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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일정표

PROGRAM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일 정 표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2021년 10월 26일(화), 14:00~17:1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시간 진행 주요내용 

13:30～14:00 30'

• 문화공연 |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모차르트(Mozart) _ 음악의 농담(Divertimento in F) 1악장

     - 엘가(Elgar) _ 사랑의 인사(Salut d‘amour)

     - 브람스(Brahms) _ 헝가리무곡(Hungarian Dance) 5번

     - 드보르자크(Dvorak _ 유머레스크(Humoresque)

     - 가데(Gade) _ 질투(Jalousie)

14:00～14:05 5' 개회 • 인사말씀 | 서혜란(국립중앙도서관장)

14:05～14:15 10' 축사

• 현장축사 | 신기남(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 영상축사 | 현진권(국회도서관장)

                  | 유상재(법원도서관장)

14:15～14:25 10' 영상 • 1300만 장서달성 기념영상 상영 및 「사서부일지」 소개 

14:25～15:00 35' 시상

• 유공표창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 오픈액세스코리아(OAK)

• 공모시상 |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 사례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 국민참여기자단 캐릭터

15:00～15:10 10' 휴식

15:10～16:40 90' 특강 • MZ세대를 잡아라-5가지 MZ트렌드 키워드 _ 정은우(대학내일 기획혁신센터장)

16:40～17:10 30'
사례

발표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공공도서관-지역서점 및 출판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독서생태문화 조성 _ 조은진(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제15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슬기로운 사서교사 생활 : 필(必)환경생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_ 임가희(만덕중학교)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메타버스 시대 도서관 마케팅 _ 송현준(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17:1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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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 15일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로 만 76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76번째 

생일잔치 자리에서 개관 초기 국립도서관 선배님들이 매일매일 작성한 업무기록을 발굴 해제한 『사서부일지(司書部日

誌)』를 장서 1300만 권 달성 기념으로 헌정하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식정보자원을 모으고,  

담고, 잇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평창 국가문헌보존관의 2024년 완공을 향한 본격적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시점에 

있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성장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문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에 가

능한 일이지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도서

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 혁신을 추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대전환과 위드코로나라는 환경변화의 최전선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을 견인함과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추진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

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76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불

문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정보자원을 포괄적으로 모으고 엮어내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서관은 세상의 모든 지식정보가 모이고 연결되어 활용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이 됨은 물론이고 세

계인의 문화를 선도하는 지금, 도서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서관 공동체의 연계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애쓰신 단체와 개인들

에게 협력세미나를 통해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처럼 함께 모인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도서관 강국으로 만들어내리라 확신하

며, 기쁜 마음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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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입니다. 

국가문헌 보존과 지식정보자원을 수집·제공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6주년 기념행사를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기념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격려를 위해 함께 해주신 현진권 국회도서관 관장님, 유상재 법원도서관 

관장님, 오늘 시상식과 사례발표 참석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문화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도서관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21세기 지

식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성숙도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국가

는 핵심적인 공공기반시설로 부각되는 도서관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전국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그 위상에 알맞는 역할과 권한이 제도

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어언 76주년이라는 빛나는 역사에 마주친 오늘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300만 장서를 갖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도 시대적 추세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실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증강현실 기술을 반영하여 ‘실감서재’와 ‘증강현실 뮤지컬’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는 현실세계의 가상화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에 따른 한계를 극복한 한층 발전된 도서관 서

비스입니다.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도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모습이 매

우 자랑스럽고 앞으로 나아갈 발길에도 큰 기대를 겁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전진합시다.     

