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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장의 제19조 1항에 따른 보존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의 이용자까지를 아우르는 정보·문화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서고 수장능력 부족 문제해결 및 

국가문헌의 체계적 보존·복원 관리 체제 개발, 디지털 자원 보존·복원 체계 구축, 

비수도권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추진

하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 해당 사업이 KDI 예비타당성 심사에 성공적으로 통과

됨에 따라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문헌보존관의 성공적인 개관 지원 및 국가를 대표하는 보존 전

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

고자 한다.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계획은 이론적 검증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

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본 건립사업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구」, 「국

제방송센터 시설 분석 및 리모델링비 산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의 세 차례 용역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건립 

시까지의 세부계획과 건립 이후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유관기관 운영 사례 현황 조사 및 국가문헌보존관 부지 현장조사 등

을 통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근거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주요 국가도서관 및 자료보존관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론적 

검토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계획 수립

나. 국가문헌보존관의 운영목표, 운영원칙, 운영방향 등 운영기반을 전문적으로 

검증하여 세부운영계획 수립, 조직과 인력 계획,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공

간배치계획, 시스템 구성, 개관을 위한 준비 예산안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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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

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지속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기본계획, 첨단 

IT 기반의 친환경적인 계획요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의 재배치 기

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각 분야 사업비 산출 및 추진계획 수립

라. 국가문헌보존관 보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운영시스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존 자료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설계하

고 복합문화 공간과 서비스 기능을 최적화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

마. 문헌의 장기 보존과 서비스를 위해 디지타이징한 자료를 지식 기반 콘텐츠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큐레이션 및 인공지능 기반 이용

자 맞춤형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

 1.2 연구 범위

 가.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계획 연구

  국가문헌보존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연구

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세부운영계획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문헌보존관이 분관으로서의 보존도서관 개념이 아닌 독창적인 서비스 

유인 요인을 탑재하게 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인적개발과 전략

적 디지털보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전문적인 보존관리, 디지털보존, 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기능별 업무기능을 설

계하고자 하였다. 넷째, 국정과제인 ‘디지털 집현전’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장

서를 활용한 학술연구지원사업과 문화콘텐츠 연계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스템 분석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국가문헌보존관의 핵심 기능 외 국가를 대표하는 보존관으로서의 역할 및 역량 강

화와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확대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나. 조직 및 인력 계획

  본 연구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

의 여섯 가지 관점에서 국내외 주요 유관 기관의 조직 및 인력구성 사례와 편성기

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직 및 인력구성(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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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가문헌보존관에 이전되는 업무는 고유의 전문화된 영역이면서 새로운 업

무 확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설계되고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

다. 둘째, 보존관의 주요업무인 보존․복원 관련 분야를 희소성이 있는 전문 영역으

로 강화할 수 있도록 후속 전문가 등의 인적자산을 육성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셋째,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물자료의 변환 및 보존을 위

한 매체 변환 등 향후 진행할 과업이 산재한 디지털보존 업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

고자 하였다. 넷째, 벤치마킹과 연구를 통해 보존관의 운영인력 구성의 근거와 기반

이 되는 서비스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업무에 근

거하여 인력구성과 조직구성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국가문헌보존관의 입지적인 

특성을 살린 문화전시기능도 보존관의 주요한 역할로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하여 지

역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문화전시

기능을 연구하고 조직설계에 반영하였다. 여섯째, 국가보존관의 기본기능과 함께 디

지털콘텐츠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기능과 아울러 본관과의 연계 및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전략적인 사업구상

과 미래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다. 공간디자인 구성과 효율적 보존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공간디자인 구성과 효율적으로 구축된 보존체계

를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의 과업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국내외 주요 도서관 

및 보존관의 사례조사, 보존관 및 국내 유관기관 현장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이를 통해 최적의 공간배치 전략과 자동서고 배치를 포함한 서고 관리 계획을 

제안하였다. 더욱 세부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유사기관들의 공간특성을 심층 조사하고 국가문헌보존관 공간계획

(서고·전시, 편의공간, 사무공간, 유휴공간 등 창의적인 공간)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둘째, 다른 용도로 건축·설계된 시설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리모델링되

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문자, 운영자, 주차장, 하역 및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이동 동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처리될 매체별, 유형별 

보존·복원처리 최적화와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작업 공간 구성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넷째, 장서 보존을 위한 보존서고 설비(RFID 기반 무인 자동화 서고와 

첨단 AI를 통한 서가 설비 연구)에 대한 특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계

획안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관 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설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최적의 공간배치 전

략과 자동서고 배치를 포함한 서고 관리계획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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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문헌보존관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내

외 유관 기관 사례조사, 인프라시스템 설비 관련 업체 미팅,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존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효과적인 ICT 

장비 설치 구상 및 인프라 시스템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문헌보존관의 업무에 따른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둘

째,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구상하였으며, 셋째, 스마트공간(스마트 서고 및 

이용자 공간)을 제안하였고, 넷째, 인프라(전산 인프라 구성) 관련 구상안을 제시하

였다.

 마. 개관 준비 및 운영예산 산출

  국내외 주요 도서관 및 자료보존관 예산편성 사례조사를 통해 국립문헌보존관 운

영예산(안)을 도출하였다. 예산안은 운영예산, 개관행사 특별예산, 정보화 예산, 비

품·가구 예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1.3 연구 방법

 가. 국가문헌보존관 운영사례 몇 현황조사

  첫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도서관 및 자료보존관에서 발간한 간행물 및 관련 연구성과물과 온라인 기반 

공개정보원을 활용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적으로 

연계할 수 있거나 혹은 본관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롭고 유일한 업무를 도

출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관리 관련 내부 문건 및 

보존과 이관에 관련된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 도서관 및 자료보존관 조직 및 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검토

  첫째,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계획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연구 및 연구보고서, 관련 정책, 법규 등에 대한 문헌조사 분석을 수행

하였다. 둘째, 자료보존관의 물리적 측면, 인력조직, 예산, 정보서비스 등 운영 전반

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된 사전연구를 

검토하였다. 넷째, 도서관 스마트장비 도입 및 정보시스템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

였다. 다섯째, 도서관 서고 자동화 설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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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업 인터뷰, 초점집단면접, 전문가 자문

  첫째, 본 사업의 발주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기

관 내 보존․복원 담당자, 정보시스템 담당자 등과 중간보고를 포함하여 모두 14번의 

간담회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팀 내 이외 전문가들의 시각과 의견

을 담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유사 업무 관련자들과 7회 자문 및 간담회

를 개최하였고, 스마트서고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관련 업체 미팅을 수행하였다.

  라. 건축 및 공간디자인 연구

  첫째, 계획 대상지 주변 토지이용 현황, 보행 접근체계, 교통체계 조사 및 분석 

등 국가문헌보존관 부지의 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외 보존관 공간 구성 

분석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가문헌보존관 공간 관련 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였다.

  마. 단계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본 용업 사업은 2024년 국가문헌보존관 개관과 그 이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예정이며, 본 사업 종료와 실제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기간이 다소 거리가 있는 바 사업 종류 이후에도 단계별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본 용역 사업 완료 후에도 설계, 시공, 개관 준비단계

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지원한다. 둘째, 최신 정보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및 

미래 지향적인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를 지원한다. 셋째, 수립된 계획 실행 추진상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지속적인 자문 활동을 통하여 성공적인 실행이 이

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연구내용 및 절차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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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연구내용 및 절차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국가문헌보존관의 자료운영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 인력 및 조직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존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근거와 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문헌보존관이 개관 이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

루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컨설팅과 연구 과정에서 파악된 

조직, 자료배치, 공간 구성의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관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사전 준비요소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문헌보

존관 건립추진을 지원할 것이다.

  국가문헌보존관 리모델링 작업에 있어 본 연구는 관리·운영계획을 기초로 장기

적인 확장 가능성을 대비한 공간계획을 고려하고 이용자·운영자 요구를 반영하여 

첨단 IT/AI 기반의 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계획지침

을 제시하였고, 이는 국가문헌보존관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시설로 건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문헌보존관이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복원 처리하기 위한 통합보존관리시스템 기능을 

구성하고, 데이터분석센터로서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재가공, 활용을 위한 신규 시

스템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국가문헌보존관의 자료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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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전시 체험을 위

한 스마트 공간 및 최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제안하였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서고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인프라 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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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자료보존관 운영체계

  자료보존을 위해 보존서고를 별도의 건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보존관의 운영은 

모기관의 도서관을 지원하는 분관 형식의 조직과 공동으로 보존서고를 운영하는 공

동보존서고의 형식으로 운영체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보존서고의 경우는 민

간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방식, 영리적 목적의 운영 등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형

태의 보존서고운영체계가 존재한다. 보존관의 운영방식도 과거에는 물리적 보존과 

공동보존에 치중하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존협력기능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협력시스템을 갖추어 발전하고 있다.

  오코너(O’Connor), 웰스(Wells), 콜리어(Colier) 등의 학자들은 공동보존서고를 보

존공간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O’Connor, 

Wells & Collier, 2002).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보존관은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보존서고와는 차별화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이며, 국가문헌을 최적의 상태로 보

존하고 최후까지 보존해야 하는 국가적인 사명과 책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국가대

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운영상의 특징을 갖게 된

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도서관의 분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두 가지 특징과 일

유형 특성
기관형서고

(Institutional Storage)
- 개별 도서관의 수장공간 확보 목적

조합형서고

(CooperativeStorage)

- 둘 이상의 도서관이 비용 효율적인 수장공간 확보를 

위해 하나의 서고 시설을 공유

협력형서고

(CollaborativeStorage)

- 조합형과 유사

- 참여 도서관들이 복본 정책, 자료의 소유권과 이전 조

건, 자료의 주제와 포맷, 서비스 등과 같은 수장자료의 

장서관리 정책에 합의하여 운영

지역도서관센터

(RegionalLibraryCenter), 

- 장서개발 기능 수행

- 고가자료, 희귀자료, 절판자료, 마이크로필름 변환 등의 

입수에 중점

- 입수, 관리, 이용자서비스
국가보존도서관

(RepositoryLibraries)

-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기능

- 국내 여러 관종의 도서관들로부터 이관한 자료 관리

< 표 1 > 공동보존서고의 유형 



- 9 -

치하는 보존관은 영국국립도서관의 보스턴스파 보존관, 미국의회도서관의 포트미드

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간사이관,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 가티노보존센터 등

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기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존관의 운영 방향과 조

직의 구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2022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회

도서관 자료보존관의 사례를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사례조사는 보존관 운영을 연구

한 국회자료보존관(부산관) 세부 운영계획연구(2018),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2019)와 함께 해외 보존관 연구논문, 보존관 홈페이지, 연

보 자료, 보존관 건립 관련 최신 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가. 영국국립도서관 자료보존관(British Library, Boston Spa, West Yorkshire)

□ 개요

 설립목적: 영국국립도서관의 이용이 적은 자료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70년기준 보존시

설을 건립 1) 논문, 저사용자료 보존용서고 2) 신문보존서고(National Newpaper 

Building)

 설립연도: 2009년

 위치: 영국 웨스트 요크셔 보스턴 스파 지역

 규모: 자동화고밀도서고 700만점 수용량

 주요기능: 저사용 자료의 보존, 최적의 신문보존

 수장방식: 초기 고밀도 수동서고 방식에서 ASRS 방식으로 통합 구축 진행

< 표 2 > 영국국립도서관 자료보존관 

  보스턴스파는 ASRS 방식으로 자동화를 구현하고, 저산소 서고환경과 자료에 최적

화된 보존환경을 구현하여 자료보존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서고 공간은 각

각 4종류의 다른 온습도 센서를 갖추고 비상조명만 활용하여 어둡고 자료보존에 안

정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직원들은 서고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피킹스테이션에

서 근무한다. 보스턴스파의 근무인력에 대해서는 약 55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1)

조직은 영국국립도서관 소속의 부서형식으로 분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 연보나 홈페이지에 인원수 집계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새로 건축중인 리모델링 계획에 550명 
수준의 공간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음.  출처:

https://www.architectsjournal.co.uk/news/carmody-groarke-plans-overhaul-of-british-librarys
-huge-boston-spa-out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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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회도서관 자료보존관(Library of Congress-Fort Meade)

□ 개요

 설립목적: 미의회도서관과 입법기관의 자료보존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연도: 2002년

 위치: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지역(미군기지 부지 활용)

 규모: 5개의 모듈로 구성, 1,2,5는 도서와 정기간행물, 3,4는 지도, 비도서 등 소장

   (도서 법률 및 지역학 160만권, 일반 190만, 1000만개의 원고, 230만장의 인쇄물, 210

만장의 악보, 542천개 지도, 180만점의 민속자료 등 소장)

 주요기능: 미국의회도서관의 국가문헌 자료보존을 위한 최적의 공간 제공

 수장방식: 수동 고밀집서가 HM 장식을 채택하고 모듈단위로 보존서고 확장이 가능

< 표 3 > 미국의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개요

  미국의회도서관 소장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원고, 문서류, 사진, 악보, 마이

크로필름 등의 보존을 위해 각기 최적화된 보존환경을 제공하여 운영한다. 조직과 

인력구성을 보면 보존부(Preservation)하에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규모

는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에 106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조직의 업무 구성을 살펴보면 훼손된 자료의 보존처리, 자료제본, 배가, 탈산 작

업등을 처리하는 제본 및 장서관리과(Binding and Collection Care Division), 목록관

리, 문서 관리, 콜렉션 유지관리 및 서가 관리를 담당하는 장서운영과(Collections 

and Management Division), 도서의 보존처리, 장서와 종이의 보존처리, 특수포맷 보

존처리를 담당하는 보존처리과(Conservation Division), 도서관의 보존활동을 지원하

고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보존연구과(Preservation 

Research and Testing Division)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11 -

< 그림 2 > 자료보존부(Preservation) 조직도

(출처: https://www.loc.gov/preservation/about/orgcha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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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 가티노 보존센터(Library and Archives Canada 

Gatineau Preservaion Center)

□ 개요

 설립목적: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의 자료보존을 목적으로 설립, 500년간의 자료보

존을 목표로 함

 설립연도: 1997년

 위치: 캐나다 퀘벡주 가티노(Gatineau)

 규모: 제1보존센터와 연결된 제2보존센터(건축면적 9,108㎡)가 건립 중이며 2022년 개

관 예정. 서고면적16,840㎡ (43%) 

   (5개의 서고구성: 도서 및 연간물, 종이문서와 시청각물, 도면, 지도, )

 주요기능: 미국의회도서관의 국가문헌 자료보존을 위한 최적의 공간 제공

 수장방식: 수동 고밀집서가 HM 장식을 채택하고 모듈단위로 보존서고 확장이 가능

< 표 4 >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 가티노 보존센터 개요

  가티노 보존센터의 주요기능은 문헌보존, 자료복원, 디지털자료 구축 기능이며, 

일반 열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선행 연구보고서에 직원수는 2019년 기준 

125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9)

2022년 개관되는 가티노2의 보존시설은 자동 저장 및 검색 시스템 (ASRS)로 구성되

는데, 이 시스템은 Ethier가 창고 시설에서 아마존이 사용하는 모바일 로봇과 유사

한 형태이며 21,250㎡ 규모로 자동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 보

관 시설이다.2)

보존센터는 도서, 종이류, 영상필름, 그림, 엽서, 지도, 사진 보존시설로 구분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서고시설에는 연구자들을 위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열람실이 운

영되고 있다. 복원기능센터에는 복원작업을 위해 실험실 형태의 넓은 작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이로 조립되어 가구를 활용하여 용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간

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복원전문팀이 12명 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파트타임규모로

는 30명이 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티노 센터의 건물은 서고시설은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복도를 따라 유리로

된 로비공간이 이어져 있어서 이 복도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약

제로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https://www.businesselitecanada.com/infrastructure/library-and-archives-canada-lac-new-
preservation-centre-gatinea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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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간사이관 (National Diet Library Kansaikan)

□ 개요

 설립목적: 1)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증가에 대응한 보존서고 확보 2) 21세기 고도 정

보화 사회에 대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설립연도: 2002년 

 위치: 일본 교토현 세이카시 간사이문화과학연구도시

 규모: 기본 건축면적 10,367㎡/연면적 59,270㎡) 600만권 수장 규모, 2단계 간사이관 

신관 건립은 3단계로 계획 중이며 165,000㎡, 수장능력 2000만 권을 목표로 하고, 

2020년 1단계 25,002㎡ 500만권 수장가능 공간 확보

 주요기능: 자료제공서비스(원격이용, 도서관이용, 아시아 정보 서비스), 도서관 협력사

업(종합목록네트워크,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협력, 협력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 사업, 

조사연구, 사서연수), 전자도서관 사업

 수장방식: 지하 2,3층 고정식, 지하4층 마이크로필름, 모빌랙, 지하3,4층 자동서고

< 표 5 > 간사이관 개요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간사이관의 주요소장자료는 외국잡지, 이용이 많은 일본 

국내잡지, 과학기술 관계자료, 일본 국내 박사논문, 문부성 과학연구비 보고사, 학술

문헌, 녹음도서, 일본 국내외의 참고도서, 기본서지목록, 정부간행물 등, 아시아 언

어 자료, 아시아 관계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어 국립국회도서관의 분관 성격으로 콜

렉션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서비스하고 있으며 보존관 운영도 같이 수행한다. 건물

의 80%가 지하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에서 4층의 서고에 약 600만 권의 장서

를 수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4,500㎡ 규모(1,361평)의 일반 열람실에 360여 석

의 열람 좌석을 확보하고 일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며, 견학, 교육,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사이관은 도쿄 본관과 함께 중앙도서관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과, 문헌

제공과, 아시아정보과, 수집정리과, 도서관협력과 및 전자도서관과의 6개 부서 125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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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회자료보존관(부산관)

□ 개요

 설립목적: 1) 국가문헌의 보존 공간 확보 및 분산소장의 구현 2) 지식‧문화의 지역균

형발전 도모를 통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3) 지역기반 전문분야 연구도서관 구축을 

통한 국가지식정보 역량 확대 4) 문헌, 기록물, 의정박물을 통합하는 복함문화공간인 

라키비움 구현 5) 지방의회 정보서비스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설립연도: 2022년 예정 

 위치: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

 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5,829㎡ 연면적 13,661㎡, 150만 권 이관 소장공간 확보

 주요기능: 자료보존센터, 정보서비스(정보격차 해소), 전문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수장방식: 모빌랙(CSS)

< 표 6 >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개요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은 자료보존센터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 정보서비스, 연

구정보서비스, 지방의회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도서관 기능을 수행한다. 

온·오프라인 문화전시기능과 함께 의회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의 네 개의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국회자료보존관의 운영계획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료보존관이라 하더라도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

례처럼 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열람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고, 보존관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연구기

능이나 디지털화 전략으로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규모가 있는 국

가 대표도서관의 보존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료보존이라는 보존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의 물리적 보존뿐 아

니라 디지털보존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존이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사례별로 기술하였으며, 이하에는 운

영사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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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주요 특징 규모/인력 서비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부
산관) 
-2022년 개관예
정

 국가문헌의 보존공간 확
보와 국회 주요자료의 
분산 보관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자 
및 지방의회의원 대상 
연구도서관 기능 수행

 라키비움형 복합문화 공
간 구현

- 관장 이하 4
과, 11 담당, 
- 총 84명 제안
(현원 77명)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
램 운영
열람실 운영(관내 열람 
가능)
수장방식: CSS 

미국의회도서관
-포트미드관

 미국 국가문헌(도서, 연
간물, 지도, 원고, 인쇄
물, 사진, 악보, 마이크
로필름)의 보존을 위한 
최적 공간 제공

 보존기능과 연구기능이 
강화된 조직

 디지털보존, 매체변환 
수행

(자료보존부)
- 부서책임자 
이하 5과, 10부
서, 총 106명

2027년까지 스토리지 모
듈을 단계별 추가 건립예
정
수장방식: HM

영국국립도서관
-보스턴스파 보
존관

 논문 및 저사용 자료보
관 

 신문보존서고(NSB) 운
영:최적의 신문보존서고

 회원제 열람서비스 제공

- 총 550명

서고 내 별도 공간에서 
자동화 저장 시스템 관람
가능
전용 열람실 운영(관내 
열람가능)
수장방식: ASRS

일본국립국회도
서관
-간사이관

 국립국회도서관 본관의 
자료증가에 대응하는 대
규모 보존서고 역할

 전자도서관 기능의 서비
스

 열람서비스 제공
 아시아 정보실(아시아 

관련 도서, 잡지, 신문 
등) 개가제로 운영

- 건 축 면 적 
10,375

- 약 600만 장
서
- 관장 이하 6
과, 총 125명

견학, 전시, 교육 프로그
램 운영
열람실 운영(관내 열람 
가능)
수장방식: CSS+ASRS

캐나다 국립도
서관·기록관
-가티노 보존센
터

 국가문헌 보존업무 전문
센터의 역할

 최대 500년 자료보존 목
표

 문헌보존, 자료복원, 디
지털자료 구축

 열람서비스 없음

- 총 125명

전시 및 가이드투어 프로
그램 운영
열람실 운영(관내 열람 
가능)
수장방식: CSS(가티노 보
존센터)
ASRS(가티노2 보존센터)

< 표 7 > 국내외 보존관 운영사례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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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보존서고와 자료운영체계

  보존서고의 운영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주제별 배열과 다른 방식의 배열방식을 

채택한다. 일반적인 도서관의 서가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브라우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자 보존관의 경우는 서고 면적당 자료를 최대 많이 저장하

고, 관리에 있어서 최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서가의 운영방식이 개가제 열람 

서가와 달리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선행연구를 통해 서고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2.2.1 보존서고

  가. 보존서고 운영특성과 고려사항

   보존서고의 서가관리는 기본적으로 폐가제로 서고를 운영한다. 일반적인 폐가

제 서가운영 방식은 서고의 환경을 자료에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고, 분실

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관리상의 장점이 있고, 자주 출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료는 장서점검 등 관리의 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료 관리에 드는 인적 자

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보존서고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폐가제의 서고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서가와 서

가사이의 통로를 최소한의 공간으로 좁게 설계하여 면적당 수장 능력을 높이는 것

이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용 절감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개가제 서고의 경우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폭인 36인치(미국 기준)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하지만, 보존서고의 경우는 이 폭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간 활

용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존서고의 폐가제 서고 운영방식은 일반 도서관처럼 도서의 분류기준에 따른 

배열 방식이 아닌 서가의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의 배열방식을 사용한다. 그러

므로 소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반드시 출납을 처리해야 한다. 배가 위

치의 확인과 자료의 인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자료 인출시간 단축을 위해 

ASRS 방식의 자동화 서고를 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존서고의 서가를 어떤 모델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건축과 설비에 대한 요

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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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 구성의 고려사항과 보존서고의 시설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

을 고려하여야 한다(vanDuinkerken, Kaspar, Sullenger, 2019).

1. 기존 서고 또는 모듈의 확장성

2. 서가 모듈 확장 시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가?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가?

3.  구입, 설치, 완성의 타임 프레임

4. 난방, 환기, 공조 유형

5. 화재진압시스템(초기 진압, 신속대응, 가스 사용 등)

6. 상단 서가의 덮개 또는 먼지 커버 장착 여부 (책이 들어있는 스토리지에 덮개가 

없는 경우)

7. 서가 설계 배열의 구현 가능성

8. 소장자료 유형(도서, 문서 등)

9. 스토리지 공간 요구사항(볼륨, 상자, 큐빅 단위)

10. 공간의 크기(높이/폭/깊이)

11. 건축/설비 등 전문가의 관여

12. 보존서고 시설의 방문 

13.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14. 서가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 요구사항 (레일설치를 위한 super flat 

floor) 서가이동을 위한 와이어 설치 등)

15. 서가의 확장 방식

16. 서가사이 통로의 크기

17. 조명

18. 전원배분

19. 책을 담는 트레이 제품

20. 서가내 활동성 유형 (출납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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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존서고 서가 모델 

  보존서고에 적용하는 서가 모델은 이동식 밀집 서가 (Movable Compact 

Shelving), 고밀집 저장서고(High-density Library Storage Facilities), 여기에 다시 세

부적으로 하버드 모델(Harvard Model 이하 HM), 자동서고시스템(Automated System 

& Retrieval System, 이하 ASRS) 등의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보존서가의 서가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윤희윤과 장덕현(2021)은 다음 

<표 8>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 보존서고 서가의 모델을 구분할 때 High-density Shelving model

과 ASRS로 구분하고 고밀집서가모델을 정적(Static)모델과 이동식(Moving) 모델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국회도서관(2019)의 자료보존관 세부 운영계획 연구에서는 <표 9>와 같이 수동고

밀집서가와 자동고밀집서가로 나누어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명칭 밀집서가 수동고밀집서가 자동고밀집서가

영문

명칭

Compact Shelving, 

모빌랙(Mobile Rack)

HM:Harvard Model: 

High-density Storage 

System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특징

- 공간효율을 최대

화하기 위해 랙을 

이용해 서가를 이

동하여 밀집

- 수동식과 전동식

- 서가 높이에 제한

이 있음

- 비용 저렴

- 물류창고와 같이 서고내

에 고밀집 서가를 설치

하고 직원이 오더피커나 

포크리프트라는 지게차

를 이용하여 자료 반출

입 처리

- 9m 이상 서가 상용 가능

해서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

- 자료제공에는 시간이 소

요

-산업용 물류창고에서 사

용되던 자동화 적재시스템

을 도서관에 적용

- 공유번호가 부착된 바구

니(Book bucket/Bin)에 

자료를 담아 서고에 적

재

- 로봇을 통해 반출입

- SW를 통해 자료 관리

- 자료에 최적화된 보존환

경을 유지

- 분실 가능성 적음

설치

사례

국내도서관 보존서

고에 주로 채택

-ReCAP을 비롯한 북미 보

존관에 다수 적용

-주로 북미 대학에 많이 

적용되고 확산세 (CSUN 

최초사례)

-일본 큐슈대를 비롯하여 

다수 적용

< 표 8 > 보존서고 서가 유형. 윤희윤, 장덕현(2021)의 연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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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HM의 경우에 보존서가의 서가는 책을 크기를 기준으로 높이가 결정

되어 있고, 트레이에 책을 여러 권 담아서 서가에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사람

이 직접 책을 배치하고 인출하는 작업을 한다. 서가의 위치와 트레이는 모두 바코

드로 표식이 되어 있어서 책의 위치를 바코드를 스캔해서 확인한다. HM의 경우 

오더픽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인출작업을 진행하지만, 서가에서 최종 확인해

서 인출하는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한다.

비고 수동 고밀집(HM) 자동 서고(ASRS)

특징

-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는 

지게차(Order Picker)와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

- 동일한 크기의 자료를 보존하는 

고밀도 배열과 높은 서가(약 10m)

를 설치하여 양질 보존환경 구축 

및 수 장량 증가

- 1986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처음

으로 사용한 이후 하버드 모델이라

고 불림

- 대출 및 이용량이 적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대출은 

보관된 책의 1-2% 이하

- 로봇 기계에 의한 복구를 

위해 철재 박스 안에 책을 

보존함

- 이 서고만을 위해서 별도로 

시공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기간 동안 함께 

설치됨

-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도서관에 많이 적용됨

- 공동보존서고보다는 대부분 

개별 도서관 자체 서고에서 활용

장단점

- 개가제와 폐가제 모두 활용 가능 

개가제 서고공간이 차지하는 것의

약 반 정도 줄어듦

- 도서관뿐 아니라 산업용, 헬스케

어 시설, 공공 보존 시설, 정부 및 

군사 건물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음

- 전기 및 기계적 장비로 인해 청

결과 이물질 삽입에 주의해야함

- 1㎡당 2,153권을 수장할 수 있어 

도서관의 공간 활용 극대화

- 요청 자료가 몇 분 이내로 제공

됨

- 사람의 출입이 적기에 보존환경

에 유리함

- 수장력이 한계에 달하면 건물확

장 혹은 자료를 재배가해야 함

- 적재하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인력

요청 자료를 수작업으로 접근, 이

동, 제공하기에 보통 2-4명 직원 

당 백 만 권 분량을 담당

자동화기계일지라도, 요청 자료를 

철재 박스에서 꺼내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최소한의 수작업은 요구됨

비용

설치비용은 사이즈 및 위치에 따라

$450만에서 $780만까지 들고, 한 

책 당으로 보면 $3-4의 비용

- 초기 비용은 수동 고밀집보다는 

높지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계

산하면 크게 차이 없음

- 유지비용은 연간 약 $0.86으로, 

개가제 서가 유지비용인 $4.26에 

비해 경제적

< 표 9 > 수동 및 자동 고밀집 서고의 비교(국회도서관, 2019,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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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ASRS는 빈(bin)이라는 상자 안에 여러 권의 책을 담고, 빈은 로봇 크레인

을 통해서 지정된 위치의 서가에 책을 배열하고 책의 인출 요청에 의해 해당 빈을 

찾아서 빈 전체를 이동시킨다. 빈 내부에는 여러 개의 박스에 책이 담겨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어느 위치에 책이 담겨져 있는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담당자가 빈 

안에 있는 박스의 위치에 담겨 있는 책을 확인해서 체크아웃 처리를 한다.

최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보존관의 경우 ASRS를 통해 HM서고를 통합하고 

밀집화하는 방식으로 건축면적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이고, 로봇을 활용하여 운영

을 효율화하면서 자료 중심의 보존환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ASRS 적용사례가 늘

어나는 추세에 있다.

다. 국가문헌보존관 서고 모델과 수장능력 

  보존관의 서고 공간의 수장능력에 대해서 최대 수장량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이 있

다.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2019)에서는 HM 서고 

모델을 적용한 ReCAP의 제원을 기준으로 가용 층고를 7m 기준으로 산정하여 HM 

모듈당 수장능력을 7,140권으로 계산하여 4개의 컴파운드에 13,659,240권의 수장능

력을 제안하였다(<표 10> 참고). 예비 타당성 보고서(KDI, 2021)에서는 HM 모듈의 

선반의 규격과 보관 박스의 변경을 통해 대안 모듈을 검토하고 수장 가능한 장서량

을 16,914,660권으로 제안하였다.

구분 면적

수장가능 장서량

비고(B-A)사업게획서 

모듈(A)
대안 모듈(B)

HM1

(Compartment #3)
2,301 3,253,614 4,029,051 775,437권 증가

HM2

(Compartment #4)
2,305 3,259,270 4,036,055 776,785권 증가

HM3

(Compartment #8)
2,527 3,573,178 4,424,777 851,599권 증가

HM4

(Compartment #9)
2,527 3,573,178 4,424,777 851,599권 증가

계 9,660 13,659,240 16,914,660 3,255,420권 증가

< 표 10 > 수동 고밀집서가(HM) 수장 가능 장서량 검토 (단위: 권,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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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 기본계획 연구에서는 ASRS 서가 하나의 통로를 기준으로 양옆에 

선반이 설치되는 구조로 선반 2열과 통로 1열이 하나의 모듈로 구성하여 계산하였

다. 2021년 예타보고서에서는 맥쿼리(Macquarie) 대학교에 설치된 ASRS 업체인 

Dematic의 실제 제원의 규격을 기준으로 2,524,050권의 수장량을 산정하였다.

구분 사업계획서 모듈 대안 모듈 비고

모듈당 수장 

권수
2,720 2,720

박스 제원 유사하여 

수장 권수 동일

모듈 바닥면적 1.85 2.29

m2당 수장권수 1,470 1,185 285권 감소

< 표 11 > 자동 고밀집서가(ASRS) m2당 수장 권수 (단위: 권, m2) 

구분 면적(m2)
수장량

비고(B-A)
사업계획서 모듈(A) 대안 모듈(B)

ASRS1

(Compartment #10)
2,130 3,131,100 2,524,050 607,050권 감소

< 표 12 > 자동 고밀집서가 수장가능 장서량 검토 (단위: 권, m2) 

구분 사업계획서 모듈 대안 모듈 비고

모듈당 수장 권수 7,140 7,140 박스 제원 동일

모듈 바닥면적 5.05 4.08
리프트 제원 검토에 

따른 바닥면적 감소

m2당 수장권수 1,414 1,751 336권 증가

< 표 13 > 수동 고밀집서가(HM) m2당 수장 권수 (단위: 권, m2) 

  예비타당성 보고서(KDI, 2021)에서는 HM과 ASRS의 수장량 검토 결과 보존관의 

목표 수장량의 수장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존관으로 

이관되는 자료 중 이용본 성격을 가지는 자료의 이용에 활용하기 위한 ASRS의 설

치에 대한 검토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SRS 영역에 적용하는 서가 

모델에 대해 ‘2.3 스마트 서고’에서 활용 가능성과 벤치마킹 사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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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계획서 모듈 대안 모듈 비고

HM

모듈면적(m2)
3.32m × 1.52m

= 5.05m2

2.87m × 1.42m

= 4.08m2

통로폭 및 선반간 

이격거리 감소로 

모듈면적 감소

모듈당 

수장량(권)

7,140 ÷ 5.05m2

= 1,414

7,140 ÷ 4.36m2

= 1,751

박스 제원 동일하여 

모듈당 수장량 동일

서고면적(m2) 9,660 9,660

수장량(권) 13,659,240 16,914,660 3,225,420권 증가

ASRS

모듈면적(m2)
3.7m × 0.5

= 1.85m2

3.76m × 0.61

= 2.29m2

실제 규격 적용으로 

모듈면적 증가

모듈당 

수장량(권)

2,720 ÷ 1.85m2

= 1,470

2,720 ÷ 2.29m2

= 1,185

박스 제원 유사하여 

모듈당 수장량 동일

서고면적(m2) 2,130 2,130

수장량(권) 3,131,100 2,524,050 607,050권 감소

모듈 기준 

수장량 산출 결과(권)
16,790,340 19,438,710 2,648370권 증가

< 표 14 > 모듈에 따른 수장권수 종합 

구분 사업계획서 검토안 대안

장서량 14,185,822 14,185,822 16,875,621

HM 9,660 9,660 9,660

ASRS 2,130 2,130 2,130

< 표 15 > 서고 규모 검토 종합  (단위: 권,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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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보존서고의 장서관리

  이 장에서는 하버드방식 보존서고의 대표적 기관인 ReCAP을 기준으로 보존관의 

장서관리 프로세스 사례를 검토하고, 자료관리의 업무별 처리내용을 정리하였다. 

  ReCAP은 1999년 시작되었고 현재 HM 서고 면적은 15,222㎡, 자료 처리 영역, 

사무실 및 7개의 보존서고(storage)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1,900만 개 이상의 자

료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량은 1000만 개 이상이다. 보존서고 모듈

은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현재 위치한 보존관 부지는 3,700만 아이템 이

상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ReCAP의 워크플로우 분석리포트에서는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사전작업, 보존서

고 내 작업, 보존서고 외부 작업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Appendix, n.d.).

·사전작업(Pre-facility tasks)

  - 자료를 식별하기, 서고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 작업

·보존서고 내 작업(In-facility tasks)  

  - 등록(Accessioning), 서가 관리(inventory management), 자료인출 및 재배가

(picking & refilling at ReCAP)

·보존서고 외부 작업(Post-facility tasks) 

  - 보존서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처리와 보존관을 떠난 자료의 배송 및 유통과정

에서 발생하는 작업  

  - 이용자 요청 처리(Processing user requests), 안내 및 공지(notifications), 요청 

자료의 수령과 반납처리(receipt & return of requested items)

각 장서 아이템은 엘리베이터방식의 리프트나 오더픽커(order-picker) 장비를 사용

하여 반·출입을 처리한다. HM 모델에서 서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장서 아이

템의 높이와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배치하고, 비도

서와 같이 보존환경이 다른 자료에 따라 서고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단행본 장서

의 배열에서 자료의 크기에 따라 서가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의 크기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ReCAP에 자료가 도착하면, 청소를 마친 후 크기에 따라 분

류되고, 아이템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하는 재고관리 소프트웨어(inventory 

software)에 등록된 다음 서가에 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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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M 방식의 장서관리 프로세스(ReCAP, n.d.)

먼지청소, 소독과 같은 사전작업 후에 자료의 크기별 분류를 거친 이후에 등록 작

업이 진행된다.

○ 크기 분류 (Sizing)

  책의 배가 방식은 청구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책의 물리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서가에 자료를 소장할 때는 책을 바로 서가에 꽂지 않고, 종이상자로 만들어

진 트레이를 사용하는데, 트레이는 사이즈 별로 16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제

본된 책의 경우 책등을 기준으로 A, B, C, D, E의 5개 그룹으로 정렬되고, 책의 높

이에 따라 High와 Low로 구분한다.

< 그림 3 > 사이즈 확인 후 트레이에 정리된 상태 

○ 등록 및 확인 (Accession and Verification)

  등록 담당자는 자료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고 등록관리시스템(inventory 

system)에 등록한다. 자료 아이템이 각각 트레이에 모여서 채워지면, 트레이 레이

블을 부착하는데, 이 레이블에는 소장기관, 아이템 수가 같이 인쇄된다. 두 번째 

담당자는 각 아이템을 바코드로 스캔해서 숫자를 확인하고, 트레이 레이블 바코드 

정보와 아이템의 정보를 연결한다. 세 번째 직원이 다시 한번 트레이와 자료의 바

코드 정보가 정확한지 더블 체크를 진행한다. 모든 자료의 식별은 바코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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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므로, 바코드와 트레이의 올바른 연결이 중요하다.

  책에 부착되는 바코드의 위치는 왼쪽 상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자료마다 

부착 위치가 정리되어 있다.

○ 자료의 인출(Retrieval)과 배가(Refill)

  ReCAP는 약 오전 7시 30분, 오후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세 번 자료를 서가에

서 인출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자료를 찾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위해 정렬된 선택 

목록이 만들어지며, 이 순서대로 작업자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직

원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랙의 수직 반쪽을, 그리고 뒤쪽에서 앞으로 수직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픽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다. 서가 랙에서 서가 통로 및 구역 간

의 이동 시간은 구역 내에서 자료를 인출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적의 속도를 위한 리스트 작업이 중요하다.

  자료가 ReCAP으로 돌아오면, 모든 자료는 리필용 카트에 정렬되어 원래 위치했

던 서가의 통로에 도착 날짜별로 정리되고, 즉각적인 인벤토리 관리를 할 수 있으

며 보존서고 서가 랙에서 항목을 다시 보관하기 전에 자료를 체크한 뒤에 배가한

다. 

○ 디지털 전송

  ReCAP는 요청 시 보유 자료의 개별 섹션을 최대 50페이지까지 스캔하여 전달하

거나 목차, 기사 또는 장과 같은 특정 섹션 하나를 제공하며 당일에 바로 제공한

다. 자료를 스캔할 때 원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오버헤드 스캐너를 사용한다. 

○ 자료의 배송

  인쇄자료 전달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다음 날 해당 기관에 배송되는데, 자료는 

뚜껑이 통합된 내구성이 있고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토트(toto)로 포장된다. 토트

는 바닥과 측면에 고밀도 폼을 배치하여 운송 중인 자료를 보호하고 보관 내부 환

경과 이동 중 환경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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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보존환경 구성

  보존 자료의 안전한 보존환경을 갖추기 위해 온도, 습도, 공기, 빛과 같은 환경

을 조절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기준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구

체적인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보존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가. 우리나라 기준

  보존관을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적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0조 제1항 관련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으로 그 

내용은 <표 16>과 같다.

  영구기록물의 경우 주로 종이 자료를 기준으로 기록물 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

고, 비고 사항에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습도의 기준

에 따른다.’라고 기술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는 국회기록보존소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법정 기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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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록물 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제60조 제1항 관련)

1)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오디오1만개당25m2

비디오1만개당45m2

사진필름앨범1만권145m2

영화필름1천캔당3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사무

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장비

공기조화 

설비

항온, 항습설비, 공기청정장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정한다)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탈산·소독처

리 장비
설치

복원·시청각 

장비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보존

환경

유지

기준

온도(°C) 20±2℃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 50±5%

공기질

미세먼지(PM-10): 50㎍/m³

이산화황(SO2): 0.05ppm 이하

산화질소(NO2):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m³

휘발성유기화합물(VCOC): 400㎍/m³

조명
보존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 표 16 >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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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오디오1만개당25m2

비디오1만개당45m2

사진필름앨범1만권145m2

영화필름1천캔당3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사무공

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장비

공기조화 

설비
항온, 항습설비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소독 장비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보존

환경

유지

기준

온도(°C) 20±2℃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 50±5%

조명
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 표 17 > 특수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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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존자료별 기준

  보존자료별 해외 기준은 보존관마다 자료의 종류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국립도서관 보존기준의 경우는 <표 18>과 같이 자료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비고 온도 상대습도 시설 및 설비 사진

도서 18±2℃ 40±5% 모빌랙

종이문서

흑백사진과 

필름자기 및 

전자기록물

18±2℃ 40±5% 종이상자/모빌랙

지도 포스터

종이에 그려진

미술작품

18±2℃ 40±5%
종이상자 또는 

캐비닛/모빌랙

흑백영상필름 18±2℃ 25±5% 모빌랙

컬러 및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영상필름과 

사진

-18±2℃ 30±5% 냉동실

미술품 지구의 

박물류
18±2℃ 50±5%

모빌걸개랙 

(mobile hanging 

racks)

< 표 18 > 캐나다 국립도서관 및 보존기록관 보존서고의 자료유형별 환경조건과 

시설(국립중앙도서관, 2014)

  해외 보존관의 경우 온습도 기준뿐만 아니라 공기질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호주국가기록관(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장기보존가이드

라인(Standard for the Physical Storage of Commonwealth Records)의 경우 열대기후

인 경우, 비열대기후인 경우, 모든 기후조건인 경우를 나누어서 보존환경 기준을 상

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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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환경조건

  온도/습도  공기질

종이 : 파일, 카드, 책

2 0 ° C 

±

2 °

C /

50%RH

± 5%

먼지 및 기타 입자, 

산성 및 산화성 가스

를 배제하기 위해 통

풍이 잘

되고 필터링이 잘 되

어야 함

UV 여

과 형광

등

•타이머 

통제 스

위치

종이 : 지도, 차트

흑백 필름

<18°C ± 2°C / 35% 

RH

<10°C 이하에 저장된 

자료는 냉 장 전후 적응

시간이 필요함

상동

셀룰로오스 아세테이

트 또는 질 산염 필름

을 분해하는 NB는 분

리하여 보존

컬러 필름

<5°C / 35% RH ± 

5%

냉장 전후 적응시간

이 필요함

상동

마그네틱 자료 : 컴퓨터 

디스크, 비디 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마그네틱

옵티컬 디스크

1 8

° C 

±

2°C / 35% 

RH ± 5%
옵티컬 미디어 : 콤팩트/ 

미니 디스크,

레이저 디스크

기타 : 축음기 음반, 오

브제, 혼합 자료

2 0

° C 

±

2°C / 50% 

RH ± 5%

< 표 19 > 호주국가기록관의 장기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Commonwealth of Australia, 

2002)

  최근 영국 국립도서관 보존관의 보스턴 스파나 캐나다의 가티노 2의 경우 ASRS

서고를 도입하면서 자료 보존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저산소 서고를 운영함

으로 화재 예방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서고의 환경은 보존 대상 자

료의 성격과 서고의 모델 및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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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사전작업 공간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공간과 보존관의 업무공간에서 차이가 있는 공간은 보존관 

자료의 도착부터 자료가 서고 공간에 들어가기 전 사전작업 공간이다. 이 공간은 

보존관 운영이 안정된 시기에는 정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자료가 도착하여 사전작업

이 이루어지지만, 이관 작업과 같이 많은 자료가 한꺼번에 몰려서 처리를 해야 하

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자료의 임시 보관, 필요한 박스나 자재 등 물

품을 적정하게 보관할 창고의 공간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적절하게 가구와 설비를 배치하는 동선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사항이다. 자

료의 이동 동선을 따라 관리상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할 수 있는 보안

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입고자료 사전작업 공간

  입고자료의 사전작업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의 먼지 청소와 소독처리 등은 보존서

고의 곰팡이나 먼지로 인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서고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공간에서 처리를 마쳐야 한다. 

  자료의 등록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공간에는 바코드 또는 RFID 검수 또는 확인작

업,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하고, 대량의 일괄

처리와 일상적 처리에 대한 공간과 워크플로우를 검토하여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

다.

나. 자료 이관 및 이동 동선 고려

  초기 자료 이관과 같이 대량의 자료가 입고되는 경우 자료를 임시 보관할 수 있

는 공간과 이송관련 자재와 물품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포장재 등을 적절하게 처

리할 수 있는 공간, 내부 이동에 필요한 카트, 빈 또는 토트, 팔레트 잭 등 장비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자료를 배송하는 차량에서 물품이 하역될 때 로딩에 적합하도록 단차

와 동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료의 이동 동선에 작업이 편리하도록 시공상 고려할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 휴게공간

  대량의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원되는 인력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으

므로 외부 작업자를 위한 적절한 휴게공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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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스마트서고

  스마트라는 용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중에게 친숙한 표현이다. 스마트 도

서관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나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술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스마트 도서관(Smart 

library)”이라는 용어는 명쾌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지만, 스마트 서고를 정의

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정의를 제시한다.

  Zimmerman과 Chang(2018)에 의하면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진 도서관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특별한 서비스 제공하는 도서관

으로 정의하고 있다. Gul과 Bano(2019)는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의 종합 정보화 구

현을 기반으로 도서와 관련 자료는 물론 디지털·공간 자원까지 통합한 도서관 서

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대규모 데이터 지능형 분석 플랫폼을 사용

하고, 도서관 관리 및 서비스를 지능적이고 개인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

른 경험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스마트도서관

은 사실상 도서관 전반적 운영부터 이용 서비스, 심지어 도서관의 배후 업무 활동

까지 모든 요소의 스마트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서관 서비스를 구현하는 활동부터 도서관 건물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스마트한 기술과 적용사례가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건물이나 인프라에 적용되는 제어 기술이 스마트라는 용어와 함께 사

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다양한 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 스마트서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스마트서고(Smart Storage)는 스마트도서관(Smart Library)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로봇시스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도서관 서고의 운영과 관리모델

을 최적화하여 구현한 서고시스템과 이용자 중심으로 개발된 장서관리서비스를 의

미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은 각 자료 성격과 운영 목적에 맞게 다양한 서가와 장비를 채택

할 수도 있다. 광의로는 이 모든 서가 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스마트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의 의미

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서가 모델이 아닌 자동화된 로봇을 활용한 자료인출과 

관리를 담당하는 ASRS 기반의 서가운영 시스템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제한하여 사

용할 수 있다. 스마트 서가라고 지칭할 경우는 보존관 내에 ASRS로 구현된 서가 시

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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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서고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 로봇기술을 활용한 ASRS 서가3): 서가랙(rack) 또는 미니로드, 자료를 담는 빈

(bin), 자료를 출납하는 크레인 또는 로봇, 제어용 워크스테이션

 - 보존관 서고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 검색 및 자료제공 소프트웨어

  스마트서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서비스를 위해 다차원적인 정보 관리

와 기술 차원, 서비스 차원, 사용자 활용 중심 차원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

소들이 필요하다.

  ASRS는 명칭 그대로 자동화된 보존 및 검색 시스템(Automated Storage Retrieval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ASRS는 밀집해서 보존하는 좁은 공간의 서가에 효율적

이고 안전하게 항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계 또는 로봇을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으로 사용자는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항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 발

전에 따라 다양한 물류의 처리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발전되어 왔고, 

로봇기술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물류에서 활용하는 ASRS를 구현하는 데 7가지 기술요소가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축할 수 있다(<표 20> 참고).

 스마트 도서관이 지향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서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에서 사용자 중심의 품질과 효율성 제공, 지능형 정보기술, 모바일 서비스, 개인용 

서비스와 연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랑가나단이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지적한 것처럼 시대의 기술 발전에 맞

추어 도서관이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혁신을 지속하는 상황이 스마트

도서관의 구현이라 볼 수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이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하게 도서

관을 발전시키는 모든 활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적용하는 사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다.

3) 제작회사별로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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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ASRS 운영사례

  가. 도서관의 ASRS의 주요 설치사례

  ASRS는 물류에서 많은 활용사례를 가지고 있고, 도서관에서의 최초의 적용사례

는 199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이하 CSUN) 

Oviatt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도서관의 공간관리 목적으

로 도입을 하였으나, 이후 ASRS와 도서관 검색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활용성이 

높은 자료들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효율성과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

에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고, 도서관의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 CSUN Oviatt 도서관(Kovalcik, 2019)

기술 요소 내용 및 성격

Vertical Carousels
고밀집 스토리지 빈이 선로를 따라 수직 루프에서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

H o r i z o n t a l 

Carousels
타원형 트랙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장비.

Vertical Lift 

Modules (VLMs)

밀폐형으로 설계된 양쪽 선반으로 구성되고 상하로  

선반 전체가 이동하는 형식

Crane Based Mini 

Load AS/RS

 고밀도 스토리지 복도공간에 이동 전용 단일 크레

인 장착하고 케이스, 토트 또는 트레이를 실어나르는 

미니로드를 통해 물품의 반출입 처리

Vertical Buffer 

Modules (VBMs)

중앙에 밀폐된 선반 시스템으로 수직으로 이동되며, 

자료를 픽업하는 곳으로 전달 또는 외부 컨베이어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하는 방식

Robotic Shuttles

케이스, 토트(tote) 또는 트레이 단위로 스토리지 레

벨을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통해 반출입 

처리되는 로봇셔틀 기술. 빠른 속도로 인출을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하며, 로봇 수에 처리량이 달라짐

Floor Robots
스토리지에서 운영자 액세스 영역으로 검색 및 운반

용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로봇 기술

< 표 20 > ASRS를 구현하는 7가지 기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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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1994년 초기 설치 저사용 자료의 보관 스토리지 용도로 구축

- 2000년 중반, 지진으로 캠퍼스에 큰 피해를 입었으나, ASRS 설비 내의 장

서는 지진 상황에서 더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됨. 활용성 측면에서 도서관

에 관리부서가 신설되고 ILL자료를 처리하면서 시스템 안정과 유용성 검증

- 2015년~ ASRS 2016~2018년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개선되고 사용의 

의존도가 높아짐. ASRS 전담 관리자가 배정되고 자주 사용되는 자료도 

ASRS에 로딩되어 자료 관리에 의존도가 높아짐. 

