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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한·일 국립도서관간 상호교류 계획에 따른 제21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참석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의 업무 노하우, 기술, 경험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출장국 및 방문기관

ㅇ 출 장 국 : 일본

ㅇ 방문기관 : 국립국회도서관(도쿄), 국제어린이도서관(도쿄), 와세다 대학

도서관(도쿄), 나라현립도서정보관(나라),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교토)

3. 출장기간 및 출장자

ㅇ 출장기간 : 2018. 10. 15.(월) ~ 10. 20.(토) / 5박 6일

ㅇ 출 장 자 : 3명

성 명 소 속(직위) 비 고

박성철 자료개발과(과장) 기조 보고 및 토론

신경아 자료개발과
주제발표 및 토론
(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 서비스)

전해은 기획협력과
주제발표 및 토론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

4. 주요성과

ㅇ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참석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립도서관의 역할 제고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

ㅇ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보존 서고 시찰 및 심층 논의를 통하여 관련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획득

ㅇ 국립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하여 국립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발향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상호 협력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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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의 마라케시조약* 비준에 따른 WIPO를 통한 대체자료의 적극적 

공유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 의지 확인

     *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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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내용

1. 세부일정

일 시 일 정 장 소

◈ 10월 15일(월)   출국

9:00~11:10 ㅇ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도쿄) 도착(KE2707) (김포)
(도쿄)14:30~15:00 ㅇ 호텔 도착 및 일정 안내

15:30~16:00 ㅇ 국립국회도서관장 예방
국립국회도서관

(도쿄)
16:00~17:30 ㅇ 국립국회도서관 견학 및 한일 업무교류 관련 사항 확인

18:00~19:30 ㅇ 총무부 부장 주재 환영 만찬

◈ 10월 16일(화)   업무 교류 세미나 및 견학

10:00~12:00 ㅇ 오프닝 세션 : 기조보고(화상회의 포함)
국립국회도서관

(도쿄)

14:00~15:30 ㅇ 국제어린이도서관 견학
국제어린이도서관

(도쿄)

16:00~17:30 ㅇ 와세다 대학도서관 견학
와세다 대학도서관

(도쿄)

◈ 10월 17일(수)   업무 교류 세미나

9:30~12:00 ㅇ 업무교류 세미나 : 주제발표 1(화상회의 포함)

국립국회도서관
(도쿄)

13:30~16:00 ㅇ 업무교류 세미나 : 주제발표 2(화상회의 포함)

16:00~16:30 ㅇ 70주년 기념 전시 관람

18:00~19:30 ㅇ 관장 주재 교류 간담회 및 저녁 만찬

◈ 10월 18일(목)   도쿄 → 교토

9:30~12:50 ㅇ 도쿄 → 교토(신칸센) (도쿄)
(교토)13:00~18:00 ㅇ 교토 시찰(금각 녹원사 등)

◈ 10월 19일(금)   기관 견학 및 업무간담회

10:30~11:30 ㅇ 나라현립도서정보관 견학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교토)

14:00~14:30 ㅇ 간사이관장 예방

14:30~15:30 ㅇ 간사이관 견학

15:30~16:30 ㅇ 업무간담회 : 한국/일본 장애인서비스 관련 토론

16:35:17:15 ㅇ 클로징 세션

17:45~19:45 ㅇ 간사이관장 주재 저녁 만찬

◈ 10월 20일(토)   입국

11:55~13:40 ㅇ 간사이공항(오사카) → 김포공항(KE2726)
(교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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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교류 세미나

2.1 한일 업무교류 사전 협의

□ 개요

 ㅇ 일 시 : 2018. 10. 15.(월) 17:00~17:30

 ㅇ 장 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본관 회의실

 ㅇ 참석자 :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카와이 미호(河合 美穂 ; 총무부지부도서관 협력과장), 오시마 카오루

(大島 薫 ;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사서감)

□ 주요 내용

 ㅇ 차기 업무 교류

    - 교차 개최로 2019년 한국 개최(5박6일 일정)

 ㅇ 한국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류 관련

    - 4년에 한 번씩 개최하였는데 작년 교류(한국방문) 때 한국측(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서 2020년(일본개최)에 실시해서 3년 사이클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4년을 3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한국측의 

제안을 기다림

 ㅇ 세션 운영 조정 : 어린이도서관과의 교류가 있는 해에는 별도의 주제 

세션으로 어린이 도서관 세션을 병행해서 진행했는데 기존과 다르게 같은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함

 ㅇ 주제 설정

    - 한국측에서 책바다에 대한 주제 선정을 원했지만 이번 교류에서는 

다루지 못함 

    -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전자화가 진척됨에 따라 도서관 송신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대, 전자화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차서비스 불가함.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책바다에 대한 주제는 다루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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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에 “책바다”주제를 다시 선정하고 싶다면 “도서관 간 송신”이라는 

주제로 포함해서 다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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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조보고

□ 개요

 ㅇ 주 제 : 국립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ㅇ 일 시 : 2018. 10. 16.(화) 10:00~12:00

 ㅇ 장 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본관 회의실

(간사이관, 국제어린이도서관 : 특별회의실 화상회의)

 ㅇ 참석자 :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카와이 미호(河合 美穂 ; 총무부지부도서관 협력과장), 오시마 카오루

(大島 薫 ;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사서감), 타나카 히사노리(田中 久德 

; 총무부 사무국장), 이토 요시타카(총무부 기획과장), 미토베(총무부 기획

과장보좌), 야스이(총무부 기획과), 타카하시(총무부 기획과) 등 17명 

□ 발표 내용

 ㅇ 발표 내용 및 발표자

구분 기관 발표 내용 발표자

한국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박성철

(자료개발과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오시마 카오루

(大島 薫, 총무부 

사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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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발표 원고 : 붙임 1 참조

구분 주 요 내 용

한국

￭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ㅇ 문화 공감 시설로의 변화와 연구정보 서비스 강화 

  - 문화 공감 시설로 자료실 환경 변화

  - 연구정보서비스 공간 개실 및 운영

ㅇ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준비  

  - 온라인자료 수집 및 장애인 대체자료로 활용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위한 준비

ㅇ 주요 핵심 사업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2019~2022)

  - 고화질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 강화

  - 국가서지 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일본

￭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ㅇ 국회활동의 보좌

  - 조사 서비스의 확충 강화 

   · 국회의원 의뢰조사회답 36,224건, 예측조사 328건, 정책세미나 16회

  -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조사 확충

   · 한국국회도서관 및 한국국회입법조사처와의 협정 재체결을 위한 조정

  - 국회발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정비

ㅇ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

  -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266만 점

   ·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376만 건

  - 자료·정보의 수집과 서지정보의 작성·제공

   · 납본률 향상을 위해 일괄대행기관이 납본상황 매달 조사

   · ‘국립국회도서관 서지제공서비스(NDL-Bib)’를 2018년1월 공개

   · “일본목록규칙 예비판”을 2018년3월에 일본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자료·정보의 보존

   · 간사이관 제2기 1단계 시설정비 추진 등

     ☞ 제2기 1단계 공사 500만 권 수장 서고(공사기간: 2016~2019년)

     ☞ 제2기 전체계획 1,400만 권 (45년 분량) 수장

   · 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시행 조사 실시

   · 소장자료의 보존대책 및 보존협력활동

ㅇ 정보자원의 이용제공

  - 이용환경 정비를 통한 국립국회도서관 온라인제공 개시

  - 디지털정보자원의 이용 및 활용 촉진

   · 도서관용 디지털화 자료송신서비스의 보급(참여도서관 수 908개관, 제공자료 수 150만 점)

  - ‘장애인 서비스 실시계획 2017-2020’을 토대로 장애인 서비스 향상

  - 각종 도서관의 협력사업 추진

   · 도서관 직원대상 연수 93건 실시, 라이브러리언십상 수상 등

  - 도서관의 역할과 책의 매력을 전하는 활동 추진

   · 7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및 기념전시 개최, APLAP 도쿄대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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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질의응답

￭Q1 : (한국) 대체자료 제작의 주체 기관은? 그리고 대체자료 제작률은?

 A1 : (일본)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도 제작함. 공공도서관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은 국회도서관에서 자체 제작함. 이용자 신청 중심이고 주로 학술문헌

으로 제작함

￭Q2 : (한국) 국립국회도서관 70주년 행사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A2 : (일본) 여러해 전 계획 수립 및 추진하여 전년도 예산에 반영됨. 해마다 

국외 전문가 초청 후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음

￭Q3 : (한국) 일본목록규칙 2018년 예비판을 작성한 위원회의 구성은? 

 A3 : (일본) 도서관 협회 목록위원회는 당관 직원이 함. 분류위원회, 목록

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며, 목록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함. 

목록규칙 책자형태는 12월 간행되고 목록규칙적용 세칙은 현재 작업 

중에 있음

￭Q4 : (한국)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자료를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지

 A4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것은 상호대차를 할 수 없음. 

디지털화는 오로지 보존을 위한 것임. 추후 저작권법이 변경이 되어야 가능함.

￭Q5 : (일본) 3년 동안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량의 도서를 디지털화를 추진

하였는데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앞으로도 대규모 디지털화를 추

진할 계획이 있는지

 A5 : (한국) 2016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이었음(22억 → 67억). 

2017년에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였음. 전체 디지털화 대상이 300만 권으로 

현재까지 87만 권을 구축하였으며,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임

￭Q6 : (일본) 연구정보서비스에서 개인연구석 및 개인연구실도 제공하는지, 

연구자로 이용자를 등록하기 위한 허가 심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A6 : (한국) 연구정보실은 금년 7월에 오픈하였으며 연구자 선정에 관한 애로

사항은 파악된 자료가 없음.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중 연구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오래된 목표에 따라 신설되었고, 개인연구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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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실 등을 제공하고 있음

￭Q7 : (일본) 연구정보서비스 공간 사진 관련 질의

 A7 : (한국) 안쪽이 개인연구석, 바깥쪽이 개방석임

￭Q8 : (일본) 개인용 공간에서 이용자가 자료를 찢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리 절차가 있는지

 A8 : (한국) 연구자의 이용수준(에티켓)을 우선적으로 믿고 파손된 경우 이용

규칙과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배상함. 한국은 납본을 2부로 받고 있고 

한 권은 보존, 한 권은 이용하기 때문에 원본이 훼손되는 경우는 드묾

￭Q9 : (일본) 디지털화 목표가 300만 권이었는데 디지털화 추진의 범위는 무엇인지

 A9 : (한국) 디지털화 범위는 단행본 자료가 우선이고, 발행년이 5년이 경과한 

자료가 대상임. 199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에서 매년 2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100억 원대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5년 안에 완성이 목표임

￭Q10 : (일본) 문화공감시설의 개념은? 어떤 논의를 거쳐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이 생긴 배경은?

 A10 : (한국) 1층은 맞이 공간과 열린 마당으로, 2층은 문화마루 공간으로, 

3, 4층은 자료 중심 공간으로, 5, 6층은 사무 공간 중심으로 조성하였음. 

1층과 2층을 합쳐 ‘복합문화공간’이라 하였고, 열린마당은 전시 

및 공연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에 중점을 두었고, 문화마루는 상설

전시관으로 역사, 희귀장서, 개인문고 등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 분야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

하고 있음. 

￭Q11 : (일본)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연구성과를 낼 경우 성과 

독려 계획은?

 A11 : (한국) 7월에 오픈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도서관에서 연구성과 

관련 발간물을 간행하거나 발표회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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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제발표 I

□ 개요

 ㅇ 주 제 : 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 서비스

 ㅇ 일 시 : 2018. 10. 17.(수) 9:30~12:00

 ㅇ 장 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본관 회의실

(간사이관 : 특별회의실 화상회의)

 ㅇ 참석자 :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카와이 미호(河合 美穂 ; 총무부지부도서관 협력과장), 오시마 코사쿠

(大島 康作 ; 간서관 도서관협력과장), 오시마 카오루(大島 薫 ; 국립국회

도서관 총무부 사서감), 쿠라하시 테츠로(倉橋 哲朗 ; 국립국회도서관 

이용자서비스부 주임), 토쿠하라(디지털정보기획과) 등 14명

□ 발표 내용

 ㅇ 발표 내용 및 발표자

구분 기관 발표 내용 발표자

한국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신경아

(자료개발과)

일본 간사이관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하여

오시마 코사쿠

(大島 康作, 

도서관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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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발표 원고 : 붙임 2 참조

구분 주 요 내 용

한국

￭ 국립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 디지털파일 납본 제도(도서관법 제20조 제3항)

  - 대체자료제작 표준화 현황

  - 대체자료 도서교정시스템

  -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E-book Accessibility)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서비스

  - 온라인자료 중심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 실물자료 중심의 "책나래서비스"

  - 민간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를 위한 "장애인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KOLASIA3)" 보급

ㅇ 보편적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국제 교류

  - 국제데이지컨소시엄 이사회 정회원

  -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 WIPO ABC Global Book Service

일본

￭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하여

ㅇ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의 방침·계획·체제

  - 방침·계획

   · 국립국회도서관 중기비전 ‘유니버설・액세스2020’ （정보자원의 이용제공）

   · ‘국립국회도서관 활동목표 2017-2020’ 기본적 역할：정보자원의 이용제공 활동목표３

(장애인서비스의 향상)

   ·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대응요령(2016.4.)

   · 장애인서비스 실시계획 2017-2020(2017.3.)