축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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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현진권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7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하신 서혜란 국립중앙도서

관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장서 약 28만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격변기 속에서 크고 

작은 난관을 이겨내고 오늘날 1300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성장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현대역

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현재는 1400만점의 자료가 수장 가능한 국가문헌보존관을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국민들에게는 풍요로운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간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읽는 공간으로서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불

러온 국가적 혼동은 우리 도서관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 세상의 도래이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도서관계도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창조하고 서비스하는 노력이 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 요구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언택트에 기반한 실감서재를 개관하였고, 도서관과 음악이 결합

된 온택트 문화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기

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해 온 국립중앙도서관의 커다란 성과이며, 앞으로 도

서관이 더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6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혁신을 준비하는 다짐

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국회도서관장

현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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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원도서관장 유상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민들이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크나큰 기여를 해온 국립중앙도

서관의 개관 7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명실공히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그동안 국가의 지식정보자원과 지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정

리·보존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국가도서관 서비스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해 나감

으로써 대한민국이 문화예술 강국, 초일류 지식정보화 사회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서혜란 도서관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

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유용한 지식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한 디지털 서

비스 제공·공유방안이 강화되고, 아울러 오대산 사고(史庫)와 연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인 국제방송센터(IBC) 

건물의 재활용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국가문헌보존관의 건립 추진사업에도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대한민국 도서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 균등을 실천하는 바람

직한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약적인 발전과 올바른 가치 실현 모습은 전적으로 전·현 도서관장님의 탁월한 리더쉽과 우수한 자질

을 갖춘 전문성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

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도서관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추구하는 바른 길에 늘 함께 동참하겠

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법원도서관장

유 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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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장서달성 기념도서 : 
사서부일지(司書部日誌, 1948년)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서 찾아낸 사서부일지! 그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다

올해는 76주년을 맞이한 국립중앙도서관이 1300만 

장서를 달성한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립중

앙도서관의 소중한 역사자료인 ‘사서부일지(司書部

日誌)’를 복원하였고 디지털화 및 해제를 통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서부일지는 국립도서관 사서부에서 해방 후부터 

작성한 업무일지로 총 7권이며 1945년부터 1954

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서부일지(해제집)'는 1948년 한 해 동안의 기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도서관사연구회」의 기획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1,300만 장서달성 기념도서'로 재

탄생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격렬한 정치적 상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국립도서관 초대 이재욱관장과 박

봉석 부관장(사서부장)은 국립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생생한 기록들을 남기도록 하였다. 당시 사서부 

소속 5개과* 과장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친필로 기록한 업무일지인 ‘사서부일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이다.  

* 동서과(東書課), 서서과(西書課), 고전과(古典課), 편찬과(編纂課), 수서과(收書課)

‘사서부일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년식 행사, 도서 점검 상황보고, 분류 중복 자료 정정 등의 업

무 내용들과 체육행사, 서고 청소, 날씨이야기 등 국립도서관의 일상적인 일들까지도 빠짐없이 기록

해 두고 있다.

간혹 과장 대신 직원들이 일지를 기록한 것을 보고 박봉석 부관장은 일일이 지적하여 빨간 색연필로 

“각 과장이 자세하게 빠뜨리지 말고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일지에 지시한 것들도 보여

주고 있어 부관장의 꼼꼼함과 세심함,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1948년 사서부일지를 시작으로 아직 남아있는 사서부일지도 지속적으로 해제 등 연구를 통해 그 사

료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서고에서 찾아낸 ‘사서부일지’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

사를 재조명하고 현재 사서들에게 그 정신이 소중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 사서부일지 해제집과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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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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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부문

수 상 자

명 단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제15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시상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유공자 표창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자 표창

국민참여기자단 캐릭터 공모 시상

부문 훈격(종류) 개인/단체 수상자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부문

장관

개인 조은진(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개인 김은아(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단체 제천시립도서관

단체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단체 경상남도교육청통영도서관

관장

개인 최순애(안양시석수도서관)

개인 강태욱(춘천시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

개인 이성진(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단체 경기도 의정부시

단체 경기도 수원시

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단체 대구광역시 구수산도서관

단체 광주광역시 운남어린이도서관

관장(특별상)
단체 부평구립 삼산도서관

단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시상 부문 및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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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훈격(종류) 개인/단체 수상자

제15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부문

최우수상(장관) 개인 임가희(만덕중학교)

우수상(장관)
개인(팀) 김성자, 권용구, 조용훈, 이영원(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개인(팀) 김상원, 송미연(한림성심대학교 한빛도서관)

장려상(관장)

개인(팀) 이은진, 정세선, 박세헌(군포시 특화사업과)

개인(팀) 유춘섭, 박원석, 현명섭, 최연주, 유승우(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개인 서다정(파주 한울도서관)

