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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_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일  시_  2020년 11월 26일(목), 14:00~17:00 

장  소_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일정표_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 참가자 등록

사회_ 

류은영

(기획

총괄과

사무관)

14:00~14:05 5′ 인사말씀
 ￭ 인사말씀 

   /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14:05~14:35 30′ 시상식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제14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시상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

 ￭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자 표창

14:35~14:50 15′ 휴  식  

14:50~16:20 90′ 특  강
 ￭ AI시대에 요구되는 도서관의 매력

   / 김윤이 ((주)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

16:20~17:00 40′
사  례

발  표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 제14회 도서관 우수 현장사례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17:0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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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식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제14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시상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

§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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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 요구되는 도서관의 매력』

김 윤 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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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김 계 숙

서울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11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12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13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14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15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16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17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18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19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0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21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2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23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4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25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6



사례발표 1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27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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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독서카페 

‘내 방 안의 도서관’ 운영 사례』

김 은 미

이천시 마장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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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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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자료운영과

□ 사업개요

  ㅇ 내  용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ㅇ 목  적 :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도서관의 한정된 보유 장서 

문제 해결 및 자료 이용 극대화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운영내용

  ㅇ 서비스 내용 : 타 도서관자료를 1인 3책까지 14일간 대출

  ㅇ 대상자료 :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

  ㅇ 비용정책 : 왕복 택배비 수익자 부담(이용자 지불)

    - 5,200원(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동일)

    - 일부 지자체 비용지원 정책

     

지원 주체 지원 금액 이용자 부담액

인천광역시, 정읍시립도서관, 양산시립도서관 3,700원 1,500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3,500원 1,700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여수시립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광양시립도서관, 한밭도서관
3,000원 2,200원

    - 장애인의 경우 무료 이용 가능(지원조건 : 책나래와 동일)

□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현황

(‘20. 10. 31. 기준)

연도
참여도서관 수 신청건수(건) 제공건수(건)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2016 801 140 941 13,211 4,289 17,500 8,008 2,527 10,535
2017 871 110 981 14,728 4,816 19,544 9,395 2,996 12,391

2018 916 115 1,031 18,329 6,566 24,895 10,909 4,173 15,082

2019 971 120 1,091 26,913 8,147 35,060 15,744 5,678 21,422

2020 1,016 123 1,139 16,709 5,401 22,110 9,271 3,569 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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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CDRS) 자료운영과

□ 운영개요

  ㅇ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와 

온라인정보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참고서비스

□ 운영목적

  ㅇ 국내 도서관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한 대국민 지식 및 학술

정보 서비스 제공

  ㅇ 온라인 협력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도서관 실무자 역략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운영현황

  ㅇ 운영기간 : 2008. 5. ~ 계속

  ㅇ 운영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공공도서관 등 648개관

  ㅇ 질의응답 : 17,838건(2020. 10. 기준)

  ㅇ 지식정보DB : 3,554건(2020. 10. 기준)

□ 업무흐름

□ 운영업무

  ㅇ 이용자 질의에 대하여 지식 및 학술정보 제공

  ㅇ 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정보DB 및 자주묻는 질문(FAQ)구축

  ㅇ 참여 공공도서관을 위한 실무자 교육

  ㅇ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협력업무 유공기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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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기획총괄과

□ 사업목적

  ㅇ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정보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 개발 및 성과 공유·확산

  ㅇ 사서, 문화기관 종사자,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연구 활동 기회 제공

□ 사업개요

  ㅇ 공모부문 : 아이디어 및 현장사례

  ㅇ 공모대상

    - 사서, 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해외한국자료실 운영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종사자

** 국내 대학 및 대학원(박사과정 포함)의 재·휴학생(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 유학중인 재·휴학생 포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 주요도서관에 설치·지원하는 자료실(’19.12.기준, 26개관 운영) 운영자

※ 공동 참여는 5인까지 가능, 공모 접수일 현재 참가 자격요건 구비자

  ㅇ 공모내용 : 아래 내용 관련 자유 주제

    -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

※ 단, 문화기관의 경우 도서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 운영 또는 도서관과의 협력 추진 등

도서관 관련 사례로 응모

□ 시상내역 : 8편 이내

  ㅇ 최우수상 1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 상금 200만원)

  ㅇ 우 수 상 2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 상금 150만원)

  ㅇ 장 려 상 5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장, 상금 100만원)

※ 해외 한국자료실 종사자 등이 선정될 경우, 상금은 한화 기준이며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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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디지털기획과

□ 사업 목적

  ㅇ 데이터 기반의 도서관 운영 과학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ㅇ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 발굴

  ㅇ 우수 활용사례를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화 및 빅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 공모 내용

  ㅇ 공 모 명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ㅇ 공모분야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 (도서관 정보나루, 솔로몬 등 활용) 

  ㅇ 공모대상 :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전 관종 도서관, 민간기업, 개인(또는 팀)

※ 최근 3년 이내 수상기관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사서 개인 자격으로는 공모 가능

  ㅇ 시상규모 : 총 8팀(활용사례 3개팀, 아이디어 3개팀, 데이터 분석 2개팀)