- CSUN 도서관에서는 오랜 운영 경험을 통한 ASRS를 미래의 도서관 개발 

전략으로 포지셔닝

  CSUN의 담당자는 ASRS를 통한 오랜 관리 경험을 통한 장점은 이용자들의 적응

도를 관찰한 결과 이용자들 관점에서 자료를 찾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을 누린

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 분실, 오류 배가를 줄이는 차

원에서 관리상의 장점도 언급하고 실제 자료가 반납된 이후에 배가되는 속도가 빨

라져서 대출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주 대출되는 자료에 대

해서는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꺼내 대출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두어 찾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ASRS에서는 즉각적으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

기 때문에 자료 관리의 보안성이 향상되고, 자료 대출의 순환성이 높아지며, 자료

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보안이 필요한 자료나 손상 가능

성이 있는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더 관리상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 시카고 대학 만수토 도서관

  시카고 대학도서관의 Joe and Ricka Mansueto Library(이하 만수토 도서관)은 건

축가 헬무트 쟌(Helmut Jahn)을 통해 도서관의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지하 공간에 

ASRS서고를 설치하고 지상의 유리돔으로 구성된 독특한 건축을 설계하여 2011년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도서관의 건축적 특징과 ASRS를 통해 자료를 대출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투어 목적으로 방문할 만한 유인력을 갖고 있다.

  2006년 당시 아이비리그의 주요 대학들은 원거리의 오프사이트 보존서고를 운영

하고 있었지만, 당시 도서관 관장인 Judith Nadler는 교수, 학생, 직원들과의 토론

과 연구를 통해 도서관 장서를 외부로 이동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SRS 도입을 결정하였다(Allen, 2011).

  ○ 현황 요약 (The Joe and Rika Mansueto Library,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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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는 350만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15.24m(50피트) 높이로 구성

- 기존 서가 공간의 1/7 면적으로 구축

- 소장 자료는 오래된 정기간행물 및 대출 빈도가 낮은 도서와 기록물, 디지

털 복본이 있는 자료의 실물 자료, 온도, 습도 조절이 필요한 고서들을 중

심으로 배치

- 총 5대의 크레인을 설치하였고 그 중 중앙의 크레인 1대는 동일 종류의 크

레인 중 가장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 (그림, 고서, 기타 여러 가

지 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존하기 때문에 고안된 방법, 10개의 

트레이를 동시 이동하는 것이 가능)

- 철제 서가 랙으로 구성되고, 크레인 로봇을 통해 철제 도서상자((bin)를 인

출할 수 있도록 구성

- 도서대출에 걸리는 시간은 당시 평균 3분

- 보존실험실 (Conservation Laboratory) 운영

- 디지털화 실험실(Digitization Laboratory)운영을 통해 디지타이징 작업을 추

진하고 구글과 협력사업에 참여

    3) 대만 국립대학도서관

    대만국립대학도서관(NTU Library)은 2018년 대만에 최초로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al System)를 도입 후 ASRS Service Center를 설치하였다.

  ○ 현황 요약

- 도서관 규모는 총 800만 건으로 대만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 

- ASRS는 캠퍼스 내 다목적교실 건물 지하 2-4층에 설치, 건물 1층 ASRS 서

비스센터 설치

- ASRS는 랙, 컨테이너 및 스택 크레인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저장 및 검

색서비스 제공

- NTU 도서관 직원들은 수년 동안 ASRS에 대한 도서관의 요구사항을 검토

하고, 연구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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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RS서비스

- 기존의 도서관 선반보다 공간 효율성이 5배 높은 120만 권 이상의 책을 수

용

- ASRS 서비스 센터 런칭으로 시스템은 이제 요청된 도서를 회수하여 독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데스크로 2분 이내에 배달

- 도서검색 정확도 향상

- 스마트 재고관리 기능을 통해 보관상자(bin)의 축적률과 전체 잔여 용량을 

모니터링 가능

    4) 중국 쑤저우 제2도서관((苏州第二图书馆)

중국 쑤저우도서관은 2019년 약 4억 8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중국 최초로 ASRS를 

도입한 대규모 스마트 도서관으로 구축되었으며, 건축 규모는 45,600㎡로 700만권

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 ASRS서비스

- 총 700만 권의 수장 규모

- 스마트 고밀집 서가는 자료의 출납 전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개가식 도서

관에 비해 도서관 공간을 8분의 1로 효율화

- 도서 100만 권당 2~4명의 관리 가능

- 쑤저우 제2도서관의 ASRS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

  1번 창고 구역은 2개의 스태커 크레인을 설치

  2번과 3번의 창고 구역은 6개의 승강식 수송기와 18개의 고속 셔틀로 

구성된 셔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출납

  4번 창고는 VNA(Very Narrow Aisle) 지게차를 사용하여 순환 빈도가 

적은 문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나. 해외 보존관의 ASRS 적용 사례

  1) 보스턴스파(Boston Spa of the British Library)

-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의 보스턴 스파 보존관을 대폭 개편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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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이 시 의회에 제출 (2021.05.28.자 Architects’Journal)

- 보스턴 스파 지역의 보존관에 10년 동안 700만 장서가 추가되고, 매년 8Km

의 서가가 필요하며, 2030년 수장공간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여 2026년 새 

보존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 220Km의 서가 공간을 방문 이용자가 백스테이지에서 ASRS로 운영되는 모

습을 볼 수 있도록 구상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둔 탄소중립적 건축을 표방

- 서고는 완전 자동화되고, 탄소 제로(net-zero-carbon) 아카이브로 구성되며 

1970년대에 지어진 구식 콘크리트 건물을 개조하여 550명의 직원이 상주하

는 건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

< 그림 4 > 보스턴 스파 건축 조감도 

   2)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관(Canada Library and Archives)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관은 가티노에 12,900 제곱미터의 새로운 보존시설을 건

설하고 있으며, 2022년 가동 예정에 있다. 2011년 22개 시설 내 237,000㎡의 공간

으로 구성되었으나 2024년까지 컬렉션을 6개의 특수 목적 시설에 124,000㎡의 공

간으로 통합하여 보존서고 공간을 50% 축소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 보존시설에는 아날로그 보관 문서 용기 60만 개에 해당하는 고밀도 서가을 

갖춘 6개의 스토리지로 구성되며, 서가 볼트는 지상 작업 공간 위 2층에 구

성하여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는 홍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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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는 최적의 보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온도 및 습도 설정하며 직

원이 출입하지 않으므로 보존온도를 더 낮게 설정

- 자동 저장 및 검색 시스템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al System)의 

첨단 기술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보관 시설 구축. 자동 리프트 및 크레

인을 사용하여 순환됨 

- 북미 최초로 기록보존 탄소제로 건물로 지정

- 건물 외부와 조명, 기계설비의 효율성을 통해 에너지 절감

-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친환경 소모품 사용을 우선

- 조경계획에 있어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을 심어 농업용수를 절약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20)

< 그림 5 > 퀘벡주 가티노 새 보존시설 건축조감도

   3)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보존관(Norwary National Library Repository)

    ○ 자동화된 스토리지로 스토리지 용량 문제 해결

- 2000년대 초반부터 자동화 서고(automatic storage) 설치

- 4,000㎡(435,000ft²)에 ASRS 적용

- AS/RS(Automated Retrieal/Automated Retrieve) 시스템의 장점: 전체 공간, 

길이, 폭 및 높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기본 면적

의 20~25%만 소요

    ○ 경제성: 기존 서가보다 50% 이상 수장능력이 있어 채택

    ○ 자동 저장 및 검색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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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stroage의 기본 면적은 890㎡ (길이는 60m, 높이는 14m, 폭은 14m)

- 내부 자동서고에는 Stratus 로봇 포크 리프트(플레이트 4)마다 하나씩 총 세 

개의 통로, 로봇은 초당 3m(7mph)의 속도로 레일 위를 이동 

- 4만1,500개의 철제 보관함 설치

    ○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

- 스토리지 자동으로 재구성: 자주 빌리는 책이 들어 있는 보관함은 서가 앞

쪽으로 옮기고, 대출이 거의 없는 책이 들어 있는 보관함은 서가 뒤쪽으로 

이동

- 시스템의 최대 출력 용량은 워크스테이션까지 시간당 200박스 이동

- 박스 높이를 측정하여 통로를 선택하고, 로봇 포크리프트 위에서는 정확한 

랙의 위치를 선택

- 박스 내의 내용물을 파악하고, 이동 현황 집계

    ○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 16만 아이템, 연간 22만 아이템 관리

- 대출부서 인력소요량 1/3 감축 후 디지타이징 작업에 인력 투입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ILL의 800,000건 중 42% 국내 ILL 이중 보존관에서 

20% 처리(Mathisen, 2005; Sakrihe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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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Automated storage facility NLN (Sakrihe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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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만 국립중앙도서관 보존관 및 디지털보존센터

  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서비스시설 혁신과 품질서비스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이난시 신잉구에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남부지부’ 건축을 추

진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57,100m² 규모로 건축이 진행 중, 2023년 개관 예

정이다.

○ 대만 남부에서 가장 크고 자원이 풍부한 국립도서관으로 디지털보존센터

가 설치돼 국립중앙도서관도 대만 내 귀중한 학술 디지털자료 보존서비스

를 제공

○ 북봇(book-bot)이라고 불리는 로봇을 통해 제어하는 ASRS 설치 예정

(Manns, 2018)

< 그림 7 > 대만 국립중앙도서관 보존관 및 디지털보존센터 예시 조감도

  2.3.2 ASRS 적용사례의 시사점 

  최근 보존서고의 경우에 보존관에서 ASRS를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논문에서도 대학도서관에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물류 

산업의 기계화와 관련된 기술적 진전을 통해 ASRS의 HW/SW 기술의 안정성이 발

전하고 있으며, 도서관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신속한 자료인출과 관리 측면에서

도 많은 기술적 향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SRS의 적용에 있어 과거에 단

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되고 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로봇

이 자료를 전달해주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미래의 도서관의 모습으

로 이해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적용사례와 기존 연구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로 ASRS를 스마트서고의 개념으로 도서관에 적용하는 전략을 제안

하고자 한다.



- 43 -

 1) 공간 및 경제성 요소

공간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건축이나 확장을 하는 기관에서 검토할 만한 경제성에 

대한 보고들이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ASRS의 초기 설치 비용은 높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스턴

스파의 경우도 과거 사용하던 HM서고를 새로 짓는 ASRS서고로 통합하는 형식으

로 고밀도로 통합하여 수장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확장을 위해 건축에 투입

되어야 할 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ASRS

도입이 늘어나는 이유도 가까운 거리에 밀집화된 서고를 건축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간 활용의 경제성 측면이 크다고 보여진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노스릿지(CSUN)의 경우 개가제 서고의 자료 수장 비용은 면

적당 0.079달러지만 AS/RS에 동일한 수장량을 보관하는 비용은 0.0220달러

(Kovalcik, Villalobos, 2019)

 1/4~1/7 정도의 공간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스

위스 사례, 만수토 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이 현단계에서 서고의 일부만 ASRS로 적용하지만, 운영을 통해 효

율성을 검증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용 효율성을 검토하여 확대한 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보존 최적화 환경 구성 및 저산소 환경 가능

ASRS로 구현된 서가 안에는 사람이 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료 보존 차원에

서 보존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스프링 쿨러를 사용하지 않고 

저산소 환경을 구성하여 화재 예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저산소 환경에서는 산소가 정상 수준(약 21%)에서 연소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

(16%~13.5%)으로 감소하여 기존 화재 진압 시스템보다 한 단계 높은 화재 예방 기

능을 제공하고, 산소를 불활성 질소 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위험한 곰팡이 성장, 설

치류 및 곤충의 침입과 물 피해를 제거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서고 내 근무환경의 문제 해결

서고 내에 작업인력의 출입은 노무관리와 근무환경의 관리 요소가 늘어나고 인력 

동원이 많아지면 운영비용 상승과 작업인력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연결될 수 

있다. 지속적인 운영비의 상승 뿐만 아니라, HM서고의 근무환경 때문에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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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잠재되어 있는 이슈라고 보여진다. 4차 산업의 물류 프로세스가 효율성이

나 비용의 문제로 자동화되고 있는 이면에 노무관리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부분

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인이다.

 4) SW를 통해 유연하게 관리

전용소프트웨어, 도서관의 자료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물류

관리의 효율적 활용 측면의 개발이 진행되고, 유연하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자료의 상태를 정확히 관리하고 신속하게 인출할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자료 관리의 보안성

서고에 출입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관리되므로 자료관리의 보안성이 높다. 미국 대

학의 운영사례에서도 자료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6) 미래 도서관의 홍보와 전시 요소로 활용하는 전략

새로 건축되는 해외 보존관이나 대학의 사례에서 ASRS 서고의 로봇의 자료인출 

과정을 내부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에 중계하거나 서가 내부의 모습

을 투어로 제공하는 다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래 도서관의 운영을 연구하

는 실질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방문자들에게 투어를 통해 홍보하고, 전시요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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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디지털보존

  국가문헌보존관은 2016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자료 납본 확대 시행 지침

으로 비롯된 법률상의 의무와 디지털뉴딜 정책, 디지털 집현전 사업 등의 정부 지

침, 그리고 국민의 지식정보·문화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강

화하여, 그 보존대상에 물리적 형태의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자원까지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는 내·외부적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자원을 

보존하는 업무는 전통적인 문헌 및 장서보존 업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

로 디지털 보존 업무의 프로세스는 기존 방식의 보존 업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적

용하기보다는 디지털 자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보존의 개념과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하여야 할 디지털 보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4.1 디지털보존의 개념

  디지털 보존은 디지털 자원에 대한 보존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온 물리적 형태를 지닌 장서보존 활동과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

다.

  디지털 보존에 대한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Brown(2013)은 디지털 

보존(Digital preservation)을 ‘디지털 자원을 요청이 존재하는 한 최대한 오랫동안 

진본성이 확보되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절차’라고 정의하였

다. <표 21>은 디지털 보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디지털 정보 자원의 고유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메시지(정보 오브젝트)는 매체(데이터 오브젝트)와 별개이다.

 정보 오브젝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적절한 구현(representation) 정보를 이

용해야만 데이터 오브젝트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정보 오브젝트는 데이터 오브젝트의 다양한 표현형(Manifestations) 속에 존재할 수 

있다.

 표현형들은 여러 개의 물리적 복사본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

 진본성은 정보 오브젝트와 표현형들에서만 존재한다. 물리적인 복사본들에서는 진본

성을 찾을 수 없다.

 디지털의 쇠퇴는 갑자기 큰 변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표 21 > 디지털 정보 자원의 고유 특성(Brow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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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디지털 정보자원은 물리적인 정보자원과는 차별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

으므로 디지털 보존 프로세스도 기존의 보존 프로세스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erheul(2016)은 디지털 혹은 전자 자원의 저장 및 접근 측면에서의 유지, 관리, 

큐레이션을 위한 모든 활동을 디지털 보존으로 정의하였다. 디지털 보존을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하면 디지털 아카이빙과 영구적인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 자원 및 연관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대한 백업 및 유지

를 위한 절차라고 보았다. 영구적인 접근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

적인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자원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보존과 관련하여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이용되고 있다. 서은경

(2016)은 해외의 경우 디지털 자원의 장기적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던 수동적인 관리 및 보존에서 동적 큐레이션으로 흐름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보존이라는 용어보다 디지털 큐레이션 용어가 더 많이 이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

였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원을 단순히 보존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한 자원에 대한 재이용 방안까지도 모색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디지털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범위는 주제 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보존을 디지털 자원에 대한 보존, 아카이빙, 관리, 접근, 재

이용, 큐레이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2.4.2 디지털보존 관련 연구 및 운영 사례

  가. 디지털보존 관련 연구

  디지털 보존의 현황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디지털 보존 관련 연구가 어

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주요 보존 정책과 실태 파악을 통하여 디지털 보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

구들이 포착되었다. 소정의 등(2018)은 해외 주요 5개국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정

책을 조사하여 6개의 핵심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각국의 장기보존정책을 보존 

범위, 장기보존 전략, 위험 관리, 무결성 검증 방식, 보존 인프라, 참조 모델과 같은 

요소 단위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장기보존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서은경(2016)은 대학도서관에서 디지털보

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연구하였다. 전반적인 국내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보존

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디지털보존을 위한 정책 및 업무절차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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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으로 수립하고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들이 주

는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보존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보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근거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사례를 살펴본 연구들도 존재했다. 박진경

과 김유승(2017)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

이브는 다양한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이용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공과 참여 기능 강화, 오프라인 참여 기회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의 확장‧개선을 통해서

도 아카이브에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신정

아(2020)는 경기도 지역의 대표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인 ‘경기도메모리’ 구축 사

례를 소개하였다.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 지역의 문화자원을 수집 및 디지털화

하여 지역자원 보존에 기여하고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역할 확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하나의 기관만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경기 지역 내에서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연구

들은 실제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국가문헌보존관의 운영 계획에 고려

해야 할 시사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었다.

  디지털 보존을 위한 모형을 개발한 연구도 조사되었다. 이혜림(2020)은 한국형 디

지털 큐레이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큐레

이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큐레이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박희진 등(2018)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E-ARK(European Archival Records and Knowledge Preservation)을 기반

으로 새로운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모델을 제안하였다. 새로 제안한 K-ARK 아카이

빙 모델은 기존 E-ARK 모델보다 선 입수(Pre-Ingest) 단계를 추가하여 생산자와 아

카이브 관리자 간의 정보패키지 전달을 용이하게 하였고, 정보패키지 간의 상호운

용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해당 연구들을 통해 국가문헌보존

관이 디지털 보존 모형을 개발하여 업무 프로세스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국가문헌보존관과 국내 유관기관들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디지털 보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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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포맷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희정 등(2020)은 국내 공공기록물 보존을 위한 표준 보존 포맷인 PDF/A-1만으로

는 다양한 파일 포맷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기록물 관리기관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선정체계 및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차현철과 최주호(2019)는 디지털 콘텐

츠의 장기 보존에 있어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파일 포맷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방식과 기준을 제안하였다.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의 걸림돌이 되는 위험 요인으로 

기술 발달로 인한 문서 저장 포맷 및 유형의 변화, 컴퓨팅 환경의 변화, 현행 보존 

포맷의 디지털 컴포넌트 재현 기술 한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을 줄

일 수 있도록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인 장기보존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한 포맷으로 존재할 수 있고, 디지털 자원은 쉽게 손상되거나 변조될 수 있다

는 특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보존에서는 보존 포맷에 대한 정책 결정이 보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디지털 보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 보존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예상해보고 시사점들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디지털 보존 정책 및 전

략 수립과정에서 고려하고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방대하므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나. 영국 National Collection 사례

  영국은 ‘Towards a National Collection: Opening UK Heritage to the World’라

는 주제로 국가 차원의 컬렉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기간 5년, 투자금 2천8

백9십만 파운드의 비용이 투입되는 이 컬렉션은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 

소속 Strategic Priorities Fund의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Towards a 

National Collection의 세부 사업은 Foundation Project와 Discovery Project로 이원화

되어 진행되고 있다(Towards a National Collection, 2021).

  Towards a National Collection은 영국의 유명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화랑 등

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컬렉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컬렉션의 Foundation Project 중의 하나인 ‘Preserving and sharing 

born-digital and hybrid objects from and across the National Collection’은 

Born-digital 정보자원과 Hybrid 정보자원에 대한 보존 및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영국의 National Collection은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수행할 

Born-digital 자원 등에 대한 디지털 보존 업무를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사례라는 점에서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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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Webcomics Web Archive & Web Cultures Web Archive 

사례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에서 제공되고 있는 2개의 웹아카이브 

컬렉션은 미국 문화와 민속학적 특성이 담겨 있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료들을 아

카이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ebComics Web Archives는 웹용으로 제작된 만화책, 만화 소설, 코믹아트책 등

을 수집하는 디지털 컬렉션이다(Webcomics Web Archive, 2021). 수상작부터 장 수

작, 명성, 주제 특성 등의 이유로 독보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작품 등이 컬렉션에 

포함될 수 있다.

  Web Cultures Web Archive는 네트워크 및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언어 요소들을 문서화한 웹사이트들을 모은 디지털 컬렉션이다

(Web Cultures Web Archive, 2021). 컬렉션에 포함될 수 있는 디지털 언어 요소는 

온라인 대중문화에서 만들어진 밈, GIF, 이미지 매크로 등이 있다. 이 컬렉션은 웹 

문화에 관한 연구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상되었다. 디지털 문화 연구

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용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밈 및 GIF에 대한 

몇 가지 최소 메타데이터와 웹 아카이브 복사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데이터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두 컬렉션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현대 문화를 대변하는 상당수의 자료가 웹

상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오늘날의 미국 커뮤니케

이션 문화 형태와 관행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지원하고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보존관도 대한민국의 민족문화

를 보존하고 건강한 문화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 LC의 

Web Archive 사례를 자세히 참고하여 온라인 자원에 대한 수집 전략을 세울 필요

가 있다.

  2.4.3 디지털보존 표준 참조모형 및 정보패키지

  디지털 보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존정보시스템(Archival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보존정

보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과 용어를 살펴보고,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 

정보시스템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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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디지털보존 표준 참조모형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OAIS) 참조모형은 전자기록물 영구보존을 위해 

개발된 보존시스템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표준이다. OAIS 참조모형은 미국 

NASA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에서 개발하여 ISO 

14721 “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OAIS)”로 제정

되었다. OAIS 모형은 정보에 대한 정의, 정보패키지 정의, 기능 모형, 보존 전략 등 

디지털 자료의 장기보존과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

고 있다(ISO, 2012).

  <그림 8>은 생산자, 보존 정보시스템(OAIS), 이용자 간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존 정보시스템(OAIS)을 나타내는 사각형 내부에 보존 계획

(Preservation Planning), 입수(Ingest),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보존 저장

(Archival Storage), 접근(Access), 관리업무(Administration)와 같은 기능 개체(Entity)

들을 도식화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8 > OAIS 기능 모형(CCSD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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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 22>는 OAIS 기능 모형에서 각 기능 개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상

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입수(Ingest) 기능 개체는 생산자로부터 제출정보패키지(SIP)를 제출받아 

콘텐츠가 아카이브 속에 저장되고 관리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주는 기

능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입수 단계에서는 제출정보패키지(SIP) 제출, 제

출정보패키지(SIP) 품질 평가, 아카이브 데이터 포맷 및 문헌 표준을 준수

하는 보존정보패키지(AIP) 생성, 보존정보패키지(AIP)를 아카이브 데이터

베이스에 담기 위해 설명정보(DI) 추출, 보존 저장소(Archival Storage)와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에 업데이트 반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존 저장(Archival Storage) 기능 개체는 보존정보패키지(AIP)에 대한 저

장, 유지관리,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입수 기능으로부터 보존정보패키지

(AIP) 확보, 보존정보패키지(AIP)를 영구저장소로 저장, 저장소 계층 구조 

관리, 아카이브 보존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 갱신, 정기 검사 및 특별 

에러 검사 시행, 재난 복구 기능 제공, 접근(Access) 기능의 요청에 따라 

보존정보패키지(AIP) 제공과 같은 기능이 보존 저장(Archival Storage)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기능 개체는 아카이브가 보유한 문헌을 

기록하고 식별하는 설명정보(DI)와 아카이브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관리 데이터(Administrative Data)에 대해서 데이터 덧붙이기, 유지관리, 

접근과 같은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기능 개체는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기능 관리, 데이터베이

스 업데이트 시행, 쿼리 응답(Query Response)을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데이터(Data Management Data)에 쿼리 실행, 쿼리 응답(Query 

Response)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운영(Administration) 기능 개체는 아카이브 시스템 전반의 운영을 위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제출약정서에 대해 협상하고 

요청하는 기능, 제출물이 아카이브 표준에 부합하는지 감사(audit)하는 기

능,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설정을 유지하는 기능, 아카이

브 기능향상과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능, 아카이브 표준과 

정책 수립 및 유지관리, 이용자 지원 등이 운영(Administration)에서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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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콘텐츠가 생산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생산자가 제출정보패키지(SIP)를 OAIS 모형에 제출하면 입수(Ingest) 

기능을 거치게 된다. 입수 과정을 거쳐 생성되거나 변환된 보존정보패키지(AIP)는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기능 혹은 보존 저장(Archival Storage) 기능으로 전

달되게 된다.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Access) 기능에 요청하게 되

고,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접근(Access) 기능은 Data Management) 기능 혹은 보존 

저장(Archival Storage) 기능으로부터 필요한 보존정보패키지(AIP)를 전달받아 배포

정보패키지(DIP) 형태로 가공한다. 최종적으로 접근(Access) 기능이 이용자에게 배포

정보패키지(DIP)를 전달하면 일련의 과정이 완성된다.

  나. 정보패키지의 개념

  정보패키지의 개념과 관계는 <그림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보존 계획(Preservation Planning) 기능 개체는 OAIS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OAIS에 담긴 정보가 장기간 동안 해

석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계획과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것도 보존계획(Preservation Planning)의 주

요 기능이다. 아카이브의 콘텐츠 평가, 정기적인 보존정보 업데이트 추천, 

현행 아카이브 보유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전략 추천, 아카이브 표준과 

정책에 대한 권장사항 개발, 정기적인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지식 기반/

사회적 합의/기술 환경의 변화 모니터링, 정보패키지 양식 설계 등도 보

존계획(Preservation Planning)이 담당하는 기능이다. 

 접근(Access) 기능 개체는 이용자가 OAIS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가용성, 

위치, 설명, 존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가 정보자

원을 요청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한다. 접근

(Access) 기능은 이용자의 요청 응대,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 요청 

완수를 위한 조정 활동, 요청에 대한 응답 생성, 이용자에게 응답 전달 

등을 수행하는 것도 담당하고 있다.

< 표 22 > OAIS 기능 개체들의 역할(CCSD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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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정보패키지의 개념과 관계(CCSDS, 2012)

  하나의 정보패키지 내에는 내용정보(Content Information)와 보존설명정보

(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ion)가 포함되어 있고, 패키징정보(Packaging 

Information)가 두 정보를 감싸는 형태로 표현된다. 내용정보(CI)에는 콘텐츠 자체와 

생산 목적, 다른 내용정보와의 관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존설명정보(PDI)에는 

내용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정보가 담겨있다. 추가적으로 패키지에 대한 설

명정보(Descriptive Information)도 패키지별로 존재하게 된다. 패키지 설명 정보(DI)

는 내용정보(CI)가 포함된 정보패키지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OAIS 모형에서 정보패키지의 유형은 제출정보패키지(SIP), 보존설명패키지(AIP), 

배포정보패키지(DIP)로 구분할 수 있다. 제출정보패키지(SIP)는 생산자가 OAIS에 전

달하는 정보패키지를 의미한다.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보존정보패키지(AIP) 혹은 

설명정보(DI)를 구성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제출정보패키지(SIP)가 제출될 수 

있다. 보존정보패키지(AIP)는 보존을 위해 OAIS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패키지로 내용

정보(CI)와 보존기술정보(PDI)가 쌍을 이루고 있다. 배포정보패키지(DIP)는 OAIS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패키지이다. 하나의 배포정보패키지(DIP)는 하나 혹은 하

나 이상의 보존정보패키지(AIP)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CCSDS, 2012).

  정보패키지들의 관계를 단순하게 요약정리하면, 생산자가 OAIS에 전달하는 정보

패키지는 제출정보패키지(SIP), OAIS 내부에서 보존을 위해 이용되는 정보패키지는 

보존정보패키지(AIP), OAIS에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패키지는 배포정보패키지

(DIP)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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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AIS 참조 모형 적용의 필요성

  OAIS 참조 모형의 적용 사례는 국내외 여러 기관 및 표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보존과 관련된 국제표준이나 국가별 표준은 대부분 OAIS 참조모형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소정의 등(2018)에 따르면 미국(NARA), 캐나다(LAC), 호주(NAA), 스

위스(SFA)의 국립아카이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장기보존정책은 OAIS 참

조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장기보존정책에도 

OAIS 참조모형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을 

준수한다면 상호호환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호환성을 확보한다

면 국내외 유관기관의 보존 기록물을 연계하고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 및 노력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도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제정한 보존 포맷인 

PDF/A-1 표준도 OAIS 참조 모형의 내용정보(Content Information)로 활용 가능하도

록 개발되어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의 PDF/A-1은 전자문서에 대한 보존 포맷이므

로,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희정 등

(2019) 이러한 단일 보존 포맷 표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존 포맷

을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문헌보

존관도 방대한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보존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보존 

포맷을 고려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 보존 포맷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원이 제정한 포맷 표준과의 호환성도 

고려하여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 보존과 보존 포맷에 OAIS 참조 모형 표준을 적

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전략일 것으로 판단된다.

  2.4.4 디지털보존 솔루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보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수행하는 기관에 

적합한 디지털 보존 솔루션을 도입․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보존 

솔루션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솔루션 적용 사례 검토를 통해 국가문헌보

존관의 디지털 보존 솔루션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가. 디지털보존 솔루션 개념 및 유형

  디지털 보존 솔루션은 디지털 보존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패키지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형태의 디지털 보존 솔루션은 기관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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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시스템과 저장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하여 솔루션 고유의 기능

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보존 솔루션에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형 

솔루션 유형도 늘어나는 추세다. 클라우드 저장소가 통합된 디지털 보존 솔루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Preservica가 있다. Preservica 솔루션은 Safety Deposit Box 솔루션

에 Amazon 클라우드를 통합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디지털 보존 과정에서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한다면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김주영과 김순희(2019)는 전자기록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

관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무결성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논

리적으로 보관 권한을 이양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전자기록물을 물리

적으로 복사하여 이관하는 방식보다 각종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물

리적인 이관 절차가 사라지면 디지털 컴포넌트의 오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

로 전자기록물 무결성 보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았다.

  나. Preservica

  디지털 보존 솔루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Preservica가 있다. Preservica는 OAIS 

모형 기반의 디지털 보존 솔루션으로 Tessella사의 Safety Deposit Box와 Amazon 

Web Services Cloud를 결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Preservica 솔루션을 개발한 Preservica Ltd.는 Tessella사의 자회사로 2014년에 

아카이빙 부서가 독립하여 설립되었다(Evans, 2009).

  Preservica과 Safety Deposit Box 솔루션의 차이점은 <그림 10>을 참조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Preservica는 기존 Safety Deposit Box 솔루션이 제공하던 정보조

직, 정보처리, 정보보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한 스토리지 제공, 스토리지 

관리, 스토리지 검증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저장소 관련 기능을 크게 강화한 디지

털 보존 솔루션이다. 그러므로 정보를 처리하고 보존하는 과정은 두 솔루션이 동일

하게 처리하고 있다. Preservica는 보존 패키지 생산․관리․접근부터 보존까지 전 과

정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디지털 보존 패키지보다 우

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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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Digital Archiving Maturity Model(Tilbury, 2013) 

  Preservica 솔루션의 구조와 보존 업무 프로세스는 Preservica 솔루션 내부에서 

보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Safety Deposit Box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Safety 

Deposit Box는 <그림 11>과 같이 OAIS 참조 모형의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자료의 입

수부터 보존, 데이터 관리, 접근 등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Safety Deposit Box는 ‘Active Preservation’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

로 내세우고 있다.

< 그림 11 > Safey Deposit Box의 특징 (Eva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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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는 Safety Deposit Box(SDB)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Safety Deposit 

Box는 Ingest Toolkit, Active Preservation, Passive Preservation과 같이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그림 12 > Safety Deposit Box 플랫폼의 구조(Evans, 2009)

  Ingest Toolkit은 자료의 입수 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이다. Ingest Toolkit은 입수

된 자료를 제출정보패키지(SIP)로 제작하는 역할, 제출정보패키지(SIP)를 파일복사, 

ftp, SOAP 등의 방식을 통해 시스템 내부로 전달받는 역할, 제출정보패키지(SIP)를 

검증하는 역할, 삭제 요청을 수행하는 역할, 편집 요청을 수행하는 역할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Passive Preservation 프레임워크는 메타데이터 보관을 담당하는 파트이다. Safety 

Deposit Box의 메타데이터 저장소는 보존정보패키지(AIP)를 다룬다. Safety Deposit 

Box는 MARC, PREMIS 등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화된 무결성 

검증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데이터는 Metadata Store와 연결된 File Storage

에 저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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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Preservation 프레임워크는 정의(Characterisation), 보존 계획(Preservation 

Planning), 보존처리/마이그레이션(Preservation Process/Migration)과 같이 3가지 요소

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정의(Characterisation)는 아카이브에 어떤 정보자

원을 보존할 것인지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존 계획(Preservation Planning)은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같이 보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계획을 정

리한 것을 의미한다. 파일 포맷에 대한 위험 평가, 파일 및 기록 위험평가 등을 수

행하고, 최선의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탐색하는 것도 보존 계획(Preservation 

Planning)의 역할이다. 보존처리/마이그레이션(Preservation Process/Migration)은 실

행, 검증, 재입수와 같이 보존과 관련하여 정보패키지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Technical Registry는 Active Preservation 프레임워크의 기반으로 사실정보(Factual 

information)와 정책정보(Policy Information)를 저장하고 있다. 사실정보(Factual 

information)는 포맷,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도구 등 아카이브가 적용하고 있는 사

양에 대한 사실을 담은 정보이다. 정책정보(Policy Information)는 위협, 노후화, 핵심 

속성, 도구 이용법, 마이그레이션 경로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Technical 

Registry에 정의, 보존 계획, 마이그레이션 정책 등을 설정하고 저장하면 Safety 

Deposit Box 솔루션이 해당 정책들을 준수하면서 콘텐츠들을 처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Preservica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 보존패키지 전략 수립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보존 솔루션이다. 국가문헌보존관은 보존 솔루션을 신규 도

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보존패키지 자체 개발, 솔루션 완전 도입 혹은 일부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해보고 고려할 수 있다.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고 자체 개

발하는 경우에도 기존 디지털 보존 솔루션에 대한 면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기에 

실제로 유사 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것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덴마크 왕립 도서관 사례

  덴마크 왕립 도서관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보존 솔루션의 실제 적용 사례와 기술 

인프라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덴마크 왕립 도서관은 2018년도에 2개의 국립도서

관이 합병하여 탄생하였기 때문에 2가지의 보존 솔루션 시스템(Cumulus Repository 

System, Preservica)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보존을 위하여 두 가지 보존 

솔루션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덴마크 왕립 도서관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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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 13>은 덴마크 왕립 도서관의 디지털보존 기술 인프라 전략을 보여주

고 있다. 파란 화살표는 메타데이터의 흐름을 의미하고, 빨간 화살표는 데이터의 흐

름을 의미하고 있다. 2가지 디지털 보존 솔루션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

존 데이터의 흐름도 크게 2가지 경로로 나뉘어 있다. 보존 솔루션이 이원화되어 있

으므로 메타데이터의 처리 및 패키징도 이원화되어 처리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

존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하나의 보존 리포지터리와 하나의 메타데이터 웨어하

우스에 저장되게 되므로, 2개의 보존 솔루션이 공존하는 상태로 장기적으로 운영되

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 그림 13 > 덴마크 왕립 도서관 디지털 보존 솔루션 및 기술 인프라 전략(Zierau, 2019)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사례처럼 이종의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한 기관

이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상황 외에도 타 기관과의 디지털 보

존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문헌보존관

의 경우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보존의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전

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고려하고, 서로 다른 보존 솔루션 및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

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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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보존 과정에서는 디지털 자원이 물리적인 자원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창 등(2017)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기록물과 차별되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을 

원본/진본 개념, 가독성 및 의존성, 변화의 취약성 및 재생산성으로 정리하였다. 원

본/진본 개념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록물은 유일성이 원본을 보장하는 속성이라

면, 디지털 기록물은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무수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본

성이라는 속성으로 원본 개념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독성 및 의존

성은 디지털 기록물은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기계 장치를 통해서만 

가독할 수 있으므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변화의 취약성 및 재생산성은 

전자기록물이 실행 혹은 읽기와 같은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도 쉽게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록물은 변화에 취약하고 쉽게 재생산되

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 과정에서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자료 복원‧복구‧검증 과정만으로

는 자원의 진본성, 무결성 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기법을 

통하여 디지털 자원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진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문헌

보존관의 디지털 보존 운영 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가.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 및 개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라는 용어가 처음 정립된 시점은 2001년 8월에 

개최된 최초의 Digital Forensic Research Workshop(DFRWS)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 

워크샵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이어져 왔으며, 2005

년부터는 비영리조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DFRWS, 2021).

  Palmer(2001)는 디지털 포렌식 과학을 ‘범죄로 판명된 사건 추적 및 재구성을 

용이하게 할 목적 혹은 계획된 운영을 방해하는 허가되지 않은 행위들을 예측할 목

적으로 디지털 자원에서 파생된 디지털 증거를 보존, 수집, 검증, 식별, 분석, 해석, 

문서화, 발표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도출되고 입증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가기록원(2012)은 디지털 포렌식을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삼고 그 정보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어떤 행위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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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명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의미하며, 다른 용어로는 ‘컴퓨터 법의학’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탁희성과 이원상(2016)은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매체

에서 확보한 증거로부터 특정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

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증

거의 수집‧보존‧분석‧제출이라는 4가지 기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여러 문헌에서 언급된 ‘범죄’, ‘법률’, ‘증거’, ‘수사’,‘법의

학’ 등의 키워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듯이 디지털 포렌식은 주로 수사를 위한 

증거 혹은 법률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자원의 보존 과

정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보존 업무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결성 검증 및 

확보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증거물 수집 단계에서부터 최종 법정제출까지 무결성

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적법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창 등, 2017). 그러므로 디지털 포렌식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강력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 보존 업무 과정에 적용한다면 손쉽게 디지털 

자원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문헌보존관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한다면 수사 목적이 아니라 보존 목

적에서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여러 기법 중에서 무결성 및 진본성 검증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2012)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여러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을 단계

적으로 수행하였고, 노력을 기울인 끝에 기록관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는 보존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무결성 보장 및 향상을 기대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

어 오고 있다. 김영준 등(2020)은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

는 경우에 무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모델을 제안하였다. 전자

기록물의 보존이나 이관과 관련하여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안한 연구도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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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영문(2020)은 표준 전자문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해결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관 및 보존 과정에서 자동적인 무결성 검증 

및 이관 검수가 수행된다면 오류와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

기록원(2012)은 미국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영국 

National Archives와 같은 해외 국가기록원들과 Stanford University 도서관, Oxford 

University 도서관, King’s College London 도서관 등 해외 주요 도서관에서 이용하

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살펴보고, 전자기록물 관리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무결성 검증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왕호성 등(2020)

은 블록체인 기술의 트랜잭션 추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기록관리에 도입하여 

무결성과 진본성을 검증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신기술

의 개발과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디지털 보존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므로 국가문헌보존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 및 기

법을 파악하고 신속한 도입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디지털 포렌식의 종류

  국가기록원(2019)은 디지털 포렌식의 종류를 컴퓨터 법과학, 모바일 장치 법과학, 

네트워크 법과학, 데이터 분석 법과학, 데이터베이스 법과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컴퓨터 법과학은 컴퓨터 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미한다. 주로 USB 드라이

브, SD 드라이브 등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디지털 자원을 대상으로 복원을 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장치 법과학은 모바일 장치를 대상으로 하므로, 장치

에 내장된 GPS 및 위치 로그나 셀 사이트로그를 추적하거나 내장된 통신시스템에 

대한 포렌식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네트워크 법과학은 WAN/인터넷의 네트워크 트

래픽이나 패킷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의미한다. 데

이터 분석 법과학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조사하여 범죄 행위의 패턴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법과학은 데이터

베이스 로그 및 내용, RAM 타임라인 구축 및 복구 등을 활용하여 포렌식을 수행하

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처럼 분석 대상인 디지털 장비의 유형에 따라 주로 활용되

는 데이터의 유형과 기술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도 세분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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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무결성 검증 기법의 종류

  디지털 자원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체크섬(Checksum), 해시함수

(Hash Function), 암호화(Encryption), 암호학적 해시함수(Cryptographic Hash 

Function),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이 활용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6; 유영문, 

2020). 아래 <표 23>은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무결성 검증 

기법들의 장단점을 정리한 표이다. 보존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적합

한 무결성 검증 기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검토 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동일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유형별로 

다른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

문이다. 자료가 담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기밀성 필요여부에 따라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명칭 개요 장점 단점

체크섬

(Checksum)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적용

되는 위변조 여부 검출 방

식으로 전송 전후의 데이터 

비트 합 비교를 통해 검증

하는 방식 

체크섬의 크기가 작

고, 계산 속도가 빠

르며, 데이터 전공 

부담이 적어 효율적

임

발생 가능한 에러 

또는 위변조를 100% 

검출하지는 못함

해시함수

(Hash 

Function)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대하

여 항상 같은 해시 값을 출

력하는 해시함수 특성을 이

용하여 데이터의 위변조 여

부를 탐지하는 방식

해시 테이블 구조가 

간단하고, 해시값은 

고정된 길이의 숫자

로 유지되어 효율적

임

해시함수에 다른 데

이터가 입력되어도 

동일 해시값을 출력

할 가능성이 있음(확

률은 낮음)

암호화

(Encryption)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데

이터를 암호화하여 비인가

자로부터의 정보보호 및 데

이터의 위변조 방지 효과를 

얻는 방식

위변조 방지 이외에 

이용자 인증, 기밀성 

보장 및 송수신 부

인방지 등도 가능함

데이터량이 큰 경우

에는 암복호화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고, 

서버 부하가 증가함

전자서명

(Digital 

Signature)

전자문서 작성자 신원과 전

자문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시함수 및 암

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고유

정보를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의 용량이 

커도 해시값은 짧기 

때문에 암호화가 수

월함

전자문서 전체가 암

호화되지 않아 내용 

기밀성 유지는 어려

움

< 표 23 > 무결성 검증 기법 비교(국가기록원, 2016; 유영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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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데이터분석지원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분석과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국

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하여야 할 데이터분석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문

헌보존관 데이터분석지원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스칼라십 서비스와 연계되

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2.5.1 데이터분석의 개념

  ISO(2019)는 데이터분석(Data Analytics)을 ‘데이터 입수,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

증,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정량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해석을 포괄하는 복

합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로부터 표현되는 대상(objects)

를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예측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들을 추천하

기 위해 이용된다.’라는 부연설명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분석은 숫자 데이터나 규격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형데이터 분석’과 

문서, 그림, 오디오, 영상 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정형데이터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계에서는 통계 데이터, 이용 로그 데

이터 등을 활용한 정형데이터 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를 분

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형데이터분석 중 대표적인 기법은 텍스트마이닝, 웹마이닝 등이 있다. 비정형

데이터분석은 정형데이터분석에 비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

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이 월등히 많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비정형데이터 분석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자체가 담고 있는 의

미를 해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정형데이터 분석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비정형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예로는 이용자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마이닝 기법을 

꼽을 수 있다.

  데이터분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데이터분석 

관련 국가 공인자격 및 비공인 민간자격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데이

터산업진흥원(2021년 8월 20일)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이터자격은 총 7종(국가기술 

빅데이터분석기사, 국가공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국

가공인 SQL 전문가, 국가공인 SQL 개발자,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국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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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준전문가)에 달한다. 이처럼 데이터 관련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각 자격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의 유형과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분석의 종류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거나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데이터분석 전문가나 담당 부서가 데이터분석 경향에 대한 파악과 최신 기법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짧은 시간 내에 도태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분석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2 데이터분석지원의 개념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데이터분석지원은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처리 및 준비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가공, 변환, 전처리, 클리닝 등 데이

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와 데이터 분석의 최신 경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

하는 업무도 데이터분석지원 업무에 포함된다. 

  우수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분석용 데이터가 

투입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재가공하는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문헌과 장서의 본문은 주

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는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 NLP) 과정 등을 통해 반드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다. 반면, 이용자의 장서 이용 횟수를 기록한 로그데이터를 데

이터 분석에 활용한다면 자연어처리 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데이터 분

석 방법에 따라서도 적합한 데이터 정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문헌보존관 데이

터분석지원 업무의 범위에는 데이터 정제 및 가공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데이터 전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계획 수립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이우성 등(2018)은 데이터 이상치 및 결측값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 툴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툴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검색, 컬럼 변환, 데이터 결합, 단

계별 처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런 연구를 참고하여 국가문헌보존관에서도 전

처리 작업에 빈번하게 이용될 기능이 있다면 툴 형태로 구현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분석지원은 단순히 데이터분석 업무 지원, 데이터 정제만을 수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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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도서관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및 확장의 가능

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안희정 등(2017)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도서 큐레이션 시스템은 기본적인 서지정보, 이용자 프로파일 및 로그 기록

을 기반으로만 도서를 추천하기 때문에 한계점을 보인다고 보았다. 반면, 텍스트마

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한 도서 큐레이션은 서지정보뿐만 아니라 도서 본문 텍스트, 

SNS 데이터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내용 측면까지 상세하게 

고려한 도서 추천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도서 큐레이션 외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무궁무진하

므로 데이터분석지원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를 기획 및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5.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스칼라십 서비스와의 연계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2020)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개발 연

구’를 수행하여 수준 높은 디지털스칼라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위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로드맵에 따

라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스칼라십 서비

스과의 면밀하게 연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할 데이터분

석지원 업무는 국내의 디지털스칼라십이 해외 디지털스칼라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인 디지털 데이터 통합, 개방, 공유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분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문헌보존관이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선별‧통합‧정제‧재가공하면 수준 높은 데이터셋과 

코퍼스로 제작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스칼라십 서비스 지원를 위해 필

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문헌보

존관의 유관 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생성된 귀중한 데이터들은 국내외 연구자 및 이용자에게 개방‧공
유되었을 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보다 월등히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국가 차원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용 데이터 확보 및 공유를 통해 데이터 연구 

및 디지털 스칼라십 연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를 통해서 선별되고 정제된 데이터들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

털 스칼라십 서비스에 연계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연구에서

도 찾을 수 있었다. 정유경(2020)은 국내외 디지털 인문학 분야 연구의 동향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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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파악하고, 연구 주제 확장이 가능한 영역들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서야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계량 서지적 분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연구 대상이 역사, 문화 콘텐츠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 대상의 다각화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국가문헌보존관이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를 통하여 특화 데이터를 선별하

고 연구 대상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스칼라십 서비

스를 통해 다룰 수 있는 주제의 범위도 큰 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 문화·전시 서비스

  국가문헌보존관의 문화적 전시기능을 구상하기 위해 도서관의 문화전시기능이 어

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발

전하고 있는지를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존관이 평창 IBC 센

터의 리모델링으로 건축된다는 의미 안에는 이 건물 자체가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

적 건축물이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기능을 

확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평창을 방문하는 목적이 쉼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보

존관의 주변 환경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적 기능을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도서관의 콘텐츠는 학술적이고 지식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

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보존관이 문화적 취미와 여가를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 요소를 특색있게 구성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문화적 기능을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이 관광과 체험을 위해서 방문하게 될 것이다. 

문화전시 기능의 구현을 통해 국가문헌보존관은 디지털콘텐츠를 통한 문화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평창의 문화적 낙후성을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

책적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6.1 도서관과 문화전시

  가. 라키비움

  도서관의 문화전시 기능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개념은 라

키비움(Larchiveum)이라 할 수 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합성어로 

미국 텍사스대학교의 메건 윈젯이 2007년 새로운 유형의 복합문화기관으로 제시한 

개념이다(이미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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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실과 이혜영(2012)은 라키비움의 기능요건을 설정하여 공간 기획 단계에서 도

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가지는 주요 기능들을 다음의 <그림 14>와 같이 구분하였

다.

< 그림 14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주요 기능

  라키비움의 개념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사회적인 변화

에 따라 요구되고, 많은 도서관과 문화 공간에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도서관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을 구성 개념으로 많은 관심

을 받았다.

  박옥남과 박희진(2016)은 국회도서관이 정보융합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과 복

함 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을 위한 라키비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전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보존관

으로 건립이 추진 중인 부산관은 라키비움의 개념을 공간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였으며, 전시 교육프로그램도 입법 지원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역사, 

문화, 인물, 축제를 대상으로 한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의회 민주주의를 홍보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곽승진과 이정미(2014)는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은 이용자 중심적 사고에 입각한 세가지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정보‧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라키비움

2)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메이커 스페

이스

3) 생태적 개념을 적용한 매력적인 공간

  세 가지 내용은 라키비움만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을 구상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전략의 

개념의 성격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생태적 개념을 적용한 매력적인 공간의 경우에

는 리모델링이나 기존 도서관이 시도하기 매우 어렵고, 국가문헌보존관처럼 새로 

건립하거나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유리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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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이나 신축이 가능한 도서관의 경우 환경과의 조화와 자연 친화적

인 환경 조성을 통한 휴식적 요소와 여가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입지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1. 정보 · 문화 · 예술을 항유하는 라키비움

문화·예술광장

(culture commons)

인쇄매체와 디지털 콘텐츠를 혼용하여 도서, 기록, 박물, 미술, 과

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문화와 

에술을 향유하는 문화·예술 광장으로서 “라키비움”

다양한 만남

(high contact)

정보와 정보의 만남, 정보와 이용자의 만남, 이용자와 이용자의 만

남의 장을 발현하여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공유공간으로서 “정보광장”

접근

(connection)

도서, 기록, 박물, 미술 등 주제별 콘텐츠의 상호 연속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정보취약계층 등 모든 사람들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고 오픈GLAM을 지향하는 “디지털 라키비움”

2.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적은 부담

(low impact)

첨단 기술과 장비, 미디어 접근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새

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창의하고 만들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

고, 협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첨단 장비와 기술, 미디어에의 접

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능동적 참여

(participation)

정보를 보고 체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습득한 정보를 ‘생각’, 

‘교류’, ‘공감’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적

극적 이용과 능동적 참여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

(smart)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

문화와 데이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으로서 “스마트 도서관”

플랫폼

(platform)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관리시스템과 디스커버리 기술, 스마트 장비 

등을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

스 플랫폼(library sevice platform)”

3. 생태적 개념을 적용한 매력적인 공간

자연(green)
인간의 근본적인 휴식요소인 자연(green)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서관 환경”

건강(health)

눈의 피로를 줄이고 콘텐츠의 시각적 전달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전시환경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하는 “사색하고 휴식하는 

공간”

호기심 자극

(curiosity)

시각정보의 과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의 주제를 정돈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체험/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레

이션 서비스”

< 표 24 > 라키비움 구축 전략

  나. GLAM을 통한 협업과 콘텐츠 확장

  도서관에서 전시문화기능과의 연결과 협업의 방식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디지털 융합의 관점에서 GLAM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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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M은 미술관(Gallery), 도서관(Library), 기록관 (Archive), 박물관(Museum)을 조합

한 단어이며, 각 문화유산기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들이 협업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고 확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고 있

다. 