  - 체제

   · 전체 정비：장애인서비스연락회의

   · 내관서비스：각 서비스담당과

   · 원격서비스：간사이관도서관협력과

ㅇ 개별 서비스

  - 내관서비스

   · 휠체어 대여, 책상·필담기 대여, 필담을 통한 대응, 카운터로의 보청기 서포트시스템

(자기루프) 장착

   · 도쿄본관 : 확대독서기, DAISY재생소프트웨어·화면낭독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해 점자

디스플레이·점자키보드와 접속한 검색·열람용단말, 음성독서기, 대면낭독을 할 수 있는 방

  - 원격서비스

   · 장애인용자료검색 : 참여관 239개관, 자료 약 85만 건

   · 학술문헌녹음도서의 제작·대출 : 대출승인관 345개관, 제작건수 3,204권

   · 시각장애인용 데이터 수집 및 송신서비스 : 송신승인관 90개관, 데이터제공관 60개관, 

데이터 건수 16,194건

  - 연수 : 집합연수(장애인서비스 담당직원 대상 강좌)와 파견연수

ㅇ 마라케시조약에 대한 대응

  - 마라케시조약 비준은 일본에서도 금년 봄 국회에서 승인되었고, 향후 비준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2019년1월에는 일본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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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질의응답

￭Q1 : (한국) 일본에서는 학술자료를 녹음자료로 변환하여 제공하는데 이용자가 

점자자료를 요구할 때 그에 대한 대응은?

 A1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75년부터 녹음도서 제작을 시작하였음. 

그 당시 점자화와 녹음도서화 중에 녹음도서를 선택함. 현시점에서는 

텍스트데이지 제작도 시작하였음. 현 시점에서 학술문헌을 제공할 

때에는 텍스트 부분 제공 수요가 가장 높으므로 검증 및 시행 중에 있음

￭Q2 : (한국)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있는지

 A2 : (일본)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는 현재 없음. 내관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는 있음.

￭Q3 : (한국)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데이지자료, 점자자료, 화면해설영상

자료 등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에는 수어영상도서가 있음.

 A3 : (일본)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동일하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데이

지자료, 녹음자료, 점자자료가 있고, CD, 카세트테이프로 서비스하고 

있음. 다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작과 같은 서비스는 없음

￭Q4 : (한국)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에 대한 교재 제공이 가능한지

 A4 : (일본) 해마다 한 번씩 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인터넷 공개를 동의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각 연수 내용 및 강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http://www.ndl.go.jp/jp/library/supportvisual/supportvisual-kouza.html)

￭Q5 : (일본) 직원 18명은 내실화 있어 보임. 직원은 장애인도서관 업무만 

맡고 있는지 아니면 순환직인지

 A5 : (한국)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시 정원 18명으로 구성되었음. 정규직 외 

비정규직 12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13명은 순환이 

되고 5명과 비정규직은 전문 업무만 하고 있음

￭Q6 : (일본) 장애인정보누리터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시설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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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하면서 사무실과 장애인정보누리터가 2층에서 6층으로 이전한 것인지

 A6 : (한국) 장애인정보누리터는 1층에 그대로 있고, 사무실만 6층으로 이전

하였음

￭Q7 : (일본) 2016년부터 시작한 온라인자료 납본제도에서 수집한 자료를 

Accessible EPUB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지 

출판사에서 접근 가능한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납본하는 것인지

 A7 : (한국) 201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하여 온라인자료를 납본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렇게 납본 받은 온라인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및 

이용하고 있음. 납본된 온라인자료를 Accessible EPUB3.0으로 변환하여 

장애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납본된 모든 자료를 접근 가능한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2017년에 670건 제작, 

2018년에 1,500건으로 확대하였음

￭Q8 : (일본) 일본도 EPUB 형태의 서비스 검토 중임. Accessible EPUB의 사양과 

접근형식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은?

 A8 : (한국) 한국에서는 Accessible EPUB3.0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DAISY3.0에서 표현할 수 없는 시멘틱 요소와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고 논리적 구조와 태그별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Accessible 

EPUB3.0으로 제작하고 있음. 다만 고려되는 사항은 이미지와 표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세분화된 지침을 적용하여 통일성 

있게 제작하고, 얼마만큼 자동화하여 제작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함

(일본) 일본도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한국)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6년에 접근성 전자책 가이드라인 제정

하였음. 전자책을 제작하는 출판사는 EPUB이라는 파일 형태의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지 EPUB3.0 사양으로 전자책을 만들지는 않음.  

(일본) 접근성 전자책으로 변환과 텍스트데이지 변환, 녹음도서 변환 중 

중요한 제작은 접근성 전자책인가요?

(한국)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그동안 텍스트데이지로 제작하여 서비스

하였음. 납본파일로 텍스트데이지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것보다 

출판사들이 이미 제작한 EPUB2.0파일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높은 

EPUB3.0으로 변환하는 것은 훨씬 더 신속한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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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전자책 제작에 주력할 것임 

￭Q9 : (일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디지털파일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이 가능한지 

 A9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파일 납본에는 2가지가 있음. 국가디지털

장서확충(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자료수집과에 납본하는 것과 장애인이 

요구한 자료를 대체자료로 제작할 때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

관에 납본하는 것으로 나뉨. 대체자료로 제작하기 위하여 납본 받은 

파일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용은 불가하고 장애인도서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폐기함을 원칙으로 함.

￭Q10 : (일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참여한 공공도서관은 대체자료를 

제작하지 않는지?

 A10 : (한국)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공공도서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기존에 소장된 대체자료가 공유되어 있음. 

공공도서관에서는 데이지 등 대체자료를 제작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

하며, 대체자료제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민간 점자도서관에서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대제차료

제작은 국가로 일임되었다고 볼 수 있음

￭Q11 : (일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서 장애인, 도서관 사서, 연구자가 

대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장애인 연구자가 이용

할 수 있나요?

 A11 : (한국) 원칙적으로는 마라케시조약의 수혜자가 해당되며, 비장애인 

연구자는 대체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를 위해서는 일정기

간만 원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Q12 : (일본) 한국에서는 데이지자료, 녹음자료로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 

전자점자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점자해독률이 10% 

정도임. 점자보다는 음성자료가 연구 및 공부를 할 때에는 도움이 됨. 

한국에서는 점자자료로 요구하는 이유는?

 A12 : (한국) 한국의 시각장애인은 직업은 이료*, 안마, 역학*에 관련되어 있음. 

해당 직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자료는 데이지자료나 녹음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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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힐 수가 없음. 제2외국어, 학술도서 등도 데이지자료로 표현하기에는 

음성적 한계가 있어 학습을 위해서 점자자료를 많이 요구함.

         *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 기구의 사용 및 기타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 증진을 꾀하는 의료 유사업에 속한 처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이료임상, 2003)

         * 주역의 괘(卦)를 해석하여 음양 변화의 원리와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  

￭Q13 : (일본) ①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이용현황, ② 가장 특징적인 서비스는? 

③ 자원봉사자 운영은? ④ 대체자료가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쇄자료의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A13 : (한국) 장애인정보누리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자료실로 운영되고 있음. 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이용하며 자원봉사자 포함 1일평균 15~20명 정도가 

이용함. ② 장애인정보누리터의 가장 특징적인 서비스는 일대일 개별

맞춤서비스를 하는 것임. 그 중에서도 대면낭독서비스는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읽고 싶은 도서를 음성 및 수화로 대면하여 낭독해

주는 서비스로 3실을 보유하고 있음. ③ 자원봉사자는 40명 내외로 활동

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1회 3시간 활동함. 주요활동분야로는 

대면낭독, 문서작성, 화면해설 및 자막지원 등이 있으며, 자원봉사자

에게는 구내식당 식권, 왕복 교통비(1회 3,000원), 당일 무료 주차를 제공

하고 있음. 연말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 있으며 자원봉사

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심화교육을 연 2회 진행함. ④ 이용자가 

원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자료운영과와 협력하에 장애인정보

누리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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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제발표 II

□ 개요

 ㅇ 주 제 :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

 ㅇ 일 시 : 2018. 10. 17.(수) 13:30~16:00

 ㅇ 장 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본관 회의실

(국제어린이도서관 : 특별회의실 화상회의)

 ㅇ 참석자 :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테라쿠라 켄이치(寺倉 憲一 ; 국제어린이도서관장), 카와이 미호(河合 

美穂 ; 총무부지부도서관 협력과장), 시도 요시코(紫藤 美子 ; 국제어린이

도서관 기획협력과장), 시라이 교(白井 京 ;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계장) 등 10명

□ 발표 내용

 ㅇ 발표 내용 및 발표자

구분 기관 발표 내용 발표자

한국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사서의 

역량 강화

전해은

(기획협력과)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실시하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위한 연수사업

시라이 교

(白井 京, 

기획협력과 협력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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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내용

※ 발표 원고 : 붙임 3 참조

 ㅇ 질의응답

￭Q1 : (한국) 아동문학 연속강좌 참석자에게 주는 수료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A1 : (일본) 참석자에게 부여하는 수료증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일본

도서관협회에서 경력 교육을 받은 사서는 ‘인정 사서’로 자격을 부여함. 

최근 일본도서관 사서는 정규직원이 적고, 비정규직 사서가 증가하고 있음. 

그들도 이런 강좌에 참석해서 요청을 하면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음

구분 주 요 내 용

한국

￭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 사서의 역량 강화

ο 사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워크숍(전주, 춘천, 서울)」

   · 칼데콧 수상작 글 없는 그림책으로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구성하기

   · 체험 : 전주한지박물관 ‘한지 만들기’, 책과인쇄박물관 ‘나만의 엽서 만들기’

  - 「4차 산업혁명 기술 워크숍」 

   · 가상현실, 360도 카메라 촬영실습, 3D펜 메이킹, 비트브릭으로 스마트홈 만들기

   · 도서관 사례 : 마포중앙도서관(인공로봇, IT체험관, SW코딩 교육)

  - 「과학 지식의 형성 워크숍」

   ·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

   · 서울시립과학관 견학 및 체험(아이디어 제작소, 3D스페이스, 지진체험관)

ο (초등학생 대상)그림책과 함께 하는 코딩coding

  - 「이야기가 있는 코딩」시범 운영 계획 

일본

￭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실시하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위한 연수사업

ο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독서활동추진 지원계획 2015’

  -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아동서비스 담당 사서를 위한 연수 실시

ο 아동문학 연속강좌

  - 아동문학 관련 주제를 다루는 강좌 : 4과목 개설, 연 1회, 2일간

  - 일본의 아동문학, 영국과 미국의 아동문학, 판타지, 어린이 성장발달과 그림책 

  - 발행한 강의록 무료 배포 및 도서관 홈페이지 게재(PDF파일)

  - 원격연수 교재로 제작하여 국립국회도서관 공식채널 YouTube로 공개

ο 아동서비스 연구교류회

  - 도서관의 새로운 동향을 익히고, 교류하여 업무 개선에 도움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 주제로 논의(2017년)

ο 기타 연수 관련 사업

  - 아웃리치(Out-reach)형 연수 : 국제어린이도서관 직원을 연수 강사로 파견

  - 주제 : 아동서에 관한 조사 방법,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서비스

  - 강연회 실시 : 국내외 아동문학 작가와 전문가 초청, 다른 재단과 공동 주최

  - 도서관 정보학 실습 : 미래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위한 연수(매년 1회 2명,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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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한국) 도서관 정보학 실습생의 선발 기준과 혜택은?

 A2 : (일본) 실습생 선발은 간사이간(関西館 ; Kansai-kan) 도서관협력과에서 

진행함. 선발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자 몇 명을 받음. 사서 과정에 

포함된 도서관 실습은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담당하므로 이수한 단위로 

혜택을 받음

￭Q3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학교와 연계해서 ‘도서관 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대학교와 연계한 업무가 있는가?

 A3 : (일본) 도서관이 특정대학과 연계한 업무는 없고 대학도서관 대표와 회의

하거나 대학 교수에게 감수 및 객원으로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음

￭Q4 : (일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가도서관

으로서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화는 어떻게 하는가?

 A4 : (한국) 2018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광진정보도서관은 ‘무한상상실’

에서 창의프로그램을 진행함. 메이커교육을 진행하는 국내도서관을 참고

하기도 하지만, 차별화된 교육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레고 

마인드스톰*’과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3D프린팅, 비트브릭, 아두이노 

연결하기가 있음

       * 레고 마인드스톰(LEGO Mindstorm ; 배틀 로봇) : 레고를 이용해 하드웨어를 구축

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키트

￭Q5 : (일본) 「과학지식의 형성 워크숍」에서 과학 기술 분야는 사서 입장에서 

접하기 힘든 부분임 이 과정을 진행할 때 고민거리는 무엇이었으며, 앞

으로 하고 싶은 분야는?

 A5 : (한국)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은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과학 분야는 

생소한 분야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입문, 기초, 심화의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체험과 실습을 하면서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함.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는 ‘STEAM 교육’임.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학(M)의 융합인재교육임.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서의 역할과 

역량은 달라져야 하므로 이런 과정으로 계획하고 싶음

￭Q6 : (일본) 2일 과정 워크숍은 몇 명이 참여하는가? 워크숍 수강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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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시간에 포함되는가?

 A6 : (한국) 일반적인 워크숍은 40명을 모집하지만,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

에는 25명 정도 모집함. 참석자에게는 ‘워크숍 참석 인정시간’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그에 해당하는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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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클로징 세션

□ 개요

 ㅇ 주 제 : 한일 양국 도서관장애인서비스

 ㅇ 일 시 : 2018. 10. 19.(금) 15:30~17:15

 ㅇ 장 소 : 간사이관 특별회의실

 ㅇ 참석자 :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모토요시 타다히코(本吉 理彦 ; 간서관 관장), 나카와타리 아키히로

(간서관 차장), 타다시 와타나베(아시아정보과장), 시바타(전자도서관

과장), 가미쯔나(주임 사서), 코노마(총무과장 보좌), 나카자와 아야

(본관, 협력과장 보좌), 후쿠야마 준조(전자도서관 과장), 히로타 미와

(아시아정보과), 미나미(아시아정보과장), 오시마 코사쿠(大島 康作; 

도서관협력과장), 안도(도서관협력과장), 아베 켄타로(사서), 후지모토 

카주히코(총무과장) 등 14명

□ 주요내용

 ㅇ 질의응답

￭Q1 : (일본) 2016년에 시작한 전자서적의 포맷과 DRM 여부?