개인(팀) 허승연, 박경미(이천시 도서관과)

개인(팀) 장효정, 박미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유공자 부문

대상(장관) 단체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부문

대상(장관)
단체 강서영어도서관

개인(팀) 이예진, 안중원(한양대학교)

최우수상(관장)

단체 (유)엘에이비비

개인(팀) 진민하, 정승연, 조은지, 이명훈, 김건욱

개인(팀) 정우경, 조지환, 한지윤(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우수상(관장)

개인(팀) 송현준, 임지훈, 정대홍(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개인(팀) 황인범, 김경린, 박세진, 최우석(㈜에프앤에프)

개인(팀) 오찬희, 김규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오픈액세스코리아 

유공자 부문
장관

단체 통일연구원

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민참여기자단 

캐릭터 

공모 부문

대상(관장) 개인 안머루

최우수상(관장) 개인 박경옥

특별상(한도협회장)
개인 김예은

개인 김재효

입선

개인 남가람

개인 김샛별

개인 차혜윤

개인 현다예

개인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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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우(대학내일 기획혁신센터장)

특별강연

MZ세대를 잡아라-5가지 MZ트렌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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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연 원고는 저작권 문제로 본 출판물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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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진(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사례

공공도서관-지역서점 및 출판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독서생태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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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희(만덕중학교)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슬기로운 사서교사 생활 : 
필(必)환경생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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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메타버스 시대 도서관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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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국립중앙도서관 포상 대상 사업 안내

2.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상 사업 안내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68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 69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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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도서관의 한정된 장서 문제 해결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사 업 기 간  2007년 ~ 계속

□ 운영내용

ㅇ 서비스 내용 타 도서관자료를 1인 3책까지 14일간 대출(1회 연장가능, 최대21일)

ㅇ 대 상 자 료  관외대출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

ㅇ 비 용 정 책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

     - 5,200원(택배비 5,100원, 결제수수료 100원)

     - 일부 지자체 비용지원 정책

-

지식정보서비스과

지원 주체 지원 금액 이용자 부담액

인천광역시, 정읍시, 양산시 3,700원 1,500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3,500원 1,700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한밭도서관, 

충북교육청, 천안시, 무주형설지공군립도서관
3,000원 2,200원

전북교육청 2,600원 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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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현황

연도
참여도서관 수 신청건수(건) 제공건수(건)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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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121 1,141 21,435 6,759 28,194 11,983 4,517 16,500

2021 1,066 126 1,192 27,652 7,773 35,425 16,091 5,450 21,541

(‘21. 09. 30. 기준)

('21. 9. 30.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포상 대상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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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ㅇ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 및 온라인 정보자원 등을 활용하여 참고

정보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운영목적

ㅇ  국내 도서관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한 대국민 지식 및 학술정보 서비스 제공

ㅇ 온라인 협력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도서관 실무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운영현황 ('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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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단위도서관

1차 이첩 2차 이첩

답변
=

02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역대표관

03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지식정보DB

(KB)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CDRS) 2.
-

지식정보서비스과

국립중앙도서관 포상 대상 사업 안내 

ㅇ  운 영 기 간 :

ㅇ  운영도서관 :

ㅇ 질 의 응 답 :

ㅇ 지식정보DB :

2008. 5. ~ 계속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공공도서관 등 662개관

19,347건

3,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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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3.

□ 사업 목적

ㅇ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 개발

ㅇ 국내 도서관 및 문화·연구기관 등의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도서관 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  공모부문 : 아이디어 및 현장사례

ㅇ 공모대상

    - 사서, 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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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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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모내용 :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자유 주제

      ※ 단, 문화기관의 경우 도서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 운영 또는 도서관과의 협력 추진 등 도서관 관련 사례로 응모

ㅇ 평가요소 :  주제의 적합성, 혁신성, 독창성, 추진 방법 및 내용 전개의 논리성, 활용성, 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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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총괄과

국립중앙도서관 포상 대상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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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체계 구축으로 도서관 경영의 과학화와 이용자 서비스의 선진화 도모

ㅇ 빅데이터 사업 참여도서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 내용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신규 참여도서관 및 수집 데이터 확대