  이지연(2017)은 GLAM이 디지털 문화유산자원에 대한 융합의 관점에서 미술과 관

련된 자료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등장하였으며, 라키비움이 도서관, 기록

관, 박물관의 복합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면 GLAM은 캘러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

관이 자신들의 디지털 자원을 공유하고 개방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로피아나(Europeana), WDL(World Digital Library), 

DPLA(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OpenGLAM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Tammaro(2016)는 디지털화라는 변화는 문화유산이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유통되

고, 액세스되고, 소비되는, 수익화되는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용자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사용과 접근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자와 콘텐츠 제작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GLAM의 참여적인 문화로의 변화를 자극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가 더 나은 

연구와 지속적인 교육, 민주주의, 시민권의 사회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미술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참여형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이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데이터의 구축을 통한 생산을 통해 구현

하려고 하는 거시적인 추진 방향이 GLAM의 방향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과

거에는 전통적인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자료를 모아두면 이용자들이 온다는 관점으

로 수집을 했다면,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연결해서 소통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의 방향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로피아나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들이 디지털문화유산을 재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학습, 지식 창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고, 이 자원들을 활용한 해석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자원이 생산되고 있

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콘텐츠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색인화하는 과정에서 문화 자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지만, 메타데이터를 통한 연결과 시각화를 넘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 

자본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연결과 활용의 기능은 온라인상에

서 먼저 시도되지만, 체험형 전시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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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공감형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2.6.2 문화전시의 유형

  가. 전시 유형 및 특징

  박물관이나 기록관의 전시형태에 따른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

로 고정형 전시, 관찰형 전시, 체험형 전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각 전시 유형

별로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표 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나. 문화전시 경향

  전시를 가장 많이 하는 박물관의 경우 최근 전시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띄고 있다.

  박물관 전시는 수동적으로 보는 전시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시로,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에서 소통하는 전시로 변화하고 있다. 18세기 말 박물관이 공공에 개

방되고 대중화되면서 박물관의 전시는 감상보다 교육적인 목적이 강조되었다. 19세

유형 매체 전시형태 내용

고정형

전시

평면

매체

패널

전시

설명패널 설명으로 된 그림책
안내패널 유도 사인
이미지패널 실사 출력된 그림과 사진 등
입체패널 실사 출력된 부조, 스카시 등
특수그래픽 LED, 와이드 칼라 등

입체

매체

실물,

모형 전시

실물 전시물의 실물
복제 복제된 전시물

일반모형 설명모형, 축소모형
디오라마 전시물과 관련된 배경 모형

관찰형 

전시

음향

매체
음향전시

효과음향 디오라마 및 모형, 영상 효과 연출

설명음향 설명용 나레이션

영상

매체

정지

영상전시

디스플레이에서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통해 전시물을 

소개
동적

영상전시

디스플레이에서 영상물을 전시하거나 전시물을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소개

체험형 

전시

조작식 전시 관람객의 신체를 이용해 조작할 수 있는 전시

현장체감형 전시
현장을 재현하여 그 곳에 직접 가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전시

실연 전시
전시된 실물 또는 모형의 기능을 관람객이 실제로 이용

해볼 수 있는 전시
실험, 이벤트 전시 해설가, 전문가 등이 시범이나 설명을 돕는 전시

< 표 25 > 전시 형태의 유형별 분류 (박지수, 201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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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관람객이 직접 전시품을 만질 수 있도록 핸즈온(hands-on) 

전시를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으며, 이는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

성을 자극하는 마인즈온(minds-on) 전시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관람객과 소통하며 

전시를 만들고 완성하는 소통전시(interaction)가 늘어나고 있다(강희수 등, 2017).

보는 전시

One-Sided

체험전시

Hands-on

감정전시

Minds-on

소통전시

Interaction

< 표 26 > 박물관 전시의 변화(강희수 등, 2017)

  그러나 시대가 바뀐다 해도 전시에서의 핵심은 콘텐츠이다. 콘텐츠를 어떤 방식

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방법은 이용자의 요구와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전시 형태가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콘텐츠에 기반

한 온라인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의 콘텐츠와 온라인의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의 전시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시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전시 형태와 온라인 전시가 활성화되면서 전시가 꼭 박물관이나 특정 문

화기관의 전유물이 아니고, 콘텐츠를 소장한 기관들도 전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

화되고 있다. 도서관 전시의 특징은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소장자료만 

전시하는 경우 전시 내용은 정보나 지식 전달의 차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전시가 

내용적으로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통해 연결하

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획에 따른 콘텐츠의 내용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의 과정이 이

루어진다. 도서관이 콘텐츠에 기반한 정보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 자료

와 연계하는 시도와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콘텐츠와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 지적자산을 확산하는 과정의 하나로 의미가 있으며 도서관의 서비스로 지속적

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6.3 체험전시 

  체험이란 전시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 다시 말해 신체가 세계를 경

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신체를 통해 공간의 체험이란 인간의 움직임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따라 경험되어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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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체험을 강조한다. 실제로 공간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방문자를 맞이하지

만,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며 산책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간은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체험은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체험의 가

치를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간의 새로운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 강조되는 현상은 최근이다. 심리학에서 체험과정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과정에 받는 감각이며, 그 과정과 결과는 대뇌에 깊은 인상을 남겨 주고, 

회상과 기억이 나게 되어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 체험 공간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에 대해 왕남남 등(2018)은 도

서관 서비스에서 공간 체험의 중심은 사람을 중시하고 서비스 대상을 강조하는 것

이며, 도서관 공간 체험은 공간의 물질 환경과 정신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서관 

공간에 대한 아름다운 감각을 높이고 즐거운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

고 있다.

  체험을 통한 경험과 지식의 전달에 가장 적극적인 활용 분야는 교육콘텐츠 분야

이다. 국가적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으로 실감 콘텐츠가 

선정되었고(2019년 4월), 교육 분야에 있어서 안정성과 효율성 차원의 혁신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실감 콘텐츠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몰입하게 하고, 주도적 능동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도서관과 관련된 체험전시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

다. 강정아와 노영희의 연구(2018)에서 국내 48개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

사된 문화프로그램 856종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는 체험형 문화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으로서의 체험형 프로그램의 가치는 어린이도서관서

비스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어린이도서관과 독서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두게 하고 안정적인 독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성장과 여가를 위해 제공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예술적 능력 

배양 및 자아 형성, 인성교육에 효과를 가진다. 또한, 어린이들이 가지는 권리행사

를 도와주는 중요한 서비스로, 어린이들의 문화적 권리 확장을 위해 예술감상 및 

레크레이션 향유 기회 제공, 학습 및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활성화, 어린

이 도서관 및 자료이용 촉진, 잠재적 창의성 확대 등 어린이들의 지적, 정서적, 신

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고 사회적인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지한다(김종성 

2008, 1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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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전시나 문화프로그램은 단순히 어린이에게만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려운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지식 전달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당연히 성인들에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다. 

여가의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체험과 같은 콘텐츠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게임과 

같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요소가 흥미를 자극할 것이다. 이런 체험을 더 고

도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재현하는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야 한다.

  체험전시는 감성과 소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체험과 동시에 감성전시와 소

통전시로 나아가는 과정은 전시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법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

한다. 전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2.6.4 전시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라 콘텐츠를 실감 나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여 전시 방문객에게 체험과 공감을 끌어내는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체와 컴퓨터로 생성된 

시각, 촉각 등의 지각 정보를 겹쳐지게 하여 실제 환경과 가상의 환경이 상호 보완

하는 것을 말한다. Azuma(1997)는 증강현실이 사용자에게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 없이 혼합하여 실시간으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

다.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시야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증강

현실은 고고학, 건축, 시각예술, 교육, 수색 및 구조, 게임, 산업디자인, 의료, 군사, 

방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 기술은 미술관 박물관 전시에도 

많이 활용되는 디지털기술이며,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적용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Barker(1993)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이용자의 촉각, 청각, 시각적 경험을 대

신에 할 수 있는 정교한 멀티미디어 환경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감각적 경험

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가상의 공간에서 구성되며, 다양한 주변 장치를 통해 이

용자가 존재하는 실제 세계와 컴퓨터로부터 가공된 가상세계의 인위적인 물체가 상

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정의로는 Krueger(1991)는 ‘인공현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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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범주 안에 가상현실이 존재하는데, ‘인공현실’은 사이버 공간 전체를 의미

하고 그 안에서 ‘이용자가 가상의 그래픽 세계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가상세계 안

에서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환상을 가지게 하는 시스템’을 가상현

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이용자의 주변을 인식하고 정보를 얻는 기반이 완전하게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증강현실은 그보다 현실에 가깝게 이용자는 현실 세계

에 존재하지만, 일정 부분을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정보를 제공받아 현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상현실로 구현한 건축 관련 시스템에서는 이용

자가 실제로 건물의 내부에 들어간 것처럼 보행 시뮬레이션을 만들지만, 증강현실

에서는 건물의 실내 구조 등을 실제 건물에 중첩시켜 사용자가 밖에서 건물 내부의 

구조를 판별할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제반 기술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박지수, 2019).

  직접적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은 디스플레이 기

술, 컴퓨터 그래픽기술, 트래킹 기술 세 가지로 분류된다. 트래킹 기술은 사용자 또

는 특정 객체의 물리적인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을 말하며, GPS나 센서를 활용한 트

래킹 등이 있다. 전시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마커(Marker)를 찾아 그 위치를 확인하는 마커 트

래킹과 광학 센서, 레이저 센서,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객체의 

움직임이나 방향, 위치, 속도 등을 추적하는 센서 기반 트래킹도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현실세계 정보와 가상세계의 정보객체가 혼합되어 합성된 상

태로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영상 

재생 장치뿐만 아니라 외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GPS 등의 센서 장치 도움이 필요하다.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HMD)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다. HMD는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컴퓨팅 

장치를 헬멧 또는 안경의 형태로 만들어 머리에 착용하는 것으로, 가상세계에서 이

용자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이 헤드셋 안에는 양쪽 눈에 맞추어 고해

상도의 OLED 또는 LCD 모니터, GPS, LBS, 자이로스코프 등의 센서 장비가 장착되

어 이용자의 위치, 방향, 회전등을 감지하여 이용자가 가상세계의 시야를 감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시에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전시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효과뿐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자극으로 전시물이나 전시

공간, 전시의 내용 등에 몰입하여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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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은 새로운 모형, 작품을 감상했다는 느낌보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다

녀오거나 영화의 한 장면에 주인공으로 존재했던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전시를 

실감 나게 이해할 수 있다.

  나.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 Universe에 ‘상위의, 뒤에, 넘어서’라는 의미

가 있는 접두어 Meta가 결합한 용어이다. 풀이하면 실제 세계의 확장된 가상공간으

로서, 실생활과 똑같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3차원 공간을 말한다. 사람

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실제 세계를 가상의 3D 그래픽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게

임과 같은 여가활동을 즐기고, 이용자 간 사회적 만남을 통해 관계를 이루어 나가

고, 심지어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2006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메타

버스 로드맵 서밋> 측은 메타버스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메타버스는 융합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동시에 혼재

돼서 나타난다(Smart, Cascio & Paffendorf, 2007).”

  <메타버스 로드맵>은 메타버스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통일된 의미

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메타버스를 ‘3D 기술을 통해 재현된 가상공

간’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 설명하였다(Smart, Cascio & Paffendorf, 2007).

  박수빈은 메타버스는 4가지의 기본유형과 새로운 유형으로 <표 27>과 같이 정리

하였으며,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분류기준 설명

메타 버스

4유형

버추얼 월드

•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메타버스 세계

• 3D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온전한 가상 

커뮤니티를 총칭

미러 월드
• 실제 세계를 모델로 삼아 3D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재현한 가상공간을 의미

증강 현실
•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그래픽을 합성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기술

라이프 로깅
• 증강현실을 통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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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는 이미 기업의 취업설명회(SK)나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등 이벤

트에서 활용되는 등 현실에서의 적용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박물관 등에서도 이

미 다양하게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1).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서 역사 분야에서는 인물 복원이 대중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 인물은 과거 인물을 복원한 형태로 고인이 된 왕, 장군, 정치가 등

을 복원하는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2018년 역사 인물형 디지털 휴먼인

‘혜초스님’이 만들어졌고, 이후 최치원, 김구, 유관순 등의 인물이 디지털로 복원

되었다(윤영주, 2021).

  다.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레이저 빛(간섭이 가능한 빛)을 통해 이미지를 필름에 기록하는 것으

로 간섭을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빛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물체로부터 

반사돼 나오는 물체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록 사진 필름 면에 직접 비추는 기준

파이다. 이 두 개의 빛이 만나서 간섭이 생길 때 그 간섭 무늬를 기록한 것을 홀로

그램이라 한다. 두 눈의 시차를 이용해 사물 일부분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3D

와 달리, 홀로그래피는 360도 여느 각도에서도 완전한 입체영상을 구현하며 포스트 

차세대 영상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이벤트는 미국 라

스 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에서는 5월 18일 개최된 2014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공연으로 마이클잭슨의 홀로그램 콘서트였다(권석정, 2014). 이후 다양한 홀로그램 

콘서트 및 팬미팅 같은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최초로 가수 

김광석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렸고(한국경제tv, 2020), 그 외에도 여러 가수들의 홀로

그램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메타 버스

새로운 요소

개인화

• 이용자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이를 바탕으로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활용하여 이용자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공유

• 이용자의관점에서 

분석된 가상 박물관 

내 에 콘텐츠에 대한 

의미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됨

1) 외부 공유: 해당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

2) 내부 공유: 해당 콘텐츠 내 

이용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

< 표 27 > 메타버스의 유형 정리 (박수빈, 이현경,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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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도 2013년 동의보감, 대동여지도, 석보상절 등 국립중앙도서관 소

장 고서 9점과 주변 사물과 사람의 얼굴 등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총 85점의 홀로

그램 작품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였다(김준호, 2013).

  라. 스마트월(Smart Wall)

  최근 모든 사물과 환경이 연결되는 IoT(Internet of Thins) 기술과 대형 디스플레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벽이 곧 디스플레이가 되는 스마트월(Smart Wall)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월은 스마트미디어의 특성과 함께 공간을 구성하는 요

소로서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공간을 나누는 물리적 벽뿐만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미디어적 관점에서 스마트월은 사용

자가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이자 사용자가 위치한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콘텍스트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라 할 수 있다. 미디

어로서의 역할과 함께 말 그대로 스마트한 특성을 가진 벽(Wall)으로서 공간을 구성

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벽은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자 관점에서는 내부와 외부, 

이쪽과 저쪽의 두 개 영역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며 공간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간의 

형태나 규모,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요소이다. 또한, 벽의 다양한 변화를 부여하여 

디자인의 시각적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공간의 심미성을 연출하거나 인간이 사물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선의 범위를 규정하며 사용자와 환경

의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등 시각적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적 

요소이다(김성훈, 2020).

  스마트월은 공간을 전시로 활용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이미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1년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서재 전시는 실제 콘텐츠와 미래 기술 체험 

연출을 혼합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도서관 자료를 역동적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다른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는 ‘검색의 미래’를 미디어 월(스마트 월)

과 스마트테이블을 연동하여 구현하였다(김주찬, 2021).

  2.6.5 도서관과 디지털전시기술 활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선 사례에서 새로운 전시기술과 콘텐츠 연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국가문헌보존관의 경우 전시를 진행할 경우 대국민 서비스로서 

보편성과 공감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

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 79 -

  가. 도서관과 VR 서비스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360° 가상 서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특별 컬렉션에 대한 고품질 보존을 목표로 추진된 프로젝트

로 특수 컬렉션에 대한 가상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360° 이미징의 실현 가능성

을 시도한 프로젝트

- 첫 번째 프로젝트는 KB가 전체 물리적 수집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 스

토리지 및 검색 시스템(ASRS)에 대한 계획

-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KB는 교육 목적으로 가상현실 인터페이스를 사용

- 귀중본 장서들이 3-D 카메라(Insta360 EVO)를 사용하고, 이미지는 기술 플랫폼 

ThingLink를 통해 저장

- 장서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직접 보는 듯한 효과를 구현.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360° 이미지의 각 책을 디지털화된 복사본, 보존 보고서, 추가 이

미지 및 기타 자료에 하이퍼링크로 연결 가능. 

- 사용자는 가상 서가를 360° 서고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다른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서가에서 제목을 확인 가능(Loddo et al., 2021)

○ 쾰른 중앙도서관 VR서비스 사례

- 쾰른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VR(Virtuelle Realitat, 가상현실) 안

경을 쓰고 가상현실(VR)을 체험할 수 있는 독일 최초의 정규 프로그램을 

제공

- 도서관 4층의 메이커스페이스에는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와 HTC 바

이브(HTC Vive)를 갖추고, 이용자들은 정해진 시간(오큘러스는 매주 수요

일 17-18시, HTC 바이브는 매주 금요일 17-18시)에 가상현실을 체험

- 도서관 3층에 위치한 VR-스테이션(VR-Station)에서는 VR 장비(VR 안경과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에 관한 가상현실 워크숍이 진행.

< 그림 15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360°VR 서가 (Lodd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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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의 날(Tag der Virtuelle Realitat)’이라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 VR-스테이션과 메이커스페이스에서의 가상현실 체험을 심화, 확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VR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관련 회사와 기

관, 개인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VR과 AR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최정윤, 김재웅, 2018).

○ 캘리포니아 공공 도서관 VR 서비스 

- 오큘러스(Oculus)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서관 90곳에 PC와 VR (가상

현실) 헤드셋을 100대씩 기증

- 일반인들이 VR 기술을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공공도서관을 선

정하고 오큘러스 장비를 기증하여 무료로 이용가능하게 함

- 캘리포니아 전체 공공 도서관 중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VR 기술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고, 캘리포니아의 칼리파 그룹(Califa Group)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VARLibraries (Virtual Augmented Reality Libraries, 가상 증강현

실 도서관)이 관리(보드나라, 2017).

  나.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시는 전시물을 일차원적으

로 보이는 대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물에 대한 관람객의 접근을 다양하게 만

들고, 전시를 주최하는 측면에서도 전시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창작자는 전시할 작

품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미켈란젤로 가상현실 프로젝트

- 2016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한 프로젝트

- 15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타나 성당 천장 

화를 프로젝션 매핑으로 전시공간 안에 재현하고, 이를 HMD나 스마트폰, 태블

릿 등 디지털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이 직접 조작하여 세부적

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 

- 실물 중심의 미술 전시 형태를 깨고 디지털 미디어 형태로 재창조

- 작품 안에서 관람객들이 선택한 관람 방식과 매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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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 

- 미디어 아트 개념으로 처음부터 디지털로 기획된 전시로서,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을 통해 가상세계의 정보를 증강시키는 것 외에도 전시된 작품 자체가 변화

하거나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전시 

- 2018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증강현실 전시회 '르네 마그리트: 다섯 번째 

계절'4)

- 르네의 작품을 회화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감상

- 상호작용을 통해 모션인식형 디지털 회화로 재탄생: 뒷모습이 비치는 창문, 예

상치 못한 곳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 등 상상으로만 그려볼 수 있었던 초현실

주의적 장면이 고스란히 재현 

- 고정되어 변형되지 않는 실물 전시와 비교하면 사진이나 영상 형태의 디지털 

전시는 관람객이 작품에 변화를 줄 수 있어 관람객이 더 흥미를 느끼고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시(frog design, 2018).

○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 고인류, 영장류, 공룡의 모형이나 화석, 생물표본 등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

상의 정보를 호출하여 전시모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공

- 모형을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3D 객체로 증강시켜 움직이는 모습을 재현

4) https://youtu.be/Oih_StvytQs

< 그림 16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전시장면 (frog desig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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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된 동물의 3D 객체를 관람객의 선택에 따라 전체 모습의 모형, 움직이는 

모습, 골격 구조, 근육 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관람가능 

- 카메라가 인식한 범위 내에서 관람객의 손동작 등도 함께 인식하여 증강된 3D 

객체가 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관람객과 가상세계, 전시물이 상호작용.

- CES 2021에서 버라이존이 5G 기술을 활용하여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위한 '가상 

전시관'도 구축 지원계획을 발표: 3D 디지털 렌더링 된 유물과 예술 작품을 AR

로 제공 예정(배한님, 2021).

- Deep time Exhibit 화석 홀은 13개의 비디오와 XNUMX개의 인터랙티브 터치스

크린을 제공하여 유물 전시를 해설과 이해를 돕도록 구성

< 그림 17 > 스미소니언박물관 Deep time Exhibit

  2.6.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국가문헌보존관의 문화전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략과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하

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연결과 확장이 시도되고 개발될 수 있을 것

이다.

  문화전시기능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콘텐츠를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략,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을 선행연구 및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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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강원 지역의 문화 및 콘텐츠

  2012년 문화체육 관광부가 연구한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 조사에서

는 강원 지역의 시설이용자 수 면에서 문화 예술회관과 문화원 이용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각종 전시물의 기획 및 

상설 전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 지역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문화원의 경우, 역사, 지역

문화 프로그램, 전통예술 프로그램,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팀에서 현재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창군 내 공공도서관은 5개

로 지자체 소속 4개, 교육청 소속이 1개로 파악되었다. <표 28>과 <표 29>는 강원도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전국 평균과 현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수가 비

교적 적기 때문에 봉사대상수는 적은편이지만, 정규직 사서의 숫자도 적은편이고, 

장서수의 평균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38.6%에 그치고 있다.

도서관명 설립주
체

개관
년도 주소 홈페이지

평창교육도서

관
교육청 19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

로
http://lib.gwe.go.kr/plib 

평창군립대관

령도서관
지자체 2018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로 83-2
http://www.pc.go.kr/lib/ 

평창군립대화

도서관
지자체 2004 강원도 평창군 남산2길 https://www.pc.go.kr/lib 

평창군립봉평

도서관
지자체 201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10
http://www.pc.go.kr 

평창군립진부

도서관
지자체 2000 강원도 평창군 석두로 http://www.pc.go.kr/lib 

< 표 28 > 평창군 공공도서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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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구분 계
1관 당 

봉사 대상 
인원(명)

1관 당 
평균 

정규직사서
( 명)

정규직 
사서 1명 

당 
봉사인원( 

명)

1관 당 
평균 장서( 

권)

봉사 대상 
1인 당 

장서( 권)

전국
전체 합계( 명) 44,223 4.5 9,859 101,148 2.29
지자체 계( 명) 56,706 3.8 29,549 90,625 1.6
교육청 계( 명) 220,550 7.5 14,953 148,124 0.67

강원

전체
합계( 명) 26,150 3.3 7,952 39,054 3.56

전국대비(%) 59.1% 73.3% 80.6% 38.6% 155.4%

지자체
합계( 명) 41,700 4.5 15,743 83,440 2.0

전국대비(%) 73.5% 118.4% 53.2% 92.1% 125%

교육청
합계( 명) 70,130 4.4 16,071 109,222 1.6

전국대비(%) 31.7% 58.6% 107.4% 73.7% 238.8%

< 표 29 > 전국 및 강원도 공공도서관의 현황 비교: 1관 및 인구 1인당 통계(2020년 기준)

  평창 올림픽 계기 문화관광 기본구상 연구사례(2018)에서도 문화관광 콘텐츠 구상

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하

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평창의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을 위한 현황 조사(지리적 

특성, 산업·경제구조, 인구 현황, 문화예술 시설 현황, 문화재 현황, 관광자원 현황, 

관광 정책 검토) + 국외 올림픽 개최 지역 문화 관광 사업 성공 실패 사례를 조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창군의 경우 등록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각 1개로 기반

시설 필요, MICE 산업(국제회의, 평창국제음악회, 유명작가 초청 전시회)의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팀에서는 최근 현황을 반영하여 평창군의 주요 박물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박물관명 홈페이지 주소 주제

월정사성보박물관
http://www.woljeongs

amuseum.or.kr/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로 374-8
불화,불상,전적 등

고려궁박물관
http://koreapalace.co.

kr/sub05/sub02.php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

픽로 1169
목조각, 장신구, 벼루

왕조실록 의궤박

물관

https://www.wjsum.kr

/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로 1760

조선왕조실록 및 의

궤, 평창월정사밀부 

및 참봉교지 등

비엔나인형박물관
www.viennadollmuse

um.com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

로 296

PVC·도기류 인형, 

피규어 등

삼탄아트마인
http://samtanartmine.

com/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

로 1145-44
탄광시설

< 표 30 > 평창군 내 박물관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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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 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를 (문화

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 기준으로 총 95개이며, 평창군에

서도 축제도 6개가 되는데 보존관의 인근지역 봉평에서 열리는 평창효석문화제가 

유명하다.

 

  나. 도서관과 올림픽 관광자원 연계

  도서관과 올림픽 관광자원과의 연계사례를 살펴보면‘문화 올림픽’의 시초 2010 

캐나다 벤쿠버 동계 올림픽이 지역의 발전과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FutureBrand 2010 Country Brand Index(CBI)에서 1

위 등극, CTC의 올림픽 관광 전략은 캐나다의 관광 브랜드 가치 평가가 7.2% 증가

한 데 기여하였다. 이 성과는 캐나다의 25개 조직이 협력한 결과이며, 이중 13개의 

조직 지방 및 지역 마케팅 단체로 알려져 있다. 밴쿠버 올림픽 관광 전략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축제명 기간 주요행사

평창송어축제
'21.12월말~ '22.2월

초
(45일간)

○ 송어 얼음낚시 및 맨손잡기
○ 겨울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눈썰매, 전통썰매, 스노우래프팅, 얼음카트 등
○ 축제장 내 먹거리촌(송어 회센터 등) 등

평창더위사냥축제 7월말~ 8월초
(10일간)

○ 땀띠물 냉천수 체험
○ 여름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꿈의대화 캠핑장, 광천선굴 탐험 등
○ 야시장, 해바라기 포토존 등 조성

계촌마을 클래식 거
리축제

8월중순~9월초
(10일간)

○ 아마추어클래식 콩쿠르
○ 한낮의 파크콘서트, 한밤의 느티나무 콘서트
○ 클래식 다방 등

평창효석문화제 9월초~9월중순
(10일간)

○ 메밀꽃밭 테마포토존
○ 이효석과 메밀꽃 테마의 공연(전시) 및 체험프로
그램
- 효석백일장, 문학의 밤 등
○ 봉평 장터와 연계된 메밀 먹거리촌 조성 등

평창백일홍축제 9월중순~9월말
(10일간)

○ 백일홍꽃밭 테마포토존
○ 백일홍 소원엽서 및 깡통열차 
○ 직장인 밴드 및 교가 부르기 경연대회 개최 등

평창농악축제 9월초~9월중순
(10일간)

○ 농악 특별초청공연(법구춤, 평양예술단 등)
○ 농악 체험행사 등

< 표 31 > 평창지역 축제 행사(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개최계획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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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브랜드 구축 디지털 자료수집 컬렉션(3200개의 이미지, 900개 비디오 

클립, 600개의 캐나다 여행 이야기 아이디어 등 구축)

 2단계 : 1단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디어 활동 진행(방송, 웹 등을 통한 송출)

 3단계 : 관광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초점, 소비자 광고 캠페인, 

관광 사업자와 협력 하여 전문 교육까지 제공, 중소기업 홍보 프로그

램 포함

  다. 도서관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진은정(2015)은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을 활용한 문화생태학적 미술 과학 융합 프

로그램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교육 시설 및 공간, 그리고 인력지원 시스템

에 관련한 자료수집, 지역의 역사, 산업경제, 자연지형, 인문환경 등의 지역 관련 

자료 수집 진행하였다.

  이소연(2014)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

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 행사 참여도와 만족도 조사, 문화기

반 시설 설치 현황과 문화서비스 제공현황, 공공도서관 문화서비스 제공현황, 인구

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발전계획, 지역사회 연구와 문화 수요조사 진행하였

다.

  심효정, 이용훈, 박효주(2009)의 사례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서로 지역사회와 연계

하는 도서관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참고할만한 사례를 요약하였다.

단계 전략내용

1단계

Brand Building

개최국의 특성에 해당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그 국가의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

2단계

Media Relations

개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그 국가의 특성에 들어마는 관광 상품 개발

3단계

Harvest the “After glow effect”

캐나다의 활기 넘치는 이미지와 스토리 있는 관광 상품을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에 홍보,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유도

< 표 32 > 벤쿠버 동계올림픽 관광산업 육성 3단계 전략적 접근 방식 

(http://www.2010legaciesn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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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산업비지니스도서관(SIBL)형 서비스

- 국내외의 정부 간행물, 국제 무역이나 투자 정보, 특허, 상표, 주식 등 비즈니스 

관련 자료수집 디지털화하여 제공

- 전문가에 의한 비즈니스 강좌, 사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무대예술도서관(무대예술의 정보센터)

- 연간 40만명 관광객 유치 

- 음악, 무용, 연극, 녹음(시대별, 장르별), 자료화 하는 일은 무대예술의 영상과 

테이프 기록보관소(미국의 무대관계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연극 공연을 기

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에서 운영

- 도서관을 활용하여 박물관과 영상제작센터 운영

○ 미국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수행

- 주 단위의 역사 및 정보를 수집·제공·보존하는 서비스 담당 (연방정부간행불

보존도서관프로그램(FDLP)과 정부간행물보존프로그램(SPDP)을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의 간행자료 역사정보를 보존 및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가족사정보서비스 제공(인구통계조사표, 군사기록, 지방정부의 기록, 교회기록 

등))

○ 텍사스주 도서관 기록보관소(Texas Digital Archives)

- 지역 내 학교 등을 위한 도서관 내 서비스,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홍보 

활동

-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아웃리치 도서관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지원: 정보기술, 계속 교육 상담(지역 사서 교육, 지역 운

영 프로그램 조언), 원거리 교육 상담(사서와 교육실행을 위한 파트너를 찾아 

연계하며 교육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 도서관 지역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등

  라. 시사점 

  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국가문헌보존관이 문

화적인 역량을 확장하면서 각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보존관이 지역과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기능

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관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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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방문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도서관들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적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전시기능은 전시관을 통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제와 

행사와 연계하여 자연환경과 건축에 반영된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전시공간의 활용뿐 아니라 야외 공간이나 복도 및 회

랑 공간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회, 음악회,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

공간으로서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존관의 문화프로그램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

식의 전시방법 활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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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문헌보존관 운영방향

  3.1 추진배경 및 현황

가. 추진배경

  국가문헌보존관은 크게 정책적 차원, 기능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국토균형발

전의 차원에서의 다양한 요구 및 필요성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국립중앙

도서관, 2019).

  먼저, 국가문헌보존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정책적 차원에서 도서관법 

제3장의 제19조 1항에 따른 보존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조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구입, 기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문헌을 수집하고 미래 세대까지를 아우르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서고 수장능력 한계, 국가문헌의 체계적 보존·복원 관리

의 필요성, 디지털자원 보존·복원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의 기능적 차원에 

따른 필요가 요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의 수장 능력은 약 1,500만 권으로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308만 권을 수장하여 포화율이 약 87%이며, 현재 등

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자료 연평균 증가량이 약 47만 권임에 따라 2023년에 서

고가 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서고 포화 사태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국가 

문헌의 보존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정보 매체가 다변화하는 시대임을 감안 때, 이

를 위해서는 매체별 보존환경 조성 첨단 복원 체제 구축, 수장방식 고도화 등 체계

적인 보존·복원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도서관법 개

정을 통한 온라인자료 납본 확대 시행 지침 및 오늘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디

지털 자원에 대한 영구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보존 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문헌보존관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과 세대 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지식과 정보가 곧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첨단 지식정보화 시대 속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은 국가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와 콘텐츠 및 환경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정보 격차 및 불균

형 문제를 완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도서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넷째,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다양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에 따라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기반의 광역적 연계 가능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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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강원도라는 입지는 지역발전에 있어 저성장 기조, 비도시지역 문제, 

불균형 발전, 자립적 발전 역량 미약 등 여러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지식 문화서비스 시설 건립에 따른 수도권역과의 연계·보완이 

요구되었다.

나. 추진 현황

연월(일) 내용 비고
2017.6~.12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

구』 용역 수행
2018.01.~02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후보지 관계기관(국방부, 행

복청 등) 협의 및 현장 방문

2018.03
국제방송센터(IBC) 활용 가능성 검토, 부지 및 건
물 소유 기관(강원도, 조직위, 강원도개발공사) 협
의

2018.06.25. 강원도, 국가문헌보존관 유치 의사 표명
2018.07.10. IBC 부지 무상사용 허가 공문 발송 강원도→도서관
2018.09.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기부 의결
2018.11. 강원도, 보상출자 조건으로 IBC 부지 문체부 기부 

결정
2019.03.04.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관련 도서관, 강원도, 조직위 

MOU 체결
2019.08~09 「국제방송센터 시설 분석 및 리모델링비 산출」 

기술용역 수행

2019.04~12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수행

2019.12.19 2019년 제4회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 기획
재정부 타당성심사과-911(2019.12.19.)호

2020.02.03 2019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2020.11.27 KDI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2021.04.29. ~ 
08.03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발주 및 최종 
당선작 선발

2021.04.13. ~ 
10.10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종합운영계획」 
용역 수행
< 표 33 > 국가문헌보존관 추진 현황 (K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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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대내외 환경분석

   3.2.1 내부 환경

    가. 정책적 여건

 1) 디지털 뉴딜 정책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가 “디지털 역량”임을 강조하고, ICT를 전 산업 분야에 융합하고자 하는 국가 디

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

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의 4가지 세부 사업을 선정하

였다. 해당 사업은 각각 2025년까지 33.5조 원, 3.2조 원, 2.6조 원, 9,7조 원의 국비

가 투입될 예정으로, 도합 49조 원이 투자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디지털 관련 사

업이라고 볼 수 있다(디지털뉴딜, 2021).

 2) 디지털 집현전 사업

  지식정보 분야에서는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예정인 ‘디지털 집현전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집현

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

축’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

이트에 들어있는 4억 4,000만 건의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집현전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의 기초 마련을 위한 국가 주요 부처의 협력,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법정 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확보하였고, 해당 법률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21).

 3) 「데이터경제 선언」

  2018년 08월 31일에 개최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이하 ‘데이터경제 

선언’)를 계기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

를 만들자는 일념 아래 데이터 개방·유통·활용·표준화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거래제도 마련,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조력자(데이

터 브로커·큐레이터·컨설턴트) 육성, 데이터바우처 활용, 데이터인력 양성, 개인정

보 보호기술 개발, 마이데이터 확대 등의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

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서혜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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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식정보·문화 향유 행태 변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지식정보·문화 이용

행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쇄·글자’ 매체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영

상·이미지’ 중심으로 넘어가고, 이전에는 콘텐츠 ‘소유’를 통해 소비하는 일이 

보편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주로 ‘구독’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콘텐츠를 접하는 플랫폼도 PC나 TV 등의 올드 미디어에서 태블릿·모바일 등의 뉴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으며, 지식정보·문화 관련 서비스 역시 범용에서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으로의 도서관 접근 및 원활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

였고,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체제가 익숙해짐에 따라 도서관에 대해

서도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 국내 도서관의 디지털 전환 요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가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확충과 활용성 강화, 데이터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혁신 등 국가대표도서

관의 리더십을 실천할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 기여하는 공공도

서관으로서, 이용자 행태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방법의 다차원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

대되었다.

  라. 국립중앙도서관 일반 현황

  1) 연혁

  국가문헌보존관의 모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자에 개관하였으

며, 당시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하였다가 1974년 12월 2일 남산으로 부지를 옮기

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과 자료보존관 및 디지털도서관은 각각 1957년, 

2000년, 2009년에 개관하였으며, 부속기관의 마지막 개관일 이후 약 15년 뒤인 2024

년에 보존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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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객 및 자료이용 현황

① 이용인원

이용인원(명) 개관일수(일) 일평균(명)
122,440 본관 디지털도서관 1,004122 75
< 표 34 > 2020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객 현황(국립중앙도서관, 2021)

 * 본관 + 디지털도서관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1차) ) 2020. 2. 24.~7. 21. / (2차) 8. 14.~9. 27. / (3차) 12. 

8.~12. 31.

  ② 자료이용

일반도서 비도서 온라인 자료 계
155,328 3,030 6,116,385 6,275,652

< 표 35 > 2020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현황(국립중앙도서관, 2021)

 * 본관 + 디지털도서관

  3) 서고 현황

 ① 국립도서관 보존서고 현황 (2020. 12. 31.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서고(디지털도서관, 자료보존관 포함)의 수장능력은 약 1,500만 

권으로 2020년 12월 말 기준 1,308만 권을 수장, 포화율이 약 87%에 이르러 수장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집하는 정보 매체의 다변화로 인

한 매체별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구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게 되었다(국립중앙도

서관, 2021).

 

 마. 디지털 서비스 관련 현황

  본 연구에서 국가문헌보존관은 디지털보존을 핵심 업무를 두고, 그 아래 디지털

콘텐츠 구축, 디지털콘텐츠 수집,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

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모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현황과 향후 추

진 전략에 대해 파악하여 업무 연계 가능성 및 지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2021~2023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 보고서를 중점으로 디

지털 서비스의 지난 성과 및 현황과 향후 추진하기로 계획된 5가지 중점과제와 그 

아래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서혜란, 2021).

구분 수장능력(책) 소장량(책) 포화율(%) 면적(m2)
본관 1,846,520   3,048,124 165 13,279
자료보존관 2,583,599   2,488,291 96 7,902
디지털도서관 10,660,958  7,551,301 71 12,623
합계 15,091,077   13,087,716 87 33,804

< 표 36 > 국립도서관 보존서고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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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성과

   ① 국가 디지털 장서의 지속적 확충

- 온라인자료 수집(1,673만 건): 납본(46만 건), 기증(305만 건), 자체생산(916만 

건), 자체수집(406만 건)

- 국가문헌 디지털화(~'20년 153만 책 / 905만 건)

-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디지털화 수집(~'20년 3.9만 건/313.7만 면)

- 온라인자료 웹 아카이빙(OASIS)(~'20년 199.4만 건)

- 장애인 대체자료 수집(~'20년 49만 건)

   ② 국가서지 표준화와 디지털콘텐츠 공유·활용성 강화

- 국가서지 메타데이터 구축

- 대한민국 서지정보의 국제 공유(OCLC 서지제공 150만 건, 로마자 데이터 변

환 34만 건)

- 「국가문헌종합목록시스템」구축 및 통합검색 제공

- 국가 디지털 장서의 본문 검색 서비스를 위한 OCR 변환(78만 건) 

- 지식정보자원 디지털 컬렉션 구축 및 누리집 서비스 

   ③ 고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서비스 제공

- 표준화된 반응형 웹사이트 통합 플랫폼 구축(이용자별 특성화 포털)

- 디지털도서관 공간 개편(개인 스튜디오 등 미디어창작실 조성) 

- 디지털 콘텐츠 확충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 「디지털 스칼라십 랩」 운영 

- 디지털 정책정보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어린이 청소년 디지털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15.4만 건) 및 공동 활용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19~'20년, 25개 시스템)

   ④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정보활용교육 (본관 653회 15,693명 / 어청 9회 298명), 문화프로그램 

제공 (1,545회, 21,081명)

- 전국 도서관 사서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5회 222명)

- 어린이·청소년 디지털 경험 서비스, 미꿈소 창작 프로그램 운영(461회)

   ⑤ 디지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디지털화 자료의 원문 이용 서비스 및 협약도서관 확대(2,446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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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정보협의회」참여 정부·공공기관 도서관 확대(누적 241개관)

- 협력형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556개관 

12,933건 제공) 

-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확산(참여기관 1,213개관, 수집데이터 

1,783백만건) 

-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Ⅲ) 참여 확대(2,002개관) 및 개발 소스 공

개

-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 확대(2,313개관)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책바다) 운영 확대 및 시스템 개선(1,146개관)

-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시범서비스 개시(원문 199종, 메타데이터 7,914

건)

   ⑥ 신기술 기반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

-  도서관 미래 공방(TF) 구성 운영('20.9.1.∼): 디지털자료운영부장 등 26명

-  인공지능기반의 사서 업무 보조도구 개발 연구('20.11.∼) 

-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연구('20년)

   2) 현황

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 통합자료검색(nl.go.kr)

- 국가전자도서관(dlibrary.go.kr)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nl.go.kr/newspaper)

- OAK포털(oak.go.kr)

- 웹아카이브 오아시스(oasis.go.kr)

-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서관정보나루(data4library.kr)

- 국가서지LOD(lod.nl.go.kr)

- 한국고전종합목록(nl.go.kr/korcis)

- [시범운영]코리안메모리(nl.go.kr/koreanmemory)

   ②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정보 자원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납본된 자원 46만 건, 기증된 자

원 305만 건, 자체생산한 자원 916만 건 및 자체 수집한 자원 406만 건을 보유하고 

있다. 납본과 기증은 출판계·출판유통사, 방송기관, 정부·공공기관, 각급 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대한민국도메인 웹사이트, OAK리포지토리(53개관), 민간기관, 개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유형별로는 전자책이 113만 건, 전자저널이 49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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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전자신문 0.1만 건, 음성·음향 48만 건, 영상 3.6만 건, 이미지 23만 건, 웹사이

트 75만 건, 디지털화 자료 905만 건, 해외수집기록물 4만 건, 국외 고문헌 1.7만 

건, 장애인 대체자료 5.1만 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OASIS 수집 현황(20.12.31 기준)

④ 도서관 데이터 구축 및 공개 현황

3) 향후 추진 전략

① [지식과 기억의 도서관] 코리안 메모리 서비스 확대

  국립중앙도서관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한 5가지 중점과

제의 첫 번째는 [지식과 기억의 도서관] 코리안 메모리 서비스 확대이다. 그 아래 3

가지 세부과제를 두고 있는데, 각각 「코리안 메모리」구축, 웹자원 아카이빙

「OASIS」구축 확대, 공유 지식정보자원 아카이브 구축으로 파악되었다. VR/AR, 웹

툰,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 유형이 진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OTT, SNS 앱 

등의 지식유통환경 또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지식 정보기관으로

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디지털 장서구축을 강화

함과 동시에 기억의 도서관, 「코리안 메모리」 사업을 통해 자료유형별·주제별 

한국학, 신문·방송자료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및 서비스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인터넷 자원의 수집·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진행해 온 오아시스

(OASIS) 사업을 국가도메인 웹사이트, 유형별 웹자원, 국가 재난 관련 주요 웹자원

(세월호, 코로나19 등)을 중점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

픈 액세스(Open Access, OA) 자원의 확산을 돕고자, , 「OAK 국가리포지터리」 보

급 및 데이터 수집을 늘리고, 학술지 저작권 정보 제공과 글로벌 리포지터리 연계 

서비스 또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아저작물 발굴과 서비스 확대 및 지

식 공유 캠페인 활성화 등의 계획을 하고 있다.

웹자료 웹사이트 계(건)
1,236,463건 757,650건 1,994,113건

< 표 37 > OASIS 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2021)

서지데이터 전거/주제명 OCLC 제공 LOD 발행
국제표준

식별자 부여
본문텍스트

29,630,000

전거 : 

1,107,662 

주제명 : 

257,013

1,594,850

데이터 : 

25,324,892

트리플 : 

690,458,857

ISBN : 

3,805,156

ISSN : 24,481

ISNI : 896,568

OCR: 78만책

(2억장)

< 표 38 > 도서관 데이터 구축 및 공개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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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 포용] 온택트 서비스 확충

  [디지털 포용] 온택트 서비스 확충의 2번째 중점과제에 따라, 도서관 전자책 서비

스 플랫폼 구축·운영, 「국립중앙도서관 On나루(가칭)」구축 · 운영, 디지털 리터

러시 서비스 강화의 3가지 세부과제를 계획하였다. 납본율을 높이고 전자책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출판·유통기관(단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저자-독자-사서의 

3방향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정보 서비스와 기관 누리집을 분리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On나루(가칭)」에 대해 ISP 수립부터 시스

템 구축, 서비스 고도화 과정까지 3개년 안에 수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며, 대상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

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디지털 창작·경험 프로그램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

다.

③ [데이터 중심]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데이터 중심]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의 중점과제 3을 중심으로, 데이터 자

원화 및 활용성 강화, 데이터 서비스 개발, 국가문헌 데이터 보존 센터 구축의 3가

지 세부과제가 구상되었다. 먼저, 데이터 자원화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

집 및 관리체계 확립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국제화 작업을 수행하며, 국가지식자원 

빅데이터 구축 강화로의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활용 및 디지

털 스칼라십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데이터의 분석·활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서

비스 방안 마련 등 데이터보존 센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

해 국가문헌 데이터 보존센터 운영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정보자원 장

기보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며 다방면에서의 디지털정보자원 보존·관리 강화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④ [담없는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공유 플랫폼 활성화

  4번째 중점과제는 [담없는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공유 플랫폼 활성화로, 국가지식

정보자원 공유 플랫폼 서비스 강화와 정책정보협력망 구축 및 서비스 확대, 동아시

아디지털도서관 구축 확대의 3가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1997년부터 국내 9개 

주요 전자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 및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였던 「국가전자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지식정보자원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식자원공유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전국 공공도서관 연

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정책정보협력망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이룩하고자 정책연구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회원기관 확대 및 협력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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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노력하며 정책정보서비스 업무공유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기획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학술·문화 디지털 자원의 통합검색과 편리한 접

근·제공을 위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 함께 시범 운영되는 「동아시아 디지털도

서관(East Asia Digital Library, EADL)」의 구축을 확대하고자 그 체계를 확립하고, 

콘텐츠 수집 확대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이

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자 계획하였다.

⑤ [도서관 뉴딜] 미래 도서관 서비스 리더십 실천

  다섯 번째 중점과제인 [도서관 뉴딜] 미래 도서관 서비스 리더십 실천은 세부적으

로 신기술 기반 디지털서비스 연구·개발과 차세대 도서관 시스템 구축 운영, 디지

털서비스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서비

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신기술 기반의 사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며, 디지털 신기술 도입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서관 미래공방(LAB)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세대 도서관 시

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본문 검색 서비스 구축 및 통합 뷰어 개선을 추진하

고, 스마트 그린 도서관을 조성하며,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환경에 대응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 및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사서 인재군을 구축하고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 사서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하는 것

을 계획하고 있다.

   3.2.2 외부 환경

  국가문헌보존관은 국제방송센터(IBC)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여 운영을 계획하

고 있다.

  가. 지리적 입지

  국가문헌보존관이 위치한 평창군은 강원도의 중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강원

도 강릉시, 서쪽으로 횡성군, 남쪽으로 영월군과 정선군, 북쪽으로 홍천군에 접해 

있다.

  강원도의 인구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736,301세대에 1,56만 172명이며, 

그중 평창군에 거주하는 인구는 42,132명으로 강원도 인구의 약 2.7%에 해당한다(강

원통계정보, 2021). 또한, 2021년 7월 말을 기준으로 한 평창군의 65세 인구는 

12,062명으로, 전체 인구(41,060명) 대비 비율이 약 29%임에 따라(평창군, 2021), UN

의 고령화 사회 기준으로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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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강원도와 평창군의 경제 상황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

다. 2019년 기준, 강원도의 사업체 수는 146,815개이며, 종사자 수는 670,247명으로 

집계되었고, 해당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 27.1%(3만 

9,817업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 23%(3

만 3,705업체)로 많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평창군의 경우 사업체 수가 4,728개

이며, 종사자 수는 1만 9,691명으로, 강원도 전체 사업체의 3.2%, 전체 종사자의 

2.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통계청, 2021).

  나. 사업 부지 입지

  국가문헌보존관의 사업 부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33 일원은 강원

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성산면 사이의 태백산맥을 넘는 고개에 위치하여 있

으며, 입지 주변으로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대규모 리조트가 있어 관광객

의 왕래 및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다.

  사업 부지의 면적은 145,297㎡로 총 60필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별표 19]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대한 특별 법」에 따라 

대상지 내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의 행위 제한이 있다.

  건축부지는 서울특별시까지의 거리가 약 130km, 부산광역시에서 약 260km, 광주

광역시 약 300km인 곳에 위치해 있다. 약 3km 이내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연결되

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며, 그 외에도 영동고속 국도 및 제2영동고속국도 등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왕복 6차선 솔봉로와 용산1교와 접해 있어 부지 접근과 관

련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인 진부(오대산)역이 

약 8.6km 떨어져 있어, 철도를 통한 접근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립중

앙도서관, 2019; KDI, 2021).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존관의 역할

 1) 기술적 요소

 ① 정보 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자료·매체별 보존환경 마련 및 보존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자료

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가의 문헌을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수집하는 임무

5)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사
회로 분류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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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문헌보존관은 이러한 자료들을 보존할 수 있는 자료별 보존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

합계획(2019~2023)』 중 2019년도 추진계획의 하나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통해 

정보 매체의 다변화 환경에 따라 각 자료·매체별로 최적화된 보존환경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첨단 복원체계를 구축하여 자료의 영구 보존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적

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헌보존관은 스마트 서가 등을 구성·배치하여 자료별 

보존환경을 갖추고 각 장서의 보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연구를 

통한 첨단 복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술적 요소의 십분 활용을 통한 국가 문헌의 

영구적인 보존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KDI, 

2021).