 A1 : (한국)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한 EPUB3.0으로 제작함. 제작파일에는 

DRM이 없지만 이용자 서비스 파일에는 DRM을 적용하고 있음

￭Q2 : (일본) 출판된 EPUB만으로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여 자체

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인가

 A2 : (한국) 출판사에서 제작한 EPUB파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의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예를 들면 표, 수식, 이

미지 등)이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처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함

￭Q3 :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EPUB3를 제작하고 있지만 DRM 이슈가 

발생함. DRM만 제외하면 출판사에서는 목차는 적절하게 생성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목차도 제대로 생성하지 않는 출판사가 많다고 하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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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 (한국) 한국의 출판사는 대부분이 EPUB2.0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인터렉션 

도서(예,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는 EPUB3.0으로 제작함. 한국도 출판사에서 

목차 구성은 하고 있음

￭Q4 : (일본) 아마존 킨들의 전자책 규모가 상당하고, 킨들의 가이드라인이 

출판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목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고 있음. 일본의 전자출판사업계에서 출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

하게 되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됨

 A4 : (한국)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정보통신단체표준(TTA). “독서장애인을 위

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 제1부, 제2부”를 준수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국외 표준으로는 IDPF “EPUB Accessibility 1.0(‘17.1)”, “EPUB 

Accessibility Techniques 1.0”을 준수하고 있음

￭Q5 : (한국) 장애인자료 정리지침, 목록지침이 있는지

 A5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일반자료와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사피에의 경우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정리함

￭Q6 : (한국) 한국은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추진을 하여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반면, 일본은 완벽하고 치밀하게 

완성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책의 결정

이나 차이가 한일업무교류에서 부족한 점을 배워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우리나라는 보존서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2002년 완공된 

간사이관은 유리벽이 많아 여름 냉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2간사이관의 냉난방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A6 : (일본)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에너지절약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2011년 이후에 지어졌다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었겠지만 

간사이관은 그 이전에 지어진 것임. 새로 지어진 서고는 지진 후라 

규정을 적용하여 지었음. 기존서고는 2,000만권이 수장 가능할 것으로 

준비하였음. 본관은 2002년에 완공, 지하서고는 600만 권의 수장 능력이 

있음. 1,400만권 규모의 서고에 대하여는 자료의 증가 속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하여 정비하기로 함. 3단계 첫 번째 단계로써 15년짜리 500

만 권을 수장하는 서고를 짓고 있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5년마다 똑같

은 규모의 서고가 건설 예정이고 대략 50년 후까지 필요한 수장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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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게 됨. 계획단계에서는 서고를 지하에 두려고 하였는데 비용이 

비싸져서 비용 삭감을 위해 지상에 짓기로 함. 새 서고에는 유리창이 없

어서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됨. 외벽과 외벽 사이에 공간을 둠으로써 

외부 공기의 영향을 덜 받게 설계하였음.

￭Q7 : (일본) 온라인자료 수집 중에 단행본은 2부씩 수집한다고 하였고, 공공

간행물은 3부씩 수집하는 이유는? 전자정보자원의 ‘부’라는 단위가 

어떤 의미인지

 A7 : (한국) 전자파일은 1부만 받으면 1부를 가지고 보존과 이용을 하려면 

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그래서 보존용과 

열람용(DRM)으로 구분하여 받음. 공공간행물은 1부는 보존, 1부는 이용, 

1부는 분관인 세종도서관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3부를 받고 있음

￭Q8 : (일본) 디지털파일의 납본율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납본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건지, 출판계가 꺼리는 건지.

 A8 : (한국) 2016년까지 디지털파일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였음. 2016년 도서관

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자료를 납본하게 하였음. 출판사의 반대가 심하여 

ISBN을 받은 도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파일로 한정하였으며, 

2017년부터 온라인자료 납본을 받기 시작하였음. 디지털파일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짧아 출판계의 이해가 부족하고 출판사에 공문 및 전화로 

요청을 하고는 있으나 파일 유출 및 저작권 문제 등으로 우려하여 납본

률이 미흡함. 2017년 13만 책이 수집되었음.

(일) 일본의 경우도 납본자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한) 한국은 2009년 디지털도서관 설립하면서 법개정을 시도했으나 출판사가 

단결하여 논의자체를 거부하여서 법개정 추진을 하지 못했음

   ￭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관련 질의는 일본에서 자료수집 후 별첨



- 23 -

 ㅇ 대체자료 실물 시연

    - 녹음도서제작가의 고령화와 전문서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제작가가 

한정되어 녹음도서제작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녹음도서는 제작가의 감정을 넣지 않고 읽어야 함

    - 데이지 제작시 원본의 페이지 정보가 포함되게 제작함. 왜냐하면 

원본의 페이지대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특히 학술

도서의 경우 인용할 때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피에 및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후 데이지 바로 이용

     ·사피에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사피에도서관에서도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및 이용 가능 

    - 국립국회도서관은 학술도서를 중심으로 녹음도서 형태로 자체제작하고 

있으며, 텍스트데이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제작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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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 관련 사진

DAISY(CD형태) 녹음도서(카세트테이프 형태)

DAISY 플레이어(단순조작형) DAISY 플레이어(복잡형)

     

온라인자료 이용 –http://iss.ndl.go.jp 장애인대상 자료검색 코너 이용



- 25 -

3. 기관방문 및 간담회

3.1 국제어린이도서관(國際子ども図書館 ;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 ILCL)

□ 방문 개요

 ㅇ 일시 : 2018. 10. 16.(화) 12:30~15:30

 ㅇ 장소 :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www.kotomo.go.jp)

 ㅇ 참석자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테라쿠라 켄이치(寺倉 憲一 ; 국제어린이도서관장), 시도 요시코(紫藤 

美子 ; 기획협력과장), 나라키 에미코(楢木 惠美子 ; 아동서비스 과장

보좌), 시라이 교(白井 京 ; 기획협력과 계장) 

□ 주요 내용

 ㅇ 조직 : 국립국회도서관 지부도서관

 ㅇ 사명 : 어린이 책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ㅇ 역할 : 아동 서적 전문도서관, 어린이와 책의 만남, 어린이책 박물관

 ㅇ 부서 : 기획협력과, 자료정보과, 아동서비스 

 ㅇ 장서수 : 도서 약 392,000권, 연속간행물 약 1,918종, 비도서 약 89,000점, 기타

    - (국내 자료) 법정 납본에 따라 일본의 동화책과 아동 잡지, 학습 참고서 및 

아동을 위한 DVD, CD-ROM을 망라적으로 수집

    - (외국 자료) 160개국 아동도서를 구입, 국제 교환이나 기증으로 통해 수집

 ㅇ 연혁 : 2000년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 및 개관(1906년 帝國도서관 개축)

          2002년  국제어린이도서관 전면 개관

          2012년  국제어린이도서관 신관 증축

          2015년  신관(아치동) 완공-아동서적 연구자료실 개실

          2016년  기존 건물(벽돌동) 개축-아동도서 갤러리, 조사하는 방 개실

 ㅇ 이용안내

    - 열람시간 : 9:30~17:00(자료 청구 접수 9:30~16:30)

    - 휴 관 일 : 월요일, 연말연시, 매월 셋째 수요일, 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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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 시설 및 서비스

    - 세계로 열린 방(1층)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민속 등을 소개하는 자료

     ·국제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료

    - 이야기방(1층)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모임(이야기 들려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유아를 위한 전래동요와 그림책 모임(6개월~4세 미만)

    - 아동서 연구자료실(2층) : 일본 교과서, DVD, CD-ROM, 마이크로 자료

    - 청소년연구실(2층) : 중고생들의 자료조사 학습을 도와주고, 청소년

연구체험 프로그램(사전 예약제) 제공 

    - 아동서 갤러리(2층) : 메이지(明治)시대~현대까지의 일본 어린이책의 

흐름을 전시

    - 홀(3층) : 국제어린이도서관을 소개하는 전시 코너 마련, 음악회 개최

    - 책 뮤지엄(3층) : 다양한 테마로 아동서를 소개하는 전시회 개최

     「“赤い鳥” 창간 100주년-지면을 장식한 작품과 작가들」

     ·전시기간 : 2018. 9. 9.(일)~2019. 1. 20.(일)

     ·아동을 위한 잡지『붉은 새』가 1918년에 창간된 지 100주년 맞이

     ·‘붉은 새’에 활약한 작가나 시인의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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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와세다대학 도서관(早稻田大学圖書館 ; Waseda University Library)

□ 방문 개요

 ㅇ 일시 : 2018. 10. 16.(화) 16:00~17:30

 ㅇ 장소 : 와세다대학 도서관(www.waseda.jp/library/libraries)

 ㅇ 참석자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하세가와 아츠시(長谷川 敦史 ; 도서관장), 혼마 치사코(本間 知佐子 ; 

총무과장)

□ 주요 내용

 ㅇ 개관시간 : 월요일~토요일(9:00~22:00), 일요일(10:00~17:00)

 ㅇ 연    혁 : 1882년  도쿄 전문학교 도서실

               1991년  종합 학술 정보센터 개관

 ㅇ 시   설 : (4층) AV룸, 마이크로 자료실, 귀중서고, 고서자료서고

             (3층) 잡지, 일반도서실

             (2층) 일반 참고 도서실

             (B1층) 연구서고-明治期도서, 戶山도서관이관분(한글도서, 중국어

도서), 중국어도서, 특수컬렉션, 일본어도서(早稻田분류 A-Z)

             (B2층) 연구서고-대형본 코너, 외국어도서(NDC분류)

 ㅇ 장서/좌석 : 장서수 약 270만권 / 열람좌석 약 1,800자리

 ㅇ 기획전시(2018년) : 「これが連歌だ!」(번역: 이것이 연가이다!)

    - 본교 前 교수 故이지치 테츠오 선생이 수집한 연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컬렉션 “이지치 테츠오 문고”기획 전시

□ 특이사항

  ㅇ Silent Area열람석(2층) : “Silent Area”〉Silent Area〉Quiet Area〉Active Area
                          “静寂”   〉とても静かに〉 靜かに  〉 会話OK

  ㅇ 연구서고 카운터(1층) : 직원이 아닌 대학원생이 참고서비스 담당 

  ㅇ 연구서고(지하1~2층) : 학생 출입 가능해서, 서가에서 책을 찾고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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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내용

￭Q1 : (한국) 와세다 대학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의 국립중앙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협력관계가 있고 대학도서관과는 교류가 많지 않음 

 A1 : (일본) 대학도서관은 역사가 길다는 것이 폐쇄적 경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음. 그러나 현재 학장은 외부와 교류를 중시하고 있어 연세대학교와 

교류를 한다는 사실에 기뻐하였음

￭Q2 : (한국) 와세다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하는지?

 A2 : (일본) 존재함. 장애인이 입학을 하면 지체장애인이면 계단이 없는 루트를 

제공, “장애자차별철폐법”이 시행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갖추고 있음

￭Q3 : (한국)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도서 지원방법은? 

 A3 : (일본) 학생 중에 전맹은 없으며, 약시만 존재함. 자료를 확대복사하여 

무료로 제공, 일본에서의 경우는 확대복사한 소설은 많이 출판됨. 그러나 

학술도서의 경우에는 거의 없음. 그래서 학생이 필요한 부분을 확대복사하여 

제공함

￭Q4 : (한국) 와세다 대학 소장 도서가 580만권(도서실이 22개 존재)이고, 본 

도서관이 소장한 것이 270만 권인데 장서보존관의 최대 수장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A4 : (일본) 본 와세다 중앙도서관은 400만 건 수용이 가능하고, 5년 후면 

수용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 본 도서관이 아닌 원격지에 서고

보존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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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라현립도서정보관(奈良県立図書情報館 ; Nara Prefectural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 방문 개요

 ㅇ 일시 : 2018. 10. 19.(금) 10:30~11:30

 ㅇ 장소 : 나라현립도서정보관(http://www.library.pref.nara.jp)

 ㅇ 참석자 

    - 한국 : 박성철(자료개발과장), 신경아(자료개발과), 전해은(기획협력과)

    - 일본 : 코지마 코헤이(小嶋宏平 ; 부관장), 이누이 소이치로(乾 聰一郞 ; 공문서과장)

□ 주요 내용

 ㅇ 도서관 이용 

    - 개관시간 : 9:00~20:00 / 휴관일(월요일, 매월 말일, 연말 연시)

    - 자료이용 : 1인 1회 5권, 15일간(1회 연장 가능), 아동서 미소장

 ㅇ 장서 : 도서 250,000책(일반자료 15만/전문자료 10만), 잡지 1,500종

 ㅇ 연혁 : 2005년  나라현립도서정보관 개관

           2015년  10주년 기념사업회 설립,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송신서비스

 ㅇ 주요 시설 

    - 3층 :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한 공간이며, 전문자료와 일반자료로 구분

     ·고향 코너 : 나라(奈良)의 역사‧문화 조사자료(공문서, 신문, 행정자료, 팸플릿)

     ·전쟁체험문고 코너 : 만주사변(1931년)부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52년)까지의 시기의 전쟁 체험 관련 자료, 약 5만점 수집