구  분
규모

훈  격 포상금 비고활용
사례

아이
디어

데이터
분석

대    상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각 100만원 상품권

최우수상 1 1 1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상 각 50만원 상품권

우 수 상 1 1 1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상 각 30만원 상품권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 사서가 과학적으로 도서관 경영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시스템

‣ 도서관 정보나루: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 

연구자, 개발자, 일반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http://data4library.kr)

□ 빅데이터 수집 현황

(‘20. 11. 13. 기준)

참여도서관 장서 회원 대출

1,177개관 121,859,449건 29,067,351명 1,594,875,6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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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디지털기획과

□ 사업 목적

  ㅇ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생산된 국가지식정보를 발굴․개방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액세스(Open Access)기반 지식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및 확산

□ 사업 내용

  ㅇ 오픈액세스 지식정보의 효율적 서비스 및 유통확대

    - OAK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및 보급

    - 기관 리포지터리 메타데이터 및 국내 OA학술지 XML원문 수집·통합검색 서비스

    - 구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OA 지식정보 공유 확산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보 DB구축 및 서비스

  ㅇ OAK 거버넌스 체제 운영 및 홍보 활동

    - 우수 리포지터리 운영기관 및 오픈액세스 협력 기관 유공자 표창

    - OAK 리포지터리 보급 협약식 및 운영기관 워크숍, OAK 콘퍼런스 개최

    - OAK 운영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다양한 홍보 활동 등

□ 기관 리포지터리 보급 사업 

  ㅇ (공모시기) 매년 4~5월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공모대상)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학술정보 생산기관

  ㅇ (공모규모) 신규보급 3개관 내외, 개선보급 2개관 내외

  ㅇ (지원사항)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운영자교육, 무상유지보수(1년)

□ OAK 리포지터리 운영 현황 

(‘20. 11월 기준)

OAK 리포지터리 보급 통합검색 서비스 OA학술지 XML서비스 학술지 저작권 정보서비스

50개 기관 84만 건 90종 11,435건 1,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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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책이음서비스 정보시스템운영과

□ 사업개요

  ㅇ 내   용 : 도서관 이용자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목   적 : 도서관별 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이용 및 도서 대출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연계 체계 필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운영내용

  ㅇ 서비스 모형

설  명
-이용자 홍길동은 A도서관에서 인증 후 
책이음회원으로 최초가입

-해당정보가 지역센터1과 통합센터에 적용

-C도서관에서 책이음이용증을 이용해 자관
에서 이용가능한 회원으로 자동인증처리

-F도서관에서 책이음이용증을 이용해 자관
에서 이용가능한 회원으로 자동인증처리

-처리된 정보가 지역센터2와 통합센터에 
적용

  ㅇ 회원관리 규정 주요 내용

    -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 제시

    - 전국 대출 가능 권수 20권, 1인당 최대 20권 대출

    - 자관 대출 권수는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운영현황

지역 참여도서관 수(관) 회원수(명) 지역 참여도서관 수(관) 회원수(명) 지역 참여도서관 수(관) 회원수(명)

인천 89 632,063 전남 140 203,580 울산 80 143,555

부산 135 878,066 경기 411 515,204 강원 87 7,050

대구 90 501,101 서울 454 272,807 충남 94 8,857

광주 79 207,238 세종 21 48,115 경북 42 7,299

제주 62 151,151 경남 265 86,627 충북 61 5,000

전북 157 187,192 대전 24 1,193 계 2,291 3,856,098

(‘20. 10.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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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상 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일정
담당부서

(연락처)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포상

도서관 협력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9~11월

기획총괄과

(02-590-0774)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도서관 및 문화기관 현장의 우수사례 및 혁신 아이

디어 발굴을 통한 실용성 있는 도서관 개선과제 

개발을 위한 공모

7~8월
기획총괄과

(02-590-0799)

국가자료종합목록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

국가자료종합목록 고품질화를 위한 종합목록 참여

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올바른 목록작성 및 KOLIS-NET 시스템 교육 

상반기
국가서지과

(02-590-0597)

책바다
소장자료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연중

자료운영과

(02-3483-8832)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참고서비스

연중
자료운영과

(02-590-0584)

KOLASⅢ

(운영자 교육)
KOLASⅢ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 교육 상·하반기

정보시스템운영과

(02-3483-8877)

KOLASYS-NET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이해 및 활용 증진

작은도서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5, 6, 11월

정보시스템운영과

(02-3483-8877)

책이음 

(운영자 교육) 
책이음서비스 개요 및 운영･관리 교육 하반기

정보시스템운영과

(02-3483-8891)

공공도서관 등 

주요기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구축

국가지식자원의 체계적 수집･공유를 위한 디지털화 

지원 및 디지털아카이브(코리안메모리) 구축

-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기관 소장 지역･희귀

자료 디지털화 지원 및 공동활용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협력 

5~12월
디지털기획과

(02-590-6315)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체계 구축으로 

도서관 경영의 과학화와 이용자 서비스의 선진화 

도모

연중
디지털기획과

(02-59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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