 ② 디지털자료 보존에 대한 중요성

  4차 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매체 다변화 환경은 자료 이중보존의 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자료 수집 및 보존 전략 마련에 대한 요구를 가져왔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서관은 다양한 차원의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오늘날 디지털상에서만 존재하는 

Born-digital 자료들에 대한 수집 기준 마련과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보존 정책 수

립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6년 도서관법 제3장 제20조 2에 해

당하는 납본법(온라인자료의 수집)을 개정하여, 온라인자료의 납본을 법적으로 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요구에 따라 국가문헌보존관은 오늘날의 지식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미래에 전승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보존을 관통하는 ‘가독

성’과 ‘보존성’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형태로 존속하게 하는 일련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를 

대표하는 보존 전문 기관임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

해 디지털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하며, 디지털콘텐츠 수집 및 

보존 문제에 따른 각 문화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숙지하여 국가기관 전반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KDI, 2021).

 2) 사회적 요소

① 지식정보를 공유･소통하는 문화공간의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

(AR) 등 첨단 정보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도 다양한 

형태로의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의 폭발적인 속도의 진보

는 언젠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

에 따른 사회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제3차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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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인문·문화·예술·체험 등의 문화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자료 관련 정보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문헌보존관은 디지털 인문학과 맥을 같이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오늘날의 

기술중심 시대 속에서 기술로는 대체 불가한 인간 고유의 역량인 감성지능, 윤리지

능, 공공지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체계의 구축에 따른 문화서비스 확대 역할

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도서관은 융합적 지혜를 축적

하여, 국민이 도서관을 통해 여러 생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

움을 받음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문

헌 보존 전문 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KDI, 2021).

② 4차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

  빠른 발전을 거듭 이룩해오면서 파생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세대 간 

소통의 부재 및 갈등,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줄곧 거론되어 오고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은 그 자체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바지해야 하는 임무

를 지닌 공공기관이며, 국가의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는 대표 지식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적, 지식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문헌보존관이 위치하는 강원도의 지식정보 향유의 기회 제공

을 위해 수도권과의 다양한 연계 방안 모색, 문화프로그램 기획·제공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문헌보존

관의 시공간을 응축시킨 기록자료들은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유도하는 기초자료

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사회적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문헌보존관의 

지속적인 지식 계승을 위한 노력은 결국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정보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K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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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국가문헌보존관 비전 및 추진전략

  국가문헌보존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위해 설립된 분관으로 기본적으

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이 국립중앙

도서관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문헌보존

관에 부여된 임무는 단순히 분관으로서의 보존도서관 역할만이 존재하는 것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문헌보존관이라는 고유의 전문 업무도 있으므로, 국가문헌보존관

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명과 비전, 추진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 그림 18 > 국가문헌보존관의 비전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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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식문화유산 보존기관이므로 투철한 사명 의

식과 체계적인 운영계획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기관 설립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추

진전략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계획에도 비전과 추진

전략까지 상세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림 18>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국가문헌

보존관의 사명과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비전은 사명에 근거하여 국가

문헌보존관 운영의 장기적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3가지 목표는 국가문헌

보존관의 기관 특성을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추진목표는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로 구성된다.

  3.3.1 사명 및 비전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위적인 이치이다. 국가기관의 사명에는 당위적 목적 외에도 기관 고유의 업무와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문헌보존관의 사명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재창조하여 국

민의 지식 추구와 건강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번영 및 발전에 이바지한

다.’

  앞서 제안한 사명에 근거하여 국가문헌보존관이 추구해야 할 비전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국민에게 지식문화를 전승하는 국가대표문헌보존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문헌보존관의 비전과 사명이 지니는 의미는 과업을 달성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운영목표와 추진전략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3.3.2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가문헌보존관의 운영목표로는 3가지 목표를 제안한다. 다음 <그림 19>는 3가지 

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추진전략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계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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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 국가문헌보존관 운영목표와 세부추진전략

  가. 시간을 초월하는 보존기관

  첫 번째 목표는 ‘시간을 초월하는 보존기관’이다. 이 목표는 국가문헌보존관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구적인 보존까지 가능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존 기능은 국가문헌보존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므로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억’, ‘지속가능성’, ‘안정성’이라는 3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하여야 할 보존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억’전략은 국가문헌보존관이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명

확한 절차에 따라 보존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다루고 있다. 국가문헌보존체

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을 이 추진전략의 

핵심 임무로 정리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전략은 지식정보자원 보존의 지속가능성과 보존된 콘텐츠 이용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지식정보 보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체와 무관한 보존이 필요하므로 물리적 보존과 디지털 보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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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되어야 한다. 콘텐츠를 보존하고 있는 매체 변환을 통하여 보존의 지속성과 접

근 및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을 싣을 수 있다.

  ‘안정성’전략은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하는 보존 업무의 안정성과 보존대상인 

지식정보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콘텐츠 보존‧복원 기능의 

강화는 물리적인 형태의 문헌 및 자료에 대한 보존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 디지

털 콘텐츠 진본성 및 무결성 검증 프로세스 도입과 기술 확보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보존 안정성을 높여줄 방안이다.

  나. 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정보기관

  두 번째 목표는 ‘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정보기관’이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 지

식을 공유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 민족의 지

식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추진전략인 

‘공유’, ‘협력’, ‘세계화’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기능들을 대표하

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전략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식정보기관인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해야 할 

공유 기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실행 계획이다.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소속 기관이라는 지식정보 소유 주체에 따른 제약도 해소가 되어야 하므로 공유

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은 보유한 지식문화유산

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유관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 및 이용 권한을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지식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까지 분산되어 있는 지식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점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도 ‘공유’ 전략에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겠다.

  ‘협력’전략은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수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범

위도 확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콘텐츠 확

보라는 양적인 이득과 서비스 연계라는 질적인 이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국

가문헌보존관은 학술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적인 학술연구 기회 증대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학술연구의 기회를 늘려나간

다면 국가문헌보존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

서의 연구 역량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전략은 국가문헌보존관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민족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실행 방안들을 담고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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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잘 살려서 수행할 수 있는 세계화 전략 실행 방안으로는 국제표준을 준수하

는 문헌보존 프로세스 표준을 확립하고 타 기관에 보급하는 업무를 대표적으로 꼽

을 수 있다. 보존 프로세스의 국제표준 준수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문헌보존관 콘텐

츠의 국제적인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존 프로세스에서부터 국제적

인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위해서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지식문화유산의 세계화를 통하

여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

다.

  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기관

  마지막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기관’이다. 문화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리

고 ‘재창조’, ‘소통’, ‘문화’와 같은 추진전략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가

까이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재창조’전략은 현재 존재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큐레

이션 등의 선별 과정이나 복원‧복구‧정제‧재가공 등의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친 콘

텐츠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정보를 발굴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

가문헌보존관 콘텐츠 및 서비스를 통한 지식의 재창조 및 확산 효과는 물론이고, 

콘텐츠 보존‧복원‧복구‧정제‧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지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

지도 ‘재창조’ 전략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

  ‘소통’전략은 국민의 지식 추구와 건강한 문화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사명에 부

합하기 위한 실행 방안은 담고 있다. 소통을 위해서 국가문헌보존관은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보존 및 서비스 정책 수립도 국가문헌보존관이 ‘소통’ 전략을 성공시키

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업무가 되겠다.

  ‘문화’전략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기관 중 하나인 국가문헌보존관이 문화서비

스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국가문헌보

존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특정 세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세대를 아우르는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문화’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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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주요추진과제

  앞서 제시한 비전, 사명, 추진전략에 기반하여, 국가문헌보존관의 운영목표를 달

성하고 성공적으로 개관하기 위한 주요추진과제를 선별하였다. 주요추진과제로 선

별된 운영과제들은 개관에 맞추어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본기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는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부분에서는 운영, 공간, 

ICT의 각 분야에 따른 주요추진과제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지는 4장의 세부운영

계획 및 6장의 공간 계획, 7장의 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어 설명하고자 한다.

  운영 분야의 경우 국가문헌보존관 자료보존체계 구축, 효율적인 장서이전사업 추

진, 지속가능한 디지털보존체계 구축, 국가적 보존복원 지원체계 구축, 세대를 아우

르는 문화전시 서비스 구축, 미래형 스마트서고 구축을 주요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

며, 각각의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목표 및 전략, 세부추진 과제 등은 ‘4.7 

운영분야 중점 추진과제’에서 설명될 예정이다.

  공간 분야의 경우, 국가문헌보존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하여 기능별 공간이 분

리된 레이아웃 구축, 서비스 및 IT인프라를 고려한 기능적 가구 배치, 자료유형별 

서가설비 구축의 3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ICT 분야의 경우, 국가문헌보존관 

통합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보존 시스템 구축, 국가문헌보존관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국가문헌보존관 정보 인프라 구축의 4가지 주요추진과제를 통해 국가

문헌보존관의 기본기능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0 > 주요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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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문헌보존관 세부운영계획 

  국가대표도서관의 장서 보존은 다음과 같은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장서 보존 활동에는 각 단계마다 보존관리와 관련

된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2021년 현재까지 자료보존복원센

터에서 포괄적으로 장서의 보존과 복원을 담당해왔으나, 복합적으로 수행했던 업무

를 단계별로 기능을 정리하여 국가문헌보존관의 규모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활동은 물리적 보존을 체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내용보

존에 필요한 매체보존과 디지털보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구축은 보존관의 역량에 맞추어 확장하며, 디지털 보존의 관리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핵심 기능인 보존 활동은 장서의 물리적 보존과 콘텐츠 내용을 

보존하는 디지털보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보존관이 물리적인 장서의 보존을 기본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디지털로 보존하

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디지털콘

텐츠의 보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획하고 검토할 수 있

으며, 이런 기획과 체계적인 구축이 함께 진행되면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

기능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해외 보존관 운영 사례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보존관의 기능은 

문화전시기능과 함께 본관과의 연계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국가문헌보존관 역할의 공공성 차원에서는 문화전시 기능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로

서의 가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문화전시의 기능이 외부의 

콘텐츠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에 기반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보존, 디지털 보존과 함께 평창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전시 기능의 구성과 보존관에서 구축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를 연계한 확장서비스를 구상하여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기반이 되는 지식문

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재창조하는 혁신을 거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과

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역할을 구현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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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장서보존

  장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내용적으로는 여러 단계의 기능과 역할이 

포함된 개념이다. IFLA의 자료보존원칙에서 보존(Preservation)의 의미는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보관, 설비 정비, 직원의 전문성, 정책, 기술, 방법 등을 포함한 모든 

운영‧재정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적인 보존의 의미인 

‘Conservation’은 ‘자료의 열화, 훼손,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실무로 기

술적으로 개발된 기법과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존이라고 하는 정의에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데, Preservation은 장서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Conservation은 장서의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보존. 복원

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서보존관리는 보존관의 핵심 기능이며, 보존의 방식으로는 자료의 유형과 성격

에 따라 실물보존(Physical Preservation), 내용보존(Content Preservation), 매체변환

(Medium Conversion), 디지털보존(Digital Preservation), 복원(Repair), 제적·폐기

(Weeding)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한다. 

< 표 39 > 장서보존관리 업무 영역의 범주

  

  장서보존 활동을 큰 틀에서 정리해 보면 <표 40>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나

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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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보존 복원처리 매체변환 수장공간확충

- 계획, 정책, 기록 등

  환경관리(온습도)

- 장서점검관리  

(보안,방화,배가,점검)

-재제본

-수선‧복원처리

-탈산화

-대체본, 영인본

-마이크로화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제적.폐기

-밀집배가.자동서고

-증측.별동서고 확보

-공동보존관설립

< 표 40 > 도서관보존활동 스펙트럼(윤희윤, 2020, p.379)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활동은 물리적 보존을 체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내용의 

보존에 필요한 매체보존과 디지털보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디지털 콘텐츠 구축은 보존관의 역량에 맞추어 확장하며, 디지털보존의 관리체

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물리적 보존의 단계로는 이관, 보존. 복원, 매체 변환, 서고관리의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 보존관의 경우 본관에서 이관된 자료가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에 따라 기

본 공정과 인수 절차를 거쳐 서고로 배가되기도 하고 복원이나 매체변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업무를 설계함에 있어서 <표 41>과 같이 보

존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분류하여 업무를 정리하였다.

  보존관의 모든 조직의 기능이 보존과 관련이 있으며, 각 조직의 업무는 보존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업무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다른 조직과의 연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료복원의 기능은 단위 부서이기도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자료의 복원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도서관

들의 복원 관련 전문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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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행업무의 범주 고려사항/연계

정책 및 기획

 물리적 보존정책

 디지털 보존정책

 장서관리 및 운영정책

 지침‧기준의 제정과 개정

보존정책의 총괄 기획이 

필요

보존서고 운영

 일상적 보존활동 (서고운영, 

출납관리 등) 이관자료 배치

 인계자료 등록

 장서점검

지침,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이 중요

보존서고관리 및 배가에 

관련된 프로세스 신규 개발

장서관리 및 개발

 장서평가

 통계관리

 이관자료 결본. 결호의 보충

 파오손자료의 동일본 또는 

대체본 수집

 회색문헌 및 향토자료 수집

본관의 정책과 연계

물리적 보존복원

 보존관리

 수선과 복원

 대체본제작

 매체변환

 제본/소독/탈산

대표 보존센터의 역할 수행

보존복원 연구 및 

교육

 자료유형별 보존기법의 개발과 

확산

 과학적 보존복원 연구

 보존실무자 교육 및 세미나

기술개발, 교육 및 

연구기능 필요

디지털 보존

 디지털보존구축

 디지털보존 표준 및 기술 보급

 포맷 레지스트리 개발 및 운영

 디지털 전본성 관리

 디지털 보존메타데이터 구축

표준화 준수 및 기술역량 

강화 필요

디지털 콘텐츠 구축
 국가장서의 디지털 구축

 디지털화자료의 품질관리

디지털보존의 선행 업무, 

국가장서의 콘텐츠 구축 

기능 

< 표 41 > 자료보존의 업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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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료보존 정책

1) 자료보존을 위한 정책 및 지침

  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일, 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연구에 관한 일, 자료보존 법령·기준·지침 마련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2) 기본 운영계획

  보존업무에 대한 보존정책, 보존기준, 절차, 과정이 정의하고, 각종 지침과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적의 보존활동을 위한 각 과업별 전략과 지

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존서고의 환경요소 및 기

술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해야 한다. 

3) 비상계획 및 위기관리 대응

  보존관 건물 보안과 화재와 같은 기본적인 재난대비 비상계획과는 별도로 자료보

존과정에서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과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자료보존서고의 화재나 재난 시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곰팡이나 습기 문제 

등 자료보존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위기관리 대응전략이 필요

하다.

  자료보존과 관련해서는 개별 자료의 보존작업과정에서 문제를 대응하는 수준의 

상세 지침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4) 보안 규정

 시설의 보안관리와는 별도로 서고 내 출입규정, 작업을 위한 자료의 반출입과 관

련된 외부인력의 출입관리, 자료반출입에 관련된 보안규정과 자료의 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보존관 자료관리 프로세스

  보존관의 자료보존은 자료의 유형과 개별 자료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세

스를 거치며, 표면적으로 바로 식별할 수 있는 물리적 훼손 이외의 보존 자료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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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은 해당 자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존할 자료의 종류, 내용

적 가치, 이용도,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관 전 선별과정에서 평가하거나 이관 이후 보존관 자체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도 있다. 다음에 서술한 보존방법 결정 시 주요한 고려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윤희윤, 2020. p.398).

 보존할 장서로서의 적합성

 특정자료가 전체 장서구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

 제적. 폐기 및 보존처리에 관한 도서관 정책과 기준

 자료의 물리적 상태

 현재 이용도와 미래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

 인터넷정보를 포함한 다른 도서관 자료에서의 이용. 입수 가능성

 보존처리에 투입되는 비용과 기대효과의 경제성

 보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보존 설비의 여부

 대체본 입수 가능성과 매체 변환의 타당성

 아웃소싱의 가능성과 처리역량의 신뢰성

  장서가 보존관에 이관되어 물리적 상태 점검을 거친 이후의 보존처리절차를 진행

하는 것은 다루어야 할 자료의 유형이나 관리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 일상적 보존관리 

   도서자료 이관 후에 검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사전작업이 중요하다. 일단 

서가에 배가된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고, 검수 전에 물리적인 점검

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관 과정

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될 수 있고, 실수에 의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검수 직전의 사전 처리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일상적 보존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21>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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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적 자료보존관리 

  자료의 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물리적 이상 발견되면 오염상태나 문제상태에 따라 

분류된 보관함에 자료를 별치하고, 물리적 이상자료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존복원센

터로 자료를 이관하여 복원처리를 진행한다(<그림 22> 참고). 만일 장기적인 조치, 

특수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존복원센터로 등록하고 처리를 마친 후에 보존서고로 인

계한다.

< 그림 21 > 일상적 보존관리 프로세스

< 그림 22 > 문제적 자료보존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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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서 보존관리

  비도서의 경우는 도서와는 달리 장비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리적 

상태 점검이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취급 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관 전에 보존서가 배가가 가능한 자료인지, 물리적 복원

을 처리할 자료인지를 결정한 후 이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작업을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 인수 후 상태 점

검을 마친 후 보존서고로 배가한다.

○ 비도서 매체변환 대상 자료

  비도서 중 내용보존을 위한 매체변환 대상자료의 경우는 매체변환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추출하여 보존 포맷을 변환한 뒤에 원본은 보존서가에 배치한다. (비도서 

중 매체변환은 4.2 보존복원 기능에서 기술)

○ 디지털장서 구축 대상 자료

  본관에서 자료등록과정을 거친 뒤 보존관에 이관된 디지타이징 대상 자료의 경우

는 보존관에 입수되면 먼저 디지타이징 작업팀으로 인계되어 구축작업을 거친 뒤 

보존서고 등록 후 보존서고로 배치된다.

보존관으로 이관된 자료의 처리과정을 <그림 2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그림 23 > 물리적 검수 및 분류



- 116 -

  다. 보존서고 환경관리 

  자료를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요인은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인 변형을 초래하며, 서서히 열화(degradation) 과정

을 거쳐 시각적으로 기록물이 손상되었음을 인지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환경

적 요인에 의한 자료의 열화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환경을 제

어함으로써 열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므로, 자료의 재질별 최적의 온·습

도조건의 유지, 빛의 차단, 신선한 공기의 주기적 공급, 외기 유입 시 필터링을 통

한 유해기체의 제거 등은 기록물의 열화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자료를 보존하는 보존서고의 환경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온도, 습도, 

대기질 등 환경 조건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온습도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 기준보다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낮은 경우 종이의 부스러짐

과 같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온도, 습도, 공기질 등의 기준은 매체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보존환경관리에 관한 규정은 기록물관리법 내의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시된 환경기준을 준용하고 있지만, 해외 보존관의 경우 자

료에 따라 상세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분진,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나 공기 포자, 오염 공기의 교차 환기 등으로 

인해서도 공기 오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존서고 내의 환기 시

설은 별도의 순환공조시설을 갖추고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자료를 보존관 상황에 적용하면서 보존관

의 구체적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을 통해 검증한 뒤 표준화하고 연구를 개발하는 노

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보존환경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를 통해 보존관

은 지역 대표도서관이나 공동보존서고의 보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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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보존환경 

유지기준

온도(℃) 18~22℃ 18~22℃

필름매체류**) : 

-2~2℃

자기매체류 :13~17℃

18~22℃

습도(%)

40~55%

(변화율은 

10%이내)

35~45%

(변화율은 

10% 이내)

필름매체류 : 25~35% 

자기매체류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40~50%

(변화율은

10% 이내)

공기질

• 미세먼지(PM-10) : 50㎍/㎥ • 이산화황(SO2) : 0.05ppm 이하

• 산화질소(NOx) : 0.05ppm 이하 • 오존(O3) : 0.05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20㎍/㎥ •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400 ㎍/㎥

조 명

< 표 42 > 영구기록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행정안전부, 2021) 

 

포맷
환경조건

  온도/습도  공기질

종이 : 파일, 카드, 책

20°C ±
2°C 

/
50%RH± 5%

먼지 및 기타 입자, 

산성 및 산화성 

가스를 배제하기 위해 

통풍과 필터링이 중요

UV 여과 

형광등

타이머 

통제 

스위치

종이 : 지도, 차트

흑백 필름

<18°C ± 2°C / 35% RH

<10°C 이하에 저장된 자료는 

냉장 전후 적응시간이 필요함

상동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또는 질산염 

필름을 분해하는 NB는 

분리하여 보존

컬러 필름
<5°C / 35% RH ± 5%

냉장 전후 적응시간이 필요함

상동

마그네틱 자료 : 컴퓨터 

디스크, 

비디오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마그네틱 옵티컬 디스크
18°C ± 2°C / 35% RH ± 5%

옵티컬 미디어 : 

콤팩트/미니 디스크,

레이저 디스크
기타 : 축음기 음반, 

오브제, 

혼합 자료

20°C ± 2°C / 50% RH ± 5%

< 표 43 > 호주국가기록관의 장기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Commonwealth of Australi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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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존서고 장서관리

  보존관의 자료가 상태점검과 보존 방법이 결정되면 각 파트에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배가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HM형 서고관리의 경우에 맞추어 장

서관리과정을 기술한다.

1) 검수 및 등록

  물리적 검수가 완료된 자료의 경우 보존관 자료 등록은 RFID 스캔이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이 자료가 보존관에 등록자료임을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스캔을 통해서 보존관 자료에 등록이라는 상태가 변경이 되고, 사이즈에 맞추어 보

관트레이를 선택한다. 각 트레이가 꽉 찬 경우에는 트레이 레이블을 스캔하고 배가

할 위치를 찾아서 서가위치를 지정한 뒤 배가팀에 자료를 인계한다. 

2) 배가위치 결정

  배가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SW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HM서가도 

서가번호, 서가단번호, 양면서가인 경우 좌우, 서가의 특정 위치 번호 등을 두어 관

리하면 현재 서가가 얼마나 채워져 있고, 어디가 비어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를 확인하고 서가위치와 보관트레이의 위치를 수동으

로 결정할 수 있고, 대량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위치를 추천하여 보

관트레이에 레이블을 지정한 뒤 출력해 주는 등의 관리 절차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최초에 서가에 배가되는 경우라면, 배가팀에 자료가 배가되기 직전에 모습을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 배가와 배치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카메라 장비와 RFID 장비 또는 바코드스캐너 등을 통하여 배가 시 실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보존서고 등록과정에서 스마트서고의 활용

  초기 이관대상 자료는 연간 백만 권 이상의 자료를 처리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의 수에 비례하여 작업량이 산정된다. 이관한 자료의 등록 작

업에 너무 많은 인력이 동원된다면 공간이나 장비의 추가 구입 등 관리상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관된 자료가 오랫동안 배가 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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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서고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SRS를 자료 등록 과정에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

한다. HM서고에 배가되기 이전에 스마트서고에 입고처리를 하면 보존관 등록 상태

로 자료의 현황이 변경되고, 해당 자료의 사이즈 정보를 활용해서 크기별로 분류하

는 것이 가능하다. 같은 사이즈가 얼마나 탑재되었는지를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고, 

같은 사이즈의 자료를 체크해서 순서대로 인출되도록 처리하고, 이 자료를 순서대

로 모아서 보관 트레이에 담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자료가 오랜 기간 

임시서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황이 관리되며, 신속한 분류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이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사후관리

  장서관리의 사후관리는 보존장서의 장서점검과 재배치 관리로 나눌 수 있다.

○ 보존장서 장서점검

  보존관 자료의 보존상태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보존관 자료의 최초 배가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단계적 

검증이 필요하고, 오류 배가의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한 절차가 마련하는 등 예방

적 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장서점검을 스캐너 등 기술적 장비를 통해 자동

으로 처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각도의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 장서의 재배치 관리

  보존관에서 자료배가 이후 재배치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관리상 필요성 또는 

운영 목적에 따라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존관의 배치는 장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개별 장서가 묶음으로 소장된 트레이 또는 콘테이너별 관리

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현

재 위치의 몇 개의 트레이들이 어느 위치로 옮겨져야 하는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

뮬레이션하고, 정확한 배가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스캐닝 등 점검 작업을 병행해

야 한다. 장서의 위치와 보존서고 내의 관리상태는 장서 열람이나 장서관리 차원에

서 장서의 위치와 상태를 시스템을 통해 조회했을 때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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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서 이전 작업  

  물리적 장서이전 작업은 작업의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영역이고, 다양한 이슈들이 

내재되어 있다. 성공적인 장서이전 작업을 위해서는 계획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보

존관의 개관 이후 초기의 장서이전 작업은 대량의 장서를 이동하는 작업이므로 효

율적인 작업관리를 위해 세심한 시간계획과 사전준비계획이 필요하다. 

장서 이전 과정에서는 인력이 많이 동원되고, 작업 과정의 자료의 분실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작업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서이전 전탐팀이 최소 6개월 이전에 이상적으로는 1년 전에 구성되어야 하며, 전

담팀을 통해 작업계획과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 작업계획 및 사전작업

  일반적으로 해외 보존서고 운영사례를 보면 사전 준비작업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대상자료 선별 작업이다. 공동보존서고의 경우 자료의 선별 과정

에서 참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자료를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경우 이관대상 자료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전

계획과 선행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별된 대상자료가 보존관에서 다른 처리 없이 배가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바코드 또는 RFID의 검증

  보존관에서 자료를 식별하는 ID는 가장 핵심요소로 바코드 라벨이나 RFID 레이블

이며, 모든 자료에 이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고,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자료의 인수, 인계, 배가가 식별코드를 통해 관리된다. 이상적

으로는 모든 아이템에 RFID로 관리되면 효율적이므로, RFID가 부착된 자료를 먼저 

이관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학위논문이나 디지털화된 연속간행물의 경우 RFID가 부착되어 있지 않

다면, 새로 부착하는 것보다는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바코드를 사용하

는 방식으로 병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작업 프로세스에서는 RFID로 자료

를 인식하여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보존관리 SW 기능 개발

  보존관으로 자료가 인계되어 등록 처리를 통해 보존서고에 배가되기까지는 HM 

운영 방식에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꺼번에 대량의 장서가 이동하는 경우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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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반영

되어야 한다.

- 이관대상 자료의 작업리스트 출력기능: 해당 서가의 위치별, 배열 위치별로 소

트된 작업자별 리스트 출력

- 이관대상 자료선별 상태, 물리적 색출 상태(선별이 되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색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관대상 확정(포장 직전에 RFID 인식), 배송 

포장 상태, 보존관 도착, 보존관 등록(RFID 인식) 등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보존관 이관대상으로 확정된 자료에 대해 KORMARC의 300태그에서 페이지와 

책의 사이즈 정보를 추출해서 자료의 크기별 분류 시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

록 데이터를 반영하는 기능.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산출 가능

- 데이터 자체를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면 HM 서가 배치를 시뮬레이션하는 것

이 가능하

- 미니로드방식의 스마트서고에 이 등록번호와 책 사이즈, 페이지 수 데이터가 

같이 연결되어 로드가 되면 책의 사이즈별로 소트해서 HM트레이에 담길 책을 

순서대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가능

 작업공간 및 장비의 확보

  이관자료를 모아서 바구니에 담거나 종이포장을 하거나 배송준비를 하기 위해서

는 작업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작업공간이 부족하

다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북트럭, 카트, 바구니, 종이 박스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두는 공간, 

포장 작업할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작업자들을 위한 공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차량까지 이동해야 하는 작업 동선과 이동과정에서 동원되는 카트나 기계식 이동

장비등을 검토한다.

  자료를 포장하기 직전에 이관확정 상태로 KOLIS에 상태정보를 변경해야 하기 때

문에 RFID 태깅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장비와 작업 동선을 설계한다. 빠른 태깅을 

위해선 이동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또는 다수의 스캐너가 필요하다.



- 122 -

 작업시간 및 스케줄 관리

  처리해야할 자료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 대비 작업량을 산정하여 작업 시간을 계

획하고 작업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자료 색출 및 이동을 위한 작업인력 구성 또는 외주사업

 물리적인 자료 색출은 작업자가 직접 서가에 가서 대상자료에 표식을 해두거나 

뽑아서 자료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이다.

2) 장서 이전 프로세스 

장서 이전 프로세스는 이전 대상자료의 선별(Selection), 리스트 상으로 선별된 자

료의 검증(Verification and approaval)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 

대상자료로 확정되면 인력을 동원하여 실제 해당 자료를 서가에서 색출(Retrieval 

of items)하고, 색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KOLIS에서 이전대상자료 준비 단계로 상태

정보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장서점검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오류

가 있을 확률이 매우 낮지만, 이전 직전 단계에서 모든 오류들은 점검될 수 있도

록 작업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작업관리가 중요하다. 색출된 대상자료를 따로 

모아서 이전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Packing)한다. 해외 사례나 국내 장서이전작업

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이동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의 문제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포장 상태가 아닌 플라스틱 이사 바구니를 활용하거나 북트럭에 

책을 그대로 담은 상태에서 랩 포장을 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 배송일정, 배송

량에 따라 별도의 작업 계획이 필요하며, 보험이 가입된 배송차량을 동원하여 평

창 보존관으로 이동(Shipping)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5>와 같

다.

< 그림 24 > 이관 준비 작업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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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 보존관으로 자료이전을 위한 주요 단계

  보존관 관리 소프트웨어에서는 장서이전 과정에서 상세한 상태관리를 반영할 수 

있다. 실제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상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3) 이관대상 자료 규모 산정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납본, 구입, 기증을 통한 국가문헌을 망

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21년 5월 기준 전체 서고 현황은 <표 

45>와 같다. 

상태 코드 검토 자료의 작업 단계
이관대상 이관대상 자료의 선별

물리적인 색출
자료 모아두기

이관 배송 준비 자료의 상태 변경
포장, 이동박스에 담기 (외주업체 인계)

배송차량에 탑재
배송 이동

도착 및 배송 인계 (박스 단위 점검)
보존관 검수 물리적 검수

등록 자료 등록
보관 트레이 결정

배가 배가

< 표 44 > 장서 이전 단계별 상태 코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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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서고명

서고 자료

자료구분
장서량

(책,부)

본관

지상7

층

7M

신문 등록자료(중앙일간지 N종) 15,385

연속간행물 등록자료(2016년 이후), 

연속열람용신착자료(2014년-2017년), 

연속KDCP자료

447,013

7

신문 등록자료(중앙일간지 N종, 전문신문, 

2012년 이후 외국신문(동양), 영인‧축쇄본 

복본)

138,064

미국정부간행물(마이크로피시자료) 274,482

지상5

층

5M
KDC 575.505-주228-3(7) - 999.9 (2016년 

이전)
220,527

5
KDC 529.05-현285-19(7) - 

575.505-주228-3(6) (2016년 이전)
110,886

지상4

층

4M
KDC 325.905-한649ㅎ-27(3) - 

529.05-현285-19(1/6) (2016년 이전)
351,535

4
KDC 018.4-성177ㄴ-2006(2) - 

325.905-한649ㅎ-27(2) (2016년 이전)
242,521

지상3

층

3M

KDC 000~018.4-성177ㄴ-2006(1) (2016년 

이전), KDC 230.5-대447ㄷ-2005(1/2) - 

230.5-장377-3

27,444

신문열람용신착자료(전문신문, 외국신문) 288,663

3

연속열람용신착자료(2018년 이후), 

연속MF
133,625

신문열람용신착자료(2016년 이후 

중앙일간지, 지방지), 신문MF
161,213

지하1

층

제1서고
KDC 수입순(국내서 복본, 동양서 원복본), 

비도서
163,955

제2서고 
KDC 수입순(국내서 복본, 동양서 원복본), 

단행MF
155,604

제3서고
개인문고 72,848

북한자료 6,608

제4서고 KDC 수입순(국내서 복본, 동양서 원복본) -

제5서고 KDC 수입순(국내서 복본, 동양서 원복본) 198,075

제6서고 KDC 수입순(국내서 복본, 동양서 원복본) 136,806

소계 3,145,254

자료

보존

관

지하1

층
도서1

KDCP, KDC 저자순(국내서 복본, 동양서 

원복본)
488,803

일반만화 복본 128,933

지하2

층
도서2 동양논문 1,107,526

지하3

층
도서3

KDC수입순(국내서 복본, 동양서 원복본), 

특수자료
5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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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4

층

고서고 고서 224,537

귀중서고 귀중본 등 12,711

소계 2,497,453

디지

털

도서

관

지하3

층

3-1 비도서 원본 542,251

3-2

비도서 복본 465,325

아동 비도서 복본 44,728

3-3
조선문/구동서/구양서, 일반서(저자기호, 

KDCP), 서양서(일반, GP)
593,678

지하4

층

4-1 일반서(수입순~2017) 903,663

4-2 일반서(수입순2018~) 229,836

4-3
정부간행물 복본 273,597

신문(지방지, 축쇄판 원본) 97,182

4-4 서양서, 서양논문(WDM, WDP) 561,097

4-5
일반(KDCP딱지본), 정부, UN자료, 

연속(동양, 서양)
718,029

지하5

층

5-1
학위논문(KDCP, 저자기호, DM/DP, 

수입순DM)
1,183,800

5-2 학위논문(수입순 DP), 신문(동양, 서양) 261,557

5-3 아동서, 만화, 지도, 악보, 점자 등 907,906

5-4

KBS, SBS 방송영상자료 688,600

아동서 복본, 어청구입서 179,996

소계

비도서 아동/일반 비도서류 합계 1,740,904

도서 도서류 합계 5,910,341

7,651,245

어린

이

청소

년

지상1

층

제1서고 서양서, 비도서 90,386

제2서고 아동서(KDC 수입순 11년도~20년도) 103,747

제3서고
교과서, 아동만화, 아동서(KDC 수입순 

21년도~)
77,272

제3M서고 학습서, 일반서, 연속 54,224

제4서고 아동서(KDC 수입순 01년도~10년도) 110,302

소계 435,931

세종

도서

관

지하2

층

도서서고-1 정책도서

도서서고-2 정책도서

도서서고-3 일반도서 -

도서서고-4 일반도서 325,532

도서서고-5 정책도서 -

지하1

층

도서서고-6 정책도서 111,366

도서서고-7 아동서 8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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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으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을 비롯한 분관에 소장한 모든 자료가 

향후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수립 연구에서 이미 검토하였듯이 보

존관으로 이관되는 자료는 디지털화된 자료가 가장 우선적인 이관대상으로 복본이 

있는 디지털 장서구축이 완료된 자료, 매체변환이 완료된 시청각 자료, 복본이 없

는 유일본으로서 디지털화 구축이 완료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이관작업

을 계획한다. 

 디지털화된 장서의 복본

 디지털화된 장서의 유일본

 매체변환이 완료된 시청각 자료의 복본

  위의 기준으로 2019년 국가문헌보존관 기본계획수립연구에서는 <표 46>과 같이 

보존관 장서 이관대상 장서량을 5,367,169권을 산정하였다. 여기에는 우선 복본이 

있는 장서, 복본은 없지만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자료, KBS와 SBS

에서 보존용으로 기증을 받은 자료가 포함된다.

도서서고-8 정책도서 22,129

도서서고-9 도서 -

소계 547,426

합 계

도서 서고 12,536,405

비도서 서고 1,740,904

전체 서고 14,277,309

< 표 45 >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서고 현황 (2021.0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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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복본있
는 

장서(책)

복본없는 장서 중
디지털화된
장서(책)

기타 
(KBS 및 SBS) 계

비율(%)

총량 
기준

이관량 산정시

지류(낱장) 1,572 99,361 - 100,933 1.88 2.29

지류 
(책)

도서 3,676,283 162,346 - 3,838,628 71.52 87.11

비도서 50,864 - - 50,864 0.95 1.15

소계 3,727,147 162,346 - 3,889,492 72.47 88.27

자기
등록 96,700 108 - 96,808 1.80 2.20

미등록
SBS - - 581,553 581,553 10.84 -

KBS - - 379,140 379,140 7.06 -

소계 96,700 108 960,693 1,057,501 19.7 2.20

광학 312,302 - - 312,302 5.82 7.09

감광 1,839 - - 1,839 0.03 0.04

PVC 2,986 - - 2,986 0.06 0.07

오브

제

539 1,577 - 2,116 0.04 0.05

계 4,143,084 263,392 960,693 5,367,169 100 100

< 표 46 > 2018년말 기준 이관대상 매체별 자료량 (국립중앙도서관, 2019) 

  2018년 말 이관대상자료의 규모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디지털화된 복본 이관

대상 자료의 증가분을 계산하여 이관량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기본안의 경우 복본

이 없는 디지털화된 자료도 이관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복본이 없는 자료의 경우 

본관에서 일정기관 관리를 하다가 보존관의 보존자료가 안정화 된 후에 유일본 자

료의 관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 이관규모
산정 기준

2019~24 이관대상
증가분

합계

대안 5,103,777 987,240 6,091,017

비고 복본 우선, 유일본 제외

< 표 47 > 2024년 장서이관 규모 산정 대안 

  이전 장서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3년간 200만 권씩 나누어 보존관 

이동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간 작업계획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전작업

과 자료선별을 위한 검토과정이 중요하고, 대상자료의 관리 주체가 다를 경우 해

당 부서에서 인계받아 이전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수인계 처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이관대상 선별의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

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장정보 내용과 대상자료의 수량을 검토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제 작업에서 선별에 들어가면 장서 상태나 이용조건에 따라 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이관 작업을 통해 RFID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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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태그가 정확하게 스캔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배치된 서고의 관리 주체로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자료보존관 지하서고에 소장

된 보존 장서를 중심으로 이관 사전작업의 준비를 모의 시행하고, 이관 과정에

서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는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 자료 반출 및 열람

  보존서고 자료의 요청은 열람을 위한 인출과 업무적 요청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보존용 자료의 열람

  보존서고 내 운영하는 자료는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되기보다는 연구목적의 제

한된 이용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자

료열람규정에 따라 예약방식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용 자료의 열람을 제공한

다. 

○ 업무적 자료 반출

  열람 이외의 자료 인출은 업무적 자료요청에 의한 것으로 자료 수리 등 관리상 

인출, 콘텐츠 구축 작업을 위한 인출, 전시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인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기관 내 전시 등 특수목적을 위한 인출에 대해서는 인출 목적과 

기간 등을 명시하여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시 목적의 외부기관 대여를 위해 자료가 이동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해

당 기관과 공식적인 문서와 협약처리와 함께 자료의 이동 중 문제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1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자료이용) 3. 보존용 자료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는 대체매체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필름)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체매체가 없는 보존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
는 금요일 17시까지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 표 48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열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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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서 개발   

  국가문헌보존관의 장서개발은 장서관리차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전

시문화서비스의 연계 콘텐츠 활용을 위해 계획하고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을 위한 기증과 수탁을 위한 자료도 보존관의 운영 목

적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원칙에 따라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일본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며, 디

지털화를 통해 원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장서를 운영하고, 차후 문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체본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예방적 조처를 수행할 

수 있다. 복본이 존재하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장서의 경우는 상태가 양호한 복

본자료를 보존하고, 이용에 필요한 장서는 원문이용을 장려하거나 직접 열람이 필

요한 자료의 경우 추가 구입 또는 대체본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 연계를 위한 장서개발이나 전시문화 콘텐츠 연계형 기획 장서의 경

우는 해당 시기의 장서활용 목적과 서비스 방향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

보 후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장서는 해당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보존관의 경우 장서개발의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활용성이 높고, 가

치 있는 콜렉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장서개발업무는 장서의 구입과 기증, 등록, 

정리, 장서 평가와 폐기 제적 업무가 자료의 관리주기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운영

장서관리 지역서비스 연계
전시문화 콘텐츠 

연계
공동보존서고

- 이관자료 중 결본 

및 결호

- 파오손 자료의 

동일본 및 유사본

- 파오손 대체본

- 향토자료 또는 

특별 콜렉션

- 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전시콘텐츠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추가 복본 

확보

- 전시용 대여 외부 

희귀자료의 

디지털화 및 

복제본

-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에 따른 

장서개발 정책 

개발 필요

< 표 49 > 목적에 따른 장서개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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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 수탁자료의 관리

 8) 수탁자료관리

  국가문헌보존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자료관리에 대한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에 보존서고공간을 활용하여 국내의 중요한 문헌자료에 대해 수탁 및 보존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등록자료가 아닌 수탁자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

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문헌보존관의 보존서고시설의 활용을 통해 국가 재원투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으로서의 공동보존서고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

능의 확장성을 고려한 제안사항을 확대업무 부문에서 기술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24.]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97호, 2014. 3. 24.,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연구센터), 02-590-0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자료를 국립중
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②"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
한다.

③"수탁 자료”라 함은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수탁 신청)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
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①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
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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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료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
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①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
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 증서 교부)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
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
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 ①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
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

②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
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조(비용)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 자료의 보
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
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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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보존‧복원 기능

  자료의 보존‧복원은 전문성과 기술적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훼손이 발

생한 자료를 물리적으로 복원하는 업무이다. 

  자료보존과의 업무는 자료상태 점검, 건습식 세척, 수선, 복원으로 나누어진다. 

기술적인 복원처리를 위해 자료소독, 탈산처리 등 물리적, 화학적 보존처리 작업과 

원본을 보호하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 대체 매체자료를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업무

도 수행한다.

 제9조(수탁보관기간)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
도로 정한다.

       제2장 수탁 자료의 이용 및 관리

 제10조(이용 및 활용) ①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

②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
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관리 및 폐기) ①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
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②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
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 자료 반환) ①기탁자가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
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
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 표 50 >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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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관으로 보존복원의 업무 이동이 이루어지면 보존복원기능은 더욱 강화될 필

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보존의 강화 및 전시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자료의 훼손

예방을 위한 사전복원 처리 기능,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따라 입고된 귀중자료의 

복원처리를 지원하는 기능, 복원센터로서 위탁자료에 대한 보존처리 등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업무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기능이 전문화되고 강화되어

야 한다. 

    자료복원과의 업무는 보존복원센터의 기술적 핵심업무를 수행하며, 과학적 보

존·복원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존·복원 기술연구와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기술을 보급을 위한 교육활동도 수행한다. 

  보존관 이관자료 중 원본의 훼손이 있는 자료의 수선 및 복원처리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자료복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국가문헌보존관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자료 복원이 필요한 국내외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자료복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

  가. 역할과 기능

1) 자료의 상태평가

  보존복원을 위한 업무 단계의 첫 번째는 인수된 자료의 상태를 평가하는 일이

다. 일반적인 자료의 인수나 상태평가는 이관자료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 보존관의 자료인수팀에서 처리되고, 문제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복원과에 

인계된다. 본관이나 분관 자료 중 1차적으로 문제 발생이 되었다고 판단된 자료

를 인계 후 평가한다. 또는 고서와 같은 특별자료에 대한 예방적 점검과정을 통

해 문제 자료를 선별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자료복원기능에서의 

상태평가는 인계된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상태평가와 조사작업을 수행을 의미한

다.

 자료의 재질 상태나 훼손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

 자료의 물리적 상태, 즉 재질적 특성, 열화‧훼손 유형과 정도, 원인 등을 분석

하여 복원 방식을 결정

 탈산, 소독, 복원을 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태 진단을 실시

 예방적 주기적 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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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질 훼손도

1등급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구류, 사무용 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처럼 보존성이 우수한 재료로 

작성된 경우

종이의 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

2등급

산성 또는 중성재활용지에 흑색 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처럼 

보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종이의 파손‧결실‧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등급

산성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또는 청색 외의 색이나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작성한 기록물 등으로서

보존성이 열악한 경우

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변색‧건조 또는 침수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크의 탈색, 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 표 51 > 종이류의 재질과 훼손도 (국가기록원, n,d.) 

 2) 자료수선 

  자료수선은 훼손된 자료에 대하여 구겨진 곳을 펴거나 보존용 테이프로 찢어진 

곳을 붙이거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클리닝 작업을 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보

수작업이다.

구분 훼손도

1등급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내용 및 음성이 온전한 

상태

2등급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견되나 내용 및 음성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

 오염이 심하며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은 없으나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 표 52 > 시청각자료의 훼손도(KDI, 2021,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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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복원

  훼손된 기록의 외관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화학적·물리적 조치를 통

해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실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원재료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해 원래 상태에 가깝도록 복구하는 작업이며, 과학적인 복원을 위

해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복원의 주요방법

 건식세척(Surface Cleaning)

 평면화처리(Humidification & Flattening)

 소독(Fumigation)

 탈산(Deacidification)

○ 종이 자료의 복원 6)

 열화된 문서나 도서 등은 탈산 처리 용액으로 중성화 처리를 실시해야 하

며 수지증착법으로 종이 표면을 지력(紙力)을 보강하여 처리하는 과정 

 복원은 훼손된 자료의 원인을 제거하고, 수선 및 물성강화처리로 훼손으로 

인해 종이가 찢겨 없어진 부분을 보충하거나 얼룩을 제거하는 등의 처리 

과정

 물리적인 형태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리를 실시해야 함

6)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2019) p.81~83. 종이자료의 보존작업 프로세스
를 요약.

< 그림 26 > 종이류 자료 수선의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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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에 사용되는 접착제 등의 재료는 가역성이 있어야 하며, 화학제(용매, 

탈색약제, 탈산제 등)는 안정성이 검증된 것을 사용해야 함

 복원처리에 사용된 모든 재료, 화학약제, 처리방법, 테스트의 결과를 사진 

촬영과 기록을 통해 자료화하여 차후 재수리 시 활용하거나, 복원으로 인

한 변화의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함

 전처리와 본처리를 포함하여 자료의 상태에 다른 다양한 처리방식을 채택

하며, 종이의 지력 강화, 산성화된 자료의 복원처리, 오염된 종이의 복원, 

예방처리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가 사용됨

 종이류의 재질과 훼손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수행

구분

물리적 손상요인

사람 취급 및 부주의(스테플러, 접착테이프, 찢김, 파손)

재해(화재, 수해, 지진 등)

빛에 의한 변색(리그닌 함량이 높은 기계펄프)

습도변화에 따른 부피변환(흡습, 탈습 반복에 의한 스트레스)

생물학적 손상요인

설치류(쥐, 두더지 등)

해충(빗살수염벌레(권연벌레), 책좀, 바퀴벌레)

미생물(곰팡이류, 세균류 등)

화학적 손상요인

종이의 산성화(산성초지공정으로 제작된 종이)

리그닌 변색(리그닌 함량이 높은 종이)

오염 물질에 의한 변색 및 열화(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 표 53 > 종이류의 손상요인 (KDI, 2021, p.69) 

○ 시청각 자료의 물리적 복원

 화상복원: 컴퓨터 그래픽 색보정, 컬러화, 그래픽 SW에 의한 보정을 통해 

화면의 편집, 픽셀 보정, X-ray 등 검출 장비에 의한 보정 등

 물리적 복원

- 사진‧필름: 종류에 따른 필름처리액으로 표면을 세척한 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복원

- 영화필름: 되감기, 세척처리, 편집 및 필름처리 등의 과정을 통해 보수‧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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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테이프의 경우 외형적 손상에 대해 부분적 복원이 가능. 오염물질 

세척과 되감기 등을 통한 정보손실 최소화

- 비디오: 엔코딩을 통해 매체변환방식으로 처리

- 광디스크류: 스크래치 등 검사와 세척과 흠집에 대한 복원 처리

구분 등급 재질

오디오 및 비디오류 

재질

1등급 재기록이 불가능한 비접촉 판독식 광디스크

2등급 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3등급 아날로그형 접촉 판독식 테이프

영화필름 및 일반사진‧ 
필름류 재질

1등급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 영화필름 

및 사진필름이나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 사진

2등급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영화필름 및 사진

필름이나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사진

3등급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질산염 또는 유리를 기본재료로 한 

필름

< 표 54 > 시청각자료의 재질

 

○ 행정박물류

 행정박물의 종류 

 종이류(우표, 엽서, 포스터 등), 인장류, 금속류, 자기･유리･석재류, 목재류,  

섬유류･의류, 서화류

 행정박물의 훼손

 금속류 : 변･퇴색이 발생하거나 열화가 진행되어 표면이 부식화합물로 덮힘

 목재 : 변･퇴색이 발생하거나, 보존상태나 제조 당시의 건조상태에 따라 갈라

짐(할렬)이 발생하기도 하고 표면 처리제의 박리가 발생하기도 함

 도기, 토기, 석재 : 표면의 보존상태에 따라 갈라짐(할렬)이 발생하거나, 산화 

금속을 사용한 경우 변색이나 번짐이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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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적 보존관리 업무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훼손된 자료를 복원하는 처리보다 훼손되기 전에 물리

적 원형을 유지 보존하는 주기적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 탈산처리: 종이류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성지를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탈

산처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종이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열화현상을 억제하거나 

중화하는 처리방법 

 탈산처리의 과정

< 그림 27 >  탈산처리의 과정

 ○ 자료소독: 종이자료의 경우 곤충, 미생물, 세균 등의 영양원으로 이들에게 피해

를 당할 경우 재질이 손상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

적인 소독작업을 통해 자료에 부착된 유해 곰팡이(포자), 세균, 해충 등에 의한 생

물학적 열화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멸시키는 작업을 진행

해야 한다.

 소독은 종이류의 관리상 중요하므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해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

 소독방법: 자료의 생물학적 열화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소독으로 소독을 통한 예방처리는 곰팡이, 세균, 해충 

등에 노출되어 미생물이 급속히 확산하여 대량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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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화학합성약제를 이용한 훈증(Fumigation)으

로 해외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 방법은 인체

에 유해함과 더불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규제 물질이라 최근에는 다양한 살

균방법이 개발되어 활용

< 그림 28 > 종이류 소독처리과정(국가기록원, n.d.)

4) 자료복원센터

 ○ 수리‧복원 처리

- 보존관으로 이관된 자료의 먼지제거 후 인수과정에서 발견된 물리적 문제 자

료를 이관받아 복원 처리

- 인수자료는 보존정책과 인수 담당이 1차 선별하여 복원케어센터에 문제가 있

는 자료 인계를 인계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 장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자료의 인계 후 

처리

- 보존관 개관 이후 적정한 인력이 확보되어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타 

도서관의 귀중서 및 유일본 자료에 대한 케어 서비스 확대 가능

 ○ 상태 평가 및 현장 방문 점검

- 귀중서 및 특별 관리대상 자료의 주기적 케어 서비스

- 자료의 재질 상태나 훼손정도를 평가

- 물리적상태 즉 재질적특성, 열화‧훼손 유형과 정도를 분석하여 보존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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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서고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존처리(탈산, 소독, 복원)를 하기 위한 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 상태 진단을 실시하여 자료의 훼손을 예방하는 조치를 주기

적으로 수행

5) 시청각자료의 매체변환

  비도서의 매체변환은 손상에 대비하여 매체의 대체본을 확보하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디지털화하는 방식이다. 원형보존, 수장 공간 절약, 원격접근 

및 이용기능을 위해 원본자료의 영인, 복사,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 등의 방식

으로 대체본을 확보하여 이용에 활용하고 원형자료를 보존 관리한다. 