    - 1층, B1 : 100만 책 수장능력을 가진 일본 최대의 자동서고

               出庫와 入庫를 자동반송시스템에 의해 실행, 지정석이 아니므로 

분실도서 다량 발생(출고: J상자, 1번 도서 è 입고: K상자, 

7번 도서) 

□ 특이사항

 ㅇ 의료·건강 정보서비스 : 질병, 약, 식사, 건강 등 의료‧건강에 관한 책과 

정보 제공

    - 의료·건강정보 코너, 투병기 코너, 온라인DB(MEDLINE) 이용석, 

의료상담(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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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내용

￭Q1 : (한국) 현립도서관의 탄생 배경은? 기존의 현립도서관이 작거나 오래

되어 헐고 새로 지은 것인지

 A1 : (일본) 문화시설의 부속 건물로 존재, 초기에는 현재 규모의 4분의1이었으나 

남쪽의 현립도서관과 통합하는 형식으로 생긴 것임. 또 하나는 정보화 

발전에 맞추기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음

￭Q2 : (한국) 자동서고 운송시스템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 RFID시스템을 활용

하여 구축하였는데 일본은 바코드를 활용하여 구축함. 바코드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A2 : (일본) 바코드 방식의 작업을 한 것이 2003~2004년쯤이었음. 그 당시에는 

RFID가 고가여서 예산적으로 여유가 없어 바코드를 선택하였음. 바코드

에서 RFID로 전환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지만 기존의 자료를 소급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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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의견

1. 시사점

 ㅇ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도서관 간 상호대차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오직 

관내 이용과 보존 측면이 강하여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ㅇ 간사이관 서고 증설과 관련하여 1,400만 권(45년 분량)을 수장할 수 있는 

제2기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1단계 공사는 2019년에 500만 권을 

수용할 수 있는 서고가 완성됨

 ㅇ 일본의 경우 마라케시조약 비준은 2019년 1월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아 향후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음

 ㅇ 한국은 2018년에 8,635건의 대체자료를 수집한 반면 일본은 미소장 대

체자료의 조사 및 수집을 실시하여 22,897건을 수집함

 ㅇ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EPUB 형태의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일본의 출판사는 아마존 킨들의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EPUB3의 포맷으로 

제작하고 있어 접근성이 보장됨

 ㅇ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은 리모델링에 따른 신규 서비스(유아용 그림책 

코너, 조사하는 방) 실시를 통해 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율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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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추진 검토사항

 ㅇ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의 조기정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국립국회

도서관의 “간사이관 제2기 시설정비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ㅇ EPUB3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국의 지침을 검토 보완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표준을 제시하여 국가적 통합·활용 체계 구현 필요

 ㅇ 양국이 업무교류에서 논의된 주제와 현안에 대하여 부서 혹은 담당자 간 

지속적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필요

 ㅇ 일본의 대체자료 수집 정책을 참고하여 수집대상 기관 확대 및 찾아가는 

홍보 추진 등으로 대체자료의 획기적 증가를 위한 방법 모색

 ㅇ WIPO를 통한 일본의 대체자료 교환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호하는 자료

를 예측하여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 구축

3.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33 -

Ⅳ. 붙임 자료

 - 차례 - 

 1. 기조보고 원고
   1.1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 박성철

   1.2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 오시마 카오루

 2. 주제발표Ⅰ 원고
   2.1  국립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신경아

   2.2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하여 / 오시마 코사쿠

 3. 주제발표Ⅱ 원고
   3.1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사서의 역량 강화 / 전해은

   3.2  국립어린이도서관이 실시하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위한 연수사업

        / 시라이 교

 4. 업무교류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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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기조보고 한국측 원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박성철 과장

I. 시작하며

대한민국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할 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 만큼 많은 것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년 “2018년 한일 국

가도서관 업무교류”는 두 번의 강산이 변화고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첫 해라고 생각

합니다. 

그 동안의 업무교류에서 다양한 주제발표와 직원들의 상대국 도서관 방문으로 상호 

교류의 장이 이루어졌으며 저 또한 2007년도에 업무교류단 일원으로 방문하여 주제발

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며 이 자리를 빌려 업무교류가 양국 도서관의 

대표적인 교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양국 도서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기조보고는 지난 1년 간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발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과 통계자료는 원고의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II. 문화 공감 시설로의 변화와 연구정보 서비스 강화

1. 문화 공감 시설로 자료실 환경 변화

국립중앙도서관은 1988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본관의 내·외부 설비 교체공사를 

201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8년 완공하였다. 이번 대규모 공사를 계기로 이용서비스 

공간을 재구성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와 상징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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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본관 외부 창호 노후화로 주요구조와 이격이 발생 61억원으로 창호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7.27~12.6 이었으면 이 기간동안 매주 2일(월, 화)

은 휴관을 하였습니다. 2017.1~2018.11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노후설비 교체공사가 222

억원 예산으로 기계, 건축, 소방, 통신. 내진보강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이용

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층별로 공사기간을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6층(17.1~17.4), 

5층(17.5~17.8), 4층(17.8~17.11), 3층(17.12~18.2). 1,2층(18.3~18.07), 지하1층, 7층

(18.8~18.10)로 자료실별 휴실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특히 1,2층 공사기간 중에는 18.3.1

에서 4.31까지 본관 전체를 휴관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층에서는 자료실 재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층 고전운영실이 5층으로, 2층 장애인도서관은 6층

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용자 서비스공간도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1층에서 서고자

료를 대출하던 방식을 3층에서 서고자료 연속간행물 대출과 개가자료 열람과 연구자를 

위한 연구정보실을 신설하습니다. 4층에는 서고자료 일반도서 대출과 개가자료 서비스

를 시작하였습니다. 4층 자료실 개가자료도 3년 기간 비치에서 3개월 기간 비치로 대

폭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본관 자료실(3, 4층)을 3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이용자를 맞

이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자료를 원하는 공간에서 이용 가능하

도록 원스톱 자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용자가 자료를 찾아 이동하던 불편

함을 없애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과 함께 최신 자료운송시스템(북카)을 도

입하였습니다. 이제 이용자는 원하는 장소(3, 4층)에서 천백만권에 달하는 서고자료를 

신청 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 자료운송시스템(북카)>

공간구성 측면에서 3, 4층 공간은 공통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증설, 디지털 원문 이



- 36 -

용석, 노트북 이용석 및 USB 충전포트 등 쾌적한 이용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

다. 편안한 자료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사서와의 1:1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안내데스크, 3층, 4층 자료실>

내년에는 1층, 2층에 대해서 전면 공간 재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며 1층 공간은 이용

자 맞이 및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용증 발급, 안내서비스 통합창구 및 북 

카페, 서점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층은 문학실과 상설전시관을 설

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번에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2. 연구정보서비스 공간 개실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장서를 활용한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정보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자로 등록된 이용자에게는 3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개인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 등이 제공되며, 국가 장서를 1회 20책, 최대 45일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외 학술 DB, 해외 학술 단행본 등 온·오프라인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80인까지 수용 가능한 협업공간도 마련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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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협회, 연구팀 등의 회의, 공동연구, 워크숍, 교육, 세미나 등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연구자 등록 희망자는 계획한 연구결과물 종류에 따라 ▲국가연구과제, ▲박사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 단행본, ▲해외 연구자(한국학), ▲연구자료 조사 프로그램 등 

개 6분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국가도서관으로서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자 커뮤

니티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서비스 공간 사진>

III.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준비  

1. 온라인자료 수집 및 장애인 대체자료로 활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를 도입(2016년)하고 ISBN과 ISSN을 부여 받

은 전자책과 전자저널 등은 각 2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은 3부를 납본 

받아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자료의 영구 보존 및 후대 전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

년에 납본한 온라인자료는 71,196건으로 현재 총 133,155건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학

술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논문 원문 54,849건, LG상남도서관 소장 과학기술분야 온

라인 자료 1,230,938건을 기증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집한 온라인 자료 중 전자책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장

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e-book Accessibility)으로 변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약 850건을 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약 1,500건으로 확대하였

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을 위한 것으로 최근에 국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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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디지털음성도서(DAISY)에서 포괄적 전자출판(Inclusive Publishing)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수집된 전자책

에 대해서 ‘접근성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장애인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며 EPUB 3 

Accessible와 관련하여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비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전자책을 분석하여 콘텐츠 및 문서구조를 

기반으로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으로 제작 >

2.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위한 준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

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후

대의 이용을 위하여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구입, 기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문헌의 수

집·보존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50만권 내외의 장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약 11,835,999책(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보존서고 포화율이  

63.5% 수준입니다. 2023년 이후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영구보존용)의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완공까지 총 10년의 장기프로

젝트로 계획 중에 있으며 2019년에 그 첫 걸음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국회도서관 역시 간사이관의 수장공간 확보를 위하여 2016년도 예산에서 필요

한 공사비를 확보해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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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참고자료들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 복원시설과 기술을 확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

자료  공동보존협렵프로그램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

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산재한 중요한 문헌들에 대한 종합

적인 보존·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8만여점을 처리할 수 있는 대량탈산처리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내 귀중자료 소장기관에 보존처리 수요조사를 실

시하여 11개 기관 2만여점을 포함하여 6만여점의 자료에 대한 탈산처리 작업을 추진하

였습니다. 

IV.주요 핵심 사업 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2019~2022)

2017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2014~2018)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1차 안

을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각 과의 

과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비전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고화질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 강화

1995년부터 국가문헌의 후대 전승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일반예산22억원, 추경예산 67억원 

133,482책, 2017년 일반예산 121억원과 추경예산 31억원 예산으로 265,946책,  2018년 

100억원 예산으로 약 175,000책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16년에서 2018

년 사이에 574,428책을 디지털화 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에서 2015년 사이 496,192책

을 디지털화 한 것보다 많은 책입니다.  2017~18년에는 고서, 근대문학자료를 중점적으

로 디지털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한편, 고신문 플랫폼인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기

능을 확대 개편하여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신문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검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한검색 기능, 주제관계서비스, 다운로드 기능 등 검색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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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총 74종 452만 건의 기사를 구축·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 국가서지 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표준화기구로서 국가서지 표준화 및 데이터의 공유와 협

력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새로운 

주제명 470건을 구축하였고, 표준화된 국가서지 227,725건을 국가자료종합목록을 통해 

국내 도서관에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학술, 문화, 예술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 창작자들에게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를 약 7만여 건 부여하였고 표준

식별체계를 통한 전거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서지의 국제적 공

유와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 국내 출판물에 대한 도서정보 30만 건을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가상국제전거파일(VIAF)

에 참여하여 33만여건의 전거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V. 마치며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2017년 이후 추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

니다. 이밖에 현재 추진중인 중요한 현안으로는 내일 주제발표에서 논의할 “국립도서

관에서의 장애인서비스”와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 역량개발 및 계속교육 운영방

안”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흔히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함께 어울리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지

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문화시설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을 안정적, 지속적, 열정적으로 

책임지는 사서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양국 국가도서관의 경험이 충분히 공유되

고 발전방안이 논의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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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현황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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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로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2009년에는 디지털 자료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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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1연구센터(자료보존연구센터), 10과, 1

팀으로 구성되어있다. 2017년 총 예산은 954억이었으며, 총 정원은 326명으로 그 중 사

서직은 207명(63.5%)이다. 2017년 12월 말까지, 총 장서수는 11,264,763책/점이었으며, 

주요자료는 디지털화를 통해 895,620권, 228,933,619면을 DB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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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46,818,803건을 가지고 있다. 2017년 도서관을 이용한 총 방문자 수는 178만 7천명

이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987만 명이다. 상호대차서비스인 ‘책바다’는 2017년 한 

해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981개관이 참여하여, 12,391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교류협력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제83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와 제44회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에 참석하였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된 2017 세계

도서관정보대회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논문발표와 3편의 포스터세션에 참여

하였다. IFLA Global Vision 한국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가리포트를 제출하였다. 더불어 

아시아오세아니아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와 웹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국제인터넷보

존컨소시엄(IIPC) 등 관련 국제회의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국외 도서관과의 업무 교류는 제20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서울), 제20회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중국)를 실시하였다. 업무교류에서는 국립도서관의 전략계

획,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국가 디지털정보자원 구축현황과 활용 등에 대해 양

국 도서관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중·일 디지털도서

관 이니셔티브(CJKDLI, China-Japan-Korea Digital Library Initiative) 프로젝트 추진 결

과 ‘CJK Digital Library’(가칭, http://cjkdl.asia) 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 포털

은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협정(Agreement, 2010)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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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project committee, working groups)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온 결과이며 

2018년 공식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 포털에는 삼국의 고서 등 63종 278책이 제공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학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 사

서 위크숍을 개최하였고 미국, 독일, 핀란드 등 12개국 17명의 사서가 참석하였다. 6월

부터 10월까지는 문화동반자사업「해외사서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기에는 우

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베트남 국립도서관의 사서 4명이 참가했다.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관은 아세안 회원국 어린이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서비스 향상 및 담

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세안 어린이담담사서 연수〉를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고, 아세안 10개국 20명의 사서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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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기조보고 일본측 원고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사서감

오시마 카오루(大島　薫)

들어가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국회도서관 오시마 카오루라고 합니다.

올해 국립국회도서관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기념할 만한 해에 여러분께서 

저희 도서관에 방문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１.　중기비전 ‘유니버설 액세스 2020’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2017년에 중기비전 ‘유니버

설 액세스 2020’을 작성했습니다. 이 중기비전에 관해서는 작년 발표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비전에 제시된 세 가지 활동목표에 따라 지난 1년간 서비스 

및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기조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 활동목표에 따라 지난 1

년의 활동을 말씀드리고 7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２.　목표１：국회활동의 보좌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국립국회도서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1)　조사 서비스의 확충 강화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조사 및 입법고사국을 중심으로 전관 체제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회의원의 의뢰를 받아 약3만6천건의 조사회답을 했습

니다. 국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과제에 관해 미리 조사를 실시하는 

예측조사를 328건 했습니다. 국회의원 및 의원비서에게 예측조사의 성과 등을 설명하

는 ‘정책세미나’는 16회 개최했습니다.