ㅇ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도서관 정보나루(http://data4library.kr) 운영

   - 분석 서비스 및 신규 Open API 개발 

ㅇ 빅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 및 홍보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홍보 자료 및 활용사례집 제작·배포

   - 테마데이터 분석을 통한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개요>
▶ (공모부문) 우수 활용사례,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
▶ (공모대상) 공공도서관, 사서, 민간기업, 대학(원)생 등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 (시상내역) 총 8편

   - 대    상 2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3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장, 상금 70만원)

   - 우 수 상 3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장, 상금 50만원) )

□ 빅데이터 수집 현황

참여도서관 장서 회원 대출

1,286개관 147,209,229건 32,545,395명 1,853,559,366건

※ 데이터(이용자, 장서, 대출): 총 2,033,313,990건(누계)

-

디지털정보기획과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4.

(‘21.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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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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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AK 국가리포지터리(oak.go.kr) : 국내 리포지터리 지식정보의 통합검색 및 OA 학술지 서비스 제공
▶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copyright.oak.go.kr) :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기관 리포지터리 보급 사업

ㅇ (공모시기) 매년 4~5월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공모대상)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학술정보 생산기관

ㅇ (공모규모) 신규 및 개선 보급 3개관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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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AK 리포지터리 운영 현황 

OAK 리포지터리 보급 통합검색 서비스 OA학술지 XML서비스 학술지 저작권 정보서비스

53개 기관 90만 건 104종 12,477건 2,500건

('21. 9. 30. 기준)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5.
-

디지털정보기획과

국립중앙도서관 포상 대상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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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내      용 : 도서관 이용자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의 도서대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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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회원관리 규정 주요 내용

    -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 제시

    - 참여도서관별 대출권수 및 1인당 통합대출권수 30권 

    - 기관별 대출 권수 및 기간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운영현황

지역
참여도서관 

수(관)
회원수(명) 지역

참여도서관 

수(관)
회원수(명) 지역 참여도서관 수(관) 회원수(명)

인천 93 673,298 전남 159 223,081 울산 81 156,881

부산 143 921,414 경기 430 597,828 강원 97 11,806

대구 100 533,613 서울 458 326,140 충남 96 23,073

광주 81 207,199 세종 21 59,279 경북 43 8,317

제주 62 165,328 경남 274 119,551 충북 66 6,665

전북 158 208,035 대전 24 1,520 계 2,386 4,243,028

-이용자 홍길동은 A도서관에서 인증 후 책이음회원으로 최초가입

-해당정보가 지역센터1과 통합센터에 적용

- C도서관에서 책이음이용증을 이용해 자관에서 이용가능한 회원으로 

자동인증처리

- F도서관에서 책이음이용증을 이용해 자관에서 이용가능한 회원으로 

자동인증처리

-처리된 정보가 지역센터2와 통합센터에 적용

설명

(‘21. 9. 30. 기준)

-

정보기술기반과

책이음 서비스 6.
국립중앙도서관 포상 대상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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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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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바다
소장자료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

동 활용 서비스
연중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83-8832)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도서관 및 문화기관 현장의 우수사례 및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실용성 있는 도서관 개선과제 개발을 위한 공모
7~8월

기획총괄과

(02-590-0799)

국가자료종합목록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

국가자료종합목록 고품질화를 위한 종합목록 

참여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올바른 목록작성 및 KOLIS-NET 시스템 교육 

상반기
국가서지과

(02-590-0597)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

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참고서비스
연중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584)

KOLAS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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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기반과

(02-3483-8877)

KOLASYS-NET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이해 및 활용 증진

작은도서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연중

정보기술기반과

(02-3483-8877)

책이음 

(운영자 교육) 
책이음서비스 개요 및 운영·관리 교육 하반기

정보기술기반과

(02-3483-8891)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국가문헌의 체계적 수집·공유 확대를 위한 지식자원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코리안메모리) 구축

-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기관 소장 지역·희귀자료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협력

5~12월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0562)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체계구축으로 도서관 경영의 과

학화와, 참여 도서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정

책연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7-9월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30)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76  

메모



협력세미나 77  

메모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78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