  이중 음향자료와 영상자료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프로 형식의 매체들은 재

생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단종되고 있으며, 매체 재질이 보존성이 취약하여 매

체 자체가 손상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별, 국가

별 포맷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

제점이 있다. 즉 기록매체와 재생장비의 보존수명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화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시청각자

료를 매체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지속적

인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필수적인 아날로그 자료의 재생장비는 최소한이라도 지

속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변환대상 시청각 자료 현황은 아래 <표 55>와 같다.

  물리적으로 시청각자료의 손상을 복구하는 것은 매체마다 특성에 맞게 다양한 

처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음향자료 영상자료 합계

유형 LP TAPE CD VHS BETA DVD Blu-ra
y

수량(점) 9,222 130,717 150,816 126,249 688,600 153,769 4,329 1,263,702

비율(%) 3.2 45 51.9 13 70.8 15.8 0.4

< 표 55 > 국립중앙도서관 시청각자료 매체변환 대상 현황 (2020.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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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  시청각 자료의 물리적 보존·복원

< 그림 30 > 시청각자료의 물리적 보존·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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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등급 상태 체크 복원 작업

A 잡음이 없거나 음질이 양호한 상태 복원 불필요

ⓐ잡음은 있지만 내용 전달에는 이상이 없을 때 복원시 A급으로
반자동작업으로
복원 가능B ⒹClick 혹은 tick 소리 등의 잡음이 매우 적게(30개 이

하) 발견되었을 때

ⓒ치찰음이 들리지만 내용 전달에 문제가 없을 때

ⓐ치찰음과 고주파수 대역의 잡음이 동시에 나는 경우
(귀가 아프고 따갑다고 느낄 정도의 고주파수 잡음)

상태에 따라 
복원 가능 또는
불가능

C ⒹClick 혹은 tick 소리 등의 잡음이 많이(30개 이상) 발
견되었을 때 (검수 프로그램을 통해 개수 확인이 가능)

ⓒ음질이 심하게 깨짐으로 인해서 내용을 알아듣지 못
할 경우

D ⓐ변환 작업(녹음)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복원 불가

< 표 56 > 시청각자료의 상태 등급

  시청각자료의 매체변환은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대체본을 제작함으로써 대체

본을 통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매체변환에 따른 원본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고 내용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최

신 포맷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변환할 필요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시청각 자료의 보존처리 프로세스는 2020년부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변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두 단계로 포맷을 변

환하여 보존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1차 디지털 변환 2차 디지털 변환

자료유형 항목 값 코덱 파일포맷 코덱 파일포맷

음향자료 샘플비율 48kHZ PCM WAV MPEG-1/MP
EG-2

MP3

비트심도 24Bit

색공간 RGB

영상자료 서브샘플링
비율

4:02:02 Video-MPE
G-2Audio-

PCM

MXF Video-AVC/
H.264Audio-

AAC

MP4

해상도 720*480

비트심도 24Bit

< 표 57 > 시청각자료 디지털변환 파일 포맷(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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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관에서 업무단계를 구성할 때 시청각 자료 등 매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가 

별도로 필요하고, 개별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인력이 전 과

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디지털변환보다 시청각 자료의 디

지털변환은 물리적 자료의 상태와 복원처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장비와 매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디지털파일을 생성하는 프로세스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포맷의 변환이나 디지털 보존 프로세스는 디지털파일을 전문적

으로 다루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다.

< 그림 32 > 시청각 자료 매체변환 프로세스

6) 자료보존복원 대외 협력

 영국의 국가도서관의 경우 런던대학과 대영박물관의 협력하에 외부협력팀(External 

Collaboration)을 구성하여 자료보존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출판팀(Dissemination)을 

통해 관련 회의자료나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

관은 연구 및 시험과(Preservation Research and Testing) 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활

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이의 보존성, 디지털문서 포맷, 보존매체의 영구성, 보존과 

전시상태, 제본방법, 탈산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의 경

우 자료보존부서는 총 4개의 1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며 독립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자료보존‧복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수행

   현실적으로 해외처럼 독립된 연구조직에 많은 인력을 투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등과 함께 협력하여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공동과제를 연구하거나 실험 및 측정장비를 공동사용하는 등의 협력활동을 지

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보존복원 한국센터(PAC) 운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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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은 2008년 IFLA 보존·복원분과 한국센터로 지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이 역할을 확장하고 전문화할 필요

성이 있다.

    - 보존관련 자료의 번역출판

    - 보존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 국내 단위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보존관련 교육과 세미나 

 ○ 국내유관 기관간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연계와 협력

   국가차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단위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및 공동보

존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자료보존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료보존 교육 및 정보서비스 제공

    - 매체변환 및 보존 등 사서의 보존복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보존환경 구축에 대한 자문 제공

    - 손상된 자료의 복원케어서비스센터의 역할 수행

    - 국내 귀중자료 위탁처리 지원(소독 및 탈산 처리)

7) 보존복원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보존복원업무의 경우 대표도서관이 수행하는 전문 업무를 홍보하고, 소식지를 

통해 연구성과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와 홍보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각 도서관의 보존복원 기능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사서 대상의 교육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보존복원 주요정책과 활동 홍보

  - 보존‧복원 활동의 소개를 위한 소식지

  - 보존‧복원 분야 기술연구 및 동향 자료 소개

 ○ 보존복원 워크숍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 지역대표도서관 및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단위도서관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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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보존복원 담당자 워크숍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의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업무교육과정(On the Job Training) 운

영

 4.3 디지털보존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보존 업무는 다양한 형태의 실물 자료를 디지털화 작업 

수행하여 확보한 디지털 데이터부터 Born-Digital 데이터까지를 아우르는 국가문헌

보존관의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존 수행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디지털보존은 국가문헌보존관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로 휘발성이 강한 디지털콘

텐츠를 보호하고 보존하여 국가 차원에서 주요 디지털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

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자원을 보존하는 

업무는 전통적인 문헌 및 장서보존 업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기존 방식의 

보존 업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디지털 자원 특성과 유형별 특성

을 고려한 디지털보존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

보존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헌보존관이므로 디지털보존 기법 및 시스템 관련 표

준을 연구하고 확산하여 국내 디지털보존 환경 전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

할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하는 국가문헌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콘텐츠 수집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식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보존 업무의 기대효과로는 디지털콘텐츠의 진본성과 무결

성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롭게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가문헌보존관이 디지털 콘텐츠 정제‧재가공을 통해 새로

운 지식 창출 기회도 온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문헌보존

관의 표준 패키지 및 시스템이 널리 확산된다면 유관 기관들이 한결 수월하게 디

지털보존 패키지 및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보존콘텐츠의 호환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지닐 수 있으므로 기관 간의 교류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보존 업무는 디지털콘텐츠 구축, 디지털콘텐츠 수집, 디

지털콘텐츠 품질관리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다음 <그림 31>은 국가문헌보존관 디지털보존 업무의 구성 및 세부업무를 도식

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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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 국가문헌보존관 디지털보존 업무 구성 및 세부업무 

가. 디지털콘텐츠 구축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구축 업무는 현대간행물, 고전적‧문화예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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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문‧연속간행물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문헌에 대해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

하여 디지털콘텐츠로 구축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세부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표 58>과 같

다.

주요 업무 업무 정의

디지털콘텐츠 구축 

정책·전략 수립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 및 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로 변환하여 구축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대 간행물, 고전적‧문화예술 자료, 

고신문‧연속간행물 자료 등의 국가문헌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업무

외부협력 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 발굴 및 추진

외부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업무

디지털화 대상 자료 선정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될 자료를 선정하는 업무

디지털화 대상 자료 이관 

협의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혹은 타 분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수행을 위해 이관을 협의하는 

업무

디지털화 자료 저작권 

관리

디지털화 작업 중인 자료에 대한 저작권 관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

국가문헌 디지털화 작업 

표준 연구개발

디지털화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문헌 

디지털화 작업 표준을 연구개발하는업무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무지침 및 매뉴얼 작성

일관성 있는 디지털콘텐츠 구축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무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는 업무

민간 자료 디지털화 수탁 

사업 추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주는 수탁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디지털화 자료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 자료를 이용자 

서비스 담당자 혹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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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구축 정책·전략 수립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

서 및 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로 변환하여 구축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전

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 부서가 수행하게 될 업

무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적인 정책 및 전략으로 제

시한다는 점에 디지털 구축 운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 부서가 수행하는 대표 업무로는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

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가 있다.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의 대상인 콘텐츠

는 현대 간행물, 고전적‧문화예술 자료, 고신문‧연속간행물 자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은 필요한 인력이 다수이고, 업무량도 방대하기 때문

에 모든 국가문헌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자료

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리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세부

운영계획에서는 현대 간행물, 고전적‧문화예술 자료, 고신문‧연속간행물 자료에 대

해서 자료별로 독립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별로 별도의 담당자가 관리 

감독을 맡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문헌보존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디지털화 사업 외에 외부협력 디

지털콘텐츠 구축 사업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

는 국가문헌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 디지털

화를 위해 할당한 작업 인력 중에 유휴 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휴 인

력 발생 방지를 위해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을 확

장 추진하고,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된 인력 중 유휴 인력을 외부협력 사

업 인력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민간 자료 디지털화 수

연계해주는 업무

디지털화 자료 검수 및 

자료 품질관리

외주 인력이 수행한 디지털화 자료를 검수하고, 

자료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

디지털화 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디지털화 자료에 입력될 메타데이터 형식을 

관리하고, 디지털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검수하는 업무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적·통계 관리

디지털화 자료 구축 실적·통계를 산출 및 관리하는 

업무

< 표 58 > 디지털콘텐츠 구축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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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사업 규모

를 확장하는 방안은 개관 초기 단계보다는 조직의 운영이 안정화된 단계에서 고려

하는 것을 권장한다.

  디지털화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업무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 담당자

가 디지털화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명확

한 기준과 지침 아래 선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화 작업 

이전에 국가문헌 디지털화 작업 표준의 연구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 디지털화 작업 표준을 명문화하여 누구나 일관성 있는 디지털화 작업 

지침 및 규정을 지키도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무지

침 및 매뉴얼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국가문헌보존관 내부 인력과 외주 인력 

모두가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화 대상 자료 선정과정에서는 본관 혹은 타 분관과의 자료 이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화 대상 자료 이관 협의부터 이관 일정 조율 및 이관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

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화 자료 저작권 관리는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서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부서에서는 디지털화 

작업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계를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다. 최

종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된 자료를 수집 담당 부서나 타 기관으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디지털화 자료 검수 및 품질 관리는 디지털 콘텐츠 구축 담당자가 가장 면밀하

게 살펴보아야 할 업무이다. 디지털화 작업은 다수의 외주 인력을 통해서 수행되

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자료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화

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수하여 자료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디지털화 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도 자료 검수 및 품질 관리만큼 중요

한 업무이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자는 디지털화 자료에 입력될 메타데이터 양

식을 사전에 정의하고, 디지털화 작업 과정에서 정확하게 메타데이터가 입력되었

는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디지털화 작업에서 메타데이터도 입력하게 되므로 다수

의 외주 인력이 일관성 있게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

해주는 것도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임무이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자는 디지털화 자료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무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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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자가 직접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

지만,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 자료를 이용자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적·통계 관리는 성과 평가와 인력 관리를 위해서 세심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축 실적‧통계를 통해 작업인력에 대한 업무 능률 파악 및 

성과 평가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계획 및 장단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는 근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축 실적‧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면밀하

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 서무 업무 지원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 관련 민원 처리, 디지털콘텐츠 구축실 

설비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는 디지털콘텐츠 구축 담당 부서에 공무직 직원을 배

속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 디지털콘텐츠 수집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수집 업무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콘텐츠를 수

집하여 데이터베이스 혹은 LTO Tape Library 형태로 보존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 저작권 관리, 국내외 기관과의 연

계‧협력 업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운영을 위한 주요 세부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표 59>와 같

다.

주요 업무 업무 정의

디지털콘텐츠 수집 

정책·전략 수립

디지털콘텐츠 수집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콘텐츠 수집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는 업무

유형별 디지털 자원 수집 

세부 프로세스 개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집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업무

디지털콘텐츠수집 

실무지침 및 매뉴얼 작성

일관성 있는 디지털콘텐츠 수집을 위하여 

작업수행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실무 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는 업무

코리안메모리 

디지털콘텐츠 구축·운영 

코리안메모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구축·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및 사업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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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 부서는 디지털콘텐츠 수집 정책·전

략 수립 과정을 거쳐 디지털콘텐츠 수집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여

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수집의 범위는 국가문헌 디지털화 작업

을 통해 생성된 디지털콘텐츠부터 디지털 복본, Born-digital Data까지 모든 형태의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가

문헌보존관의 유형별 디지털 자원 수집 세부 프로세스가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수집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실무지침 및 매

업무 수행 및 관리

Born-Digital Data 수집 

범위 확장 업무 추진

처음부터 Digital 형태로 생산된 Data의 수집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무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 서비스 

담당자 혹은 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업무

외부 협력기관 발굴 및 

추진

외부의 기관 중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업무 

해외 디지털콘텐츠 

수집·연계 방안 수립 및 

추진

해외 디지털 콘텐츠 수집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업무

디지털콘텐츠 수집 관련 

저작권 관리

디지털콘텐츠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

수집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누락‧훼손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검수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

수집 디지털콘텐츠 

메타데이터 검수 및 관리

수집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입력사항을 검수하고, 

누락 등의 오류를 수정하는 업무

디지털콘텐츠 수집 

실적·통계 관리

디지털콘텐츠 수집 실적 및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관리하는 업무

< 표 59 > 데이터콘텐츠 수집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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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자는 최대한 명료한 문장으

로 실무지침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코리안메모리 디지털콘텐츠 구축·운영 업무수행 및 관리도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 부서의 대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원활한 코리안메모리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와 국가문헌보존관이 보

유하고 있는 콘텐츠에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 협력기관 발굴 및 추진을 통

해 콘텐츠 수집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Born-Digital Data 수집 범

위 확장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수집과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분관이 보유한 콘텐츠와 중복

되는 콘텐츠를 수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자는 불필요한 중복업무나 중복수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

게 검토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수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외 디지털콘텐츠 수집·연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국

제적인 협력‧교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해외 디지털콘텐츠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세계화’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 교류

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수집하고 양질의 디지털콘텐츠 컬렉션을 구축하여야 한

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관련 저작권 관리도 구축 관련 저작권 관리와 유사하다. 디

지털화 자료 저작권 관리는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서 수행하지만, 국

가문헌보존관에 수집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부서에서 

저작권 관계를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다.

  수집 디지털콘텐츠 품질 관리 업무는 디지털 콘텐츠 수집 담당자가 고도의 집중

력을 발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업무이다. 콘텐츠 수집과정에 있어서 디지털콘텐

츠가 중복 수집되거나 누락‧훼손된 예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저

한 검수를 시행하여 수집된 콘텐츠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집 디지털콘텐츠 메타데이터 검수 및 관리도 마찬가지로 주요 업무 중의 하나

이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자는 콘텐츠 수집과정에서 수집된 콘텐츠에 메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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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메타데이터가 누락되어 있

거나 규정된 양식에 맞지 않으면 수정 작업을 시행하여 적절한 메타데이터가 기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자도 디지털화 자료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화 자료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무는 직접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업무를 의미한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실적·통계는 국가문헌보존관이 수집한 디지털콘텐츠의 규모

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디지털

콘텐츠 수집 실적·통계는 담당자가 최대한 정확한 숫자로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

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수집과정에서는 저작권자의 민원, 법률‧제도적 문제, 이해관계 충

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자는 콘텐츠 

수집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마찰 

발생 시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 및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국가문헌보

존관의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상세 실무지침 및 매뉴얼에 반영하여 디지털콘텐츠 

수집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

다.

다.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존하는 디

지털콘텐츠의 품질 보장 및 진본성‧무결성 검증 업무 전반 및 디지털 콘텐츠를 복

구‧복원하는 업무 전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가문헌보존관이 성공적인 디지털보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

법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운영을 위한 주요 세부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표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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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정책 및 전략에는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세부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품질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전략 수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담당 부서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디지털 자료 진본성·

주요 업무 업무 정의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정책‧전략 수립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품질관리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디지털 자료 

진본성·무결성 검증 

업무

디지털 자료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하는 업무

매체별복구·복원·열람 

업무 기획 및 운영

디지털콘텐츠가 저장되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업무

검증 대상 소장자료 선별 

작업
품질 검증이 필요한 소장자료를 선별하는 업무

소장 자료 복구 및 복원
국가문헌보존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복구 및 복원하는 업무

민간 대상 포렌식 서비스 

확대 추진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민간의 의뢰를 받아 

디지털포렌식을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업무

포렌식 툴 연구개발
디지털콘텐츠 검증‧복원‧복구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포렌식 툴을 연구개발하는 업무

포렌식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디지털포렌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

디지털포렌식 관련 최신 

정보기술 동향 파악

검증 및 복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신 정보기술 

및 기법을 파악하는 업무

디지털포렌식 실적·통계 

관리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적·통계를 집계하고 관리하는 업무

< 표 60 >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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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검증 업무이다. 디지털 형태의 자료는 물리적인 형태의 자료보다 복제가 

월등히 쉽다는 특성이 있고, 일부 정보의 누락 및 변조로 인해 무결성이 훼손되기 

쉽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콘텐츠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동시에 검증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 검증이 필요한 소장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디지

털 자료 진본성·무결성 검증 작업은 선별 작업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검증 작

업을 통해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소장 자료 복구 및 복원 작업에도 상당한 노

력이 필요하다.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존하는 디지털콘텐츠는 다양한 형식으로 보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별로 복구·복원·열람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각기 다른 매체에 담긴 디지털콘텐츠에 일률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

에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검증 및 복원‧복구 업무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툴을 연구개발하는 업무도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이 포렌식 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은 포렌식 툴 개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

적인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포렌식 툴을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자

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보다는 전문 포렌식 툴 개발업체에 국가문헌보존관에 필요

한 사양과 기능을 제시하여 외주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담당 부서에서 포렌식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 전체에서 이용하는 업무시스템

은 정보화 운영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포렌식 툴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

템은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담당 부서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므로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실적·통계 관리 업무는 다른 부서의 실적·통계 관리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

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분관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도입하는 업무이므로 업무의 

필요성과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포렌

식 실적 및 통계는 업무 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이므로 

더욱 철저한 작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최신 정보기술 동향 파악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기

술이 발달할수록 진본성과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



- 156 -

므로 검증 및 복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담당

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업무도 민간 대상 포렌식 서비스 확대 추진을 통해서 서

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민간의 의뢰를 받아 국가문헌보존

관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업무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다

룰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범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노하우와 기술을 확보하

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 대상 포렌식 서비스 확대 추진도 사업 규

모를 확장하는 방안이므로 개관 초기 단계보다는 조직 운영이 안정화된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디지털콘텐츠 보존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 보존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모든 디지털콘텐

츠에 대한 보존 처리 과정 전반과 디지털 보존을 위한 표준 개발 및 협력체계 구

축 업무 전반을 포괄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이 디지털콘텐츠 보존 업무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관내 디지털 콘텐츠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준 디지털 보존패키지와 시스템

을 개발 및 확산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보존 확산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콘텐츠 보존 운영을 위한 주요 세부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표 61>와 같

다.

주요 업무 업무 정의

디지털 콘텐츠 보존 

정책·전략 수립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수행될 디지털콘텐츠 보존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업무

디지털 자료 유형별 보존 

프로세스 수립 및 관리

디지털 자료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보존 방법을 

모색하고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업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보존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연계·협업 

추진

국내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을 통해 디지털보존 관련 

표준을 보급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콘텐츠 보존을 

추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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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디지털보존 

패키지 및 시스템 개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 

디지털보존 패키지 및 시스템 개발 업무

디지털보존 표준 확산 

방안 수립

국가문헌보존관이 개발한 디지털보존 관련 표준의 

보급·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

해외 디지털보존 유관 

기관 및 연합체 협력 

추진

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디지털보존의 발전을 모색하는 업무

최신 디지털보존 기술 

파악 및 도입 추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보존 기술을 파악하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업무

디지털보존 고도화를 

위한 유관 부서와의 협업 

논의 및 추진

국가문헌보존관 내부 유관부서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디지털보존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는 업무

LTO Tape 자료 배치 

계획 수립 및 관리

디지털콘텐츠가 저장된 LTO Tape 자료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배치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

디지털 복본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디지털 복본에 대한 관리 계획과 자료 운영 전략을 

관장하는 업무

디지털보존 관련 설비 

유지보수 관리 감독

디지털 보존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 

인프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감독 업무

디지털보존 관련 전산 

장비 유지보수 관리감독

디지털 보존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산장비 인프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감독 업무

디지털보존 자료 전송 

관련 네트워크 유지 관리

디지털콘텐츠 전송에 활용되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장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업무

디지털 콘텐츠 보존을 

위한 저장용량 산정 및 

계획 수립

안정적인 디지털보존 수행을 위한 디지털 저장용량 

산정 및 장기 운용 계획 수립 업무

디지털보존 자료 정기 

점검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장애 혹은 자료의 훼손‧멸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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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보존 정책·전략 수립은 디지털콘텐츠 보존 업무 중에서 가장 선

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디지털 콘텐츠 보존 정책 및 전략에는 국가문헌보존관에

서 수행될 디지털콘텐츠 보존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 보존 담당 부서는 디지털콘텐츠 보존을 위한 저장용량 산정 및 계획, LTO 

Tape 자료 배치 계획, 디지털 복본 관리 계획 등 콘텐츠 보관을 위한 계획에서부

터 디지털 보존 관련 기술 운용 및 전략까지 디지털콘텐츠 보존 업무 수행과정에

서 필요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고 정책 및 전략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성공적인 디지털콘텐츠 보존 수행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의 

유형별로 보존 프로세스를 별도로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다. 디지털 자료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보존 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든 디지털 자료에 일률

적인 보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표준화 디지털 보존 패키지 및 시스템 개발 업무도 국가

문헌보존관 디지털콘텐츠 보존 담당 부서의 주요 업무이다. 국가문헌보존관은 국

가를 대표하는 문헌보존기관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디지털 보존 패키지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국내 유관기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한다. 표준 패키지 및 시스템이 널리 확산된다면 유관 기관

들이 한결 수월하게 디지털보존 패키지 및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보존콘텐츠의 호환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지닐 수 있으므로 기관 간

의 교류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문헌보존관이 개발한 각종 디지털보존 관련 표준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수

립도 추진하여야 한다. 디지털보존 관련 표준은 표준화 디지털 보존 패키지 외에

보존패키지 작업 검수
외주 인력이 수행한 디지털보존을 위한 자료 패키징 

작업 결과물을 검수하는 업무

디지털콘텐츠 보존 

실적·통계 관리

정확한 디지털콘텐츠 보존 실적 및 통계 집계를 위한 

관리 업무

디지털보존 자료 패키징 

작업(메타데이터 작성 등) 

수행

디지털콘텐츠를 디지털보존을 위한 정보패키지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

< 표 61 > 디지털콘텐츠 보존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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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준 디지털보존 프로세스, 자료 유형별 표준 프로세스 등이 있다. 국가문헌보

존관이 개발한 디지털보존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다수의 유관기관이 

적용하게 된다면 국가 차원의 디지털 보존도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국가문헌보존관 디지털콘텐츠 보존 담당자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보존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국가 차원의 디

지털콘텐츠 보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내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디지털보존 유관 기관 및 연합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되어

야 한다. 해외 기관 및 연합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보다 디지털보존 체계 확립

이 먼저 이루진 편이고,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디지털보존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

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인 디지털보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

도록 국가문헌보존관이 대표로 나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보존 고도화를 위한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논의 및 추진할 

필요도 있다. 국가문헌보존관 내부 유관부서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

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유관부서 간의 소통이 중요한 사례로 

LTO Tape 자료 배치 계획 업무를 꼽을 수 있다. 디지털보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LTO Tape 자료의 보존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므로, 효율적인 서고공간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디지털콘텐츠 보존 담당자는 보존정책과와 협업

하여 LTO Tape 자료 배치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복복

에 대한 관리 계획도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원본이 존재하는 디지

털 복본의 경우, 물리적 원본에 대한 보존 계획과 디지털 보존 계획이 연동될 필

요가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복본 관리 계획도 보존정책과와 협업하여 수립할 필

요가 있다.

  디지털콘텐츠 보존 담당자에게는 최신 디지털 보존 기술 파악하고 도입을 추진

하는 등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반 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

문에 국가문헌보존관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콘텐츠 보존 기술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신 기술 파악을 통해 국가문헌보존관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의 

도태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명

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보존 관련 설비 유지보수 관리 감독, 디지털 보존 관련 전산 장비 유지

보수 관리감독, 디지털 보존 자료 전송 관련 네트워크 유지 관리도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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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담당 부서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해당 업무들은 모두 디지털 보존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를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상시 관리 감독을 소

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콘텐츠 보존 담당자는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술적인(Technical) 문제의 해결은 기

획관리과, 보존시스템과 등 유관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보존 담당 부서는 주기적인 디지털 보존 자료 정기 점검을 통해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장

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보존 실적·통계 관리 업무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업무이다. 

보존 실적‧통계를 통해 각종 계획 및 장단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서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 작성 등의 디지털 보존 자료 패키징 작업은 외주 인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디지털 보존 자료 패키징 작업은 타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복

적으로 입력하는 작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존패키지 작업 검수 업무는 외주 인력이 아닌 디지털콘텐츠 보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4.4 데이터분석지원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존하는 방대한 자

료를 선별·가공·정제하여 고도의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거나 데이

터셋을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효과적인 데이터분석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처리 및 준비 

과정 전반이 고려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가공, 변환, 전처리, 클리닝 등 데이터 품질

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와 데이터 분석의 최신 경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업

무도 데이터분석지원 업무에 포함된다.

  데이터분석지원 업무가 단순히 데이터분석 업무 지원, 데이터 정제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및 확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에서 

제공할 예정인 디지털스칼라십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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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스칼라십 외에도 참고정보서비스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고도로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한 차원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직접 구축한 데이터셋과 코퍼스는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 학술 연구에서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생산한 귀중한 데이터들은 국내외 연구자 및 이용자에게 

개방‧공유되었을 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보다 월등히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용 데이터 확보 및 공유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연구 및 디지털 스칼라십 연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므로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지원 업무 및 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학술 연구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는 데이터분석 전략 담당과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담당으

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다음 <그림 32>에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지원 업무 

구성과 세부업무를 정리하였다.

< 그림 32 > 국가문헌보존관 데이터분석지원 업무 구성 및 세부업무

가. 데이터분석 전략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 전략 업무는 데이터분석에 적합한 자료들을 발굴 

및 선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와 데이터 활용 및 연계 방안을 구상하는 업무 

등을 포괄한다.

  데이터분석 전략 운영을 위한 주요 세부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표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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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 전략 수립 업무는 효과적인 데이터분석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 업무이다. 수립되는 데이터분석 전략의 방향에 따라 

활용되는 데이터 및 데이터분석 기법‧기술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

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 전략은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 기타 

연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분석지원에 목적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 전략은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장‧단
기 전략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특별 전략으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데이터분석 기법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단기 전

략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 전략을 수립‧활용하여 신속하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체

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주요 업무 업무 정의

데이터분석 전략 수립
효과적인 데이터분석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분석 기법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

소장자료 분석 국가문헌보존관 소장자료 중 데이터분석의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는 업무

특화 데이터 발굴 및 
선별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특화 서비스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선별하는 업무

데이터 분석용 
특화데이터 확보

발굴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선정된 특화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모든 업무 과정

데이터 활용 연계서비스 
기획 및 운영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 발굴 및 
선별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업무

연구자 지원 연계방안 
수립

국가문헌보존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업무

유관 부서 협조 업무 
수행

연계서비스 활용을 위한 국가문헌보존관 내부 유관 
부서와의 협조를 조율하는 업무

최신 데이터분석 이슈 
파악

수시로 변화하는 데이터분석 경향 및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

< 표 62 > 데이터분석 전략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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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데이터분석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소장 자료 분석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

다. 모든 자료를 데이터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문헌보존관이 보

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 데이터분석의 가치가 높은 자료부터 선별하여 정리할 필요

가 있다. 데이터분석의 가치가 높은 자료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정제 및 재가공을 

거칠 수 있도록 분류해두어야 한다. 

  소장 자료 분석 과정에서 특화 데이터 발굴 및 선별 업무도 병행될 수 있다. 특

화 데이터 발굴 및 선별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

서 특화 서비스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투입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형식 측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 측면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

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분석용 특화 데이터 확보 업무는 발굴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선정된 데이터

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데이터 확보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이나 타 분관, 혹은 

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면 예외적으로 데이터분석 용 특화 데이터 확보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분석 전략 담당 부서는 데이터 활용 연계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업무도 수

행하여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 발굴 및 선별하고 확보한 데

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연계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업무 담당자의 주요 역할이다. 원재료를 정제한 상태 그대로 보관한다면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원재료에 더해지는 가치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원재료를 정제하고 필요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까지 제공해준다면 원재료가 가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문헌보존관은 데이터 발굴 및 선별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데이터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에도 유사한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국가문헌

보존관이 보유한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활용 연계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분관 혹은 타 기관, 

개별 연구자 등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분석 전략 부서에서 유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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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지원 연계방안 수립은 국가문헌보존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 지원 방

안을 모색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연구자 지원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식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헌보존관의 ‘재창조’ 추진전략

과 부합하는 업무이다.

  유관 부서 협조 업무는 연계서비스 활용을 위한 국가문헌보존관 내부 유관 부서

와의 협조를 조율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데이터분석지원 업무는 국가문헌보존관 전

반의 서비스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분석 전략 담당자는 유관 부서와의 

업무 협력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분석 전략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신 데이터분석 이슈 파악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데이터분석은 수시로 변화가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발 빠른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새

로운 기법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신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나.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업무는 데이터분석을 위한 기술을 확

보하고 수행하는 것부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용 데이터

셋으로 구축하는 업무까지 포함한다.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세부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표 63>

과 같다.

주요 업무 업무 정의

데이터분석 기술 탐색 및 

연구개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데이터분석 기술을 

탐색하고,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예의 주시할 기술들을 

선별하는 업무

데이터 클리닝 계획 수립

국가문헌보존관 데이터를 양질의 분석용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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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 기술 탐색 및 연구개발 업무는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운영에 있어

서 가장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이다. 데이터분

석 기술은 변화가 매우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담당 부서는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데이터분석 기술을 탐색하고,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예

의 주시할 기술들을 선별해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데이터분석 기술

을 모니터링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분석 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분석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방안으

로는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과 외주 용역을 통해 연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데이터분석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구

만으로는 기술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및 학술기

관,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외주 연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문헌보존관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클리닝 계획 수립 업무도 원활한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운영을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이다. 데이터클리닝은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

데이터 클리닝 작업 

감독관리

담당자나 외주 인력이 수행하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

데이터 클리닝 작업 수행 담당자나 외주인력이 수행하는 데이터 정제 작업

코퍼스·데이터셋 구축 

계획 수립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 및 처리 기술, 연구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코퍼스·데이터셋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데이터분석 전산 장비 

도입 및 운영

데이터분석 담당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 관련 전산 장비 도입 및 운영을 

계획하는 업무

데이터분석 솔루션 및 

장비 유지보수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장비 및 솔루션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셋 

구축 관련 실적·통계 

관리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셋 구축 실적·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하는 업무

< 표 63 >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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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제

작업을 의미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데이터(raw data)의 양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원데이터를 데이터 클리

닝 작업을 통해 분석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로 변환한다면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

터분석지원 업무 운영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스칼라십 서비스 운영

에 있어서도 든든한 자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하게 될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 설계와 

정확한 수행, 철저한 관리 등이 요구된다. 데이터 클리닝 작업 중에 상대적으로 단

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은 외주 인력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므로 국가문헌보존관의 정원인력이 모든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주 인력을 적

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주 인력을 통해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문헌보

존관의 데이터 클리닝 업무 담당자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 작업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퍼스·데이터셋 구축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문헌보존관 차원에서 고품

질의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한층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코퍼스·데이터셋 구축은 국가문헌보존관의 데이터분석 및 처리 기술, 

데이터 클리닝 작업 방법 및 수행 정도, 데이터 이용 대상 및 연구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축된 데이터셋은 국가문헌보존관과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문헌보존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 기법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정제‧가공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데이터분석 기술과 기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구축 계획에도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처럼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

여야 하므로 체계적인 구축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코퍼스 및 데이터셋 구축 작업

을 진행하여야 한다. 코퍼스·데이터셋 구축 작업도 데이터 클리닝 작업과 마찬가

지로 외주 인력을 활용하여 단순 작업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분석 전산 장비 도입 및 운영 업

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데이터분석을 위한 전산 장비는 국가문헌보존관 전반에 

이용하는 일반 정보시스템과는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분석 담당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 관련 전산 장비를 운영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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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규 장비 도입까지 계획하는 것이 데이터분석 전산 장비 도입 및 운영 업무

의 핵심이다.

 데이터분석 솔루션 및 장비 유지보수 관리 업무는 데이터분석 전산 장비 도입 및 

운영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이다. 데이터분석 솔루션 및 장비 유지보수 관

리 업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담당자가 직접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담당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 및 솔루션을 파악하고, 

담당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

다.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운영에 있어서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셋 구축 관련 실

적·통계 관리 업무 수행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실적‧통계는 담당 부서의 성과 평

가를 위해 활용될 수 있고, 국가문헌보존관과 여러 부서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인력이 세밀하게 작성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4.5 문화·전시서비스 

  국가문헌보존관의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성 분석 항

목에 특수평가항목에는 정성적 편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장서보존의 집적효

과, 복원보존 기능의 질적 향상 효과, 국가 유휴시설 활용도 및 역사성 제공의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정성평가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2018년 평

창 동계올림픽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사례의 상징성과 국가문헌 보존장소로서의 역

사적 의미를 부여한 부분이다. 역사성을 가진 문화유산의 보존하여 계승하는 것은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며, 이 문화 자본을 통해 개인이나 그룹이 유형 또는 무

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국가문헌

보존관은 문화 자본으로서의 상징성과 가치 창출을 위해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정

립해야 한다. 이미 지식자원의 보존과 복원이라는 의미에서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문화전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상징성과 의미를 확

장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문헌보존관 입지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접

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 활용 목적의 방문하는 서비스는 적합하지 않으

며, 관광을 위해 주변을 방문한 이용자를 유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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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스턴 스파의 사례처럼 대형 서고 자체를 전시 요소로 활용하거나 ASRS의 

로봇 제어처리 과정 자체를 관람의 요소로 정의하고 건축에 반영한 부분은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을 첨단의 이미지로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주변 경관과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존관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가족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관을 통해 미래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보다는 직관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요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

인 홍보 활동이 될 수 있다. 

  가. 문화전시서비스 구성 방향

  이 장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수행하는 기본기능과 함께 문화기능을 본격적으

로 도입하기 위한 환경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문화전시서비스를 위한 내부 환경분석

 ① 강점(Strength)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전시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본관뿐만 아니라 세종도서관, 어린이도서관도 이용자의 특성과 트렌드에 맞는 다양

한 전시기획을 진행해 오고 있다(<표 64> 참고).

  전시의 소재가 되는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될 수도 있지만, 전시를 목적으로 구성

되었던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자료의 연결을 통해 콘텐츠

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시각에 의한 전시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 방향과 기존 콘텐츠를 현재의 시각에 맞게 재

해석하고 외부콘텐츠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관의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구축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장서구축뿐 아니라 전시사료로 

활용되었던 콘텐츠를 꾸준히 디지털 사료를 구축한다면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풀을 구축할 수 있다. 완전 공개를 할 수 없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문화시설의 디지털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므로 공공도서관을 통해 디지털로 구축된 

전시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시확대도 가능하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 문화전시기능을 수행할 때 강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화할 수 있는 역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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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콘텐츠를 연결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메타전문가 확보

   - 도서와 관련된 전시 사료 및 콘텐츠 자원 확보

구분 행사명 시기

본관

(21)

이광수 ｢무정｣ 연재 100주년 기념 전시 ‘17.3.28~’18.3.25.
매일 읽는 즐거움 – 독자를 열광시킨 신문 소설 展 4.7.~6.18.
족보, 나의 뿌리를 찾아가다 6.27.8.27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전시 9.11.~1.5.
염상섭 문학전 – 근대를 횡보하며 염상섭을 만나다 11.27~‘18.2.25.
2017년 서울 국제 도서전 6.14.~6.18.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18.10.04.~11.25

민속음악 연구의 개척자, 이보형 기증자료展
‘18.12.10.~’19.2.24

.
사계로 만나다 ‘19.4.15.~5.31
호랑이 가죽을 두른 용사 – 한 권의 책으로 유럽과 아시

아를 잇다.
9.4.~9.28.

사계로 만나다 4.15.~5.31.
시대를 기억하다 기획展 ‘19.5.16.~8.31.
고바우 영감, 하늘의 별이 되다. 9.10.~10.31.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19.1.15.~12.15.
옛책 속의 그림이야기 ‘20.06.15.~08.14
감각하는 지식 10.27.~11.30.
전쟁에 동원된 아동과 여성 8.13.~11.30.
책에서 피어난 그림, 책거리 2.15.~4.9.
미래 도서관 특별전 ‘21.04.27.~05.31.
지식의 역사를 잇다 03.24.~12.26.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23

프랑스 그림책 전 ‘17.1.17.~3.31
도서관이야기전 4월~10월
<동시다발> 순회전시 ‘17.9.~’18.12.
<가족-함께하는 시간> 순회전시 ‘17.9.~’18.8.
제2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공모] 수상작 

순회전시

‘16.10.9.~’17.12.10

.
2017 전국도서관대회 10.25.~26.
그림책, 별의별자리 여행 ‘17.11.1.~’18.1.31.
어린이 테마도서 전시 1월~12월
2018 동계올림픽 전시 홍보 코너 운영 ‘17.3.~’18.3.
동화의 숲 속으로 ‘18.2.6.~4.25.
별난 책 이야기 5.3.~7.15.
읽어요 폴란드, 느껴요 폴란드 7.26.~9.30.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수상작&우수작 10.16.~12.9.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8.31.~9.2.
행복이 머무는 자리 ‘19.1.15.~2.24.
모도가 봄이다: 방정환과 한국 어린이운동 3.2~.5.5.
만화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러시아: RING NOVA 5.14.~8.25
책으로 자라는 곳, 스웨뒌 9.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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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약점(Weakness)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시 사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자체의 전시전담인력이나 

홍보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각 부서의 전시기획내용을 수집하고 외주

를 통해 전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의 전시역량 강화나 전문

화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규모나 분관들의 전시 

활동, 향후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다면 전시기획과 홍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즉, 국가문헌보

존관의 문화전시기능의 확대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인력확보 측면에서는 체험 전시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전시 분야의 

역량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 전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

제4회 책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수상작 순회

전시
‘18.10.~’19.11.

한국동화 100년 으랏차차 우리 동화 ‘20.5.6.~8.16.
우크라이나 그림 정원 10.29.~‘21.1.29.
어린이날 도서관 큰잔치 온라인전시 ‘20.7.1.~9.30.
제6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공모) 수상작 

순회전시
1~12월

세종

도서관

(20)

도란도란 그림책 찾아가는 길 3 2017년 1월
2017 정책정보서비스 공동전시 시「대한민국 정책 연구, 

한눈에 보다」
‘17.6.12.~7.9.

동시다발: 동시가 꽃다발로 피었습니다.(추가) 7.11.~7.30.
매일 읽는 즐거움, 독자가 열광한 신문소설 (추가) 7.25.~9.24.
그림·사진 공모 전시 8.24.~10.31.
2017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우수작&수상작 전시 11.2.~11.30.
내겐 너무 소중한 너 12.5.~‘18.1.28.
가까이에 시 한 편 ‘18.8.21.~10.21.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우수작&수상작 전시
‘18.12.11.~’19.1.27

.
행복이 머무는 자리 ‘19.2.26.~3.24.
세종을 찾아온 우리 땅 독도 3.26.~4.14.
이보형 기증자료전 6.25~8.25.
꽃을 그리다 9.2.~9.8.
제29회 공무원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 9.23.~9.29.
그림책, 당신의 시간 10.15.~12.8.
탐색 기획초대전 ‘20.2.11.~4.19.
작가의 문 - 쓰다(文), 듣다(聞), 묻다(問), 열다(門) 5.12.~7.12.
축하해, 삐삐! 9.9.~12.6.
미소 한 아름 ‘21.1.5.~2.28.
노랫말-선율에 삶을 싣다 3.23.~5.30.

< 표 64 > 2017~2021년 국립중앙도서관 전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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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전시 및 전시 기술에 대한 이해와 기반 역량이 필요

  -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③ 기회(Opportunity)

  국가문헌보존관의 전시공간과 시설의 확보는 문화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최적의 

기회이다. 강원통계정보가 공개한 강원도 관광지 방문객 수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 방문객 수는 2019년도 기준 9,918,000명이며 이는 평창군 2019년도 인구의 

약 236배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의미이며 국가문헌보존관의 주 이용층은 관광객으

로 추정되며 관광객 대상 전시·문화 프로그램 기획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에서 강원도의 박물관과 전시관의 전시주제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그림 

33>과 같이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하였다. 강원도 내 전시자료는 주로 민속품이나 고

서, 골동품의 소장자료와 전시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존관은 도서 콘텐츠의 

내용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할 수 있고, 강원도 내 기존 

전시시설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전시를 제공한다면 지역을 활성화하는 관광객의 유

입도 가능할 것이다.

  - 보존관 전시공간과 시설의 확보

  - 관광을 위한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 가능

  - 보존관의 문화전시 기능을 확장을 위한 예산 투입 기회

  - 평창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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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 강원도 소재 박물관 주요 소장자료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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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구분
시설명 홈페이지 소재지

전체면

적 / 

전시실 

면적합

계

(㎡)

설립

년도

입

장

료

유

무

단체

관람 

기준

운영시간

국립 국립춘천박물관
https://chuncheon.museum

.go.kr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51,029 / 

2,184
2002 X 20

9:00 - 

18:00

국립 국립산악박물관 http://nmm.forest.go.kr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054

36,333 / 

1,020
2014 X 20

9:00 – 
18:00

국립 강원경찰박물관

https://www.gwpolice.go.k

r/hall/sub01/sub01_01_01.j

sp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1

5,298 / 

263
2002 X 2

9:30 – 
17:30

공립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www.dmzmuseum.com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151,242 

/ 2,849
2009 X 30

9:00 – 
18:00

공립 강원도산림박물관 http://www.gwpa.kr/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
14,993 / 

1,258
2002 O 30

10;00 – 
17:00

공립 대관령박물관
https://www.gn.go.kr/muse

um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옛길 1

9,766 / 

686
2003 O 30

9:00 – 
18:00

공립 김시습기념관 -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85
2,031 / 

152
2007 X -

9:00 

–18:00

공립 허균허난설헌기념관

https://www.gn.go.kr/tour/

prog/lod/Sights/S0202/sub0

2_03_03/view.do?cid=27&o

rderBy=B&pageIndex=1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93번길 1-16

4,551 / 

118
2007 X -

9:00 

–18:00

공립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https://www.hccf.or.kr/Ho

me/H30000/H30100/H3011

5/html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마리소리길 207

2,239 / 

417
2007 X -

9:00 

–18:00

공립 박인환문학관 www.mvfm.kr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156번길, 50

13,593 / 

467
2012 X

033-462

-2086

9:00 

–18:00

공립 삼척시립박물관

https://www.samcheok.go.

kr/specialty/00468/00891.w

eb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
8,192 / 

906
2000 X

033-575

-0768

9:00 

–18:00

공립 속초시립박물관 www.sokchomuse.go.kr 강원도 속초시 신흥2길 16
73,234 / 

1,917
2005 O 30

9:00 

–18:00

공립 숲사랑홍보관 https://www.gtdc.or.kr/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1

9.576 / 

750 
2006 X

033-644

-4852

9:00 

–18:00

공립 아리랑박물관 www.arirangmuseum.or.kr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1,077 / 

543
2016 O 20

10:00 - 

18:00

공립 양구선사박물관 http://www.ygpm.or.kr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2

28,524 / 

940
1997 X 10

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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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양구근현대사박물관 http://www.ygpm.or.kr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1

28,524 / 

427
2014 X 10

9:00 

–18:00

공립 양구백지박물관 www.yanggum.or.kr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24,325 / 

427
2006 X 20

9:00 

–18:00

공립 양구인문학박물관 www.ymunhak.or.kr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869번길 101

9,700 / 

675
2012 O

033-482

-9800
9:00~18:00

공립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www.osm.go.kr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11,897 / 

1,224
2007 O 20

9:00 

–18:00

공립 어촌민속전시관

https://www.samcheok.go.

kr/tour/01457/01495/02244

.web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 2002 - -

9:00 

–18:00

공립 여초서예관 www.yeochomuseum.kr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154

9,917 / 

753 
2013 X 20

9:00 

–18:00

공립 오죽헌시립박물관
https://www.gn.go.kr/muse

um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94,717 / 

2,018
1992 O 30

9:00 

-18:00

공립 원주시역사박물관 http://whm.wonju.go.kr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7,420 / 

935
2000 X 20

9:00 

-18:00

공립 의암류인석기념관 www.ryuinseok.or.kr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85,895 / 

360
2004 X

033-264

-3980

9:00 

-18:00

공립 춘천인형극박물관

http://www.cocobau.com/c

ontents.do?cid=5edf5276e7

644756b01d859f3909876e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017
17,274  

712
2004 O -

10:00 - 

18:00

공립 인제산촌민속박물관 www.mvfm.kr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156번길, 50

20,998 / 

874
2003 X -

9:00 

-18:00

공립 정선향토박물관 www.jsimc.or.kr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2

2,739 / 

1,051
2004 X -

9:00 

–18:00

공립 애니메이션박물관
www.animationmuseum.co

m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13,962 / 

4,026
2003 O 20

10:00 - 

18:00

공립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https://ccmksmuseum.mod

oo.at/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4

4,241 / 

450
2006 O 30

10:00 – 
17:00

공립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

관
www.paleozoic.go.kr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249

12,727 / 

2,327
2010 O 20

9:00 

-18:00

공립 태백석탄박물관
www.taebaek.go.kr/coalm

useum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95

23,811 / 

3,986
1997 O 20

9:00 

-18:00

공립 파로호 안보전시관

https://tour.ihc.go.kr/hb/po

rtal/sub01_03?mode=readF

orm&cont=look02&articleS

eq=600153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61-2

17,033 / 

400
2006 X -

9:00 

-18:00

공립 팔랑민속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바랑길 

158번길 1

900 / 

184
1998 X -

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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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한국시집박물관 http://한국시집박물관.org/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136

9,459 / 

512
2014 X -

9:00 

-18:00

공립 홍천향토사료관 https://www.great.go.kr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18

5,841 / 

605
2003 X -

9:00 

-18:00

공립 화진포 생태박물관

https://www.gwgs.go.kr/pr

og/tursmCn/tour/sub02_05

/view.do?cntno=53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78

7,439 / 

1,597
2013 O 30

9:00 

-18:00

공립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80

133,949 

/ 690
1997 O 30

9:00 

-18:00

공립 황영조기념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176

1,491 / 

725
1999 X -

9:00 

-18:00

공립 6.25전쟁체험기념관
http://www.tongiltour.co.k

r/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453

3,196 / 

794
2007 O 30

9:00 

-18:00

공립 별마로천문대 www.yao.or.kr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

7,449 

/196
2001 O 20

14:00 - 

20:00

공립 난고 김삿갓 문학관 www.ywmuseum.com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4,826 / 

497
2003 O 20

9:00 

-18:00

공립 동강사진박물관 www.dgphotomuseum.com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2-10

9,098 / 

994 
2005 O 20

9:00 

-18:00

공립 영월동굴생태관 www.ywmuseum.com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15

2,978 / 

819
2009 O 20

9:00 

-18:00

공립 강원도탄광문화촌 www.ywmuseum.com 
강원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351

88,976 / 

880
2009 O 20

9:00 

-18:00

공립 동강생태정보센터

http://www.ywmuseum.co

m/museum/index.do?muse

um_no=1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180,281 

/500
2010 O 20

9:00 

-18:00

공립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
www.ywmuseum.com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25,210 / 

429
2014 O 20

9:00 

-18:00

공립 라디오스타박물관 www.radiostar.or.kr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84-3

4,949 / 

735
2015 O 20

9:00 

-18:00

공립 단종역사관 www.ywmuseum.com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3.794 / 

403
2002 O 20

9:00 

-18:00

공립 화천민속박물관 www.hcmuseum.kr 강원도 화천군 춘화로3337
10,390 / 

858
2006 X -

10,390 / 

858

< 표 65 > 강원도 내 국공립 박물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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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명 홈페이지 주제
강릉선교장 https://knsgj.net/ 가옥,고가
테디베어팜 http://www.teddyfarm.net/ 인형

삼척 민물고기전시관

https://www.samcheok.go.kr/t

our.web?amode=_viw&idx=14

0&type=_blank&cate=3 

수조터널, 자연생태학습, 민물고

기

양구통일관 - 땅굴, 전망대, 전쟁기념관

효석달빛언덕

https://www.samcheok.go.kr/t

our.web?amode=_viw&idx=14

0&type=_blank&cate=3 

생가복원, 전망대

6.25 전쟁체험전시관 - 전망대, 유물
철암탄광역사촌 http://www.cheolamart.com/ 석탄산업, 전망대
용평공룡해양랜드 http://www.cheolamart.com/ 공룡, 박제물
화천파로호안보전시관 - 장구류, 무기류
삼척 동굴신비관 - 동굴, 문화연출, 디오라마
평화의 댐 물 문화관 - 조형물, 댐
삼척세계동굴엑스포타

운
- 동굴탐험

해피아울하우스
https://happyowlhouse.modoo.

at/ 
패브릭아트, 수집품

이외수 문학관 - 문학관, 문학작품, 미술품, 원고 
내수면자원센터 - 민물고기
강릉통일공원함정전시

관
- 함선

신재생에너지전시관 - 풍력발전, 태양열발전기
뮤지엄산 페이퍼갤러리 - 판화
실내얼음조각광장 - 조각상
올챙이추억전시관 http://omg033.com/ 생활사, 7-80년대
단종역사관 - 단종, 사육신
강릉통일공원안보전시

관
- 함선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 자연경관
산타클로스우체국 대한

민국본점

https://hwacheonsanta.modoo.

at/ 
산타, 성탄절

아라리인형의집 - 인형극, 인형
한반도습지생태문화시

설
- 생태문화

여초김응현서예관 http://yeochomuseum.kr/ 서예, 서법
박경리문학의집 - 문학작품, 생가, 동상
양구향토사료관 - 고대양구, 고문서, 농기구
억새전시관 - 억새

상노민속전수회관 -
지경다지기, 생활민속, 미풍양

속, 노동요
뿌리관 https://33mf.org/ 향토자료, 석탄, 3·3주민대투쟁

< 표 66 > 강원도 내 전시관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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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협(Treat)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과 여행의 감소와 레저활동의 위축은 전시관 운영 차원에서

의 위협 요소다. 그러나 국가문헌보존관의 개관이 2024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 시에는 이 모든 상황이 극복되고 활발한 이동과 여가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간적 전시뿐 아니라 전시사료를 디지털화해서 구축하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전

시사료를 제공한다면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으며, 또한 학술문화기관의 역

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로 인한 관광 및 여행의 감소

  - 지역 경제의 둔화로 인한 관광인프라의 역량 축소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다양한 콘텐츠 확보 중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역량 

메타 전문가 확보

도서 관련 전시 사료 및 콘텐츠 지원

전시 전문인력

체험전시 및 전시 기술 역량 부족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보존관 전시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전시 가능성 확장을 위한 예산 투입

지역 활성화의 정책적 역할

코로나의 여파로 관광 및 여행의 감소

관광인프라 역량 축소

< 표 67 > 문화전시 기능 수행 측면에서의 내부환경 SWOT 분석

2) 문화전시서비스를 위한 외부 환경 분석 

  국가문헌보존관의 올림픽 개최시설활용의 측면에서의 정책적 방향성과 필요성과 

함께 국가문헌보존관의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문화

전시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저작권법의 개

정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2019.11.26.)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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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이 포함되었다. 일단 저작물의 공중에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규

정됨에 따라 디지털전시를 추진함에 있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측면에서 비영리 목적

의 활동에 대해 저작권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가 확대가능하기 때문

에 문화전시기능을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

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

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

단하여야 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시

설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ㆍ이용 형태ㆍ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ㆍ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구 절차와 방법,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 표 68 > 저작권법 35조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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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이 콘텐츠를 GLAM 기관들과 협력 연계한다면 문화전시기능을 활

성화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환경 측면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식의 효율

적인 전달이 중요한 사회에서 문화전시기능을 활용한 지식의 전달체계를 구성할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전시 기능도 단순 관람보다 참여하고 공감하는 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국가문헌보존관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융합에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관

으로 데이터 적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건축을 통해 구현되고, 스마트 서고 시

스템의 구축이나 체험 전시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연계하여 적

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국가문헌보존관이 

문화전시기능을 구현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 기술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문화전시기능의 방향

  본 연구팀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검토된 시사점

을 기반으로 문화전시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였

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리하였다.