(2)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조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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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또는 주제 횡단적인 기본적 정책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외 대학이나 조사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조사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실과 과가 공동으로 실시하

는 종합조사로 작년도에는 ‘기로에 선 EU’를 테마로 하여 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2

월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정책세미나 ‘EU의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현황

과 과제-독일을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그 성과를 조사보고서로 간행할 예정입니

다.

해외기관과의 연계 및 외국 의회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국국회도서관 및 한국국회입법조사처와는 2009년부터 합의서를 체결하여 업무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류실시를 위해 현재 합의서 개정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는 국제협력기구(JICA)가 ‘베트남국회사무국 능

력향상프로젝트’의 1단계에 2013년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10월부터는 2단계가 

4년 기한으로 개시되어 전자도서관 서비스운영 등에 관해 계속해서 베트남국회에 지원

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국회발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정비

국회회의록을 비롯한 국회 활동에서 매일 생겨나는 자료 및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을 이어주는’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회회의록 전문 데이터베이스 외에 국회관련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국회관련 시스

템)에 일반 이용자가 접속하는 건수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관

련 시스템은 2019년도에 리뉴얼 공개될 예정입니다. 

３.　목표２：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

일본 유일의 국립도서관으로서 미래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판물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자료 및 정보를 널리 수집, 보존하고 관련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다양한 정

보자원 및 이를 보존하는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17년도에 국

내간행자료 약 2,7만점을 디지털화 하였습니다. 디지털화한 자료를 제공한 숫자는 2018

년3월말 현재 약 266만점입니다. 또한 ‘자료 디지털화의 지침’을 6년만에 개정하여 

2017년판으로 PDF판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의 제도 수집에 관해서는 국가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것, 

민간에서 출판된 무상이면서 디지털 권리에 관한 기술적 제한수단(DRM)이 없는 전자

서적ㆍ전자잡지를 수집 및 보존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실증실험, 출판관계자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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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보학연구소의 전자도서관사업(NII-ELS）이 종료됨에 따라 ‘CiNii Articles’에

수록되어 있는 온라인 자료 약 56만점을 새롭게 수집함으로써 국립국회도서관이 수

집한 전자서적ㆍ전자잡지는 1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히나기쿠)’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콘텐츠 

확충에 힘써 관련 국회심의중계동영상,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홍보동영상 등을 추가 등

록하였고 이와테현이 운영하는 ‘이와테 재해 쓰나미 아카이브’ 등과의 연계를 시작

했습니다.

 국가의 분단횡단통합포탈 ‘Japan Search(가칭)’실현을 목표로 관련부처 및 주요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위해 조정 중에 있습니다. 

(2)　자료·정보의 수집과 서지정보의 작성·제공

납본률 향상을 위해 출판물 납본사무의 일괄대행기관의 납본상황을 매달 조사하여 

관청 출판물, 민간출판물 모두 납본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녹음자료, 

영상자료, 점자자료 등을 중심으로 미소장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중점적으로 힘써 

23,702건의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 결과 22,897건을 수집했습니다. 2017년도에 새로 수

용한 국내출판물은 약79만5천점입니다.

시스템 리뉴얼을 통해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의 서지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국립

국회도서관 서지제공서비스(NDL-Bib)’를 2018년1월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2018년3월

로 계획기간이 만료된 ‘국립국회도서관의 서지데이터 작성ㆍ제공의 새로운 전개

(2013)’의 후속계획으로 ‘국립국회도서관 서지데이터 작성ㆍ제공계획 2018-2020’을 

수립했습니다.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일본목록규칙 2018년판 예비판』을 

작성하여 2018년3월에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본

판은 2018년12월 공개를 목표로 작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3)　자료·정보의 보존

시설정비와 보존에 관한 대응을 소개하겠습니다.

①간사이관 제2기 1단계 시설정비 추진 등

간사이관에 서고 증설을 목적으로 한 제2기 공사에 2016년9월부터 착수하여 소장능

력은 1단계에서 500만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완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②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

2016년3월에 수립한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기본계획’을 토대로 

긴급성의 관점에서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크레이션 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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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했습니다.

③소장자료의 보존대책 및 보존협력활동

IFLA/PAC아시아지역센터로서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보존에 관한 영문 매

뉴얼을 게재하는 등 국내외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시리아에서 위탁

연수생을 받아 자료복구에 관한 4일간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8월에는 미국의회도서

관 PAC센터장이 방문하여 강연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와 협력, 금

년 7월에 큰 피해를 가져온 서일본 호우 피해지역에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를 입은 도

서관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４.　목표３：정보자원의 이용제공

(1)　이용환경 정비

시스템 리뉴얼을 통해 2018년1월부터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를 검색 및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국립국회도서관 검색ㆍ신청 온라인서비스(약칭:국립국회도서관 온라

인)’을 가동시켜 검색대상의 확대, 인터페이스의 개선,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 등록의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2)　디지털정보자원의 이용 및 활용 촉진

①도서관용 디지털화 자료송신서비스의 보급

디지털화한 자료 중 저작권 처리가 끝나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 이외의 이용

은 일본국회도서관 내에서의 열람 및 복사로 한정되어 왔는데 2012년 저작권법 개정으

로 절판 등으로 인해 입수가 어려운 자료에 대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이를 송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 송신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도 신규 참여 도서관은 111개관으로 참여 도서관 수는 908개관(2018년3월말 현재)에 이

르렀습니다.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県)립 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공

자료 수는 약 150만점입니다.

②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디지털정보자원의 이용 및 활용 촉진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콜렉션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디지털화 자료에 대해 

‘전문 다운로드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와 최신 

동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이벤트 ‘NDL 디지털라이브러리 카페’를 2017년11월, 12

월에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3)　장애인 서비스의 향상

‘장애인 서비스 실시계획 2017-2020’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한 내용은 업무교류 Ⅰ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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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도서관 직원대상 연수는 2017년도에 집합연수, 원격연수, 강사파견형 연수를 통틀어 

93건 실시하여 참가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퍼런스 협동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참여 도서관 및 협력자가 ‘Library of the 

Year 2017 라이브러리언쉽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이브러리언쉽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도서관 직원이 협동하여 다양한 도서관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한 도서관 

등을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해외의 일본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일본연구 사서대상 연수’의 수강대상을 

일본 연구자 등으로 확대한 ‘사서와 연구자를 위한 일본관련 자료연수’를 2018년2월

에 실시하여 7개국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 일본연구 관계

자의 수요 분석을 실시해 ‘국립국회도서관 해외 일본연구지원 실시계획 2018-2020’

을 수립했습니다.

(5)　도서관의 역할과 책의 매력을 전하는 활동 추진

여기서는 국립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관련행사를 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지부도서관제도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

여‘이노베이션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테마로 2018년3월에 개최했습니다.

②7월에는 해외 전문가 등을 초청해 납본제도 7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납본제

도의 과거ㆍ현재ㆍ미래 디지털화 시대에서 납본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를 

개최했습니다.

③도쿄본관(2018년10월18일~11월24일) 및 간사이관(2018년11월30일~12월22일)에서 국

립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전시 ‘책의 보물상자-국립국회도서관 70년의 역사와 

장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엄선한 소장자료를 일람할 수 있는 전시

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반공개에 앞서 내일 17일에 보실 예정입니다.

④국회서비스에 관한 중요 행사로 국립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을 기념해서 2018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2018년 아시아태평양 의회도서관장협회(Association of 

Parliamentary Librarians of Asia and the Pacific, APLAP）도쿄대회를 일본국회도서관 

주최로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APLA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의회를 위한 입법보좌활동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

는 의회도서관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확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회는 APLAP에 소속된 아시아지역의 의회도서관에서 직원

들이 모여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거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

희 도서관의 부관장이 APLAP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6월 시점에서 40개국 5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⑤10월말에는 국문학연구자료관의 로버트 캠벨 관장을 초청한 강연회를 도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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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국제일본문화센터 이노우에 쇼이치교수를 초청한 강연회를 간사이에서 개최

할 예정입니다.

⑥70주년 기념관사편찬 ‘국립국회도서관 50년사’에 이은 것으로 2019년 내에 완

성을 목표로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으로 발표한 대로 국립국회도서관은 70주년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중기비전 

‘유니버설ㆍ액세스 2020’을 토대로 세 가지 활동목표를 축으로 다양한 사업과 과제

에 힘쓰고 있습니다. 70주년 기념 관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만, 50주년 이후 지난 20년

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배경으로 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및 

업무의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개선과 간사이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개관과 같은 하드

웨어 면에서의 변화라는 소프트 하드 양면에 걸친 격동의 20년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

다. 그리고 아마 국립국회도서관이 극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온 지는 20년 동안 한일업

무교류를 하고 한국의 여러분과 연계를 강화해 온 것도 커다란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용자가 정보자원에 접

근할 수 있고 풍요로운 미래 창조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일업무교류가 향후 두 도서관의 발전에 있어 많은 결실을 맺는 기회가 되기

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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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주제발표Ⅰ 한국측 원고

한국국립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신경아 주무관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지능기술(ICBMS, A.I)의 빠른 발전으로 지능정보사회로 진입 중이며 경

제,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촉발 중에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의 격차는 다중격차(지식격차, 소득격차 등)로 연

결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다시 지능정보격차 및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

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세대, 계층 간 갈등 증가와 사회구성원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의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들

에게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문화 향유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균등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접근과 이용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한일 국가도서관 업무교류에서는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을 위한 국립장

애인도서관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황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7년 5월에 설립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지식정

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책무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2012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

하여 대한민국 유일의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으로 설립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개과, 18명(지원협력과 8명, 자료개발과 10명)의 정원으로 장애

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시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도서관간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협력과와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수집·보급 및 제작지원, 대체자료 제작 표준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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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료개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업무는 <표 1>과 같다.  

  <표 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업무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독립된 단독건물은 없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에 위

치하고 있다. 한편, 전국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 모델 제시를 위하여 2009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 장애인을 위한 자료실인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설치, 운영하

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연간 예산은 49억 원이며,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

(40억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서활동 지원 등의 예산(9억 원)을 점증적

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 지원협력과의 주요사업

 

1) 독서진흥 사업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용자 

참여형 독서프로그램인 ‘손책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손책누리’는 손(수어)과 책

을 통해 세상을 누린다는 의미로 2013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 12월까지 총 113회 

운영하였다. 

    
손책누리 수어대면낭독 손책누리 수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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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5개 관(46명), 2015년 청각,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개 관(112명), 2016년은 시각, 청각,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대

상으로 20개 관을 지원하여 총 240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93%가 프로그램의 지속

적인 운영을 희망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다. 

대한민국은 9월을 ‘독서의 달’이라고 한다. 시원한 가을 날씨를 맞으며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원협력과는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성장기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올바른 정서를 

함양토록 지원하고자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가 10회째

이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4개의 장애유형을 초등부, 중

고등부로 세분화하여 총 8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수상작은 묵점자 혼용도서로 제작·

발간하여 특수학교,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찾아가

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작가와 함께 작품 배경지와 문학관 

등을 탐방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학기행’ 프로

그램과 함께 사전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과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기여하

고 있다.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및 교류협력 등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도서관 

자료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는 201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735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는 8,508명의 장애인이 

16,219건을 이용하였다(http://cn.nl.go.kr).

독후감 발표:지체, 초등분야 제9회 독후감대회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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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약 20여 개 공

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관종별 도서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전국 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대

학도서관 및 관련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육 및 협력 워크숍”

을 개최하고 있다.

나. 자료개발과의 주요사업

1)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대체자료 제작·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이자 지식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식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체자료 제작사업은 데이지자료, 전자점자자료, 전자점자

악보, 화면해설영상자료, 한국수어영상도서, 자막영상자료, 발달장애인용 읽기쉬운도서 

등 다양한 대체자료 유형을 개발, 제작,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지식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7년도에는 데이지자료 5,812건, 전자점자자료 61건, 전자점자악보 75건,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670건, 수화영상도서자료 531건을 제작하여 총 7,149건을 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56,712건을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http://nld.nl.go.kr)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http://dream.nl.go.kr)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제공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3장에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2017년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 실적

  

분 야 자료형태 제 작 기 증 납 본 계

시각부분

데이지자료 5,812 - 2,451 8,263

전자점자자료 61 - 1,358 1,419

전자점자악보 75 - 397 472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670 - - 670

녹음자료 - 252 4,087 4,339

소 계 6,618 252 8,293 15,163

청각부분 수화영상도서자료 531 1 - 532

기타 - 74 - 74

합계 7,149 327 8,293 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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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민간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 보유하고 있는 대체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

템(Direct Easy Accessible Material Service: DREAM)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전국 40개 

장애인도서관과 803개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30만여 건의 대체자료종합목록과 10만

여 건의 원문자료(text DAISY, Braille file)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용자들이 PC와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3.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을 위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3.1.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가. 디지털파일 납본 제도(도서관법 제20조 3항)

디지털파일 납본이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의 열악한 독서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2010년부터 출판사(발행·제작자)로부터 디지털파일을 납본 받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또는 데이지(디지털음성도서 국제표준포맷)자료로 제작·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파일 납본 제도와  관련한 법령은 <표 2>와 같다.

