia Slovakia

103 Sonia Wronkowska National Library of Poland Poland
104 Szilvia Maróthy University of Eötvös Loránd Hungary
105 Tomáš Fiala CVTI SR Slovakia
106 Tomáš Foltýn Czech National Library Czech
107 Tomáš Mydliar Dell EMC Slovakia Slovakia
108 Urszula Sasimowicz Sage Publishing Poland
109 Veli-Pekka Hyttinen ACS International Finland
110 Veronika Murgašová University of Žilina Slovakia

111 Vlastimil Krejčíř Masaryk University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112 William Kilbride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United Kingdom

113 Witold Kozakiewicz PolandMedical University of Lodz

114 Yoon HyeJin South KoreaNational Library of Korea

115 Zdeněk Hruška CzechMoravská zemská knihovna v Brně

116 Zdenko Vozár Czech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117 Zuzana Bukovčíková SlovakiaNew Age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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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방문 국립도서관 디지털화 현황 비교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디지털화 현황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네덜란드어로 발행된 자료 디지털화 비율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디지털화 현황

자료 유형 소장현황(2017) 이용(2017) 이용(2016)
웹 아카이빙 자료 1,943,826 271,688 13
디지털화 자료 1,610,455 99,289 162,168

신문(판) 993,895 23,961 71,643
신문(제목별) 6,187 101 295
단행본 502,048 73,364 88,194
ALEX 프로젝트(권) 4,203 265 204
ABO 프로젝트(책) 496,489 73,047 87,945
고서(책) 142 1
기타(책) 1,214 52 45

필사본(phys, Pieces) 3,405 70 61
이미지 75,286
그래픽 + 사진
포스터
엽서 75,286

기타
리플렛(개) 16,841
카드(개)
구체(개) 674
파피루스(개) 6,197 1,793 698
음반(제목별) 5,922 1,277

* 2017년 연보 기준
*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 신문(ANNO: AustriaN Newspapers Online, 2003～)
- 법률 및 행정 문서(ALEX: Austrian LEgal Texts, 2004～)
- 도서(ABO: Austrian Books Online, 2010～)
- 기타 : 그림 및 그래픽 자료((Bildarchiv Austria), 지리 정보 등

Until 1900 1900 – 1940 1940 – 1959 1960 – 2000
～2017. 1 57% 37% 3% 0,1%
2017. 2～2017. 11. 8% 0,5%
2017. 11～2018. 1. 77% 55%

자료 유형 소장 현황(2017)

웹 아카이빙 5,780,823
디지털화된 책, 매거진, 신문 6,000,000

정부 문건 450,000
학술지 25,000,000

단행본 502,048
전자책 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