정치 / 법규 (Political) 거시경제 (Economical)

국가문헌보존관의 법적 지위

저작권법

디지털 콘텐츠 수요

여가와 휴식을 위한 개인활동

사회 / 문화 (Social) 기술 (Technological)

올림픽 개최지 문화유산 활용

디지털자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재창조

첨단 기술 반영

스마트 서가, 스마트 도서관

< 표 69 > 문화전시서비스를 위한 외부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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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 기본 방향 수립

  국가문헌보존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검토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

음 4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기억과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전시

 ○ 체험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소통하는 전시 

 ○ GLAM을 연결하여 확장하는 전시

 ○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즐거움 제공하는 전시  

 2) 전시목표 및 전략

  - 전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콘텐츠 제공

  - 체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형 콘텐츠 제공

  -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는 전시 구축

  - 미래로 지식 자원을 연결하는 보존관의 역할을 홍보

  - 창의적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지적 자극 요소 제공

  -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콘텐츠 제공

이러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발 

  - GLAM 문화콘텐츠와 학술 콘텐츠를 연결

  -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결과 소통을 통해 재창조 

  - 이용자의 경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참여형 요소 개발

  - 전시콘텐츠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보존

  - 전시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의 교육과 문화적 환경에 기여

  보존관의 성격이 서고 관리나 디지털 구축사업의 보이지 않는 역할로만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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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장기적으로 보존관의 공간을 확장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략적 차원

에서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기대효과

  국가문헌보존관의 문화전시 기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문화전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② 국가문헌보존관 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문화 확산 

 ③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적 기여

 ④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기술 탐색 및 전문성 향상

 5) 도서관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 서비스 개발

 6) 사서의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역할 모델 수립 

 다. 문화전시 서비스 계획안

  문화전시 기능의 수행은 상설전시 공간과 기획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계획하여 운

영하지만, 이벤트 성격의 전시나 외부 기관의 전시프로그램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공간 설계에 반영된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전시공간별 규모와 특징은 

‘공간 계획 ’ 파트를 참조).

< 그림 34 > 문화전시 추진과제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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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고려할 점은 전시관 이외의 복도, 로비, 야외 공간도 문화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문헌보존관의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에는 GLAM형 서비스의 차원에서도 야외 조형물,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유치하는 전

략 등을 검토하여 폭넓은 문화 활동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1) 전시 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상은 전시전문가의 전시계획안이 필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전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 상설 전시

- 스마트 서고를 활용한 미래도서관 체험

- 조선시대 사고의 역할과 보존관의 역할을 연결하는 콘텐츠 전시

- 국가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추진 사업에 대한 디지털 홍보 

전시

  ○ 특별 전시

- 전시 주제 및 연출 방식이 변경되는 기획 전시에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나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는 주제를 선택

- 첨단 전시기술을 활용하는 장비나 투자가 필요한 전시로 AR, VR 등의 기

술을 활용한 전시 

- 강원지역의 축제나 콘텐츠를 연결할 수 있는 공동 전시기획을 검토

  ○ 온라인 전시

- 전시 콘텐츠 중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에 대해서는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

해서 홍보와 사료 구축을 병행

-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콘텐츠의 경우 시리즈로 연결하여 디지털 전시관을 

구축하는 방안 검토

- 전시자료의 사료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시 상설관을 구축

  ○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즐거움 제공하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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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를 통한 즐거움

- 여가와 취미활동 

2) 전시콘텐츠 구성안 예시

① 스마트서고를 통한 미래도서관 체험 

 전시목표

- 내가 원하는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하고, 모바일로 예약한 자료를 로봇

에 의해 전달되는 스마트서고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

- 단순한 자료이용이 아닌 도서관 서비스를 이해시키고, 자료를 수집과 관리, 

콘텐츠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게 구성

< 그림 35 > 스마트서고를 통한 미래도서관 체험

(이미지 출처: 국가문헌보존관 설계공모작 설명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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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내용 및 스토리 예시

(1) 인터렉티브 월을 통한 자료의 탐색을 통해 디지털 자료인 경우, 본인 소유

의 스마트폰이나 대여된 스마트 패드를 통해 디지털 장서를 전송받아 이용

하는 방안

(2) 물리적 자료를 원하는 경우 스마트 서가에 대출 신청하면 오토스토어 같은 

로봇형 피킹 시스템을 통해 무인 대출 데스크로 배달 

(3) 스마트서고 내의 로봇이 자료를 피킹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체험

의 요소이므로 건축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스마트서

고 내에 카메라를 통해 로봇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방법

(4) 로봇을 활용한 자료 출납 자동화의 과정을 이후에 자료 전달방식의 시나리

오 

- 창구에서 이용자가 있는 공간까지 로봇 딜리버리 제공하는 시나리오 

- 열람실 내 특정 위치의 반납 자료를 로봇이 자동으로 수거하는 과정을 구

현

- 이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로봇을 호출하여 대출자료를 받거나 반납하는 과

정을 체험 시나리오로 구성

 기술요소

- 피킹로봇 등의 스마트서고 시스템, 스토리 라인에 따른 시스템 간 연동 SW 

개발

- 이용자의 모션을 인식하여 태블릿의 내용이 전시관 디스플레이의 연동, 로

봇의 동선 제어와 자료와 이용자 인식 기술 등

 고려사항 

- 물리적인 책을 찾는 것이 얼마나 재미 요소로 작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

요

- 디지털 북을 가상체험을 활용해서 3D 형태로 구현한 입체적인 그림책이나 

책의 삽화 그림 등을 움직이게 하는 재미 요소 검토 필요

② 메타버스 또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작가와의 만남

 전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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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문학연표, 작가별 구축된 전시콘텐츠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근대작가 

탄생 100주년 시리즈 전시를 기획

 - 디지털장서, 영상,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교육, 문화적 체험 전시 구현

 전시내용 및 스토리 예시

 - 나레이터를 통해 작가에 대한 소개와 시대 배경을 브리핑을 받음

 - 작가와 관련된 사진, 영상, 책과 관련한 이미지 탐색

 - 메타버스를 통해 작가의 발언, 작품의 명대사 등을 재현

 기술요소

 - 인물이 중심이 되는 전시의 경우 디지털 휴먼으로 복원하여 콘텐츠로 생

성하는 과정이 필요

 고려사항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학 전시관을 비롯한 전시 콘텐츠와 근대 문학 

연보 등을 통해 구축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체험형 상설 전시와 기획전시를 

구현. 과거의 작가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고 현재의 작가는 홀로그램과 

영상자료를 활용한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음

  - 작가의 사진과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입체감 있

게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 작가, 작품, 작품의 배경 시

기, 작품의 주인공, 사건, 동시대의 작가와 작품의 연결, 관련 도서, 문서, 

사진, 영상을 활용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

  - 어린이형 전시의 경우는 인기 동화의 아바타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통해 

작품과 독자, 작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연결하는 전시모델을 기획전시로 

구현

< 그림 36 > 메타버스 또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작가와의 만남 예시(윤영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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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체험의 전시는 동화에 나오는 다양한 요소의 아바타를 제공해서 

창작 동화나 동화 스토리를 만들어서 디지털 책 형태로 선물하는 작가 체험

서비스 구축방안 검토

  - 작가 탄생 100주년 또는 작품 발간 100주년 등의 연도별 기획행사를 지

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공도서관에 작가 관련 독서프로그램을 

연결하거나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전시내용을 제공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지역 관련 페스티벌이나 축하 공연으로 기획 시리즈를 연동할 수 있음

③ 가상체험기술을 활용한 보존복원 체험

 전시목표

  - 보존 복원에 대한 중요성과 작업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목적의 콘

텐츠로 구성

 전시내용 및 스토리 예시

 - 보존관의 역할 홍보 목적으로 조선시대 사고의 의미와 사고의 소실이라는 

피해 속에서 국가 지식의 전승 과정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가상현실 체

험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제공. 국가문헌보존관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프로그램.

 ex) 스토리를 활용한 게임 개발 - 기록문화의 중요성: 사고를 지켜라!

 ex) 훼손된 장서를 복원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AR 체험을 통해 구현

 기술요소

 - 개인이 소지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증강현실로 구현, 게임 SW 개발

 고려사항

 - 전시관 내 대상물과 연동된 AR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 게임 요소의 활용을 위해 일정 공간을 지정하기보다 다양한 공간을 탐색

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할 경우 보존관 내의 여러 미

션 수행지점(spot)을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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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 가상체험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문화재청, n.d.) 

④ 가족사(Family History) 전시 체험

 전시목표

 - 정보 활용이 학술적 목적이 아닌 가족이나 개인의 뿌리 찾기에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홍보하며,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정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안내

 전시내용 및 스토리 예시

- 나의 조상찾기 과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시나리

오로 구성해서 정보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인물정보 활용의 방법을 교육 

- 개인의 족보 상의 위치, 조상 중의 유명인물을 확인하고 조상과 관련된 다

양한 자료를 연계해서 보여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된 경우 활용할 수 있

음. 

- 온라인으로 구축된 가족사진이나 가계도를 스마트월에 표현하는 전시공간

을 구성 

- 역사 속 유명인물들의 초상화나 그림을 활용해서 개인 사진, 가족사진을 찍

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과거의 조상이나 미래의 자손에게 보내는 메시지

 기술요소

- 개인이 소지한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 월을 연동하는 제어 기술과 SW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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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의 의미있는 시간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과 같이 운영

- 족보자료의 콘텐츠를 기획해서 연계 전시하는 방안

  라. 문화전시의 운영과 사서의 역할

  문화전시의 성패는 인적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문인력의 투여가 전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과 이해

도에 따라 전시콘텐츠의 품질과 수준이 결정된다. 전시과정에서의 실무적인 학예

직의 역할이나 해당 콘텐츠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시의 경우에

는 데이터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과 기술적인 요소도 큰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많기 때문에 협업의 필요성도 커지

기 때문에, 사서의 입장에서는 도전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영역도 넓어진

다고 보여진다.

  즉, 사서의 입장에서 문화전시기능에서의 역할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역

에서 개발이 필요하다. 

 

 소장 사료를 통한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콘텐츠의 내용을 해석, 분석

하고 연결하는 내용 전문가의 역할

 콘텐츠의 구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성 역량

 관련 부서와 협업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콘텐츠 기획 역량

 디지털 큐레이션 역량 

 데이터분석과 시각화 구성역량

 첨단 전시 기법과 영상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의 이해와 활용

 전시, 홈페이지, 모바일,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

< 그림 38 > 가족사(Family History) 전시 체험 예시(familysearch,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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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홍보 역량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

  이와 같은 역량의 개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신규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배치를 포괄하여 관련 역량과 업무 적합도를 고려

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전시서비스를 바라보는 사서의 시각이 스스로 관리적인 역할이 아니라 콘텐

츠를 활용한 스토리의 구상과 교육, 문화적 정보 제공의 중심적 역할 수행자라는 

인식과 활동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각의 변화를 통해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 확대와 연결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

문에 적성에 맞추어 선호하는 역량에 집중하고 협업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문헌보존관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여러 과제들은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서들이 초기 보존관 구축 단계에 작업에 투여되어 경험을 축적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업에 참여한 사서들이 업무과정에서 성장해 나간다면 장기

적으로 보존관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요구되는 핵심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존관의 체험전시 서비스를 운영과 같은 과제도 개관 이전의 TFT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연구와 계획을 준비하면서 전시에 활용하는 콘텐츠의 구현방식

과 기술적 문제, 콘텐츠를 연구하는 기회를 만들고, 전시와 사서 교육에 필요한 프

로그램을 같이 준비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사전에 준비된다

면, 향후 전시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확산하

거나, 공공도서관에서 전시에 도움을 주는 사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실질적인 확

산이 가능할 것이다.

  마. 지역사회 연계 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 구성 

  도서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공공도서관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

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가문헌보존관은 보존관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

지만,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

다.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

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 협조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중복적인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예산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이소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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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위해서 지역조사와 심층적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현 단계에서 연구팀에서 다음 두 가지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전시콘텐츠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인근 지역의 문화전시 

주제와 관련된 단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공공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가칭)사서와 함께하는 디지털인문학교실로 관내 

공공도서관과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또는 단체에게 해설이나 실

습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평창군과 인근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게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보존관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하 서술한 지역사회 연계 전략수립과 계획과정에서의 검토사항은 2024년 이후 

국가문헌보존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

1) 지역사회 연계 전략 수립

목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 설계

핵심

전략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형성

관광 특화 문화·전시 

프로그램 기획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지원

< 표 70 > 지역사회 연계 전략 수립 

2) 추진 전략 및 과제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플랫폼 개발

  -지역사회 기관과 물적·인적 자원 교류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모색

  -기간과 기관을 연결해주는 연결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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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특화 전시·문화 프로그램 기획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 문화 프로그램 기획

   - 관광과 여가로 연결되는 전시·체험 공간 형성을 위해 보존관 내외부 공간 적

극 활용

   - 평창 문헌 보존관 만의 차별화된 전시 기획

  ○ 디지털 콘텐츠 교육·홍보 지원

  -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지원

  - 보존관의 첨단 시설을 이용하여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지역사회 기관 사서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자료 구축을 통해 관광 및 문화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지원(영상물, 디

지털 큐레이션, 이미지 등)

3) 주요 추진과제

  ①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플랫폼 개발

   ◦ 지역 사회 기관과 물적·인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

 ② 관광 특화 문화·전시 프로그램 기획

   ◦ 지역 사회와의 협력은 통해 관광 문화 프로그램 기획

   ◦ 관광과 여가로 연결되는 전시·체험 공간 형성을 위해 보존관 내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설계

 ③ 디지털 콘텐츠 교육 지원

  ◦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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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보존관의 첨단 시설을 이용하여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지역사회 기관 사서의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스칼라쉽 과정의 교육 프로그

램 개발

  ◦ 디지털 자료 구축을 통해 관광 및 문화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지원(영상, 디지

털 큐레이션, 이미지 등)

4) 추진 효과

  ㅇ 국가 문헌 보존관이 지역사회 연결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업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과 보존관을 연결하여 물적·인적 자원 교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ㅇ 국가 문헌 보존관 만의 차별화된 전시와 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존

관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다.

 ㅇ 국가 문헌 보존관의 구축된 디지털 콘텐츠를 지역사회 기관에 교육·홍보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헌 보존관의 첨단 디지털 시설을 이용하여 디지털 큐

레이션, 디지털 스칼라십 등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 그림 39 >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추진 효과  



- 193 -

 4.6 확장 및 연계 서비스 운영계획

  4.6.1 통합온라인컬렉션

  통합온라인컬렉션이란 팬더믹 상황에 의해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디지

털’ 영역으로의 공공서비스와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사회적, 국가적 움직임

에 따라 기관 및 콘텐츠 단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된 온라인컬렉션을 구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대학도서관 자료, 정부·공공 정책 연구기관 

자료, 출판계, 방송기관, 각급 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오아시스, 국가전자

도서관, 코리안메모리, 동아시아디지털도서관 등)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

츠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영역에 서비스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문화 관련 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등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목표 중 하나는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관’으로서, 콘텐츠를 통해 지식을 재창조 및 확산하고,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적

극적으로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국민 문화서비스 제공

한다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는 본 제안사항의 성격과도 부합하는 측

면이 있다. 또한, 보존관 내의 넓은 부지 및 디지털보존 업무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

은 협력 기관들의 물리적 자료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기

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오프라인 환경에서 보관함과 동시

에 디지털화 작업 및 온라인컬렉션을 통해 온라인 영역에서 보관 및 서비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본관에서 이미 디지털 서비스

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코리안 메모리’, ‘오아시스’사업 등을 확장·

보강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서혜란, 2021), 본관과 보존관이 상호 협력하

여 본 제안사항을 이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할 것이다.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의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국민들에게 국가 차원의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일 포인트를 만들어준다는 시도는 시대적 

상황, 문화유산 개념의 재정립,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적 경쟁력 등의 관점

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한민국의 ‘문화’

를 보존하여 계승한다는 일념 아래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국가문헌보존

관에서 통합온라인컬렉션을 서비스 전략으로 추진한다면, 전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화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으며 국가적 비전에 발맞춘 교육·연구 영역에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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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관 간의 지식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통합온라인컬렉션 추진의 필요성

  2020년, 코로나19바이러스라는 대대적인 보건 위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락다운

(Lockdown)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물리적 공간으로의 접근 및 서비스 

제한은 공공기관들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전례 없는 팬더믹 사태는 우리의 삶

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지만, 반대로 앞으로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의제를 열어준 것이다. 특히, 

락다운 기간 동안 자료 관련 기관들과 이용자들 간의 유일한 소통 및 협력의 창구

로써 임무를 수행한 디지털 공간은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척해야만 할 필

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은 학문 간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임이 분명하다. 전 세계적 추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국가 차원에서 학

제 간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융합연구에 대해 투자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은 2007년 확정된 국가융합기술발전 기

본방침에 따라 2009년에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뗀 이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13년 

동안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접목한 융합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 선도형 학문 분야 발굴 및 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과제 수와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9).

  즉, 국가의 자료 관련 주요 기관들이 융합연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집 자산들이 이곳저곳 분산되어 서비스되는 것보다 이

들 자원을 한데 모으고 대표성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책임을 일임하여 관리 및 서

비스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국가적 재난 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이용자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물리적 자원을 넘어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

록 만들어진 콘텐츠(ex. 라이센스 준비와 링크된 오픈 데이터 등이 포함)와 이를 충

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용자 친화형 사이트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와 같은 추세와 필요성 등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보존관이 국가 차

원의 ‘통합온라인컬렉션’ 구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나. 통합온라인컬렉션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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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국의 'Towards a 

National Collection: 

Opening UK Heritage 

to the World'

호주의 ‘Trove’
EU Commission의 

‘4CH’

특

징 

대상기관

범위

박물관, 자료실, 도서

관, 화랑

호주 전역의 크고 작

은 도서관

문화유산과 관련된 유

럽 전역의 기관

주체

예술인문연구위원회

(AHRC), 3명의 프로그

램 디렉터 아래 각 프

로젝트에 따라 각 기

관의 직원, 학계, 산업

계 등의 종사자가 협

력함

호주 국립도서관

학계, 산업계, 중소기

업 및 연구 센터의 선

도적인 기관들이 포함

된 컨소시엄

규모

5년간 1890만 파운드

(한화로 약 302억 

9,991만원)의 자본이 

투입됨.

도서관, 대학 및 호주 

정부 기관의 협업 그

룹인 Trove Partners

에서 자금을 조달받

음.

Horizon 2020 프로그

램으로부터 최대 300

만 유로(40억 2,993만 

원)가 지원될 예정.

취지

서로 다른 기관에 보

관된 수집품 사이의 

장벽을 해소하여, 새

로운 학문 간 및 교차 

수집 연구 라인에 컬

렉션을 개방함.

호주 국립도서관을 중

심으로 호주의 크고 

작은 수백여 개 기관

들과 협력하여 콘텐츠

를 디지털화하고, 호

주 도서관 소장품을 

한데 모아 이에 대한 

단일 액세스 지점을 

제공함.

유럽 전역의 문화유산

을 보존하는 데 있어, 

협업을 위한 초국가적

이고 학문적인 네트워

킹을 마련하고, 최첨

단 디지털화 기술을 

사용하여 보존을 위한 

도구 및 서비스 개발

을 돕기 위한 역량 센

터를 설립하는 것.

참고 사항

초기 단계로 이용자 

친화적 온라인컬렉션

을 만들기 위해 다양

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온라인

컬렉션 초기 설계 단

계에서 참고할 점이 

많음.

호주 국립도서관이 중

심이 되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

영되고 있는 사업이므

로, 운영계획 및 조직

설계에 참고될 부분이 

많음.

첫 번째 단계로 협업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

한 데이터 소스, 메타

데이터, 표준 및 지침

에 대한 액세스를 제

공하고자 하고 있으므

로, 국가적 차원의 협

력 체계 구축 시도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

홈페이지

URL

https://www.nationalco

llection.org.uk/

https://trove.nla.gov.a

u/

https://www.4ch-proje

ct.eu/

< 표 71 > 국외 유관기관 통합온라인컬렉션 특징 및 참고 사항



- 196 -

  국외의 유관기관들이 제공하는 통합온라인컬렉션 서비스사례를 “가. 영국의 

‘Towards a National Collection: Opening UK Heritage to the World', 나. 호주의 

‘Trove’, 다. EU Commission의 ‘4CH’”의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

며, 이에 대한 특징 및 참고 사항을 다음 <표 71>에 정리하였다. 또한, 본 제안사항

에 참고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1) 영국의 ‘Towards a National Collection: Opening UK Heritage to the World' 

프로젝트

  영국의 본 사업은 5년간의 전체 기간 중 1년 차에 해당하는 과정 내에 있으며, 

현재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 Foundation Project(기초/기반 프로젝트) 

2) Covid-19 Project(코로나19 사태를 경험 삼아 계획 및 설계된 프로젝트)의 2가지 

종류의 프로젝트로 귀결되는, 이용자 친화적 온라인컬렉션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

업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본 제안사항의 컬렉션을 설계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Towards a National 

Collection, 2021a; b).

 ○ Digital footprints 및 검색 경로 조사

  - Covid-19 프로젝트의 일부

  - 락다운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과 스코틀랜드 국립 갤러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Digital footprints 및 검색 경로를 조사하여, 향후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람들이 국가 소장품을 온라인에서 접근하는 방법 및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

해는 문화 기관들이 향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

며, 특히 COVID-19 또는 이와 유사한 재난에 대한 또 다른 락다운이 발생할 경우

를 대비할 수 있음.

 ○ 국제 이미지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IIIF)의 실제적 적용

  -  Foundation Project의 일부.

  - 이미지 자료를 서비스할 경우, 텍스트 자료보다 데이터의 크기 및 용량이 증

가함에 따라 구현과 전달이 복잡해질 수 있음. 또한, 서로 다른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고해상도 이미지 복사본을 제공해야 할 경우 많은 IPR 및 기술적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 국제 이미지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IIIF)는 여러 기관의 자원을 가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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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공유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전체 이미지를 복사하

거나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다양한 장치에서 확대/축소 가능한 이미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기관 간 온라인컬렉션 결합을 위해 IIIF를 구축하는 방법과 더 다양한 

사용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술자와 비기술자 모두를 참

여시켜 사용자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한 사례를 개발하고 툴을 정의하고자 함.

 ○ 잠정적 의미론(Provisional Semantics)

  -  Foundation Project의 일부.

  - 현재 주제 색인 용어, 카탈로그 항목 및 예술 작품, 시각 매체 등의 설명은 식

민지의 맥락, 태도, 인식 방식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모욕적인 언어와 해석은 다양한 대중이 디지털화된 컬렉션에 접근하도

록 하는 취지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기획됨.

  - 지속 가능한 컬렉션에 필요한 다중 및 잠정적 해석을 수용하기 위해 유관조직

들이 어떤 방법론, 윤리적, 실제적 변화를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비식민지적 의

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법 및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여 미래형 

디지털 국가 수집에 적합한 검색 용어/카탈로그 항목 및 작품 설명을 작성하려고 

함.

 ○ 이 외에도 Persistent Identifiers(PID, 영구식별자) 연구, Deep Discoveries(혁신

적인 이미지 검색 플랫폼 개발 연구), Engaging Crowds(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 

확대 및 심화 방법 파악) 연구, Locating a National Collection(지리적 위치를 사용

하여 문화유산 컬렉션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연구, Preserving and Sharing 

Born Digital and Hybrid Objects(본 디지털, 하이브리드 콘텐츠를 보존, 공유하기 

위한 연구), Making it FAIR(영국 내 기관 간 디지털 격차 극복 관련 연구), Visitor 

Interaction and Machine Curation in the Virtual Liverpool Biennial(대중이 가상 예

술 행사와 실제 예술 행사와 어떻게 다르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

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2) 호주의 ‘Trove’

  호주의 해당 사업은 2009년 12월에 출범하여 약 1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모든 주제에 대해 60억 개 이상의 디지털 항목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모두 무

료로 접근할 수 있다. Trove의 경우 파트너 커뮤니티의 자료를 위탁받아 디지털화

하여 서비스한다는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호주 국립도서관 자체에서 진행



- 198 -

하는 다양한 디지털화 작업 관련 사업들(예: Australian Newspapers Digitisation 

Program (ANDP), Australian Newspapers Plan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 등 본 

제안사항을 본격 운영 및 확장 단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 Trove는 호주 국립 도서관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서관 내의 많은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Trove에 관여하게 됨. 2014년 11월 기준으로, Trove의 개

발 주기에 따라 15명에서 20명 사이의 전일제 정규직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

인됨(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14a; b).

  - 경영진의 경우, 총 2명이 해당 사업과 연관되며, 고위 관리직 팀의 일원으로, 

Trove의 전략, 방향,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Assistant Director-General 1명과 디지

털화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수집관리 부서 책임자 1명이 이에 해당.

 - 자원 공유 부서(Resource Sharing Division)의 협업 서비스(Collaborative 

Services) 지부 산하에 Trove Support Team을 두어,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

로 파악됨. 2014년 11월 기준으로 해당 팀의 인원은 총 7명이었으며, 2018년 9월 

기준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Year of Open, 2018), 참여 기관 및 컬

렉션 서비스 대상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이 증원된다는 근거를 확보함.

  ① Trove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수집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컨택

  ② 홈페이지 내 향상된 기능이 제공되기 전 테스트 수행

  ③ 콘텐츠 파트너의 데이터를 Trove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

  ④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Trove에 대한 홍보 수행

  ⑤ 보고서, 통계 수집, 파일 작성, 회의 등의 기본 업무 수행

  - 시스템 및 ICT 관련 업무는, 정보기술 부서의 컬렉션 접근 지부 산하에 IT팀을 

두어, Trove 인터페이스 설계, Trove 시스템 지속 업데이트 및 수정·보수작업을 

주로 진행함. Trove의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은 ‘User Centered Design 접근 방

식’을 활용하여, 도서관 내의 다학제 팀과 함께 Trove의 사용자에 대한 공통된 

이해,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 프로토타입 제작, 사용자들과 함께 당사의 설계를 반

복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해당 팀의 인원은 9명인 것으로 파악됨.

 - Trove 상에서 서비스될 콘텐츠 확보는 수집관리 부서의 일부인 호주 국립 도서

관 디지털화 및 사진 지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호주 국립도서관의 핵심 사업인 호주 신문자료의 디지털화 작업과 연계

하여 2개의 프로젝트팀에서 수행한 자료를 Trove를 통해 서비스함. 당시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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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업 관련 인원은 14명인 것으로 확인됨.

  ① ANPLAN 팀: 디지털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주 도서관들과 협력

함. 출판계가 제기하는 신문의 보존과 미래의 보관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

에 대해 논의함.

  ② ANDP 팀: 디지털화 워크플로우 및 계약 관리부터 품질 관리까지 모든 작업

을 수행.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는 스캔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각 디지털 신문 배치

의 기사 샘플을 확인하는 작업(QA:Quality Assurance 품질확인) 및 지역사회 단체

와 역사학회가 신문 디지털화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포함함.

  3)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의 ‘4CH’ 프로젝트

  유럽 위원회의 해당 사업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수행될 예정인, 유럽 문

화유산 기관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량 센터의 플랫폼 설계 및 구현 프로젝트이

다. 온라인컬렉션 자체에 초점이 있는 사업은 아니며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연구 결과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범국가적, 범기관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논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한 시도이며 또한 첨단 디지털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이 두고 있는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 목표, 과정 등이 본 

제안사항의 근거 및 의의 확립 과정에 충분히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의 근거

  ①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의 문화재 디지털화 고도화를 위한 협력 선언

(2019) - 27개 유럽 국가가 서명하여, 유럽의 문화유산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해

결하고, 그 사용과 가시성을 향상시키며, 국민 참여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명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EU Commission, 2021).

  ② 문화유산의 3D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팁 - 디지털 문화유산전문가모

임(DCE)에서 3D 문화재와 관련하여 간결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함(EU Commission, 

2020).

  ③ 유로피아나(Europeana)의 3D 디지털 자산에 대한 최종 보고서(2017) 

-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추진하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구축된 유럽연합(EU) 내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유로피아나(Europeana)에서, Europeana 3D Task Force가 사용자 요구 및 

요구사항, 특히 유럽 및 유럽의 여러 저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데이터 및 메

타데이터의 품질에 관해 연구한 것을 정리한 보고서(European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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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유로피아나(Europeana)의 3D 콘텐츠 기획단(2020)  - 유럽 지역의 3D 문화유

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육, 연구 및 창조 산업에서 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단을 운영(Europeana, 2019).

 ○ 프로젝트의 목표: 유럽 문화유산 기관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량 센터의 플

랫폼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해, 보존 지원을 위한 문화유산 디지털화를 확대 및 강

화하고 문화재 분야 및 기타 영역에서 문화유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개발하며, 해당 역량 센터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 재무 및 법

적 조건을 정의함.

 ○ 프로젝트의 프레임 워크: ‘1) 4CH에서 제공할 서비스 및 지원 범위를 정의하

기 위해 역량 센터(CC)에 대한 유럽 전역의 문화유산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

여 분석하고, 이에 따라 역량 센터의 운영 체계를 결정함 → 2) 역량 센터 구현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기술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및 조언을 제공함 → 3) 

역량 센터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및 재무 구조 수립’의 과정을 개념

화, 조립, 미세 조정, 역량 센터 운영 시작의 4가지 정의된 단계 중 하나 이상에 

걸쳐있는 9가지 작업 패키지로 나누어 기획됨(<그림 40> 참고).

< 그림 40 >  4CH 프로젝트 프레임워크(4CH, n.d.)

 

  4) 해외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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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통해 파악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래에 지속 가능한 온라인컬렉션을 구축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학

제적인 시각과 함께 범국가적, 범기관적 협력이 필요하다.

- 앞으로의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자들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용자

들까지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는 ‘지속 가능’의 시점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함의 차원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온전한 문화유산 구현을 위한 신기술 개발, 새로운 관점에서 콘텐츠를 설명하는 

카탈로그 및 캡션 문구 및 언어 개발,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 전

략 수립 등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여 수행해야만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확보하

며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통합온라인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 설계 단계가 매

우 중요하다.

 - 유럽 및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제공할 서비스 및 지원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기

초, 설계 단계에 큰 노력과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음을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컬렉션 운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

우, 각 프로젝트 단위로 다학제적 연구팀을 꾸려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유럽의 경

우, 유럽 전역의 문화유산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통합온라인컬렉션 제안사항의 

초기 단계에는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꼼꼼히 기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서비스의 전체 영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사회에서 중시되는 가치 

및 이용자 중심적 시각을 늘 견지해야 할 것이다.

  - 영국과 호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비스 개발의 기초는 ‘이용자’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용자는 일반 국민, 연구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을 포함

하므로, 각 집단의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사례가 아닌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요인을 반영한 기초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다. 통합온라인컬렉션의 기능과 조직

  통합온라인컬렉션은 다음의 3가지 추진 방향 아래, 3가지의 세부 기능을 수행한

다(<그림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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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 통합온라인컬렉션 추진 방향 및 세부 기능 

  본 제안사항에서 설정한 추진 방향 중 ‘전 국가적 디지털 역량 강화’는 본 연

구의 추진전략 중 ‘지속가능성’ 및 ‘세계화’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보존관 내 

콘텐츠의 물리적 보존과 디지털 보존의 병행 업무뿐만 아니라, 기술 및 자원의 한

계로 디지털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기관들의 지원을 도와 전 국가

적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

국민 서비스 및 교육·연구 지원 강화’의 경우 ‘공유’와 ‘재창조’에 해당하

며, 지식문화유산의 단일 접근 지점을 제공 및 이용자 친화적 사이트를 구축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의 국민의 지식추구권 보장을 수행한다. 또한, 통

합온라인컬렉션에는 단일기관이 아닌 여러 서로 다른 기관들의 콘텐츠를 한데 모

아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융합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 체계 구축’은 본 연구 추진전략의 ‘협력’

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서

로 간 콘텐츠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국가적 학술역량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보존 프레임워크 개발으로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의 세부 기능 아래, 주요업무를 ‘1) 초기 단계 – 온라인컬렉션 설계 및 준

비 2) 중/장기 단계 – 온라인컬렉션 운영 및 지속 확장 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

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통합온라인컬렉션 설계 단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구축 

및 운영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작업 등은 외주 사업으로 발주하고 보존관 인력 

중 각 사업에 대한 담당 인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보조, 협력 및 관리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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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온라인컬렉션 대상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은 외주화시킬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을 배정하였다.

1) 초기 단계(통합 온라인컬렉션 설계 및 준비)

  

2) 중/장기 단계 - 온라인컬렉션 운영 및 지속 확장 계획

주요 업무 세부 내용
통합 온라인컬렉션 

사업 총괄
통합 온라인컬렉션 사업의 거버넌스를 담당

온라인컬렉션 대상 

자료 수집 업무 총괄

온라인컬렉션 대상 타기관 위탁 자료 수집 업무 총괄

디지털화 자료 및 업무 총괄
온라인컬렉션 관련 

정보화 업무 총괄
온라인컬렉션 관련 정보화 기획 및 운영 총괄

온라인컬렉션 참여 

기관 물색 및 협력 

요청

온라인컬렉션 참여 가능 기관 물색

온라인컬렉션 참여 유도를 위한 협력 요청 및 의뢰

온라인컬렉션 관련 정책 및 주요업무 계획 수립

참여 기관 응대

회원 기관 응대 및 협력

파트너 커뮤니티 관련 정책 개발

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주요 업무 세부 내용
통합 온라인컬렉션 

사업 총괄
통합 온라인컬렉션 사업의 거버넌스를 담당

온라인컬렉션 대상 

자료 수집 업무 총괄

온라인컬렉션 대상 타기관 위탁 자료 수집 업무 총괄

디지털화 자료 및 업무 총괄
온라인컬렉션 관련 정

보화 업무 총괄
온라인컬렉션 관련 정보화 기획 및 운영 총괄

온라인컬렉션 참여 

기관 물색 및 협력 

요청

온라인컬렉션 참여 가능 기관 물색

온라인컬렉션 참여 유도를 위한 협력 요청 및 의뢰

온라인컬렉션 관련 정책 및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온라인컬렉션 예산 및 

외주 용역 사업 관리

온라인컬렉션에 대한 보존관 자체 예산편성
온라인컬렉션 관련 타 기관과의 예산 관련 협정
외주 용역 사업 발주 및 사업 지원

온라인컬렉션 참여 기
관과의 업무 협력 지
원

온라인컬렉션 참여 기관과의 업무 협력
온라인컬렉션 참여 예상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온라인컬렉션 홍보 및 보도자료 등에 관한 사항

인터페이스 구축 인터페이스 관련 사업 발주 및 협력 지원

외주 사업 발주 및 연
구 협력/지원

국가유산(온라인컬렉션 대상 콘텐츠) 연결 장치 개발 사업 발주 
및 협력 지원
이미지 상호 운용성(IIIF) 등 이용자친화적 온라인컬렉션 구축을 
위한 사업 발주 및 연구 지원 

< 표 72 > 온라인컬렉션 초기 단계 주요 업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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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 (가칭)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는 국가문헌보존관이 국가문헌의 보존을 기반으로 문

화서비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

는 확대 서비스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 역사, 문학 등과 관련된 

물리적 자료나 디지털 자료를 특정 주제 분야에 특화하고 이를 패키지의 형태로 구

축하여, 온·오프라인,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타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

역에서 국가 자산이 더욱 쓰임새 높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문화콘텐츠 서

비스라고 볼 수 있다.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국민 문화서비스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국가문헌보존관 콘텐츠의 활용도를 증대시킨 서비스를 통해 지식을 

재창조 및 확산하는 데 기여하며,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인적 특성과 

분야 영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국가문헌보존관의 3가지 목표 중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기관’이라는 프레

임을 지원한다.

홍보 전담

컬렉션 홍보를 위한 바이럴 콘텐츠 개발

소셜미디어 계정 관리 및 운영

다방면의 홍보 방안 모색

온라인컬렉션 이용자 

응대

온라인컬렉션 이용자 응대 관리

온라인컬렉션 홈페이지 이용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User Centered Design을 개발 및 지속 보완하기 위한 보고서 작

성

기타 정보인프라 관리

온라인컬렉션 대상 

자료 등록 및 정리 

업무 총괄

온라인컬렉션 수집자료 등록 및 통계 관리

온라인컬렉션 수집자료 형식 및 품질 관리

인터페이스, 서버,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관리

인터페이스 관련 사업 발주 관리

서버 운영 및 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스토리지 운영 및 관리

기타 정보 인프라 관리

컬렉션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컬렉션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지속 업데이트 및 수정·보수작업 관리

User Centered Design 방식을 활용한 홈페이지 설계 및 운영에 

참여

< 표 73 > 온라인컬렉션 중/장기 단계 주요 업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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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유관기관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보존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자산들과 보존 및 콘텐츠에 대한 전문 지식이 타 분야의 전문 지

식과 적절히 융합되어 탄생한 서비스가 오늘날 사회의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Korean Memory 사업과도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당 제안사항은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프로

젝트의 성격에 따라 업무 내용, 범위, 인력 및 예산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

획/서비스 업무는 본관에서 수행하고, 자료 파악,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패키징하

는 작업,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보존관에서 진행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수준의 본관-보존관 연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 추진의 필요성

  국가문헌보존관의 역할은 국가문헌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일임받은 소중한 국가의 자산을 국민의 삶 전반에서 

이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구성하여 돌려주는 데에도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능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 

공간과 매체에 기반을 둔 도서관이 AI와 Big Data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인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에 대응하여 이와 상응하는 수준의 Big Data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헌보존관이 오늘

날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독창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시각과 실험적인 시도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는 적어도 두 분야 이상이 함께 협업하여 특정 집단 

또는 분야에 특화된 콘텐츠 패키지를 구성함으로써 보존관 내 국가 자산의 활용도

를 높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아이에게 어린이 도서를 제공하

고 역사 분야 연구자들에게 고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오늘날 교육적 차원의 

고민이나 인구 고령화, 남녀 혐오 등의 사회적 문제들, 국가 차원의 대국민 역사 교

육 등의 넓은 차원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국가 

자료가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하자는데 그 

의의 및 필요성이 있다.

  나.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 관련 해외사례

  세계의 여러 문화 관련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소장 자료들을 서비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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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교육, 복지, 역사 등 다른 분야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영국 The National Archives의 ‘Racism Past and Present’ 프로젝트 사례

(Black History Month, 2020; Singh, Searle & Iglikowski-Broad, 2020)

  영국의 The National Archives는 영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심리 

허브인 Stillpoint Spaces와 협력하여 치료 관행과 기록 연구를 혼합한 ‘Racism 

Past and Present’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1919년 인종 폭동’, ‘윈드러시

(Windrush)’, ‘맹그로브 나인(Mangrove Nine) 재판’의 3가지 주제로 워크숍을 개

최하였고, The National Archives가 소장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관한 기록, 사진, 문

서를 살펴봄과 동시에 상담자와 시 치료사(Poetry Therapist)의 지도하에 해당 사건

에 대해 성찰하고 공유하며 창의적 쓰기 연습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워크숍은 영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역사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

니라 실제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치료를 수반한다는 데 의의가 있

으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워크숍 당시의 설명 영

상과 기록자료, 심리 치료 실습 자료 등을 제공하여 누구나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사례는 국가의 자료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평등과 공존이

라는 세계적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

라고 판단하였다.

 ○ ‘1970년 맹그로브나인 재판’워크숍사례

  - 1970년 맹그로브나인 재판이란?: 경찰이 마약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인권 운

동가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던 ‘맹그로브’레스토랑을 자주 급습하자, 이를 항의

하기 위해 15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임. 이때 체포된 9명이 55일간의 법정 투쟁을 

하여, 경찰과 영국 사회의 인종 편견을 폭로하고 인권 개선을 촉발한 분수령이 된 

사건.

  - 워크숍 준비 과정: The National Archives 소속 역사 기록 전문가인 Vicky 

Iglikowski-Broad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의 인종차별과 저항에 관한 기록원 

내 자료들을 탐색하였고, 치안 유지 및 궁극적으로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보관된 런던 경찰 보고서, 블랙 팬서스 운동의 포스터, 시위 자체에 대한 이미지 

등의 기록 자료를 공개함.

 ○ 워크숍 내 심리 치료 프로그램

  - 각 워크샵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카이브의 자료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참가자들이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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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즉, '사실'과 '느낌'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다양한 연습을 통해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1919년 인종 폭동 워크숍: James Gillespie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게 함.

 - 윈드러시(Windrush) 워크숍: 흑인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고 공격을 받은 호스텔의 

남성들과 연계하려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이 인종차별의 경험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짐.

 - 1970년 맹그로브나인 재판 워크숍: 인종차별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해 각자 나름

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

 ○ 워크숍 내 심리 치료 프로그램 실습 자료 예시

  - 맹그로브나인 워크숍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를 보고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맹그로브 나인에 대해 듣고 나니 기분이….'

  - 행동주의(ACTIVISM)라는 단어의 4행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글자마다 해당 사건

에서 영감을 받은 단어들을 떠올려보세요. 친구와 노트를 교환합니다. 같은 단어를 

고르셨나요? 다른 단어를 선택했나요? 표면으로 떠오른 당신의 선택과 감정에 대해 

토론하세요.

  - ‘내가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은 후, ‘나는 약속

할 수 있다 … ’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글을 작성해보십시오.

  2) 영국 The National Archives의 ‘Five Photos’ 프로젝트사례(The National 

Archives, n.d.)

  영국 The National Archives의 ‘Five Photos’ 프로젝트는 2020-09-29에 런칭되

었으며, 복지의 차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천 장의 사진을 활용하여 특히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구세대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대화를 촉발하는 일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리소스 제공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1926년에

서 1965년 사이에 촬영된 영국, 아프리카, 카리브해의 장면을 담고 있는 5개의 사진

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일련의 질문과 오디오 녹음을 함께 제

공함으로써, 기록 관련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요양시설 근무자, 봉사자 등 

누구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치매 등의 기억력에 관한 질환이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 방지 및 고령층 인구의 커뮤니케이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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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등에 대한 방안으로 국가의 소장 자료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프로젝트는 복지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여 서비스의 범위

를 확장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은 물리적 공간의 제

약을 뛰어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만약 국가문헌

보존관에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본관의 Korean Memory 사업과도 병

행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Korean Memory 사업을 통해 수집된 민

간, 향토 자료 중 고령층 세대의 기억과 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지속적

으로 선별하여 본 프로그램의 도구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Five Photos 예시 - Busby Alley, Bridgetown, Barbados

  - 서비스 대상 사진(자료)

< 그림 42 > Five Photos 예시 자료(The 

National Archives, n.d.)

  - 제공된 질문의 예시

  : 이 사진이 과거의 시장을 생각나게 하나요? 이것이 과거로부터 어떤 종류의 기

억을 촉발시켰나요? 얼마나 자주 갔습니까?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할 수 있

다면 여전히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왜죠? 당신은 상인들과 흥정을 

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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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가이드라인 예시

 : 오디오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사진

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할까요? 그것이 더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시장, 향신료, 음악과 같은 다양한 테마의 사진을 선택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료의 오디오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그 경험을 더 즐겁게 하도록 미각, 후각, 촉각

과 같은 다른 감각적 경험을 함께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3) 미국 의회도서관의 ‘Getting Started with Primary Sources’ 프로젝트(Library 

of Congress, n.d.)

  미국 의회도서관의 ‘Getting Started with Primary Sources’는 교사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역사의 원자재인 Primary sources를 수업용 도구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

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총 92개의 Primary Source Sets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의 데이터 세트에는 과거 상황 및 교육 제안사항이 포함된 교사 가이드를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목적은 Primary sources를 통해 학생들이 과거의 사건과 개

인적인 방식으로 관련되는 것을 돕고,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다. Primary sources는 불완전하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

은 패턴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전지식을 사용하고 다른 여러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호

기심을 촉진하고 더불어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학생들의 읽기 수준의 평균 점수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최하위 

수준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엄훈 교수(청주교대 문해력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현

재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전체의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교육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는 실정이다(김지윤, 2019). 만약 미국 의회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 문헌 자료

를 수업의 도구로써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본 자료

를 활용한 문해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는 각 학교의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주기적인 

온라인 워크샵을 열어 학생들이 주요 소스를 분석하게 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세우

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보존관에서 진행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

며, 워크샵 등의 행사를 통해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존관의 다양한 교육적 이

점을 홍보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210 -

 ○ 프로그램 진행 방식

  ① 학생들에게 각각의 주요 자료를 관찰하도록 요청 -> ② 학생들이 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 -> ③ 학생들이 각 출처, 작성자 및 상황에 

대해 추측하도록 장려 -> ④ 학생들이 주요 소스에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기술을 어

떻게 적용하는지 평가

 ○ 프로젝트 예시

  - ‘Abraham Lincoln: Rise to National Prominence’ 데이터 세트

  : 링컨과 그의 국가적 역할을 탐구하는 의회도서관의 주요 자료들로 구성됨. 

  : 자료 목록 - 연설, 서신, 선거 자료, 그리고 1856년 자유 및 노예 국가를 기록한 

지도

  : 교수 가이드라인 - 링컨의 친필 편지의 사본(예: "Abraham Lincoln to Schuyler 

Colfax")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몇 분 동안 읽을 수 있도록 함 -> 의회도서관

에서 제공하는 필사본을 보여줌 -> 학생들에게 편지 일부를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

록 지시 -> 필사본을 읽는 것과 인쇄 전사를 읽는 것의 차이에 대해 토론하게 함 

-> 미국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교육한 뒤 남북전쟁 이후 정부의 양상이 어떻게 바

뀌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미국연합 도표'를 활용함.

4)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사례

  캐나다의 Library and Archives는 ‘다른 문화에 대한 식민지적 견해’ 또는 ‘차

별과 편견’의 역사에 집중하여,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

리 및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한 기억 환기에 기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Métis 
Nation 발견 프로젝트’와 ‘Japanese Canadian internment’는 이러한 목표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Métis Nation 발견 프로젝트(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20)

   - 메티스 민족이란?: 18세기에 Hudson's Bay Company와 Northwest Company가 

북극 아래 지역에 사는 캐나다 원주민들(First Nations)과의 무역을 위한 일련의 교

역소를 북아메리카의 Red River Valley 지역에 설립하면서, 모피 무역에 관여하는 

유럽인들과  First Nations 여성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후손들이 메티

스 민족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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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의 의의: 대부분 1세기 전에 만들어진 기록물이며, 다른 문화에 대한 

식민지적 견해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메티스 국가의 시민들은 종종 잘못 식

별되거나 잘못 묘사되었고,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누락된 사례도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티스 국가의 역사와 문화는 기록되고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예술 및 사진 컬렉션과 그에 수반되

는 설명을 수집 및 전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Japanese Canadian internment 프로젝트(Nishiguchi, 2020)

   -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3-0469호 협의회에 의해 합법화된 일본계 캐나다인의 

소유 재산 강제 매각 등 처분의 역사를 연구하고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

   - 주요 내용: 총 4만 페이지 이상의 텍스트 자료와 180개 이상의 사진이 디지털

화되어 서비스됨.