<표 2> 디지털파일 납본 관련 법령

▶도서관법 제20조제3항(도서관자료의 납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제45조제2항제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작ㆍ제작지

원 및 제공)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10-3호(디지털파일 형태)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디지털파일 납본 제도는 법령에 의한 강제조항이나, 미납본 시 처벌조항이 없어서 

디지털파일 납본율은 50% 수준이다. 출판사의 디지털파일 납본 거부 사유로는 파일의 

외부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출판사의 디지털파일 보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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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납본 업무프로세스 적용과 파일에 대한 개별 암호

화 조치를 통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출판사의 디지털파일 납본이 활성화된다면,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텍스트 생성(OCR

과정), 도서교정 업무가 생략되어 이용자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표준화 현황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하여 장애인도서관과 복지관 등에서는 다양한 지침과 가이드

라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상이하여 똑같은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1)에 명시된 법적의

무 및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대체자료 제작 및 검수지침을 제정하여 대

체자료 제작 및 국가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현장의 의견수렴과 국제 동

향, 기술 발전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대체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하

여 표준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3> 대체자료 표준화 현황

시각장애인

데이지(DAISY)자료 제작 및 검수지침

점자도서 점역 및 출판지침

점자악보 점역 및 출판지침

청각장애인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 지침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개발 지침

독서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저작   지침 및 인증 기준)

다. 대체자료 도서교정시스템(https://vol.nl.go.kr) 

대체자료 제작 시 디지털파일 납본을 받지 못하면 종이책을 스캔 후 OCR(광학문서

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추출, 텍스트파일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이 과정에

서 문자 오인식이 발생, 해당 부분을 자원봉사자가 종이책과 비교하면서 수정하고 있

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작업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제작 진행 상태를 파악하

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의 도서교정시스템 환경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체자료 도서교정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원본 

및 편집본을 확대하고, 오류 문자를 인식하여 표출하며, 편집화면의 커서 위치에 해당

1) 도서관법 제45조제2항제4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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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본의 부분을 자동으로 찾는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있다. 작업할 도서의 자동 

분배와 회수 기능을 통하여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원본과 편집본을 통해 

축적된 교정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예측모델(오류글자 일

괄 자동수정, 오류글자 대상 추천 문자 지원)을 도출하여 발전시키고자 기능개선 중에 

있다.

라.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E-book Accessibility)

급증하는 전자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비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전자책을 분석하여 콘텐츠 및 문서구조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부터 Born Disital 도서에 대한 접근성(EPUB Accessible)을 강화하는 “접근성 

전자책 제작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접근성 전자책 리더기

(Windows, iOS, Android) 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과거 인쇄자료 중심의 대체자료 제작과 전자책 중심의 전자책 제작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출판물에 대한 

음성지원 등 정보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ICT 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들에게 스마트기기의 편리한 터치 및 음성지원 인터페이스 환경을 통해 전자책 

독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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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접근성 전자책 사업절차

향후 전자출판계의 접근성 전자책 제작 노하우 및 보편적 제작 방안을 공유하여 전

자출판계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전자책의 대체자료 역할 수행에 따라 제작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3.2.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서비스

가. 온라인자료 중심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그 동안 장애인들은 대체자료(점자자료, 녹음자료 등)를 이용하려면, 그 자료가 어디

에 있는지 직접 찾아 다녀야 했다. 장애인들은 꾸준히 대체자료 통합검색 및 실시간 

원문 이용을 요구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국가대체자료공유

시스템을 2015년에 개발하였다.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은 각 기관마다 분산되어 있는 대체자료를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대체자료종합목록으로 구축하고, 데이지자료, 전자점자자료 등 온라인 형태 대

체자료는 실시간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PC, iOS, Android)을 개발하여 동일한 대체자료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 보조공학기기

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850여 개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이 협력하고 있으며, 30만 여건의 대체자료종합목록과 10만 여건의 온라인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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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의 주요 기능

나. 실물자료 중심의 “책나래 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도서관 

자료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기

획재정부(우정사업본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

다.

2011년 7월 서비스 도입 시에는 시각(1-6급), 청각·지체장애인(1-2급) 4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 4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6개 장애유형으

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88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으며, 2017년 2월 지

원대상자를 시각장애인(1-6급) 등 장애인 외에 국가유공상이자(1-5급)와 거동불편자(1-5

등급)까지 확대하여 총 251만여 명이 현재 수혜대상자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이 책나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735개 도서관이 참여, 8,508명의 장애인이 16,219건, 75,862책을 

이용하였다.

특히, 2016년 3월 책나래 누리집(http://cn.nl.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온라

인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책나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책나래 시스템과 우체국 시

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배송조회 기능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 또한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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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책나래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다. 민간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를 위한 “장애인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KOLASIA3)”보급

대한민국의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장애인도서관은 예산, 인력 부족 등

의 문제로 대체자료 서지정보를 수기 또는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

한 자료정리 방법에 따라 대체자료의 중복 제작과 목록 표준화 및 품질 저하 등의 문

제가 발생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 간의 정보공유, 장애인용 대체자료

의 목록 표준화, 장애인용 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9년 장애인도서관 통합자

료관리시스템(Korea Library Automation System in Able: KOLASIA)을 개발하여 2개관을 

시범 보급하였다. 이후 시스템의 기능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2018년에 5개관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목록 표준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2

회 집합교육과 기관별 맞춤 서지정리 교육을 실시하고, 대체자료제작예정목록 공유를 

독려하고 있다. 

3.3. 보편적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국제 교류

가. 국제데이지컨소시엄 이사회 정회원

국제데이지컨소시엄은 1996년 스웨덴 녹음·점자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미국, 네덜란

드, 일본, 영국, 스페인 등 15개국 19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0년 2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사회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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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하고 있다. 정회원의 연회비는 34,206달러이다. 

국제데이지컨소시엄은 DAISY라는 국제표준 디지털음성도서 표준 개발에서 포괄적 

전자출판물에 대한 제작과 검증, 표준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출판계가 장애

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 및 보편적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음

성인식서비스(애플 Siri, 아마존 Alexa, 구글 Google Assistant, 삼성 Bixby 등)에 대해 관

심을 높이고 있다. 

              

 

(그림) 국제데이지컨소시엄 총회 모습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제데이지컨소시엄 활동을 통해 덴마크 국립시각장애인

도서관과 중국점자도서관에서 전자점자악보 약 4천여 건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

며 중국점자도서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한 전자점자악보 1,300여 건을 제공하였

다. 향후 전자점자자료에 대한 국가간 자료 공유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나.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시각장애인의 도서기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

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 외교회의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그 회원국들이 “시각

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하였다. 

마라케시 조약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기존 조약의 틀에서 벗어나, 인권에 기반

하여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2014년 6월 26일 78번째로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국이고, 2015년 10월 8

일 11번째로 비준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미 ‘저작권법’ 제33조에서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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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조약 비

준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림) 마라케시 조약 비준 서명

마라케시 조약 비준서를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어문 저작

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

다. 또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국외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

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전 세계 시각장애인

들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 WIPO ABC Global Book Service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6년 9월 30일 마라케시 조약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대체자료

공유컨소시엄(Accessible Books Consortium)에 가입을 하여 승인된 기관(AE)으로 활동하

고 있다.

                

(그림) WIPO와 국립장애인도서관 간의 ABC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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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총 5번의 영상회의와 수 차례 메일회의를 통하여 

대체자료 목록 및 디지털파일(원문) 제공 방식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실물자료

는 제외한 전자자료의 목록은 MARC21에 기반을 둔 MARCXML 형식으로 제공하여 서

비스한다. 또한 데모 버전에서 검색, 신청(기간 관 교환), 업로드, 통계 등을 시연하며 

개선점들을 검토하였으며 2018년 한국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

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8년 12월 말까지 소장하고 있는 온라인 대체자료 목록 전

체를 WIPO에 제공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매월 목록을 갱신할 예정이다. 

     

(그림) 대한민국 ABC Global Book Service 화면

현재 ABC Book Service는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B2B(Business to Business) 방식이

긴 하나 2017년부터 참여도서관과 이용자를 위한 B2C(Business to Clients) 서비스를 착

수하였다. 

향후 ‘ABC Book Service’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 시각장애인들은 16개국, 19개 

기관의 55개 언어로 된 40만 건의 대체자료 원문(전자점자도서, 디지털음성도서(DAISY)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ABC 가입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교포들은 국립장애인도서

관에서 제작한 대체자료 2만 8,000여 건을 제공받을 수 있다.  

ABC 서비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체자료 중 상위 10개국 언어별 대체자료 소장 비

율(94.4%, 총 315,000종) (2016년 5월 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ABC Global Book Service의 상위 10개국 언어별 대체자료 소장 비율

언 어 소장 종수 비율(%) 언 어 소장 종수 비율(%)
영 어 93,000 29.5 스웨덴어 69,000 21.9 

네덜란드어 41,000 13.0 덴마크어 33,000 10.5 
노르웨이어 27,000 8.6 프랑스어 21,000 6.7 

독일어 9,000 2.9 포르투갈어 1,800 0.6 
아프리카어 1,500 0.5 스페인어 1,20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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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 국가가 국가도서관의 업무 교류와 협력 과제

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체자료 공유를 위한 표준 체계 마련이다. 급속한 IT 기술 및 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제작되는 대체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를 위

하여 표준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국가 표준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표준을 제시하여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국가적 통합·활용

체계를 구현하고, 표준의 지위와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제정 및 법령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대체자료 서비스 종합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어디서나 편

하게 지식정보의 접근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

템과 일본의 사피엔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대체자료 목록 구축을 

시작으로 실시간 원문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가는 업무교류가 필요하다. 

셋째, 대체자료의 장기보존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기

증, 수집, 제작, 납본 등으로 생산된 전자파일에 대한 장기보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다. 전자파일은 수명주기가 짧고 손상이 쉽게 되는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며,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접근 및 내용확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

로 장기적인 보존 및 접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의 기간, 협력기관의 역할, 저장 매체의 종류, 재난 방지와 복구 

정책, 관리와 취급, 검사와 모니터링, 접근과 보안 등의 관점에서 한일간 공동 연구 및 

장기보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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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주제발표Ⅰ 일본측 원고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하여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도서관협력과장  

　오시마 코사쿠(大島　康作)

들어가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도서관 서비스ㆍ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장애 유무에 상관

없이 독서가 가능한 사회의 실현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며 많은 도서관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과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도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규정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보급된 디지털 시대

에 대응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저희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각종 방침에서 정한 규

정과 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

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 방문하지 않

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격 서비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 서비스도 마찬가

지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후자의 원격 서비스, 즉 장애인 대상 자료 검색, 학술문헌녹

음도서의 제작, 시각장애인용 데이터 송신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

수와 조사연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봄에 국회에서 승인된 

‘맹인, 시각장애인 그 외에 인쇄물 판독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발행된 저작물을 이용

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마라케시조약’(이하, 마라케시조약)에 대한 저희 도서관의 

대응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１.　방침·계획·체제

(1)　방침·계획

2017년에 수립된 국립국회도서관의 중기비전 ‘유니버설·액세스2020’에서는 국립

국회도서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로 ‘정보자원의 이용제공:정보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ㆍ시스템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 ‘유니버설ㆍ액세스 2020’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목표로 정한 ‘국립국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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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활동목표 2017-2020’에서는 ‘정보자원의 이용제공’하에 제시된 활동목표 3을 

‘(3)장애인 서비스의 향상:장애인의 정보 접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 및 이용

환경의 정비와 도서관과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술문헌의 텍스트 데이터 작성 등

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키 포인트는 ‘도서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

해 실시한다’고 게재하고 있는 점입니다. 협력ㆍ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충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이 단독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도서관계 

전체가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 외에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법정

비의 일환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이 법의 목적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4월1일에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직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

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상의 지침으로 ‘국립국회도

서관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대응요령’을 작성했습니다. 장

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합리적 배려를 하기 위한 시설설비나 정보접근 등의 환경 

정비, 상담 체제, 직원이 연수ㆍ계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장애인 서비스 실시

계획2017-2020’을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다른 도

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후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장애인용 자료검색 (국립국회도서관 써치) 제공

• 학술문헌녹음도서의 제작·대출

• ‘시각장애인용 데이터 수집 및 송신 서비스’제공

• 조사연구 실시

(2)　체제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실시체제에 있어 내관 서비스(및 원격복사 서

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서비스부가 전체의 조정을 담당하며 개별 대응에 대해서는 

각 열람창구가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격서비스에 대해서는 간사이관 도서관협력과가 담당하며 이후 말씀드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관ㆍ원격 모두 포함한 장애인 서비스 전체의 연락ㆍ조정에 대해

서는 도서관협정과가 사무국을 맡아 관련부서를 아우른 ‘장애인 서비스 연락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협력과의 업무체제에 대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도서관협력과는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중 하나인 장애인도서관협력계 3명이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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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좌와 함께 맡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서관 직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서비스 연수(장

애인 서비스 담당직원대상 강좌 등)를 실시함으로써 스킬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２.　개별 서비스

(1)　내관 서비스

내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종 장애인용 기기 및 설비의 조정,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지난 4월에는 장애인 열람실을 도쿄본관에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열람실

에는 음성낭독소프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단말기, 인쇄자료의 문자를 

음성으로 낭독, 또한 단말기 화면에 문자를 크게 표시하는 시각장애인용 확대독서기, 

대독자와 대면해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책상ㆍ의자ㆍ독서대 등을 갖춤으로써 

이 열람실에서 많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대응의 대해서는 장애에 따른 합리적 배려의 사례를 정리한 ‘도쿄본

관에서의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2017년도에 작성했습니

다. 그리고 간사이관,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도 도쿄본관에 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대응에서는 대응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대응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2)　원격 서비스

‘（1）방침ㆍ계획’에서 언급한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토대로 국립국회도

서관이 실시하는 서비스의 큰 축으로 장애인용 자료검색, 학술문헌녹음도서의 제작ㆍ

대출, ‘시각장애인용 데이터 수집 및 송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하 각각에 대해 소

개하겠습니다.

● 장애인용 자료검색

자료검색에 대해서는 국립국회도서관 써치를 통해 장애인용 자료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탑 페이지의 탭을 바꾸어 장애인용 자료의 통합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검색대상은 아래 자료의 서지 데이터ㆍ소장정보 등입니다. 일본국내의 장애인용 자

료의 대부분, 약85만건의 데이터를 일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용 데이터 수집 및 송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군(개요는 후술)

• 전국의 도서관에서 제작된 장애인용 자료의 서지·소장정보(국립국회도서관에 서

지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239개관）

•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장애인용 자료(대활자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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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회도서관 종합목록네트워크（전국 도도부현립, 정령지정도시립도서관이 소

장하는 자료의 서지 데이터）에 포함된 장애인용 자료

• 사피에도서관의 서지 데이터

여기서 간단하게 일본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요와 사피에 도서관

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장애인 인구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장애 인정을 받아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보면 약 386만명입니다. 시각장애 32만명, 청각ㆍ언어장애 

32만명, 지체부자유 171만명, 그 외 내부장애 등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독서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점자도서관)73개관, 청

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 40개관, 공공도서관 약 1,400개관, 대학도서관(및 학생지원실)ㆍ

학교도서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대면낭독, 점자자료ㆍ녹음카세

트테이프ㆍ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자료ㆍ자막추가 영상 제작, 수

집, 대출을 단독으로 도는 연계해서 제공합니다. 또한, 각종 장애인용 기기의 조작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낭독이나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 직원 외의 자원봉사나 일반 협

력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피에 도서관입니다. 사피에 도서관은 이와 같은 일본 국내의 장애인대

상 도서관서비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일본점자도서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전국시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협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자도서

관 서비스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인쇄물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시설회원을 360개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원은 약 1만6천명에 달

합니다. 사피에도서관은 주로 시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점자도서관)에서 약70만점의 서

지데이터와 약26만점의 점자데이터 및 DAISY데이터를 수집하여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

고 있습니다. 시설회원관이나 개인회원은 직접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습

니다.

● 학술문헌녹음도서의 제작·대출

시각장애인용 학술문헌의 녹음자료 제작은 197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

서관 등에서는 제작이 어려운 학술문헌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문헌녹음도

서 대출승인관(345개관)으로부터 의뢰가 있은 자료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선정한 자료의 녹음도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간 20~30권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

다.

당초에는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했으나 2003년도 이후에는 DAISY 형식의 CD및 데이

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나 CD매체의 경우 도서관이나 개인에게 우편으

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후 말씀드릴 시각장애인용 데이터 송신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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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제작 타이틀수는 2018년3월말로 3,204권, DAISY는 1,092권입니다.

작년도부터 이전에 제작된 카세트테이프 형식의 1,676권(총 카세트테이프 수 22,238

권)에 대해 DAISY데이터로의 변환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정도 내에 전체 매체변환

을 할 계획입니다. 

● 시각장애인용 데이터수집 및 송신서비스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활동으로 2014년1월부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술문헌 녹음도서의 대출이 실물(카세트나 CD)를 우편으로 제공하는 

데 비해 이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이용제공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서비스 제공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데이터 제공관(데이터를 제작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

를 매체에 기록한 것을 국립국회도서관에 보내던지 국립국회도서관의 시스템에 인터넷

을 통해 업로드하도록 해서 수집합니다. 

②수집한 데이터는 앞서 소개한 국립국회도서관 써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③검색한 데이터는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송신승인관)이나 등록한 개인

이용자가 직접 그 도서관이나 개인의 PC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ID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과 사피에도서관의 시스템 연계를 실현함으로써 사피에도서관

의 검색시스템을 통한 검색, 데이터 취득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용자의 경

우 등록 시에 독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등록을 합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은 2018년3월말 현재 송신승인관이 90개관, 데이

터제공관이 60개관입니다. 도서관 종류는 송신승인관 90개관 중 공공도서관 67개관, 대

학도서관 11개관, 점자도서관 8개관, 그 외 4개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제공관은 60개

관 중 공공도서관 51개관, 대학도서관 4개관, 기타 5개관입니다.

등록된 데이터 건수는 2013년도에 1,079건에서 5년 후인 2018년3월말에는 1만6천건

에 달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 약1만5천건 중 90%는 공공도서관에서 수집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술한 사피에도서관에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는 음성 DAISY가 중심입니다. 단, 텍스트 

DAISY의 제작 시행을 작년도부터 개시했습니다.

데이터 접근 상황을 보면 2014년도에 약4만건에서 2017년도에는 약30만건으로 증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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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

아래와 같은 연수를 외부 도서관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합연수 (일본도서관협회와 공동개최) ‘장애인서비스 담당직원 대상 강좌’

● 파견연수 외부 도서관에 나가서 실시하는 연수

(4)　조사연구

2017년 가을에 일본국내 전체 공공도서관 1,400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의 실

시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한 보고서 『공공도서관에서

의 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를2018년8월에 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로 ①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녹음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관

은 약20%정도입니다. ②①에 추가해 녹음자료를 제작하여 대면낭독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약10%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대도시권의 관동지방은 ①35％②25％, 긴키지방

에서는 ①28％②15%인데 비해 다른 지역에서는 ①②모두10％에 이르지 못한 곳이 많

습니다.

이 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과제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적다(10~20%)라는 점,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2010년도에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３.　마라케시조약에 대한 대응

일본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중의원 2019년3월29일, 참의원 동년 4월25일)에서 승인되

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의 절차를 거쳐 2019년1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할 것

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각장애인용 자료(점자 데이터, DAISY 데이터 등)의 소장상황을 보면 사피에 

도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시각장애인용 데이터송신서비스 등 두 가지 서비스가 상당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용 자료의 수출과 수입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립국회

도서관과 사피에도서관을 운영하는 전국 시각장애인제공시설협회가 국내외의 창구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Accessible Books 

Consortium Global Book Service에 대한 참여를 위한 협상에 대해서도 세계지적소유권

기구(WIPO）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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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끝으로

이상,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장애인서비스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재, 과제

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인용 데이터수집 및 송신서비스

• 참여 도서관의 증가(제작관, 이용관 모두)

• 송신대상자의 확대(연령제한 폐지. 현재는 18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제

한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수집·제공대상자료의 확대（미교정 텍스트 데이터 등의 수집）

• 국립국회도서관 제작자료 확충（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종이 및 디지털화 자

료에서 텍스트데이터의 시행제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데이터의 본격제작 

개시）

● 자료제작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및 공개

국립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장애인용 데이터 제작의 노하우 등을 공개해 나감으로

써 각 도서관에서의 제작을 촉진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데이터수집ㆍ송신서비스의 

참여 도서관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 마라케시조약에 대한 대응

이번 한일업무교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대상 도서관서비스를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의 경험과 최신 동향, 특히 작년도 한일업무교류 

이후의 마라케시조약에 대한 대응 등을 듣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번 발표는 간사이관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계하여 장애인도서관협력 관련 직원도 

참여하므로 실무적인 면에서의 조언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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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 주제발표Ⅱ 한국측 원고

어린이ㆍ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의 역량 강화

 : 사서 워크숍 운영을 중심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전해은 주무관

1. 들어가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실무 중심의 과정課程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

어들면서 소프트웨어(S/W)와 과학 지식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8년에는 그에 맞는 과

정을 개설하였다

「코딩(coding), 3D프린팅, 가상현실(VR)」은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동향을 

반영한 것이고, 「글 없는 그림책 놀이, 과학 그림책의 경향」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

어가는 것이다. 워크숍 내용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과 실습, 강의와 연관된 견학 

및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업무를 하며, 전국도서관(공공･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와 사서교사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립도서관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2018년 사서 워크숍’ 운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1.  「찾아가는 워크숍」

대부분의 워크숍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진행하는데, 올해는 지방에서 근무

하는 사서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은 북부, 중

부, 남부로 나누었으며, 견학 및 체험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하며 강

의, 실습, 견학, 체험으로 구성했다. 우선, 〈그림책〉강의에 대한 실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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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글 없는 그림책(wordless picture books) 놀이’

글 없는 그림책의 기원은, 1964년 칼데콧 상을 받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모리스 

샌닥 著』이다. 1978년에 칼데콧 상을 받은 『노아의 방주/피터 스피어 著』는 ‘글 없

는 그림책’이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작품이다. 워크숍에서 모둠별 실

습으로 사용한 책은 『구름공항』으로, 환상 그림책의 대가 ‘데이비드 위즈너’의 작

품이며 2000년에 칼데콧 아너 상을 받았다. 그림책 놀이의 목표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

를 상상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습은 4명이 하나의 그룹(4인 1조)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생각 열기 :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한 안내, 구름공항 상상하기, 작가와 책 배경 

이야기 나누기

②그림책 속으로 빠져들기 : 등장인물의 이름을 미리 정한 후, 신호에 따라 그림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조용히 본다.

③놀이 확장 : 크기가 다른 돋보기 3개(大,中,小)를 활용하여 여러 그림 장면 찾기, 그림

퍼즐을 맞춘 후 이야기 순서로 나열하고, 말풍선 모양의 포스트잇에 글자를 쓴다. 

스토리텔링 강사가 진행하는 ‘글 없는 그림책 놀이’는 그림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

야기를 구성할 수 있어서 창의성을 길러주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같은 그림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해석과 상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讀者는 글 없는 그림책

을 보며, 나만의 이야기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

2.1.2.  워크숍 연계 프로그램 : 전주한지박물관, 책과인쇄박물관

‘전주 한지 박물관’(http://www.hanjimuseum.co.kr/)은 한지(韓紙) 관련 유물을 다

수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한지의 색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지 만들기’ 체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통 속에 있는  종이 원료

를 발틀(--frame)에 가득 담아 올린다. ②10초 정도 발틀을 전후좌우(前後左右)로 빠르

게 흔들어 준다. ③발틀에 남아 있는 원료는 다시 통에 버린다. ④발(簾)에서 종이를 

분리하여 탈수기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 건조기에서 종이를 말린다.   

‘책과 인쇄박물관’(http://www.mobapkorea.com/default/)에서는 활자를 배열해서 

느리게 만들어내는 ‘나만의 엽서 만들기’ 체험을 했다. ①원고지에 20글자로 문장 

쓰기  ②문선(文選)-활판 인쇄에서 원고의 글자대로 필요한 활자를 뽑아 모으는 일 ③

조판(組版)-볼록판 인쇄에서 활자로 판을 만드는 작업 ④인쇄 및 교정

2.2.  「4차 산업혁명 기술」 워크숍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 통

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동향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과정을 

개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개념 이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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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론 강의가 많지만, 이번에는 실습이 많

아서 평소 인원의 1/2로 20명만 모집을 하였다.

2.2.1.  가상현실, 3D 프린팅

가상현실(VR)을 워크숍 과정에서는 「360도 카메라로 동영상 제작하기」를 팀별로 

진행했다. ‘도서관 소개하기’로 주제를 정한 후, ①주변 공원, 찾아가는길(略圖), 전

시실, 산책길 등 촬영 장소와 내용, 동작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②360도 카메라

를 삼각대에 고정하여, 휴대폰의 ‘Gear 360’ 애플리케이션(앱, App)으로 영상을 촬영

한다. ③180도 화각畫角을 가진 두 개의 어안렌즈(魚眼--)로 각각 촬영을 한다. ④촬영

된 영상을 스티칭(stitching)하여 하나로 연결하면 360도 영상이 완성된다. 

3D 프린팅(3D Printing)은 컴퓨터로 작업된 3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상으로 제작하는 기술이다. 재료를 층층이 쌓아 형태를 완성하는 적

층식은 대부분의 3D프린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인쇄과정은 사용 방법과 모델의 크

기와 복잡성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3D프린터 보

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3D펜으로 진행했다.  

3D펜은 플라스틱을 녹여 물체를 그려내는 노즐을 따로 떼어내서 펜으로 만든 것이

다. 3D펜 뒤쪽 투입구에 필라멘트(출력물의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를 넣고, 작동 버튼

을 누르면서 살짝 기울여 선을 그린다. 도형을 따라 테두리를 먼저 그린 다음, 면을 채

우면 된다.

2.2.2.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변화 : 마포중앙도서관 사례

마포중앙도서관(https://mplib.mapo.go.kr/mcl/index.do)은 2017년에 개관하여 전국 최초

로 인공 로봇을 이용한 도서관 안내 서비스와 디지털 신기술 IT체험관, 소프트웨어 코

딩 교육 및 가상현실(VR) 체험도 갖추었다. 도서관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식 정보, 

데이터의 바탕이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은 시설, 장서관리, 서비스, 이용자 교육 등 다

양한 곳에 환경 변화를 일으켰다.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출입 및 좌석 배정, 실내공기 

모니터링, 상황 인지 대피 안내, 신청 자료 도착 알림 서비스,  자료 위치 정보, 도서관 

투어를 하고 있다. 

 

2.2.3.  운영 결과 및 발전 방향

분임별(5인 1조)로 진행한 360도 카메라 촬영 실습은,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18년에 예산을 확보했고, 2019년에 ‘메이커 스페이스(창작 공간)’를    
 도서관 1층에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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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했고, 3D펜으로 직접 만든 ‘카카오 캐릭터 열쇠고리’는 제작 결과물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다.  새롭고 낯선 분야에 대한 흥미유발 및실습 시간의 연장 요청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와는 달리, 낮은 이해력으로 인해 실습이 어려웠고, 기술 격차

(컴퓨터 이용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소감을 보면, 참석자의 

반응이 상반相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으로 진행했는데, 다수의 보조강사가 투입된다면 

실습 집중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과정은 단계적인 프로그램이 필

요하며, 장기간으로 운영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3.  「과학 지식의 형성」 워크숍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지식’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번 워크숍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론, 실습, 견학, 체험을 모두 진행했는데, 아두이노(arduino) 보드로 ‘메

이커 체험’을 했다.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한다.