   - 의의: Japanese Canadian internment 사진 및 1942년 강제 인턴을 했던 2만여 

명의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특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실제로 국제 캠프에서 삶

을 즐기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의뢰한 사진들까지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고 있음.

   - 시사점: 캐나다 정부의 치부일 수도 있는 사건을 공개하고, 이해를 확장함.

  5) 해외 사례 시사점

해외사례를 통해 파악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융합’적 차원의 시도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 본 제안사항과 같은 시도는 오늘날 세계와 국가가 지원하고 지향하고 있는 융합

적 차원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융합 연구는 두 분야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며, 전문적 영역에서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욱 면밀하고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기술 중심적 사회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 이바지하는 것일 수 있다.

 - 첨단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에서의 많은 부분에 이로움을 가져다주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불균형, 의견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 유년층의 

문해력 저하, 고질적인 인종, 성차별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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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사회에서의 도서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며, 사람 대 사

람으로만이 치유하고 해결할 방안들을 찾아 서비스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

한 서비스는 민간 기관의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차

별화된 서비스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의 기능과 조직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는 다음의 3가지 추진 방향 아래, 3가지의 세부 기능

을 수행한다(<그림 43> 참고).

< 그림 43 > 특화콘텐츠패키지 추진 방향 및 세부 기능

1) 공공서비스 간 융합적  차원의 시도

    - ‘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정보기관’ 중 ‘협력’과 연결됨.

    - 복지, 교육, 역사 등 다른 분야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수행함. 전문적 영역에

서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욱 면밀하고 세밀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들은 보존관에서 지원하고, 이에 따른 구체

적인 프로그램 구상은 각 분야의 전문 기관에서 담당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에 시너

지를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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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지속적인 프로젝트 구상 및 협업 대상자 물색을 위한 상주 인력이 

필요함.

  2)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장 - 자료의 활용 범위 확장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기관’ 중 ‘재창조’ 및 ‘협력’과 연결됨.

    - 단순히 본관과 보존관 만을 통해 자료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보존관의 소장 자료를 서비스함으로써 보다 넓은 영역의 공공 서비스

가 가능함. 

    - 이를 위해 보존관 내 자료를 워크샵, 프로그램 및 아카이브 학습 자원 등 다

양한 포맷으로 패키지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3) 보존관의 전문성 및 문화 선도 기관으로의 인식 강화

    - 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써의 ‘세계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관으로써의 ‘문화’와 연결됨.

    - 서비스 기관 및 자료 활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자연히 자료 수집 및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 과정 등에 대한 보존관의 역할 및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음.

    - 또한, 문화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로의 다양한 시도로, 보존관이 문화 선도 

기관으로서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해당 제안사항 내 기획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

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이러한 세부 기능 아래, 주요 업무를 산정하였다(<표 74> 참고). 이때, The 

National Archives의 공공 업무 제안 영역의 핵심 부서인 Outreach Team의 업무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Outreach Team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이용자 또는 기록관 방

문자에게 기관의 기록 자산을 알리고 공공 서비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모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워크샵, 프로그램 및 아카이브 학습 

자원을 개발하고자 크리에이티브 실무자, 예술가, 그룹 리더, 학계 및 역사학자 등

과의 협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다(The National 

Archive, 2020; 2021).

  해당 제안사항은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개수 등에 따라 인력 및 예산 규모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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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수 있어, 본 시점에서는 명확한 규모를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제안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제안하고, 전시열람서비스과 내에

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본 제안사항 아래의 프로그램 수가 증

가하고 협력 기관이 늘어난다면 The National Archives의 Outreach Team처럼 해당 

부서 내에 팀 단위의 개별 부서를 두어 각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

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4.6.3 가족사도서관(Family History Library)

  가족사(Family History)는 가족의 역사이며 가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족보(Genealogy) 또는 족보연구의 의미로 제한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가족의 역사, 가족의 역사에 대한 서

사; 가족과 가계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것, 연구로서의 계보학”으로 정의하고 있

다(Family History, 2016a).

  본 연구에서는 Family History Library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족사도서관이라는 

주요 업무 세부 내용

기획 총괄 서비스 기획의 거버넌스를 담당

프로젝트 구상 및 

협업 대상 선정

공공성과 참신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구상

프로젝트의 성격, 유형, 종류 등에 따라 협업 대상 선정

크리에이티브 실무자, 예술가, 그룹 리더, 학계 및 역사학자 등의 

협업 대상자 섭외 및 협상 수행

워크샵, 프로그램 및 

아카이브 학습 자원 

개발

협업 대상자들과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보존관 자원 물색/파악

가이드라인, 대본 등 보조 학습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장소 지원, 참여자 섭외 등 기타 지원 

업무 수행

홍보 전담인력

기획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 

방안 물색

바이럴 콘텐츠 제작

SNS 계정 등 관리 수행

자료 관리 각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보존관 자료 관리 총괄

교육 전담인력 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직원 교육 전담

< 표 74 > 특화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 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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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특별히 가족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가족사라는 표현

이 더 포괄적인 개념을 담을 수 있으며, 기존의 족보연구, 족보도서관이라는 명칭으

로 제공되었던 서비스의 상위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연

결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할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가족사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가문헌보존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의 명칭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으로 제안할 것이다.

  가족사도서관 서비스란 “개인이 가족에 대한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활동”이다. 서비스를 위한 활동에는 가족사 관련 

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 데이터의 가공과 색인, 정보자원의 

연결,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가족사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색인 된 데이터베

이스의 연결 및 활용 서비스, 가족사에 관련된 개인별 콘텐츠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확장형 서비스의 개발 등 여러 단계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가족사 연구나 탐색을 위한 데이터 차원에서도 개인, 가족, 지역, 사건, 공문

서, 역사기록, 통계, 연대표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거나 구축하는 활동이 포함

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구축이나 서비스의 확장은 기관의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가. 가족사도서관 추진의 필요성

  해외 연구 문헌에서 나타나는 가족사 연구의 경향을 보면, 이 분야의 연구가 단

순한 가계도(Family tree)연구, 계보학(Genealogy)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의 다학제적 

학문 분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역사학의 일부 분파로서의 계보 연구 차원이 

아니라 가족 역사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양한 다른 연구들이 연결되는 현상이 다학

제적인 연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흐름으로는 개인 차원에서는 연구 분야, 

취미활동으로서의 가족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다

(Hershkovitz, 2016).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가족 정보 검색 사이트인 세계 최대의 

계보사이트, Family Search와 같이 조상 및 가족 정보 검색을 넘어 참여형 가족사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는 가족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족보라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고 계보기록을 유지해 왔

고, 현재까지 개인 또는 문중을 중심으로 가족사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런 족보형태의 정보도 인쇄물 형태의 특정 도메인에 존재하고 다른 정보들

과 연계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족보에 실린 인물 정보, 역사적 사실과 사건, 

인물과 관련된 공공 정보, 다양한 기사의 내용 등과 같은 콘텐츠들은 식민지와 근

대국가 이후 생성된 다양한 공공 정보들과 연계되지 않고 별개의 영역에 각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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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개

별적으로 구축된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수집되거나 체계화되어 정보의 가치를 활용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학 및 근대사 연구의 차원에서 100년 전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들의 

정리와 통합적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런 면에서 족보 데이터 또는 가족사 관

련 데이터의 구축은 인물 정보 데이터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주목할 수 있다.

  해외 가족사 관련 서비스를 조사해 보면 현재 개인들의 취미활동으로 조상 찾기

와 가족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경제적

인 안정과 퇴직 후 취미활동으로서 개인의 역사와 조상에 관한 관심으로 인한 다양

한 정보조사 수요와 출판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Hershkovitz, 2016). 한편으로는 전

문적인 탐색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

여주었는데, 1999년 패밀리 서치(Family Search)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자료를 찾거나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큰 관심을 받았고, 계보연구의 

확장판으로 상업적으로도 서비스가 성공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관심과 

조상에 대한 호기심은 어느 한 국가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에 속하는 분야이고, 경제가 발전된 국가에서 이러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

는 것은 미래 유망한 도서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자원제공의 전략의 차원에서 다

음과 같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정보원 개발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에서는 가시적인 서비스 부재한 상황

 과거 구축된 디지털 족보 콘텐츠도 인물 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연결 구축 서비스를 통해 한국학 연구를 지원

 한글로 검색할 수 있는 족보의 데이터와 관련 사료 콘텐츠 및 정보원 연결 서비

스는 대중화된 서비스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료서비스보다는 도서관을 통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효용성이 큰 사업

 가족에 관한 관심은 보편적인 것으로 가족사에 관심 있는 개인의 가계도 입력이

나 콘텐츠 구축과 활용 등은 소셜 네트워크와의 연동 등 확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차원과는 별도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역할을 나누어 국

가문헌보존관에서의 서비스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문헌보존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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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비전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국민에게 지식문화를 전승하

는 역할 수행에 적합

 국가문헌보존관의 추진전략인 기억-공유-재창조의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

츠의 특성

 문화적인 코드로 가족이라는 코드로 전시주제를 확장하고 메타데이터 설계를 통

해 다양한 연구자료와 연동하는 확장성(인물, 사건, 지명, 연표, 가족사 등)

 가족이라는 문화코드는 가족형 관광지로서 평창의 입지를 활용하고 강화하는 역

할을 하고 서비스의 연계점으로 활용 가능

 족보데이터, 신문에서 추출한 개인 데이터, 연구데이터, 출판 데이터 등을 활용

해서 개인 참여형 가계도 구축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국내 가

족사도서관 서비스를 브랜드화 해서 선점하는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족보와 같은 자료가 기존 민간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본의 

진위문제, 위조문제, 계파 문제 등 검증의 영역의 문제점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료

의 수집에 기반을 둔다면 평가나 검증의 과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 국가문헌보존관

에서 통합적 수집, 관리, 데이터 제공 등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킨

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특화된 콘텐츠 기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나. 가족사도서관 해외사례

  계보와 관련된 도서관의 서비스는 전통적인 서비스이다. 최근의 가족사 및 족보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은 인물, 사건, 행적의 단서가 되는 기록물의 원본 자료의 내

용을 색인화해서 검색을 통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해외 국가도서관과 국가기록보존소에서 공개할 수 있는 공공자료들에 대해 데이

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 British Library

  영국 국립도서관의 가족사 및 계보연구의 참고자료 콜렉션은 다음과 같다. 콜렉

션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각종 공공기록을 데이터로 구축, 색인해서 제공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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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 열람실 내 이용 가능 컬렉션

 인도 사무소(India Office Records and Private Papers: family history)의 주요 자

료인 가족기록부: 동인도회사(1600-1858), 감독위원회(1784-1858), 인도사무소

(1858-1947), 버마사무소(1937-1948)의 기록 보관소로 구성, 서가 길이 14km의 공식 

기록과 인도사무소 사설 문서는 해외 및 런던에 있는 이들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세부 정보 수록

 영국 선거인 명부(1832~), 일반 선거등록 사무소의 마이크로필름 사본

 육군, 해군, 공군의 서비스 목록을 보완

 열람실에서 가족사와 족보 연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도서관 외부에서 보관 중인 

기록 및 기타 주요 자료(지역 및 교구 등록부 포함)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 

 ○ 온라인서비스

    온라인서비스로 인명 인덱스 및 기타 계보정보에 무료로 액세스, 런던 가족 역

사 사이트 포털, 교구 및 비교구 등록부에 대한 가족 검색이 가능

 Find My Past's British in India Collection에는 세례식, 결혼, 장례식, 유언장, 연

금, 군인 및 시민 경력 정보가 240만 건 이상 제공

 19세기 영국으로부터의 이민자료를 변환한 약 90,000개의 모르몬교 기록 및 주

요 출처 제공 

 ○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정보원

 FreeGen: 제한된 범위의 출생, 사망, 결혼, 인구조사 정보, 세례, 결혼 및 매장 

기록

 Family Search: 세계적인 통합 족보 색인서비스

 Free UK Genealogy: 세례, 결혼 및 매장 기록을 포함하는 인구조사 및 교회 기

록부

 GenUKI: 가족사 조사 수행 가이드

 Historical Directories: 176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의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아우

르는 무역 기록부의 디지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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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don Lives: 약 18세기 런던의 디지털화된 24만 권의 원고와 인쇄 자료

 Old Bailey: 1674년부터 1913년까지 런던 중앙형사재판소(Central Crivery Court)

에서 

20만 건의 재판기록

 영국왕실의 문서집(Royal Gazette): 여왕의 명예와 상, 유언장, 법률 서류, 통지문 

등.

 ○ 개인정보 공개의 기준

 제한된 범위의 출생, 사망, 결혼, 인구조사 정보, 세례, 결혼 및 매장 기록 

 출생 및 출산 기록은 100년으로 설정

 결혼 기록 84년간으로 설정

2) American National Archives

 미국의 경우 가족사 관련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의회도서관, 각 지역도서관, 각 지

역별 문서보관소에서 제공되고 있다. 

 ○ 의회도서관 소장자료 및 서비스

 의회도서관은 5만 개 이사의 족보와 10만 개 이상의 향토자료 제공: 족보 및 향

토자료 열람실 참고서비스 제공(Local History and Genealogy Reading Room)

 카운티별 기록이나 법원의 기록은 주 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하고 서비스

 Family Search 서비스를 통해 사본 자료의 검색 가능

  미국에서 계보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소장하고 서비스하는 기

관은 국립문서기록관(National Archives)의 계보연구자료실이며 매우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 National Archives Resources for Genealogist

 1790~1940년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1950년 이후의 인구조사

데이터의 경우는 미국인구조사국에서 관리하면서 법적 제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미국인구조사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기록은 72년간 기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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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지만, 이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

 아메리카 원주민 기록, 개척자 인증서 등

 독립전쟁부터 현재까지 군 복무 기록을 제공하며, 전국 묘지 로케이터를 통해 

참전용사 묘지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이민기록

 - 각 지역 법원의 이민 관련 문서의 사본 제공

 - 자유의여신상 항구를 운영한 앨리스아일랜드 재단의 승객 기록 데이터베이스 검

색 가능  

 귀화기록: 1906년 9월 27일부터 1956년의 3월 31일까지의 시민권 취득 법원 결

정 사본 보관하고 사본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제공 

 민족별로 분류된 문서, 사진, 기록 및 기타 자료

3) Family Search 

  미국의 경우 개인이 조상의 기록을 추적하는 경우 개인이 취미로 진행하는 연구

자들도 있지만, 전문 계보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직업군이 존재한다. Family Search와 같은 

계보 데이터베이스와 계보정보를 연결하는 상업적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는 개인이 직접 이런 조사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런 서비스를 대중

들이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894년 비영리 단체인 유타계보협회(Genealogical Society of Utah: GSU)는 100년

이 넘는 동안 전 세계의 계보, 역사, 도서관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1938년 계보기록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1999년에 계보 검색사

이트를 처음 공개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최대 계보정보 사이트인 

FamilySearch.org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Family Search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2013년에 10억 개의 색인화를 수행하고 2018년에 20억 개를 색인화한 

Family Search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족보도서관이다.

  Family Search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계보 연구 파트너 도서관들과 함께 새

로운 온라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소장품 및 파트너 소장품들을 함께 공유하여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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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보연구와 디지털인문학의 융합 사례

  최근 북미 도서관에서 족보 및 족보의 데이터가 디지털 인문학에서 활용도가 높

아지고 있는 현상은 상업적인 서비스, 공공 및 학술도서관의 디지털화 노력으로 인

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이며, 파트너십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Hoeve, 2018). 

 덴버공공도서관 족보장서관리부는 6만 장의 사진을 웹으로 공개(1999)

 미국문서기록국과 유타계보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전쟁 미망인에 대한 디지

털화 및 색인화 작업(베일, 2017)

 North Texas 대학교의 “계보학자의 사용자그룹에서 컬렉션의 유용성과 효율성

을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개발” 연구의 펀딩 사례 (US Fed 

News Service, 2007)

 스탠포드대학교 디지털 인문학 웹사이트에 Kindred Britain 론칭

 Gale Genealogy Connect 

 Proquest의‘계보연구 및 지역학 사서분야 기여상’(2016) 

5) 해외 사례 시사점

  해외사례에서는 가족사와 관련한 정보원으로 족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군대, 이민 정보, 결혼 증명,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국가기록문서를 활용한 계

보학 연구에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보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색인

하여 연결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최근 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족보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학제적인 연구에 활용

되는데, 예를 들어 결혼 연령의 추세, 배우자 연령 차이 연구, 가족 또는 개인의 이

주 경로 연구, 높은 사망률의 가진 가족과 이례적으로 장수하는 가족의 계보 연구

를 통한 생물 인구학 분야 응용 연구에 족보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

다(Otterstrom, Bunker & Farnsworth, 2021).

  대중적인 서비스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외 계보검색 사이트의 경우 개인

을 중심으로 가족 역사를 입력하여 입력한 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스토리를 기록하

거나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Family Search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가족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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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가족 정보나 계보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경우 가족 간 공유할 수 있는 기록

(출판, 문서, 이미지, 사진 등)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가족 간 스토리를 공유하는 스

토리텔링이 가능한 이용자 참여형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다. 가족사도서관 국내 유사사례 및 현황

  족보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열람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

으나, 단순한 수집과 열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까지 연결

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일반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열람실과 서고 공간

의 압박이 있어 고서 족보가 아닌 양장본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않거나 줄여가고 

있었다.

  족보를 출판하는 회사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서관 차

원의 온라인 서비스로 구현한 곳은 인제대학교의 디지털 족보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의 존경각을 관리하는 동아시아학술원의 한국족보자료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나, 온

라인으로 서비스는 가나다순의 성씨별로 족보명칭이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 이

미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해서 색인하고 

검색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족보열람실 또는 특화된 족보자료 수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의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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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족보자료 서비스 현황

공공
(교육청) 정독도서관

 어문학.족보실내 9,700여종의 족보(2021년 7월)를 
소장

 이용이 줄고 있는 추세
 족보교실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 부산광역시립시
민 도서관

 1983년 개실
 족보와 문집 4,300 여권의 자료를 소장, 130여 

성씨의 족보 확보
 현재 ‘한국성씨연합회(민간단체)’주관으로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족보 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공공 대구광역시립
두류도서관

 2,332 건의 족보 디지털화 파일을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서비스

 사람도서관 형식으로 족보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

원 
한국학자료센터

 조선후기 종합보인 만가보 및 광산김씨족보, 
반남박씨세보, 성주이씨족보를 디지털화 서비스

 혼맥 관계에 따른 인물관계검색 가능
 가문별 과거급제 인원 통계 등 부가서비스

대학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 존경각 족보자료검색시스템은 1910년 이전 
제작된 각 문중의 족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해당 
본관, 성씨, 시조에 대한 정보 수록. 세대별, 본관별, 
가문별 통계자료도 제공)

 족보의 인물자료와 경학자료 연계를 시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고사업지원으로 존경각 

소장 일부 족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을 
개발 

 현재는 관리자가 불분명

대학 인제대학교

 2007년부터 디지털족보도서관 개발해서 전자책 
형식으로 운영.현재 족보류를 약 만책 소장

 2021년 기준 5000책 수준이 디지털화
 유타계보협회와 협약하에 기술지원을 받아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화해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공공 경주시립도서관

 신라왕족의 3성, 육부촌의 6성 등 87개 성씨의 
본관인 경주의 정체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중앙도서관 ‘족보자료실’을 설치

 3왕성 6부성을 중심으로 한 양장본 족보 800여 책을 
디지털 이미지화하여 전자책으로 제공소장자료 : 
72성 905종 3168권

기타 족보제작사, 
개인박물관 등 족보제작과 관련된 민간업체, 개인박물관 등 제외

< 표 75 > 족보자료서비스 기관 현황 (2021.07 기준)

  국내사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족보자료의 디지털화 및 검색서비스를 시도하였으나 스캔한 자료를 열람하

는 수준의 제공되고 있으며, 체계화된 색인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연구를 

지원할 만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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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가사업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여, 서비스의 안

정성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발성 사업으로 구축되기보다는 도

서관이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족보데이터는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못하고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 자체도 컬렉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 학술연구지원으로 확장

  족보가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국내 관련 연구자들도 공감하고 있

다고 보여진다. 성균관대학교 한국족보자료시스템이 검색이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족보 관련 서비스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족보는 한 종족의 혈연관계 및 관련 사실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한 기록

물로써, 동일혈족의 기원을 밝힌 가문의 역사서인 동시에 여기에 속한 구성원들의 

신상이 기록된 개인 기록이기도 하다. 즉 족보는 개인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관계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전통시대 사람들의 인맥, 혼맥, 학맥, 인구 현상 등과 같은 외형적 사회, 문화의 변

동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국내 족보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족보 자체의 편찬과 체계 등 족보 자체를 연

구하는 분야와 족보를 연결하여 신분사, 사회사, 인구사 등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

용하는 연구로 나누고 있다(권기석, 2011).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서 족보를 보존 차

원에서 디지털화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해

서 자료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한자로 된 족보의 내용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용에 대한 확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족보의 연구나 데이터화가 진전된다면, 연구의 방향이 개인이나 가족의 일상생활

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주제가 각광받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는 의견이나

(권기석. 2011), 근대에서의 인물사 연구에 족보의 자료가 도움이 되는 사례(이선아, 

2007) 등을 볼 때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활용 가능한 수

준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이용의 가능성은 큰 자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학 및 근대 역사의 사료로서의 족보의 가치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될 수 있다면 연구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인물정보학의 관점에서의 족

보의 가치를 평가한 ‘국조 문과 방목의 편찬과 18세기 인물정보학’과 같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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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순, 2020)는 최근 역사학의 관점과 조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느 시대라 하더라도 인물 정보와 가계도는 귀중한 학술정보자원이므로 족보자료를 

인물 정보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한국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는 것

이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서비스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

은 영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에 대한 연구

 근대 한국에서 활동한 해외 외국인들의 계보 연구

 해외 강제이주 교포들의 조상 찾기 지원

 이산가족들의 가계도 정리 및 등록 서비스

 초기 건국 지도자들의 인물과 가계연구

  국가문헌보존관에서 Family History Library를 서비스 전략으로 추진한다면 계보

학, 역사학, 인문학, 사회학 등의 유관분야를 지원하는 연구형 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가족, 가계도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구

축할 수 있다. 

  디지털 자원을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장성이 큰 영역으로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인과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연결을 통해 콘텐츠와 스토리를 확장하는 온라인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

다. 온라인상에 연결된 가계도를 전시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연출하여 개인이 사진으

로 저장하거나 가족의 추억거리로 간직할 수 있는 전시공간 연결형 서비스도 가능

하다. 

  족보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구축과 색인 작업이 기반이 된다면 미국의 사례 본 

것처럼 다양한 공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문제는 기관별로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준과 메타

데이터의 활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 연계나 확장에 

있어서 장벽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사서들의 전문영역이고, 활용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 전략적으로도 연결

이 필요한 데이터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의 하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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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로 족보상의 인물, 족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사료 정보 연결이 가능

해진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연결 전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활용을 구상하

여 장기적 전략에 따라 구축된 인물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인 확장성을 가진 특화

된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 가족사도서관 구성안

 1) 자료 및 데이터

  가족사도서관의 기반이 되는 컬렉션과 콘텐츠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 4가지의 영

역으로 정보원이 구성될 수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 수집한 자료 중 디지털화한 자료, 디지

털화하고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자원이 도서관 자료이다. 도서관에

서 수집한 자료는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수집되고 관리되면서 데이터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공 연계데이터로 볼 수 있다.

  가족사의 경우 개인의 기록, 집안 내의 기록이나 역사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물

리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영역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가 참여형 서비스로 구성되

는 경우는 이 플랫폼에 참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콘텐츠를 연결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된다. 

< 그림 44 > 가족사 자료 및 데이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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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과 역할의 구성 

  가족사도서관의 경우 확장성이 있는 서비스이고, 국립중앙도서관 전체에서 고

려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보존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나누어 구성하는 방안

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비스의 구성과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추진

목표에 따라 다른 구성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방향이 학술연구지원에 

중점을 둘지 대국민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업무와 조직은 다르게 

구성된다.

  업무 설계를 위해 본관과 보존관의 업무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 장기적 추

진과제로 미래를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존관 차원

에서 초기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검토하여 업무를 구성할 수 

있다.

 족보자료 및 가족사 자료의 물리적 수집 

 족보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메타데이터 정의

 족보로부터 추출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족보자료 디지털 구축 및 보존 - 고서용 서비스와 근대 양장본 데이터 서비스

를 망라하여 구축하고 연계

 족보 전시 큐레이션

 족보-인물-작품-연표 연계 메터데이터 연구 및 연계서비스 확장

 족보 감정 서비스

 인물, 가계정보의 연구

 인물, 가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인물, 가계정보 검색 서비스 

 가계도 제공 및 시각화 서비스

 개인 참여형 데이터 입력을 통한 가계도 정보 및 콘텐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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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 가족사도서관 구성방안

3) 추진방안 예시 

  자료의 수집이나 전시 등은 단기간에 구현할 수 있는 업무들이지만, 온라인 가

계도와 연결된 조상의 정보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장기적으로는 족보자료를 활용

한 인물 데이터베이스, 사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인프라가 뒷받침되어

야 하므로 장단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장단기 과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1단계 추진방안 

 Family History Library 상설관 체험전시 구축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 체험전시공간 구축

 족보, 가족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공간을 구성

 역사 속 유명인물들의 초상화나 그림을 가상공간에서 활용해서 개인 사진, 가

족사진, 가계도를 결합한 사진이나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족보자료의 포괄적 수집

 가족사 관련 연결 자료의 메타데이터 개발, 온라인 서비스 기획 및 관련 데이

터베이스 개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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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추진방안

 족보 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족사 데이터베이스에 활용할 수 있는 연표, 지역 정보, 사건, 신문기사, 공공

기록 콘텐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파일럿 서비스를 구축

 가족사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개발

 - 디지털화된 족보 내용을 가공해서 개인의 족보상의 위치, 조상 중의 유명인물

을 확인하고 조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연계해서 보여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 

-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가족의 이야기책을 만드는 서비스 기능

- 가계도를 다양하게 시각화 툴로 표현해주는 기능

  4.6.4 공동보존서고

  공동보존서고는 ‘지역적 또는 관종별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복수의 도서관들이 

도서관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자료의 수명 연장, 자료의 공동 이용 등의 목적으로 

서로 상호 협력하여 우수한 보존 및 보안환경을 갖추고 보존가치가 있는 저이용 자

료와 귀중자료, 희귀자료 등을 이관받아 수장하며, 자료 이용 서비스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서고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최미연, 2015). 

  우리나라의 공동보존서고는 아직 초기 단계로 서고환경과 시설, 수장자료의 성격

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이관, 지침, 자료이용과 서비스, 운영비용 등 운영방안

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많고, 서고운영을 위한 보존환경과 시설 요소에 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공동보존서고 관련 연구 주제
연구자

(논문발표연도)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한 연구 윤희윤(2014),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여할 단위도서관의 자료수장현황을 분석한 

연구

강은영, 장덕현

(2018)

자료보존을 위한 서고환경과 시설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 연구
조용완, 노지현

(2013)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이관기준이나 자료제공방법 

등을 조사한 연구
강은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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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보존서고의 유형

  해외 공동보존서고는 초창기에 자원공유보다 공동보존에 집중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원문공동이용 서비스나 협력 디지털화 사업 등 협업을 통해 다

양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술형 대학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컨소시엄 및 기관에 대해서는 <표 77>로 정리하였다.

공동보존서고 참여기관 위치/설립년도 장서 규모

ReCAP(The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공공·대학도서관

(Columbia University , 

Harvard University , The 

New York Public Library  

및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s 

Forrestal Campus 

(2000)

- 자료 최대 수장량은 

현재 1,900만점이지만 

2,000만점까지 확장계획

CARM(CAVAL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 

Centre

Tasmania주 소재 10개 

대학도서관

La Trobe University 

(1996)

- 현재 수장자료는 

850,000책(건) 가량

FCLRC(Five College 

Library Repository 

Collection)

대학도서관
The Notch, South 

Amherst, MA (1999)

- 기존 서고 : 자료 최대 

수장량은 55만권

- 신축 서고 : 자료 최대 

수장량은 250만권

FLARE(The FLorida 

Academic REpository)

플로리다대학 시스템(State 

University System of 

Florida) 12개

도서관과 University of 

Miami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3개 도서관

49th Ave, 

Gainesville, FL, USA 

(2012)

- 현재 수장자료는 

1,477,885책(건)

ORDS(Ohio Academic 

Library Depository 

System ; Ohio Regional 

Depository System)

총 13개

공공도서관
(1996)

- 총 8,000,000책(건) 가량 

수장가능

국내 공립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보존 전담부서와 인력현황, 관

련 정책의 확보현황, 관련 공간의 확보와 시설 구비 정도, 보존 중인 

장서량과 서고 포화현황, 공동 보존서고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한 연

구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2015)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등에서 운영되는 대학도서관 간 공동보존서

고 7개에 대한 물리적 시설, 운영주체,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

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등의 고

유한 특성을 조사하고 보존서고의 시설 구축과 운영목표, 서고환경 

등을 분석한 연구

곽동철, 심경, 윤

정옥(2007)

< 표 76 > 공동보존서고 운영 관련 국내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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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역할

  우리나라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동보존서고의 사례는 아직 없으며, 국가문헌

보존관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공동보존서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지역대표

도서관이 있다. 지역대표 도서관은 정책지원기능에 중점을 두는 도서관이면서, 공

공･대학･전문･학교 도서관 등 지역 내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보존의 필요성이 본격

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제안을 하였으며(강현민, 

2006), 이후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윤희윤(2013)은 국내 공공

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을 추산하여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순위를 제안하고 공

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기능과 바람직한 입지조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모형을 제안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제3조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중 제4항에서 ‘지역

의 도서관 자료 수집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지역 내 다른 도서관에서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

PASCAL(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Colorado주 소재 4개 

대학도서관

19th Ave

Aurora, Colorado 

(2001) 

- 자료 최대 수장량은 

300만권이며, 현재 

수장량은 160만권

RLF(Regional Library 

Facilities(University of 

California)

NRLF: University's 

Berkeley, Davis, Merced, 

San Francisco, and Santa 

Cruz campuses, and the 

California State Library

SRLF: 10 UC campuses, 

particularly those in 

southern California, 

including UC San Diego, 

UC Riverside, UC Irvine, 

UC Santa Barbara and 

UCLA

NRLF: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Richmond Field 

Station (1983)

SRLF: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campus (1987)

- NRLF : 최대 수장량은 

7,700,000책

(건), 2017년 기준 

7,100,000책(건)의 자료를 

수장

- SRLF : 최대 수장량은 

7,000,000책(건), 2016년 

기준 6,545,422책(건)을 

수장

WRLC(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SCF(Shared Collections 

Facility)

대학도서관

Commerce 

Dr Upper Marlboro 

(2001)

- 최대 수장량은 300만권, 

현재 180만권 이상 보관

< 표 77 > 주요 해외 공동보존서고(강은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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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2007년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을 시작으로 충남도서

관(개관 2018.04.25), 울산도서관(개관 2018.04.26.), 경남대표도서관(개관 2018.02.13) 

등 3개 관이 공동보존서고를 설치하였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16개 시도에 지역대

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되어 있다. 2020년에는 부산대표도서관이 개관하였고, 지

역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는 대구대표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도 공동보존서고 

운영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여러 지역대표도서관이 건립되고 운영의 체계를 갖추어 가는 시점에서는 국가문

헌보존관의 공동보존서고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의하기는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와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국가문헌보

존관이 어떤 방향의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존

시설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크기 때문에, 자료의 유형을 통해 특성화하거나 컬렉

션의 차별화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는 향토자료의 경우 

보존을 위해 수집을 할 수 있지만, 수집된 자료의 수량은 많지 않고, 지역대표도서

관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더 적합하다.

  다. 공동보존서고 운영계획의 주요 요소7)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결정이 되어야 할 요소는 운영에 참

여하는 협력자(Collaborators), 고객(Customer), 의사결정자(decision-makers)가 중요하

다. 이중 가운데 참여기관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해외 공동보존서고 운영계획 

수립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보존서고에 비용을 분담하면서라도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참여기관이 존재해야 지속적인 보존서고의 운영이 가능하다.

1) 주요 요소  

- 파트너와 이해당사자(Partners and Stackholders) - 참여기관, 자료를 이용하는 이

용자, 예산을 승인하는 의사결정자.

- 비용(Cost): 보존서고 건설 비용 및 운영비용은 참여기관의 수와 관련

- 자료의 규모 및 유형: 참여하는 기관의 보존자료의 성격과 규모

- 자원(resources)과 담당조직(Staff): 공동보존서고에 자료를 입수, 보존, 관리, 배가, 

색출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

  국가문헌보존관의 경우 국가대표기관으로서 보존관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 조직

7) Library Storage Facilities chap.2 Planning Strategically for a Storage Facility 요약하여 재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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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이므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보존서고를 계획할 경우 운영 공간, 자료 

운영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규모에 따

라서는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성도 발생할 수 있다. 운영과 관련된 비

용 발생 문제는 해당 자료의 보존 당위성에 따라 국가문헌보존관이 계속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공동보존서고

에 참여할 대상자가 명확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은 일반정

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수요를 조사하고 대상을 특정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과 함께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프로젝트의 범위 및 협력체계

 공동보존서고 프로젝트의 범위는 참여기관의 수, 자료제공 규모에 따라 목표가 달

라진다. 참여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목표

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운영목표와 운영방식은 공식적인 협정을 통해 문서화할 필

요가 있다. 참여기관의 목표가 일치하고 정책에 대한 협약이 전제되어야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다. 공동보존서고 운영 정책 

  공동보존서고에 입수되는 자료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 

공동보존서고에 운영되는 자료가 도서인지, 비도서인지, 연속간행물인지에 따라서 

운영정책은 자료 유형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자료의 규모에 따라 중복된 자료를 수

용할 것인지, 한 카피만 유지하는 정책을 반영할지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야 한

다.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라면 정책과 지침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강은영(2018)은 해외 대학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를 대상으로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하 내용은 논문에 소개된 주요지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이관자료 유형

  - 자료이관지침 분석결과 이관자료의 유형에 대한 제한 정도는 공동보존서고마다 

상이 

  - 이관자료의 수량은 마지막 1부(last one copy ; single one copy) 정책을 적용하

여 1종 1부로 유지하는 기관이 많음

  - 복수 참여도서관 간의 중복자료에 대한 조정을 통한 복본의 최소화를 지지(보

존서고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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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자료의 수량을 1부 혹은 최소한 유지

 2) 자료의 이관기준 

   - 자료의 이관기준으로는 이관 대상자료의 물리적인 상태

   - 자료의 지적내용이나 보존의 가치 등을 제시(물리적인 상태가 충족된다는 전

제하에 적용 가능)

   - 연속간행물의 경우 누락 이슈가 없는 완질의 상태(완결성)

   - 비도서자료는 자료유형마다 별도의 보존시설, 장비, 재생장치 필요성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

 3) 이관자료의 소유권 처리방안

   - 자료의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더라도 참여도서관이 자관에 수장된 

해당자료를 폐기할 경우 보존서고에 수장된 동일사본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

하는 방법

  -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장기대여 등의 형태로 이관하는 방법도 적용

  - 공동보존서고 이관자료 중 참여도서관의 필요에 의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규

정도 적용 케이스가 있음. 단, 자료의 회수를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승인에 

부치거나 회수 이후 폐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며, 이에 비용을 부과

하는 경우도 있음

  4) 폐기정책

  - 보존이 우선

  - 지침에서 정한 보존 수량 이외의 카피는 폐기하지만, 그 외 별도의 폐기없음

  - 참여도서관이 다른 공동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보존서고 간 중복자료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두어 폐기가 가능

   5) 열람정책

  - 대출 가능 자료의 범위, 대출 과정과 기간, 자료전송서비스의 방법 등은 공동보

존서고 별로 더 상이한 양상

  - 자료제공 방법을 다양한 범주와 단계로 나누어 자료유형이나 이용목적 등에 따

라 제한

  - 보존서고 내 열람시설을 구비하여 관내 이용이 가능

라. 공동보존서고 운영 고려사항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유형과 정책,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공동보존서고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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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동보존서고는 어떤 주체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가를 결정하는 과

정이 필요하므로 보존서고 시설을 운영하는 관점이 아닌 새로운 정책이나 조직을 

만드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보존서고 운

영을 하는 경우라면, 정책과 운영에 복잡한 요소들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을 정리하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2024년 개관되는 국가문헌보존관은 최소 2년간은 장서 이전과 운영의 안정

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에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준

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동보존서고에 보존하는 자료가 이용을 위해 반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료인 경우, 참여기관의 입장에서 공동보존서고에 참여하는 정책이나 협약 조건은 

비교적 단순해진다. 방송국의 디지털화가 완료된 시청각매체 자료의 경우와 같은 

사례이다. 공동보존서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조기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서고

시설을 고려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마. 공동보존 대상자료 제안

 보존자료의 특수성이나 특화를 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특수한 자료의 경우는 공

동보존보다는 특별 컬렉션을 구축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의 요구가 잠재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 참여에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자료를 유치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수한 자료의 경우 희귀성과 소수라는 특징이 공동보존서고

에서 보관하고 관리, 이용하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을 위해 연구팀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향후 수요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표적으로 KBS, SBS의 시청각 자료의 위탁 보존의 경우 디지털화로 이미 

매체의 콘텐츠가 보존된 이후에 원본을 보존하는 사례로 공동보존서고에 모든 권한

을 위임받기 쉽고, 공간 제공 이외에 부가적인 운영 부담이 적다. 방송사의 시청각 

매체 자료보존을 위해 보존서고를 활용하는 것은 자료의 특성화나 공공성의 차원에

서 보존관의 역할에 부합한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는 전략적으로 방송자료의 물리

적 매체 보존을 위해 방송사와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 활용 차원에

서도 비도서 매체 보존의 경우 보존환경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비도서매체 보

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보존시설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국립중앙도

서관의 도서자료 대비 시청각매체 유형의 비도서 비율이 10% 상회하는 정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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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시설 활용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유치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둘째, 현재 신문 아카이브가 없거나 아카이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신문사와 지

역 신문자료를 보존하는 방안이다. 국내 신문사의 아카이브는 주요 신문사들을 위

주로 구축되어 있고,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KINDS의 경우에도 모든 신문을 담

고 있지 못하다. 송주영(2015)은 국내 신문사가 돈이 되는 온라인 기사에 집중하면

서 과거 종이신문의 관리나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부실한 점을 지적하

고 있다. 주요 신문사가 아니라면 종이 형태 신문을 계속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것

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문헌보존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지 않은 지역 신문을 

포함하여 신문 아카이브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보존을 원하는 신문사로부터 복본

을 제공받고 일정기간 보존을 추진하고, 미래 시점에 신문 아카이브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보스턴 스파의 신문

보존서고, 미의회도서관의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트8)처럼 신문은 보존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보존관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컬렉션

의 차별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신문처럼 통합적인 공동보존이 더 가치가 

있다는 자료에 대해서는 현황과 수요를 상세히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셋째, 가족사 도서관과 연계한 계보학 자료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계보학에 연계된 자료는 족보도 있지만, 집안과 가문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기록한 

자료나 가승과 같이 대대로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한

다. 족보자료는 고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족보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을 한

다면 다양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수 있고, 미래에 가치있는 컬렉션이 될 수 있다. 족

보를 포함해서 전세계 계보학과 관련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수집하면서 온

라인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에 가족사도서

관 기능을 두게 된다면 주요 자료수집, 보존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도

서관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공동보존컬렉션의 대상으로 전략적 차원의 검토

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과의 공동보존서고 협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

8) 미국의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1777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의 신문 검색서비스. 1690년부터 현재 사
이에 발행된 미국 신문에 대한 정보를 디렉토리별로 제공함. 주단위 지역신문도 아카이빙을 지원. 미
국의회도서관이 국립인문기금과 공동으로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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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대학의 경우 자료보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에 대해서는 많

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문헌보존관이 대학의 자료를 공동보존하는 문제

는 운영정책 방향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적합한 운영 모델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이 개관한 이후 성공적

인 보존관 운영 경험을 사서들에게 공유하고, 대학에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경

우 구체적인 자문과 정책적인 지원역할을 하는 것도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대

학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보존서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대학의 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운영모델을 소개하고, 보존

의 중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홍보하면서 정책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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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운영분야 중점 추진과제

  국가문헌보존관 건축과정에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조직의 확보와 인력배치를 준비하는 것은 성공적인 국가문헌보존관의 개

관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선결요소이다.

  3장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본업무와 확대가능한 업무설계를 나누어 업무프로

세스와 업무과제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확대업무의 경우 서비스계획에 반영하여 

개관 초기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2024년 리모델링 건축사업이 완결되

고, 개관하는 과정에서는 당면과제인 기본업무의 안정화와 장서 이전작업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설비와 시설을 운영하고 적응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세부운영계획에서 각 파트별로 많은 추진과제들이 

제시되었지만, 개관 시점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 개관 이전 단계에서는 운영계획과 인력확보, 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전 준비팀이 적정한 시점에 구성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배정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신규 선발되는 

인력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되어 경험을 가지고 개관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개관전 준비단계

(2021~2023)

개관 초기 단계

(2024~2025)

 건축 리모델링 사업

 사업분야별 예산확보

 관련 법규 및 지침 정비

 조직구성

 인력확보 및 배치

▶ 주요사업별 준비팀 가동

 건축지원팀

 스마트서고 구축팀

 장서이전 준비팀

 시스템 개발팀

 국가문헌보존관 자료보존체계 구축

 효율적인 장서이전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디지털보존체계 구축

 국가적 보존복원 지원체계 구축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전시 서비스 구

축

 미래형 스마트서고 구축

< 표 78 > 단계별 중점 추진 과제 선별

  개관 이후에는 개관과 이전을 위한 자료보존체계의 안정화와 함께 효율적이

고 치밀한 장서이전과 배치작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신규 서비스인 문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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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비스를 통하여 보존관의 역할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홍보하고 지역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장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큰 틀에서 중점과제를 선별하여 

정리하였으며, 주요 사업과제에 대한 개요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는 형

식으로 기술하였다. 중점추진과제로 선별된 운영과제들은 개관에 맞추어 국가문

헌보존관의 기본기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표를 추진되는 현업부서의 당면과제

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업무 추진단계는 1단계는 2022년~2023년, 2단계 개관 

시점인 2024년 3단계는 2025년 이후 세 단계는 수행시기를 정리하였다. 사업비 

산정은 8장에서 사업별 예산항목 별로 집계하여 기술하였다.

  4.7.1 국가문헌보존관 자료보존체계 구축

가. 추진내용

  보존관에서 장서의 보존과 복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정책, 프로세스,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최적화된 장서보존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

한 자료보존의 핵심적 사명을 수행한다.

나.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 최적의 보존환경 구축

- 효율적 장서관리 프로세스 구축

‣ 전략

- 최적의 인프라 구축

-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다. 세부추진과제

- 보존환경 기준에 적합한 설비와 환경을 구축

- 자료보존운영계획 수립 

- ISP사업을 통해 보존관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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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장서 보존관리 프로세스 확립

- 업무지침 및 상세 운영계획 수립

- 보존관 시설 및 장비 운영 사전 교육

라. 추진체계

과업(Task) 추진주체

- 보존환경 기준에 적합한 설비와 환경 구축
- 건축관리팀

- 보존정책과

- 자료보존운영계획 수립     

- 물리적 장서 보존관리 프로세스 확립

- 업무지침 및 상세 운영계획 수립

- 보존관시설 및 장비 운영 교육

- 보존정책과

- 자료복원과

- ISP사업을 통해 보존관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설계

- 보존정책과

- 보존시스템과

< 표 79 > 국가문헌보존관 자료보존체계 구축 관련 추진체계 

마. 추진일정

세부 추진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보존환경 기준에 적합한 설비와 환경 구축

 자료보존운영계획 수립

 물리적 장서 보존관리 프로세스 확립

 업무지침 및 상세 운영계획 수립

 보존관시설 및 장비 운영 교육

 ISP사업을 통해 보존관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을 설계

< 표 80 > 국가문헌보존관 자료보존체계 구축 관련 추진일정 

바. 기대효과

‣ 정성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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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운영계획수립을 통해 보존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성공적인 개관을 준비

 보존관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

  4.7.2 효율적인 장서 이관 및 재배치 

가. 추진내용

  본관에서 보존관으로 이전해야하는 600만 장서의 연차별 이전계획을 수립

하고, 대상자료의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이전작업을 수행한다.

나.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 2024년부터 3개년간 200만권의 장서이관

- 대량 장서이관 작업계획 수립

‣ 전략

-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작업팀 선제적으로 구성

-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정한 작업공간 확보

- KOLIS 데이터분석을 통한 작업 효율성 확보

- 검증된 작업인력 투입 및 관리

다. 세부추진과제

- 장서이전 선별작업의 준비계획 수립

- 장서이전 작업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 연차별 장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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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과업(Task) 추진주체

- 장서이전 선별작업의 준비계획 수립
- 보존정책과 (현 자료보존센

터)

- 장서이전 작업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 보존정책과 (현 자료보존센

터)

- 보존시스템과

< 표 81 > 효율적인 장서 이관 및 재배치 관련 추진체계 

마. 추진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장서이전 선별작업의 준비계획 수립

 장서이전 작업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 표 82 > 효율적인 장서 이관 및 재배치 추진일정

바.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장서관리 프로세스별 작업 시간 및 작업량 비교를 통한 효율성 향상

 자료배치의 신속성 확보

‣ 정성적 효과

 장서이전 사전작업 및 자료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

해 이전작업의 정확성 향상

 매년 이전되는 장서의 처리속도를 검증하여 작업 계획의 현행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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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국가문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보존체계 구축

가. 추진내용

  디지털보존은 다양한 형태의 실물 자료를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여 확보

한 디지털 데이터부터 Born-Digital 데이터까지를 총괄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

한 보존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디지털보존은 국가문헌보존관의 핵심 업무로

서 물리적 장서의 디지털화와 함께 휘발성이 강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고 

보존하여 국가 차원에서 주요 디지털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 디지털콘텐츠 표준 보존체계 구축 및 안정화

- 디지털 원본성 관리체계 구축

- 보존관 장서관리 프로세스 구축

‣ 전략

-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디지털화 사업 설계

- 지속가능한 보존전략 수립 및 표준화 준수

다. 세부추진과제

- 디지털콘텐츠 구축 정책·전략 수립

-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보존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확대



- 244 -

 라. 추진체계

과업(Task) 추진주체

- 디지털콘텐츠 구축 정책·전략 수립
- 보존정책과

- 디지털보존과

-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보존과

-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확대

- 보존정책과

- 디지털보존과

- 데이터분석과

- 보존시스템과

< 표 83 > 국가문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보존체계 구축 관련 추진체계 

마. 추진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디지털콘텐츠 구축 정책·전략 수립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확대

< 표 84 > 국가문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보존체계 구축 관련 추진일정 

바. 기대효과

‣ 정성적 효과

 국가 차원 디지털보존체계 확립

 디지털 콘텐츠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달

 디지털자원 기반의 국가사업 참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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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국가적 보존복원지원체계 수립

가. 추진개요

  국가문헌보존관에서 과학적 보존‧복원 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존

복원의 신규설비의 운영 안정화에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문헌보존관 

개관 초기에는 안정화 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이 안정화 된 이후 

자료복원케어센터를 확장하여 운영한다.

나.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 보존관 보존복원 업무기능의 안정화

- 보존관 신규설비의 운영 능력 확보

‣ 전략

- 최신 설비의 구축에 전문적인 검토 수행

- 신규설비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인력 투입

- KOLIS 데이터분석을 통한 작업 효율성 확보

- 검증된 작업인력 투입 및 관리

다. 세부추진과제

- 보존관의 보존복원 프로세스 및 운영계획 수립

- 신규인력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보존복원 케어센터 구축 및 운영

- 보존복원 기술 역량 강화 

- 보존복원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보존복원 한국센터(PAC)운영



- 246 -

라. 추진체계

과업(Task) 추진주체

- 보존관의 보존복원 프로세스 및 운영계획 수립
- 자료복원과

- 보존정책과

- 신규인력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료복원과(자료보존연

구센터)

- 보존복원 케어센터 구축 및 운영
- 자료복원과

- 보존정책과

- 보존복원 기술 역량 강화 
- 자료복원과

- 디지털보존과

- 보존복원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 자료복원과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보존복원 한국센터(PAC)운영 - 자료복원과

< 표 85 > 국가적 보존복원지원체계 수립 추진체계 

마. 추진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보존관의 보존복원 프로세스 및 운영계획 수립

 신규인력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존복원 케어센터 구축 및 운영

 보존복원 기술 역량 강화 

 보존복원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보존복원 

한국센터(PAC)운영

< 표 86 > 국가적 보존복원지원체계 수립 추진일정 

바. 기대효과

‣ 정성적 효과

 보존관의 보존복원 최신 인프라 확보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보존복원서비스의 전문화

 보존관 신규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

 보존복원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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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세대를 넘어 공감하는 문화전시서비스 구축

 

가. 추진내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물을 평창올림픽이라는 역사성을 살린 문화자본으로서 

계승하여 문화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관을 구축한다. 다양한 국립중앙도

서관의 사료 콘텐츠와 GLAM형 연결을 중심으로 체험형 문화전시기능을 구현

하며 세대를 아울러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전시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 전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콘텐츠 제공

- 체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형 콘텐츠 제공

-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는 전시 구축

- 미래로 지식 자원을 연결하는 보존관의 역할을 홍보

‣ 전략

- 기억과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전시

- 체험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소통하는 전시 

- GLAM을 연결하여 확장하는 전시

-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즐거움 제공하는 전시  

다. 세부추진과제

- 운영목적에 최적화된 전시관 구축 설계

- 체험형 문화전시프로그램 개발 

- 전시역량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배치

- 전시콘텐츠 아카이빙 및 데이터베이스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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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체계

과업(Task) 추진주체

- 운영목적에 최적화된 전시관 구축 설계 - 전시열람서비스과

- 체험형 문화전시프로그램 개발 - 전시열람서비스과

- 전시콘텐츠 아카이빙 및 데이터베이스 계획수립

- 전시열람서비스과

- 디지털보존과

- 보존정책과

< 표 87 > 세대를 넘어 공감하는 문화전시서비스 구축 추진체계 

마. 추진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운영목적에 최적화된 전시관 구축 설계

 체험형 문화전시프로그램 개발 

 전시콘텐츠 아카이빙 및 데이터베이스 계획수립

< 표 88 > 세대를 넘어 공감하는 문화전시서비스 구축 추진일정 

바.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성공적인 개관과 안정화 후 전시서비스의 방문객 수, 교육프로그램 참여

자 수 등의 정량적 분석 가능

‣ 정성적 효과

 국가문헌보존관 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문화 확산 

 관광요소와 결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도서관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 서비스 확장

 전시콘텐츠를 연계교육을 통한 지역의 교육‧문화 환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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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미래형 스마트서고 구축 및 기술개발

가. 추진내용

  스마트서고 운영 및 활용전략을 검토하고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프

로세스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장서를 보존관에 검수 및 등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 이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서고 자체를 

전시로 활용하도록 건축에 반영하여 미래형 도서관의 전시체험요소로 적극 

활용한다.