①환경구축과 작동 테스트 : PC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파일(기계어로 번역)하

여 아두이노 보드에 다운로딩하여 실행

②디바이스(부품) 연결 코드 : LED나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배선(wiring, 

配線) 작업과, 해당 부품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 작업

③코딩(coding) : 계속되는 수정,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 

고유의 상상구현 영역이며, 창의적 영역이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메이킹(making) 활동은 교육적 효과가 큰 활동이며, 논리적 문제해

결력, 컴퓨팅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발전된다.

2.3.1.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사례 : 광진정보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도입된 것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여 

진행한 ‘무한상상실’ 운영이다.  

광진정보도서관(https://www.gwangjinlib.seoul.kr/gjinfo/index.do)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드론(drone), 아두이노, 단편영화제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창작 공간)에서 웹툰 분야의 스토리창작 체험이  가능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3.2.  워크숍 연계 프로그램 : 서울시립과학관 견학 및 체험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한 서울시립과학관은 메이커 스튜디오, 아이디어 제작소,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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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 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다. ‘3D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3D 안경을 쓰고, 지구

와 우주를 입체적으로 관람을 했다.  학교 수업 대안으로 활동하는 과학고등학교 학생

이 실험활동을 도와주었는데, 이들은 과학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중과 직

접 소통하고 있었다.  

3. 그림책과 함께하는 코딩

3.1.  「이야기가 있는 코딩coding」 시범 운영 계획

4차 산업혁명 등 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도서관으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

는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은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및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만들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림책을 함께 읽고, 책의 등장사물을 점토로 만들어서 비트뮤직과 연결하여 연

주한다. 그리고, ‘만들기’에 맞는 스크래치(scratch) 코딩을 실습한다.  독서, 메이킹, 

코딩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8년에 시범 운영하고, 2019년에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역할은, 공공도서관은 장소 제공 및 컴퓨터실을 갖추고,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을 조건으로 도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프로그램 및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독서진흥 및 사고력 향상을 시키고자 한

다.

  

4. 향후 과제

사서는 자신이 갖추지 않은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 사서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능

력, 새로운 정보자원 활용능력, 창의적 공간 구성 능력 등의 새로운 역량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도서관의 주요 역할로는, 사서를 훈련하고 양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나 콘텐츠 개발을 지

속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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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 주제발표Ⅱ 일본측 원고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실시하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위한 연수사업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 주사 겸 협력계장

　시라이 교(白井　京)

1. 개요 및 목적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설치된 일본에서 유일한 국립 아동 전

문 도서관입니다. 1906년에 제국(帝國)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을 개축하여 

‘어린이 독서해’이었던 2000년에 부분 개관을 하고, 2002년에 전면 개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신관(아치동)이 부지 내에 증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원 입법에 의하여 2001년 12월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기초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

획’이 각의 결정되고, 제4차 계획이 책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입법부 소속 기관으로 이 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지원계획 2010’을 책정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

한 정보 제공 강화, 아동서비스 관계자 연계 촉진과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등에 힘써왔습니다. 2015년에는 시설 증축 및 서비스 확대를 기반으로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독서활동추진 지원계획 2015’(이하, ‘지

원계획2015’)를 책정하였습니다. 이 ‘지원계획2015’에서는 인재육성을 주요 활동 사

항의 하나로 삼아 연수를 확충하기로 하고, 전국의 아동서비스 관계자들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어떠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기초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립 아동서 전문 도서관으로서 전국의 공

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서 전국의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추진을 지

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의 어린이들을 ‘직접’ 지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동서비스 담당사서 인재 육성 및 실력 향상을 지

원함으로써 전국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추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연수사업에 대하여 세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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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연수사업

(1) 아동문학 연속강좌

① 개요

첫번째가 아동문학 연속강좌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건네주는 아동서비스 담당사

서는 아동문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문학에 대하

여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동문학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는 

사서들을 위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04년부터 ‘아동문학 연속강좌’를 개최하

고 있습니다. 

연1회 이틀간에 걸쳐 아동문학에 관련된 하나의 테마를 다루는 강좌입니다. 많은 경

우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객원조사원으로 위촉된 전문가에게 강좌 감수를 요청하고 있습

니다. 감수자와 아동문학 연속강좌를 담당하는 기획협력과가 함께 그 해의 테마를 정

하고, 테마에 맞는 강좌를 4과목 정도 개설합니다. 이들 과목 강의는 각 분야의 아동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뢰합니다. 이 외에도 국제어린이도서관원도 강사가 되어서 국제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전시나 자료 찾는 방법, 소장 자료 소개 등 그 해의 테마

에 맞는 강의를 담당합니다.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가 전국에서 모이는 귀중한 

기회인 만큼 수강자들간의 의견 교환 및 교류도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참석하는 희망자들은 수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아동문학 연속강좌의 테마로는 ‘일본의 아동문학’, ‘영국과 미

국의 아동문학’, ‘판타지’ 외에도 영유아 그림책부터 영 어덜트 문학책까지 모두 

일람하는 강의 등 다양합니다. 

작년에는 그림책 연구자인 대학교수님을 객원조사원으로 모셔서 감수를 요청하고, 

‘그림책은 아트, 그림책은 미디어’라는 테마로 그림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배우는 강

좌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림책을 하나의 구조물로서 표지와 철하는 부분, 

책의 모양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궁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강의, 미디어의 하나

의 형태로서의 그림책에 대한 역사를 생각하는 강의 등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림책’이라는 틀에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하고도 신선한 자극이 되는 강의가 전

개되었습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의 시각 표현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들이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자부하고 있

습니다. 

올해도 같은 감수자들과 11월 초에 ‘어린이 성장발달과 그림책’을 테마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문학 연속강좌는 학생들을 포함한 아동서 연구자, 아동서 출판 관계자 등 대상

을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인기가 많은 테마를 다루는 해에는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착순으로 선발하지 않고, 수강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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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내에 널리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행정구역 별 도립, 시립, 구립 도서

관, 혹은 작은 마을 단위의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우선권

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강의록 간행

아동문학 연속강좌를 개최한 이듬해에는 강의록을 간행합니다. 간행한 강의록은 아

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각지 도서관과 아동문학과목이 있는 대학교 도서관 등에 무

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일본도서관협회를 통하여 유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2017년

에 개최한 ‘그림책은 아트, 그림책은 미디어’를 테마로 한 아동문학 연속강좌 강의

록을 간행하였습니다.

③ 원격교재 (YouTube로 전송)

재작년 2106년 아동문학 연속강좌 종합 테마는 ‘어린이에게 책을 건네주기 위하여  

아동문학 기초 강좌’였습니다. 아동서비스 담당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서들을 

대상으로 ‘아동문학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아동문학’, ‘영국과 미국의 아동문

학’ 등과 같은 개론적인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강의를 녹화하여 편집하고, 원

격연수 교재로 만들어 YouTube의 국립국회도서관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

다. 이 강좌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작성한 원격연수교재 중에서도 시청 수가 많고 인기

가 높으며, 도쿄에서 떨어진 지역의 아동서비스 담당자들이 일부러 저희 도서관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연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원격 교재를 만들어 일본 전국 아동서비스 담당

사서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④ 평가와 향후 기획

아동문학 연속강좌에 대한 수강자들의 평가는 높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만족’, 

‘대체로 만족’이라고 답한 수강자들이 2016년은 97%, 2017년에는 98%를 차지하였습

니다. 강의록에 대하여도 아동서비스 담당사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 “어린이 

책장”에서는 ‘아동도서관 필독 자료’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서들의 전환 배치(이동)가 빈번하여 아동서비스 담당사서가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사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서들이 아동문학의 기초를 공부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개최한 것과 같은 아동문학 기초 강의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

니다. 이 외에도 작년 독서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영 

어덜트 문학을 테마로 한 강좌 개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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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서비스 연구교류회 

① 경위

두번째로 아동서비스 연구교류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들이 도서관의 종류나 지역에 상관없

이 한곳에 모여서 시의 적절한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최신 정보 및 동향을 배우

면서 사례 소개와 의견교환,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아동서비스 연구교류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회는 ‘지원계획 2015’에 기초하여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개

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07-2009년에 ‘아동서비스 연락회’, 2010-2012

년에 ‘아동서비스 협력 포럼’, 2013-2014년에 ‘어린이 독서 연계 포럼’을 개최하

였습니다. 각 명칭은 다르지만 어린이 독서 관계자들의 연계 협력 촉진을 목표로 폭넓

은 아동서비스 관계자들과의 교류와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들 과거 사례와 참가자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이 기획하고 실시한 것이 바로 이‘아동서비스 연구교류

회’입니다.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들이 도서관의 새로운 동향을 익히고, 교류를 함께 실

시함으로써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는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고,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로

서의 실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1회를 실시한 2017년도는 2016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도

서관의 대응이 과제가 되는 가운데,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장

애인 차별금지법을 허물기 위하여’를 테마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② 실시와 평가

연구교류회 실시를 위하여 장애인 서비스 전문가의 기초 강의와 현립(縣立) 도서관

과 각 지방 대표 도서관들의 실천 사례 소개를 함께 엮었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서도 실천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는 참가자들끼리 토의를 하면서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토의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각 그룹에서 솔직한 의견을 나누면서 강의와 보고를 담당한 

사람들과 함께 연수에서 얻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수강자들은 ‘만

족’, ‘대체로 만족’ 합쳐서 98%의 높은 점수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현황과 과제를 알 수 있었

다’, ‘사례 발표가 참고가 되었다’, ‘이 연수 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다’ 등

과 같은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3) 기타 연수 관련 사업 

세번째로 기타 연수 사업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① 강사 파견 등의 아웃리치(Out-reach)형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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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의 도서관과 도서관협회 등이 주최하는 각종 연수회에 국제어린이도서관 직원

을 연수 강사로 파견하는 아웃리치형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국

회도서관 주최로 실시하는 강사 파견 연수 기본 틀에서는 일년에 수차례, 직원의 요청

이 있었던 지방공공단체에 파견을 나가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동서에 관한 조사 방법’을 테마로 2회,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중고등

학생을 위한 서비스’로 1회, 홋카이도(北海道)와 호쿠리쿠(北陸) 지역에서 연수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규슈(九州)와 간사이(關西) 지역에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② 연수와 강좌 정보가 함께 있는 소식 제공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비롯한 어린이들에게 책을 건네주는 어른들을 위하여 각지

에서 진행되는 연수와 강좌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강좌에 관한 각지의 정보를 모아서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들에게 도움

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링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동서비스 담당사

서들이 책 선정 등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아동문학상 수상 작품

과 해외 도서관 활동 등과 같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정환문학상 수상

작에 대하여도 7월의 소식으로 실었습니다. 이들 소식은 국제어린이도서관이 매달 간

행하고 있는 메일 매거진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③ 강연회 실시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일년에 수차례, 국내외 아동문학 작가와 전문가 등을 초청

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펜클럽(The Japan P.E.N Club) ‘어린이 책’ 

위원회, 일본국제아동도서협희회(JBBY) 등의 국내 관계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아동서 

관계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테마와 토픽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사로는 

2017년도에 독일 뮌헨 국제아동도서관장, 올해는 국제아동도서협의회(IBBY) 회장을 초

청하여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연회 개최는 명확하게 ‘연수’라는 이름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아동서비스 담당사서의 아동도서관 서비스 및 아동문학 지식 함양

에 도움이 되는 연수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다른 재

단과의 공동 주최로 독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특화된 강연회 ‘읽는 기쁨을 제

공하는 배리어프리 자료의 지금’을 특별 연수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④ 도서관 정보학 실습

도서관 정보학 실습은 도서관 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전문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매년 1회 2명, 일주일 과정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연수생의 자격으로 선발하

여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이른바, 미래의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위한 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 내에서의 업무를 소개하고, 실제로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

하고 있는 아동서비스과, 자료정보과에서도 연수를 하여 카운터 업무 및 소 전시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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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등을 하는 실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향후 과제

이상으로 ‘아동문학 연속강좌, 아동서비스 연구교류회, 기타 연수’ 세 분류로 나

누어서 국제어린이도서관 연수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고

르고 건네주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에 대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지원 활동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8년 봄에 각의 결정된 제4차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서는 초중학생들의 비독서율이 중장기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고등학생들

의 비독서율 개선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향후 아동서비스 담당사서 연수에서

는 이러한 동향을 감안한 영 어덜트 세대 독서활동 추진도 시야에 넣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온 강연회 형식으로 영 어덜트 세대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러한 젊은 세대 독서 권장 활동을 통하여 관련 어른들에게는 독

서활동추진 기반이 되는 ‘영 어덜트와 책’과 ‘정보’와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연수 및 배움의 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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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업무교류 관련 사진

업무교류 관련 사진

관장 예방(도쿄본관) 관장 예방(도쿄본관)

오프닝세션(도쿄본관) 기조보고-한국(도쿄본관)

기조보고-일본(도쿄본관) 주제발표I-한국(도쿄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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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I-일본(도쿄본관) 주제발표II-한국(도쿄본관)

주제발표II-일본(도쿄본관) 관장 예방(간사이관)

간담회(간사이관) 클로징세션(간사이관)

클로징세션(간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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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예방(국제어린이도서관) 견학(국제어린이도서관)

견학(와세다대학 도서관) 견학(와세다대학 도서관)

견학(나라현립도서정보관) 견학(나라현립도서정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