  

나.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 이관자료관리의 프로세스 적용

- 미래형 도서관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 전략

- 자료이관 과정의 효율성 확보

- 도서관 전시체험에 활용

- 관련 기술의 습득 및 전문인력 양성

- 검증된 작업인력 투입 및 관리

다. 세부추진과제

- 스마트서고 장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 이관자료 처리 프로세스 적용 및 안정화

- 스마트서고 기술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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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과업(Task) 추진주체

- 스마트서고 장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 보존정책과(ISP 사업 연

계)

- 보존시스템과

- 이관자료 처리 프로세스 적용 및 안정화 - 보존정책과

- 스마트서고 기술역량 강화
- 보존정책과

- 보존시스템과

< 표 89 > 미래형 스마트서고 구축 및 기술개발 추진체계 
마. 추진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1. 스마트서고 장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2. 이관자료 처리 프로세스 적용 및 안정화

3. 스마트서고 기술역량 강화

< 표 90 > 미래형 스마트서고 구축 및 기술개발 
바.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스마트 서고의 활용으로 혁신적으로 이관자료 처리 시간 단축

‣ 정성적 효과

 보존관이 단순히 자료의 보관 창고가 아니라, 로봇기술이 활용된 첨단 

스마트서고라는 이미지 제고하고 관람요소로 활용성 증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시 서고모델 사전점검 가능

 스마트서고 관련 기술 및 노하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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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및 인력

 5.1 조직구성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관 전에 

운영조직 및 인력의 확보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연구팀에서는 국

가문헌보존관이 국가대표보존기관으로서 국가문헌의 보존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철저한 보존관리를 위한 물리적 보존기능과 디지털 보존기능을 포함한 세

부계획을 준비하고, 이에 근거한 인력 계획을 수립을 위한 인력계획안을 제시하

였다. 2020년 전세계의 팬더믹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가 급격히 확장되

고, 도서관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

라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능에서 기반이 되는 콘텐츠의 변환과 가공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외의 

보존관도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더 강화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기본 조직에 반영하여 언택트 디지털 사회에서의 보존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여 반영하였다.

 5.2 조직구조와 설계 원칙

  5.2.1 기본 방향

 연구팀에서 조직설계 단계에서 검토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가문헌보존기관의 정체성 확립

  국가문헌보존의 책무를 위한 국가보존도서관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

에 따른 직무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전문적인 물리적 자료의 보존관

리, 디지털보존, 콘텐츠 활용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기능 설계하였

다. 장서관리와 보존복원의 업무는 기존업무의 대응이 아닌 전문화 지향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국가문화자본으로서의 상징성 계승 

  국가문헌보존관이 올림픽 개최 시설로서의 역사성을 계승하였으므로 이를 반영

한 문화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문화전시는 향후 GLAM형 연계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보존관의 전시공간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교육

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반영하였다.

 선도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연구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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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이 복원센터로서 선도적 역할과 사서직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였다. 디지털보존에 있어서는 데이터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데이터 진본성 관련 연구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문화전시에서 사서의 역할 확

장 및 전문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였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구성

  각 업무의 기능을 나누어 단위별로 구성한 뒤 각 기능 간 연결을 검토하였다. 

부서단위의 업무 분장뿐만 아니라, 개인별 업무량 분석에 기반한 직무 내용 반영

하였다. 조직구성의 기본안과 함께 개관 전후의 업무를 감안한 단계별 인력구성 

방안 제안하였다.

  5.2.2 기본 원칙 및 근거 기준

   가. 법률에 따른 보존의 의무: 도서관법 19조 1항 2번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③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

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④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 표 91 > 도서관법 제3장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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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1항 2번에 보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보존에 필요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대표도서관의 특성상 법

률에 의거한 기능과 직제의 신설은 필수적이므로, 기존 사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직

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팀에서는 19조 ②항에 명시된 바

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맞추어 ③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여 국가

문헌보존관 설립 근거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5.2.3 기존 조직설계안 검토

  가. 기존 조직구성안 검토

  2019년 국가문헌보존관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본 기능을 

①자료보존 및 이용자서비스, ②자료복원, ③디지털콘텐츠구축을 통한 디지털보존으

로 설계하여, 1관장 4과 1팀 조직구성안을 제시하였다.

   

< 그림 46 > 1관장 4과 1팀 조직구성안(국립중앙도서관, 2019, p.124) 

  2021년에 발간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4장 비용 추정 파트에서 인력 규

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전하는 인력 15명과 신규 충원대

상 정규직 46명에 대한 인건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내용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했던 1관 4과 1팀의 구성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는 본관의 기존 근무 인력 15명 이외의 추가된 46명

의 충원인력을 반영한 총 61명으로 구성하였다.9)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도 이 사업은 상당한 인건비 운영 재원투입이 분명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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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수행결과는 0.639로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결과의 의미는 “사업 시행이 경제성보다 사업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되고”, “매우 

낙후된 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사업”으

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국가문헌보존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404).

  이 계획안에서는 자료복원연구영역, 보존관리영역 등 보존복원관리 기능의 확대, 

디지털보존연구 책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디지털보존에 대한 구체적

인 업무설계가 없었으며, 확대업무의 업무 구성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단위: 명)

9)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이 사업은 상당한 인건비 운영 재원투입이 분명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예
비타당성 보고서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수행결과는 0.639로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 결과의 의미는 “사업시행이 경제성보다 사업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체성 확립
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되고”, “매우 낙후된 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사업”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국가문헌보존관 건립사
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404).

구분 직급 인원 근무 부서(명) 비고

정원

이전

인원

(15)

4급 1 자료보존연구센터(1) 개관시

5급 1 자료보존연구센터(1) //

6급 4
자료보존연구센터(2)

디지털기획과(2)
//

7급 3
자료보존연구센터(2)

디지털기획과(1)
//

9급 2 자료보존연구센터(2) //

학예관 1 자료보존연구센터(1) //

학예사 3 자료보존연구센터(3) //

충원

계획

인원

(46)

고위 나급 1 관장(1) 개관시

4급 3

기획관리과(1)

자료보존관리과(1)

디지털보존연구과(3)

개관준비시

5급 7

기획관리과(2)

자료보존관리과(2)

디지털보존연구과(3)

//

6급 9

기획관리과(2)

자료보존관리과(3)

디지털보존연구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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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종합평가 및 정책제안에서 인력을 산정한 방식은 정량

적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을 산출하였다. 장서보존을 기본기능으로 두고, 장서의 

보존량에 따른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량적인 수요 추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산

출 방식을 통해 2019년 기본계획 인력계획안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인력의 정량적 산출에 대한 근거는 확보가 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서고포화율 관리, 보존복원기능의 질적 

향상 계획, 전시실과 열람실의 구체계획의 필요성, 관련 기관의 협의를 제안하

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문헌보존관 사업이 경제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필수사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업 시행의 핵심은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서비스 계획의 필요성이라고 제시하며 정성적 요소가 필

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제안과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업무기능의 운영계획수립과 업무 내용 분석을 통해 정성

적 방법을 통해 기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조직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기본 기능인 보존, 복원, 디지털보존 기능을 전문화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과 서비스 설계를 통한 직무 추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각 업무 기능별 

최적의 수행을 위한 인력 산출하였다. 보존관에 새롭게 부여된 문화전시기능 수

행을 위한 서비스를 구상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성하였다. 개관 이

후 중장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

대서비스의 구성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7급 9

기획관리과(2)

자료보존관리과(3)

디지털보존연구과(4)

//

8급 8

기획관리과(1)

자료보존관리과(3)

자료복원연구과(1)

디지털보존연구과(3)

//

학예관 2 자료복원연구과(2) //

학예사 7 자료복원연구과(7) //

합계 61

< 표 92 > 기존 조직구성안 검토 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387(2020.0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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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존 조직설계의 문제점

  연구팀에서는 조직설계 방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앞선 두 가지의 조직설계

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자료의 보존이라는 기본기능에 맞추어 자료보존복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이전되는 형태의 소극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설계안이

다.

  둘째, 보존관의 역할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출되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기능 구성의 요소가 정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구축 업무에 대한 이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되었으므

로 서비스 전략이나 기능 요소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디지털 자료의 수요와 활용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대되는 현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뉴딜정책, 디지털 집현전 사업, 데이터 경

제 선언과 같은 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

였다.

  두 연구의 조직설계안은 보존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각 업무기능을 분

석하는 수준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고, 건축을 위한 절차를 위해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의 각 기능과 업무를 비교하여 각 업무별로 

세부적으로 기능을 정의하고 설계하였다. 인력설계의 방향은 국가문헌보존관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과 서비스 업무 설계에 적정 인력을 투여하는 것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최신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단순 작업의 효율

성을 높이고 기계화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는 최대한 SW 개발을 통해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제안하였다. 국가문헌보존관

은 국가대표도서관의 보존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설립사례이며, 해외 보

존관의 수준에 견주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으로 규모와 기

능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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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조직구성(안)

  국가문헌보존관의 기존 조직설계안과 해외 보존관의 조직설계 내용을 검토하였

고,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능별 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1관 7과의 조직

구성안을 설계하였다. 기본적으로 7과를 제시한 것은 기능을 중심으로 과를 분리하

여 고유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기능적 분리안

을 제시한 이는 보존관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으로서 기관 내 역할과 기능의 분담에서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

문이다. 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판단은 연구팀의 제안보다는 조직을 운영하는 의

사결정권자들의 통찰과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더 우선해야 한다. 각 기능에 대

한 요소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단계적인 추진이나 업무의 

결함을 검토하는 경우 각 과의 전문성과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조직

을 구성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각 기능별 업무 분석과 세부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별 기능을 정의하고 설계하였다.

  5.3.1 조직구성 체계

  국가문헌보존관은 각 기능별로 분리하여 과를 설계하였을 때 1관 7과의 하위 조

직으로 구성된다. 자료의 물리적 보존과 관련된 기능은 보존정책과, 자료복원과에서 

담당하고, 디지털보존업무는 디지털보존과에서 담당한다. 문화전시기능의 수행에 따

라 전시열람서비스과를 두고 열람서비스 제공과 같은 대민기능을 통합하였다. 기획

관리과는 건물관리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보존시스템과는 IT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보존관의 시설과 설비 규모에 맞는 독자적 기능의 역할이 존재

한다. 

  데이터분석지원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이 업무는 본

관과의 연계 업무 및 디지털집현전 사업과 같은 국가사업의 규모에 따라 범위와 영

역을 더 확장할 수 있다.

< 그림 47 > 국가문헌보존관 조직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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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부서별 업무분장(안)

 가. 주요업무 요약 

  각 과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획관리과 

  국가문헌보존관의 인사, 총무, 예산을 총괄하고 시설물과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업무 세부내용

기획·총무

 인사 및 복무 관리

 총무 및 행정  

 대외 협력 및 홍보

예산·경리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물품관리

 구매 및 계약

시설·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관리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설비 관리

 경비, 조경, 미화, 주차 등 용역 관리

< 표 93 > 기획관리과 담당주요업무

 2) 보존정책과

  보존서고의 관리와 보존자료의 이관, 검수, 배가, 인출 등 전체 관리 프로세스

를 담당하며, 보존자료에 대한 정책과 기획기능을 수행한다.

주요업무 세부내용

장서관리

 보존서고 관리 및 운영

 소장자료 장서점검사업 

 자료 재정리 업무

 스마트서가 운영 및 개발업무

장서개발

 자료 선정 및 구입

 열람자료 등록 및 정리

 기증자료 수집

 자료의 평가, 폐기 등에 관한 업무

 주제별 컬렉션 구축 및 해제

 디지털큐레이션 및 인문학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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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복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자료의 보존‧복원업무를 총괄하며, 자료복원센터 역할을 수

행한다. 보존관 업무에서 디지털화 강화 및 전시열람과의 신설 등 변화에 따라 자

료훼손 예방을 위한 사전복원처리 기능을 강화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보존·복원

분야의 연구개발과 보존을 위한 과학적 조사분석의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10) 디지털화 지원복원처리 
 - 디지털화 전 대상자료 상태점검, 촬영가능여부 및 안전한 촬영방식 자문
 - 디지털화 촬영을 원활히 하고 자료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보존처리 
 - 사후처리 : 디지털화 중 훼손된 자료의 복원처리
 - 장비검토 : 신규 장비 및 촬영 장비 적합성 검토, 촬영 보조용품 제작 및 지원 

장서이관 및 출납

 연차별 장서이관 관리계획

 이관자료 서고배치 

 이관자료 인수 및 검수

 장서이동 및 출납관리

< 표 94 > 보존정책과 담당주요업무 

주요업무 세부내용

귀중자료 복원처리

 도서자료 보존복원처리

 문화재 등 귀중본 복원처리 

 전시, 대출 자료 지원 복원처리

 기증자료(귀중자료) 복원처리

 박물자료 복원처리

 보존복원전문가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복원기술 현대화, 과학화 연구개발 보급

 위탁자료(공동보존서고 등) 복원처리 지원

예방(대량) 

복원처리

 훼손예방 디지털화 지원 복원처리10)

 본관자료 이동형 복원처리(mobile repairs)11)

 신속 복원처리(running repairs)12)

 탈산, 소독, 건식세척 등 대량 보존처리 

 공동보존서고 위탁자료 보존처리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개선

 소장자료 보존상태 과학적 조사분석

 국내외 자료보존복원 기술, 업무협력

전자·시청각자료 

복원처리

 전자·시청각자료 복원처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시청각자료 상태점검 및 복원처리

 전자·시청각자료 보존·복원 장비·시스템 관리

 전자·시청각매체 장기보존 및 보존복원 연구개발

 전자·시청각자료 보존처리 기준 및 복원 지침 관리 

 국내외 전자·시청각 보존처리 관련 협력 및 지원

 전자매체 복원기술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표 95 > 자료복원과 담당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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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보존과

  장서의 디지털화를 총괄하고, 디지털화된 자료의 보존을 담당한다.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에 대한 디지털보존매체의 보존처리와 진본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디지털포렌식 업무와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업무 세부내용

디지털콘텐츠

구축

 국가문헌 디지털화사업 운영

 디지털화 자료 품질 관리

 디지털화 자료 저작권 관리

 국가문헌 디지털화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디지털보존

 디지털보존 표준 및 기술 보급

 포맷 레지스트리 개발, 운영

 디지털 및 온라인자료 장기보존 처리

 디지털포렌식(진본성, 무결성 검사)

 디지털 보존메타데이터 구축

< 표 96 > 디지털보존과 담당주요업무 

5) 데이터분석지원과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가공 및 데이터화를 위한 전처리, 데이터클리닝을 포함

하여 콘텐츠를 데이터로 구축하는 데 관련된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주요업무 세부내용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전략 수립

 특화 데이터 발굴, 선별

 코퍼스 및 데이터셋 구축

 데이터분석 연구

데이터클리닝
 데이터클리닝 수행 및 사업관리

 지식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 표 97 > 데이터분석지원과 담당주요업무 

 6) 전시‧열람서비스과

  문화전시기능을 실행하는 부서이며, 전시관의 전시를 기획, 개발, 운영, 관리

한다. 전시와 관련된 전시사료의 아카이빙 기획, 교육 기능, 보존관 및 전시의 

홍보 기능, 홈페이지 괸리, 열람서비스를 포함한 대민업무를 수행한다.

11) 본관자료 이동형 복원처리(mobile repairs) : 본관지원 업무로서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본관 서고, 
열람실 등 자료를 이동형 복원처리 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순회하며 즉시 복원처리 실시

12) 신속 복원처리(running repairs) : 처리시간 10시간 이내의 훼손이 심하지 않은 자료의 복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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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세부내용

전시기획

 기획전시공간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기획콘텐츠 큐레이션 및 사업화

 협력 전시 기관 연계 및 개발

 전시사료 구축 기획

전시운영 및 교육
 전시서비스 온 오프라인 홍보

 전시서비스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전시사료 구축

 전시콘텐츠 및 특화 콘텐츠 구축

 전시콘텐츠 아카이빙

 구축사업 관리

홈페이지

서비스 관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관리

 콘텐츠 서비스 연계시스템 데이터 입력

 전시관 운영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관리

 기획 체험전시 시설 운영

대민업무

 방문자 안내

 열람서비스 안내

 민원처리

< 표 98 > 전시열람서비스과 담당주요업무 

 7) 보존시스템과

  보존관의 IT인프라 관리와 운영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관의 정보시스템파트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의 IT기술지원서비

스를 수행한다.

주요업무 세부내용

시스템관리

 국가문헌보존관 업무시스템 운영 관리

 디지털보존 시스템 개발 및 유지 관리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 및 유지관리

 전시관련 운영 장비 및 SW 관리

 관내 시스템 및 전산장비 도입, 운영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내 네트워크 관리

< 표 99 > 보존시스템과 담당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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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인력배치 계획(안)

  가. 인력배치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의 인력배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성한다.

  첫째, 업무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군의 인력을 배치한다. 전문직군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영역에 전문직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둘째, 업무기능과 유사업무 수행기관의 업무량을 비교하여 산출하며, 도서관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사서배치 규정을 참고한다.

  셋째, 국내 최대 장서의 보존을 수행하는 보존관의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필요한 인력구성을 제안한다.

  각 부서별 직군과 직급에 따른 배치현황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13) 

13) 직군별 배치 요약표의 구분 중, ‘기타’ 항목은 ‘공업, 관리운영, 문화홍보’ 직군을 통합하여 
표기한 것임. 

구분 계 나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 장 1 1 - - - - - -
기획관리과 12 - 1 2 2 4 2 1

보존정책과 18 - 1 2 5 4 6 -

자료복원과 16 - 1 3 8 2 1 1

전시·열람서비스과 16 - 1 1 3 4 7 -

디지털보존과 24 - 1 4 9 7 3 -

데이터분석지원과 8 - 1 2 2 2 1 -

보존시스템과 16 - 1 3 3 5 4 -

계 111 1 7 17 32 28 24 2

< 표 100 > 직급별 배치 요약

구분 계 관장 과장 사서 학예 행정 전산 시설 기타

관 장 1 1 0 0 0 0 0 0 0
기획관리과 12 0 1 0 0 4 0 7 0

보존정책과 18 0 1 16 0 1 0 0 0

자료복원과 16 0 1 0 13 1 0 0 1

전시·열람서비스과 16 0 1 14 3 2 3 0 1

디지털보존과 24 0 1 3 0 1 3 0 0

데이터분석지원과 8 0 1 10 2 1 0 0 2

보존시스템과 16 0 1 0 0 0 15 0 0

계 111 1 7 43 18 10 21 7 4

< 표 101 > 직군별 배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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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서별 인력배치

부서 직급 담당업무 비고

관장 관장  국가문헌보존관 총괄 정규직 정원

기획관리과

정원(12명)

정원외(32명)

과장(4급1)  기획관리과 업무 총괄 정규직 정원

기획·총무

(행정(5급1),

행정(6급1))

 보존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회, 조직, 감사업무

 각종 규정 제·개정

 인사 및 복무 관리

 상훈 및 성과 관리 

 직원 교육 및 경력개발 관리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대외 협력 및 홍보

 비상기획, 재난 안전 관리

정규직 정원

예산·경리

(행정(7급1),

행정(9급1))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업무

 예산 집행 및 결산

 물품관리

 구매 및 계약

 관서운영경비 출납

 국유재산관리

 수입징수

정규직 정원

시설·관리

(시설/공업

(5급1),

시설(6급1), 

시설(7급1),

시설/공업

(7급2),

시설/공업

(8급1),

시설/조경

(8급1))

 보존관 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관리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설비 관리

 서고 항온항습 관리

 이동식서가 및 서고운송장치 유지 관리

 중앙 제어실 관리

 소독 및 방역

 조경관리

 시설대관 운영

 보안, 재난, 비상기획 및 안전관리

 관내 방호 및 보안 관리

 미화 관리

 편의시설 관리

 주차장 운영

정규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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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 

지원

(공무직 2명)

 문서사송 및 업무용 차량 운행

 관장실 지원

정원외 직원

(외주직원 

대체 가능)

시설·관리 

지원

(공무직 30명)

 시설관리 지원

 관내 방호 및 보안 관리 지원

 미화(청소, 조경, 제설) 지원

정원외 직원

(외주직원 

대체 가능)

보존정책과

정원(18명)

정원외(6명)

외주(18명)

과장(4급1)  보존정책과 업무 총괄 정규직 정원

장서관리정책

(사서(5급1),

사서(6급2),

사서(8급1),

행정(8급1))

 국가문헌보존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보존관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서관리 및 자료보존계획 수립

 본관 이관자료 서고배치 관리

 이관자료 인수 및 검수

 보존서고 관리 및 운영

 보존서고 시설 유지 보수

 소장자료 장서점검

 근대시기 자료 장서점검 직접 수행 

 자료 재정리 업무

 자료 보존상태 점검 및 후속조치

 원본 자료 통계 관리

 장서관리 프로그램 관리·운영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지원

 과 서무 총괄

정규직 정원

장서개발

(사서(5급1),

사서(6급2),

사서(7급2))

 보존관 장서개발 정책 수립

 자료 선정 및 구입

 열람자료 등록 및 정리

 향토자료, 기증자료 수집

 자료의 평가, 폐기 등에 관한 업무

 주제별 컬렉션 구축 및 해제

 재정리, 분류, 목록 및 교정

정규직 정원

온라인컬렉션

(사서(6급1),

사서(7급2),

사서(8급4))

 온라인컬렉션사업 운영계획수립

 온라인컬렉션사업 위탁자료수집

 온라인컬렉션 기관협력

 국가유산 연결을 위한 개발 및 사업지

원

 이미지 상호운용성에 맞는 컬렉션 연구

 콘텐츠구축관리

 디지털큐레이션 및 인문학 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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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관리 지원

(공무직 6명)

 보존용 자료 인수 및 배가

 보존용 자료 대출 및 반납

 우편복사, 상호대차 업무

 소재불명 자료 색출

 서고 미화 업무

정원외 직원

장서점검사업

(외주직원 

18명)

 장서점검사업 수행 외주직원

자료복원

연구과

정원(16명)

외주(4명)

과장(4급1)  자료복원연구과 총괄 정규직 정원

귀중자료

복원처리

(학예연구관1,

학예연구사2,

관리운영(9급1),

행정(8급1))

 소장자료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도서자료 수선·복원처리

 귀중자료 상태점검 및 평가

 문화재, 귀중본, 지도 등 복원처리

 전시, 대출자료 지원 복원처리

 기증자료(귀중자료) 복원처리

 도서자료 제본

 박물자료 복원처리

 보존복원전문가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복원기술 현대화, 과학화 연구개발 보

급

 위탁자료(공동보존서고 등) 복원처리 지

원

 과 서무 총괄

정규직 정원

예방(대량) 

복원처리

(학예연구관1, 

학예연구사2)

 훼손예방 디지털화 지원 복원처리

 본관자료 이동형 복원처리(mobile 

repairs)

 신속 복원처리(running repairs)

 탈산, 소독, 건식세척 등 대량 보존처리 

 공동보존서고 위탁자료 보존처리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개선

 소장자료 보존상태 과학적 조사분석

 국내외 자료보존복원 기술, 업무협력

정규직 정원

전자·시청각 

자료 복원

(학예연구관1,

학예연구사3,

학예연구사·전

 전자·시청각자료 복원처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시청각자료 매체 상태점검 및 복

원처리

 전자·시청각자료 보존·복원 장비 및 

정규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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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관장을 제외한 인력배치 숫자는 110명, 기관장 포함 총 인원 111명.

산(7급, 2))

시스템 관리

 전자·시청각자료 장기보존 및 보존복

원 연구개발

 전자·시청각매체 보존처리 기준 및 복

원 지침 관리

 국내외 전자·시청각자료 보존처리 관

련 협력 및 지원

 전자매체 복원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

램 개발

대량탈산,

 소독처리 사업

(외주직원 4명)

 산성화자료 점검 및 대량 탈산처리 실시

 소장자료 주기적 소독처리
외주직원

전시.열람

서비스과

정원(16명)

정원외(9명)

과장(4급1)  전시·열람서비스 과장 정규직 직원

전시서비스

(사서(5급1)

사서(6급1),

사서(7급1),

학예(6급1),

학예(7급1),

문화홍보(8급2),

행정(8급1))

 기획전시공간 콘텐츠 개발

 체험전시 기획 및 연구

 기획콘텐츠 큐레이션 및 사업화

 상설전시관 운영 및 유지보수

 기획전시관 기획 및 운영

 기획·특별전시 콘텐츠 발굴 및 수집

 유관기관 간 전시 교류협력

 협력 전시 기관 연계 기획

 전시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전시서비스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

발 

 보존관 홍보 콘텐츠 개발

정규직 정원

이용서비스

(사서(6급1),

사서(7급2),

사서(8급4))

 보존자료 열람서비스 운영 및 대민 총

괄

 보존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관

리

 콘텐츠 서비스 연계시스템 데이터 입력

 지역연계 서비스 북 큐레이션

 테마 코너 개발 및 운영

정규직 정원

대민 업무

(공무직9명)

 방문자 안내 및 전시도우미

 열람서비스 안내

 단체관람 안내 보조

 큐레이션 데이터입력 보조작업

정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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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존과

정원(24명)

정원외(2명)

외주(496명)

과장(4급1)  디지털콘텐츠보존과 업무 총괄 정규직 정원

디지털콘텐츠

구축담당

(사서(5급1),

사서(6급2), 

사서(7급1),

행정(7급1),

사서(8급1))

 디지털콘텐츠 구축 정책·전략 수립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디지털콘텐츠(고서·고문서·잡지·학

술지·고신문 등) DB 구축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무지침 및 매뉴얼 

작성

 디지털화 자료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

무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적·통계 관리

정규직 정원

(공무직2)

 과 서무업무 지원

 디지털콘텐츠 구축 관련 민원 처리 지

원

정원 외

(외주직원502)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작업 수행 외주직원

디지털콘텐츠수

집당당

(사서(5급1),

사서(6급1),

사서(7급1),

행정(7급1),

사서(8급1))

 디지털콘텐츠 수집 정책·전략 수립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 수집 업무 

수행

 국가 차원의 Born-Digital Data 수집

 코리안 메모리 디지털콘텐츠 수집 및 

DB 운영

 디지털 콘텐츠 수집 관련 민원 처리

 디지털콘텐츠 수집 실적·통계 관리

정규직 정원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담당

(학예연구관1,

학예연구사2,

공업연구사1,

전산(7급1))

 디지털콘텐츠 품질 관리 업무

 디지털 자료 진본성·무결성 검증

 소장 자료 복구 및 복원

 포렌식 기술 개발 및 툴 활용 업무 수

행

 다양한 매체에 대한 복구·복원·열람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정규직 정원

디지털보존담당

(사서(5급1),

사서(6급2),

전산(6급1),

사서(7급1),

전산(7급1),

 디지털 보존 정책·전략 수립

 디지털 자료 유형별 보존 프로세스 확

립

 체계적인 디지털 자료 보존 수행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보존 수행

정규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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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8급1))

 표준화된 디지털 보존 패키지 및 시스

템 개발 및 확산

 해외 디지털 보존 유관 기관 및 연합체 

협력 추진

 디지털 보존 관련 기술 운용 및 전략

(외주직원4)
 디지털 보존 자료 패키징 작업(메타데

이터 작성 등) 수행
외주직원

데이터분석

지원과

정원(8명)

외주(4명)

과장(4급1)  데이터분석지원과 업무 총괄 정규직 정원

데이터분석 

전력 담당

(사서(5급1),

사서(6급1),

사서(7급1),

행정(8급1))

 데이터 분석 전략 수립

 소장 자료 분석

 특화 데이터 발굴 및 선별

 연구자 지원 연계

정규직 정원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담당

(전산(5급1),

전산(6급1),

전산(7급1))

 최신 데이터분석 기법 연구개발

 데이터 클리닝 작업 감독

 코스퍼·데이터셋 구축

 지식 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

운영

(외주직원4)  데이터 클리닝 작업 수행 외주직원

보존

시스템과

정원(16명)

정원외(2명)

과장(4급1)  보존시스템과 업무총괄 정규직 정원

(전산(5급3),

전산(6급3),

전산(7급5),

전산(8급4))

 정보화 기획

 정보화업무계획 수립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정보보안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보화 예산, 국회, 통계 관리, 서무 등

 정보화기반 운영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스토리지 및 

서버자원)

 서버소프트웨어운영 및 관리

 스토리지(이중화디스크 등) 운영 및 관

리

 데이터시스템 운영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네트워크 및 기

술적 보안)

 행정망, 인터넷망, 업무용 전용회선 운

정규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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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당자별 주요 업무 및 업무량

  각 부서의 담당자별 주요 업무량을 산정하여 정리하였다. 연간 52주, 월 20일, 

1주일은 5일,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인당 연간 업무시간 기준은 2,080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업무에 따라 초과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력을 분

리할 수 없는 경우는 초과 시간을 반영하였다.

 

 1) 기획관리과

영

 공인 및 사설 IP 관리

 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

 상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운영 및 관리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체계 운영

(공무직 2)

 무선인터넷 및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지

원 

 외부시스템(RFID, 서고, KOLIS) 연계 

및 유지보수

정원 외

총 근무직원
 정규직 직원 총 110 명14)

총 693명
 정원외 직원 총 583명

< 표 102 > 부서별 인력배치 

직급 상세업무 업무량 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기획관리 

과장(4급)

기획관리과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기획·총무

(5급)

보존관 시설 주요 업무 계획 수립 52 20 1,040

각종 규정 제·개정 8 24 192

인사 및 복무 관리 52 4 208

상훈 및 성과 관리 52 5 260

직원 경력 관리 52 5 260

관내 행사 추진 8 15 120

소계 2,080

행정(6급)

관인 및 기록물 관리 52 10 520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52 6 312

대외 협력 및 홍보 52 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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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 재난 안전 관리 52 6 312

국회, 조직, 감사업무 52 10 520

공무직 관리 52 10 520

소계 2,288

  행정(7급)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업무 52 20 1,040

예산 집행 및 결산 52 10 520

물품 관리 52 8 416

구매 및 계약 52 4 208

소계 2,184

행정(9급)

관서운영경비 출납 52 20 1,040

국유재산관리 52 8 416

수입징수 52 8 416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52 8 416

소계 2,288

시

설

·
관
리

시설/공업

(5급)

보존관 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52 40 2,080

소계 2,080

시설(6급)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관리 52 30 1,560

시설물 설치 운영 52 5 260
보안, 재난, 당직 및 비상기획 
관련업무 52 2 104

편의시설 및 임대시설 관리 52 3 156

소계 2,080

시설(7급)

관내방호 및 보안관리 52 20 1,040

시설대관 운영 52 5 260

미화관리 52 10 520

소독 및 방역 52 5 260

소계 2,080

시설/조경

(8급)

도서관 내외부 시설관리 52 20 1,040

식재, 화단, 조경관리 52 20 1,040

소계 2,080

공업(7급)

중앙 제어실 관리 52 10 520
전기, 기계, 엘리베이터, 통신 설비 
관리 52 15 780

CCTV, 방송설비, 기타 인프라 
관리 52 15 780

소계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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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존정책과

공업(7급)

서고시설 및 서고운송장치 유지 
관리 52 20 1,040

서고 내 설비관리 유지보수 52 10 520

소방시설 관리 52 10 520

소계 2,080

공업(8급)

서고 항온항습 관리 52 20 1,040

공조 및 외부설비 점검 관리 52 10 520

에너지 절감 시설 점검관리 52 10 520

소계 2,080

총 필요인력
 정원 (12명)

 정원외 (32명)
기획·총무 

지원

(공무직 2명)

 문서이송 및 업무용 차량 운행

 관장실 지원

시설·관리 

지원

(공무직 30명)

 시설관리 지원

 관내 방호 및 보안 관리 지원

 미화(청소, 조경, 제설) 지원

< 표 103 > 기획관리과 주요 업무 및 업무량

직급 상세업무 업무량 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과장(4급)
보존정책과 업무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장

서

보

존

정

책

사서(5급)

국가문헌보존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52 20 1,040

보존관 관련 법령 및 규정 52 10 520
자료보존계획 수립 52 8 416
보존콘텐츠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52 4 208
소계 2,184

사서(6급)

서고관리 및 이관자료배치 관리 52 10 520
보존서고 관리 및 운영 52 6 312
스마트서가 운영 52 20 1,040
이관자료 인수 및 검수 관리 52 6 312
소계 2,184

사서(6급)

보존서고 시설 유지보수 52 20 1,040
소장자료 장서점검 관리 52 10 520
보존서고 환경  관리 52 8 416
보존장서 및 원본 자료 통계 관리 52 4 208
소계 2,184

사서(8급)
문제자료 관리 52 20 1,040

보존자료 자료 열람 및 출납 관리 52 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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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지원 52 6 312
장서관리 프로그램 관리운영 52 4 208
업무통계 관리 52 6 312
소계 2,080

행정(8급)

예산편성 및 집행    
문서 관리 및 물품운용 52 20 1,040
과 서무 총괄
특근 및 보조인력관리 52 20 1,040
소계 2,080

장

서

개

발

사서(5급)

자료 선정 및 구입 52 20 1,040
향토자료, 기증자료 수집 52 12 624
전시 자료 및 특성화 장서 수집 52 8 416
소계 2,080

사서(6급)

열람자료 등록  및 정리 52 22 1,040
자료의 평가, 폐기 등에 관한 업무 52 4 208
재정리 자료  관리 52 8 416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52 5 260
소계 2,028

사서(6급)

특화 콘텐츠 기획 및 사업관리 52 25 1,300
영구보존목록 선정 및 관리 52 5 260
서비스대상 수집자료 등록 및 통

계관리
52 6 312

연계콘텐츠 협력 프로그램 개발 52 4 208
소계 2,080

사서(7급)

자료조직정책 수립 52 8 416
단행본 분류, 목록 및 교정 52 30 1,560

등록 장서 통계 관리 52 4 208

소계 2,184

사서(7급)

재정리, 분류, 목록 및 교정 52 36 1,872
서평 등 도서관 자료에 대한 
서비스 52 4 208

소계 2,080
온라인

컬렉션

관리과장

(6급)

온라인  컬렉션사업의 운영 전략 
및 방향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수

집

담

당

사서(7급)

온라인 컬렉션  대상 타기관 위탁 
자료 수집 업무 총괄 52 20 1,040

디지털화 자료  및 업무 총괄 52 20 1,040
소계 2,080

사서(8급)

온라인 컬렉션 참여 가능 기관 
물색 52 10 520

기관대상으로 온라인 컬렉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의뢰 52 10 520

온라인 컬렉션 관련 정책 및 주요 
업무 계획 수립 5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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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복원과

소계 2,080

사서(8급)

국가유산(온라인  컬렉션 대상 
콘텐츠) 연결 장치 개발 사업 발주 
및 협력 지원

52 40 2,080

소계 2,080

사서(8급)

이미지 상호  운용성(IIIF) 등 
이용자친화적 온라인 컬렉션 
구축을 위한 사업 발주 및 연구 
지원 

52 40 2,080

소계 2,080

총 필요인력
 정규직 정원(18명)

 정원외(6명) 외주인력(18명)

장서관리지원

(공무직6명)

 보존용 자료 인수 및 배가

 보존용 자료 대출 및 반납

 우편복사, 상호대차 업무

 소재불명 자료 색출

 서고 미화 업무
장서점검사업

(외주직원18명)
 장서점검사업 수행

< 표 104 > 보존정책과 주요 업무 및 업무량 

직급 상세업무 업무량 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과장
자료복원과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귀중자료 

복원처리 

학예연구관

소장자료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8 7 336

자료복원 법령, 국회, 예산, 조직 45 10 450
귀중자료 복원처리 업무 관리 50 20 1,000
IFLA PAC 운영 30 10 300
소계 2,086

학예연구사

귀중자료 상태점검 및 평가 50 7 350
문화재 등 귀중본 복원처리 52 25 1,300
보존복원전문가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30 15 450

소계 2,100

학예연구사

도서자료 보존복원처리 52 20 1,040
전시, 대출 자료 지원 복원처리 45 18 810
복원기술 현대화, 과학화 연구개발 

보급
18 15 270

소계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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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기증자료(귀중자료) 복원처리 52 20 1,040
위탁자료(공동보존서고 등) 

복원처리 
40 18 720

박물자료 복원처리 20 10 200
IFLA PAC 운영실무 10 5 50
소계 2,010

관리운영9급

(기계운영서기

보)

도서자료 제본 52 30 1,560
위탁자료 복원처리 지원 30 18 540

소계 2,100

행정8급

과 서무 총괄 52 20 1040
특근 및 보조인력관리 52 5 260
예산 및 결산 14 40 560
문서관리 52 5 260
소계 2,120

예방(대량) 

복원처리

학예연구관

예방(대량)복원처리 계획 수립 및 

관리
45 8 360

복원처리 대상 및 수량 선정 30 12 360
예방(대량) 복원처리 업무관리 52 20 1,040
소장자료 보존상태 과학적 

조사분석
32 10 320

소계 2,080

학예연구사

훼손예방 디지털화 지원 복원처리 52 20 1,040
본관자료 이동형 복원처리(mobile 

repairs)
52 15 780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개선 25 7 175
건식세척, 보존상자 제작 등 20 10 200
소계 2,195

학예연구사

신속 복원처리(running repairs) 52 20 1,040
탈산, 소독처리 관리 운영 50 15 750
국내외 자료보존복원 기술, 

업무협력
20 15 300

소계 2,090

전자·시청각

자료 복원 

학예연구관

전자·시청각 보존·복원 업무 총괄 52 15 780 
전자·시청각 보존복원 관련 제도 
개선 및 기획 52 10 520 

국내외 전자·시청각 보존처리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52  15 780 

소계 2,080

학예연구사
시청각매체 상태점검 및 평가 52 10 520

시청각매체 복원처리 52 30 1,560
소계 2,080

학예연구사
마이크로필름 자료 보존·복원처리 52 30 1,560
대량 복원처리 사업관리 52 10 520
소계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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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보존과

직급 상세업무 업무량 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디지털콘텐츠

보존 과장(4급)

디지털콘텐츠보존과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디지털콘텐츠

구축담당

사서(5급)

디지털콘텐츠 구축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사서(6급)

디지털콘텐츠 구축 정책‧전략 
수립 12 40 480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52 10 520

현대 간행물 디지털화 사업 관리 40 14 560
외부협력 디지털콘텐츠 구축사업 
발굴 및 추진 52 10 520

소계 2,080

  

사서(6급)

디지털화 작업 지침 및 규정 
관리 52 8 416

디지털화 대상 자료 선정 52 8 416
디지털화 대상 자료 이관 협의 52 8 416
고전적, 문화예술자료 구축사업 
관리 52 8 416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무지침 및 
매뉴얼 작성 52 8 416

소계 2,080

  

사서(7급)

고신문‧연속간행물 자료 디지털화 
사업 관리 52 8 416

디지털화 자료 저작권 관리 52 8 416

민간 자료 디지털화 수탁 사업 
추진 52 8 416

학예연구사
기획콘텐츠 매체 변환 및 보존처리 52 30 1,560
전시 연계콘텐츠 개발 52 10 520
소계 2,080

학예연구사·

전산7급

전자·시청각매체 
디지털보존·복원처리 52 20 1,040

전자·시청각자료 보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2 20 1,040

소계 2,080

학예연구사·

전산7급

전자·시청각매체 
디지털보존·복원처리 52 30 1,560

전자·시청각자료 복원 실무 지침, 
매뉴얼 작성 52 10 520

소계 2,080

총 필요인력
 정규직 정원 16명

 외주 4명 (대량탈산·소독처리 외주 작업)

< 표 105 > 자료복원과 주요 업무 및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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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헌 디지털화 작업 표준  
연구개발 52 16 832

소계 2,080

 행정(7급)

유관기관 협조 업무 52 4 208
예산 집행 52 8 416
문서 관리 및 보고자료 작성 52 8 416
물품 관리 52 4 208
통계 작성 및 관리 52 8 416
디지털콘텐츠 구축 관련 민원 
처리 52 8 416

소계 2,080

 사서(8급)

디지털화 자료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무 52 8 416

디지털화 자료 검수 52 8 416
디지털화 자료 품질 관리 52 8 416
디지털화 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52 8 416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적통계 
관리 52 8 416

소계 2,080

공무직(2명)

과 서무업무 지원 52 8 416
디지털콘텐츠 구축 관련 민원 
처리  지원 52 16 832

디지털콘텐츠 구축실 설비 운영 
및 관리 52 16 832

소계 2,080
외주직원

(502명)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수행 52 40 2,080

소계 2,080

디지털콘텐츠

수집담당

사서(5급)

디지털콘텐츠  수집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사서(6급)

디지털콘텐츠 수집 정책 및 전략 
수립 12 40 480

유형별 디지털 자원 수집 세부 
프로세스 개발 52 8 416

Born-Digital Data 수집 범위 확장 
업무 추진 52 8 416

외부 협력기관 발굴 및 추진 52 8 416
디지털콘텐츠 수집 실무지침 및 
매뉴얼 작성 11 32 352

소계 2,080

 사서(7급)

코리안메모리 디지털콘텐츠 
구축·운영  업무 수행 및 관리 52 10 520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서비스 
연계  업무 52 10 520

디지털콘텐츠 수집 관련 저작권 
관리 52 10 520

해외 디지털콘텐츠 수집‧연계 
방안  수립 및 추진 52 1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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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080

  

행정(7급)

유관 기관 협조 업무 52 4 208
예산 집행 52 8 416
문서 관리 및 보고자료 작성 52 8 416
물품 관리 52 4 208
통계 작성 및 관리 52 8 416
디지털콘텐츠 수집 관련 민원 
처리 52 8 416

소계 2,080

  

사서(8급)

수집 디지털콘텐츠 메타데이터 
검수  및 관리 52 16 832

수집 디지털콘텐츠 품질 관리 52 16 832
디지털콘텐츠 수집 실적‧통계 
관리 52 8 416

소계 2,080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담당

(학예연구관)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학예연구사

디지털 자료 진본성‧무결성 검증 
업무 52 16 832

매체별 복구‧복원‧열람 업무 기획 
및 운영 52 16 832

검증 대상 소장자료 선별 작업 52 8 416
소계 2,080

학예연구사

디지털 자료 진본성‧무결성 검증 
업무 52 16 832

소장 자료 복구 및 복원 52 16 832
민간 대상 포렌식 서비스 확대 
추진 52 8 416

소계 2,080

공업연구사

포렌식 툴 연구개발 52 16 832
포렌실 툴 활용 업무 확장 추진 52 8 416
디지털 자료 진본성‧무결성 검증 
업무 52 16 832

소계 2,080

  

전산(7급)

포렌식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52 16 832

디지털포렌식 실적‧통계 관리 52 8 416
디지털포렌식 관련 최신 
정보기술  동향 파악 52 16 832

소계 2,080
디지털 

보존담당

사서(5급)

디지털 보존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사서(6급)

디지털 보존 정책 전략 수립 12 40 480
디지털 자료 유형별 보존 
프로세스  수립 및 관리 40 28 1,120

국가 차원의 디지털콘텐츠 40 12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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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분석지원과

보존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추진
소계 2,080

  

사서(6급)

표준화 디지털보존패키지 및 
시스템 개발 52 16 832

디지털 보존 표준 확산 방안 
수립 52 16 832

해외 디지털 보존 유관 기관 및 
연합체 협력 추진 52 8 416

소계 2,080

  

전산(6급)

디지털 보존 관련 기술 운용 및 
전략 수립 52 16 832

최신 디지털 보존 기술 파악 및 
도입 추진 52 8 416

디지털 보존 고도화를 위한 유관 
부서와의 협업 논의 및 추진 52 16 832

소계 2,080

  

사서(7급)

LTO Tape 자료 배치 계획  수립 
및 관리 52 16 832

디지털 복본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52 16 832

디지털 보존 관련 설비 유지보수 
관리 감독 52 8 416

소계 2,080

  

전산(7급)

디지털 보존 관련 전산 장비 
유지보수 관리감독 52 16 832

디지털 보존 자료 전송 관련 
네트워크 유지 관리 52 16 832

디지털 보존을 위한 저장용량 
산정  및 계획 수립 16 26 416

소계 2,080

  

사서(8급)

디지털 보존 자료 정기 점검 52 16 832
보존패키지 작업 검수 52 16 832
디지털콘텐츠 보존 실적‧통계 
관리 52 8 416

소계 2,080

외주직원(4명)
디지털 보존 자료 패키징 
작업(메타데이터 작성 등) 수행 52 40 2,080

소계 2,080

총 필요인력
 정규직 정원(24명)

 정원외(2명), 외주(502명)

< 표 106 > 디지털보존과 주요 업무 및 업무량 

직급 상세업무 업무량 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데이터분석지원 데이터분석지원과  업무 총괄 52 40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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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4급) 소계 2,080
데이터분석전략 

담당(사서, 5급)

데이터분석 전략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사서(6급)

데이터 분석 전략 수립 12 40 480
소장 자료 분석 52 8 416
특화 데이터 발굴 및 선별 52 8 416
연구자 지원 연계 방안 수립 16 22 352
데이터 활용 연계 서비스 기획 
및  운영 52 8 416

소계 2,080

  

사서(7급)

데이터 분석용 특화 데이터 확보 52 16 832
유관 부서 협조 업무 수행 52 16 832
최신 데이터분석 이슈 파악 52 8 416
소계 2,080

데이터분석기술 

및 구축 담당

전산(5급)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전산(6급)

데이터 분석 기술 연구개발 52 16 832
데이터 클리닝 계획 수립 52 8 416
데이터 클리닝 작업 감독관리 52 8 416
코퍼스‧데이터셋 구축 계획 수립 52 8 416
소계 2,080

  

전산(7급)

데이터 분석 전산 장비 도입 및 
운영 52 16 832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셋 구축 
관련  실적‧통계 관리 52 8 416

데이터분석 솔루션 및 장비 
유지보수  관리 52 16 832

소계 2,080

행정(8급)

유관 기관 협조 업무 52 4 208
예산 집행 52 8 416
문서 관리 및 보고자료 작성 52 8 416
물품관리 52 4 208
통계 작성 및 관리 52 8 416
디지털콘텐츠 수집 관련 민원 처

리
52 8 416

소계 2,080

외부직원(4명)
데이터 클리닝 작업 수행 52 40 2,080
소계 2,080

총 필요인력
 정규직 정원 8명

 외주인력 4명

< 표 107 > 데이터분석지원과 주요 업무 및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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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열람서비스과

직급 상세업무 업무량 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과장(4급)
전시서비스 및 열람서비스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전

시

및

대

외

협

력

사서(5급)

상설2 전시  및 기획전시 운영 52 10 520
전시관운영 서비스 관리 52 10 520
기획콘텐츠  큐레이션 및 사업화 52 20 1,040
소계 2,080

학예(6급)

기획전시관 기획 및 프로그램 
계획 52 25 1,300

유관기관 간  전시 교류협력 및 
대외협력 52 15 780

소계 2,080

학예(7급)

기획‧특별전시 콘텐츠 발굴 및 
수집 52 20 1,040

체험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52 10 520

특별전시  사업관리 52 10 520
소계 2,080

사서(6급)

기획 및 특별전시 콘텐츠 발굴 
및 수집 52 15 780

전시관련 기술 장비운영 및 연구 52 15 780
연계 전시 콘텐츠 메타데이터 
연구 52 10 520

소계 2,080

사서(7급)

보존관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개발 52 15 780

사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52 10 520
전시사료 콘텐츠 아카이빙 52 15 780
소계 2,080

문화홍보

(8급)

전시서비스  온라인 홍보 52 20 1,040
전시서비스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52 5 260

보존관 홍보  콘텐츠 개발 52 15 780
소계 2,080

문화홍보

(8급)

전시관련  홍보자료 및 출판물 
제작 52 20 1,040

이벤트 기획 및  갤러리 조형물 
관리 52 10 520

기념품 기획 및  디자인 52 10 520
소계 2,080

행정(8급)

과 서무 총괄 52 25 1,300
특근 및  보조인력관리 52 5 260
예산 및 결산 52 2 104

문서관리 52 8 416



- 281 -

7) 보존시스템과

직급 상세업무 업무량 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과장(4급)
디지털콘텐츠보존과 업무 총괄 52 40 2,080
소계 2,080

정

보
전산(5급)

정보화업무계획 수립 및 과제 
개발 52 25 1,300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52 10 520

소계 1,664

이

용

서

비

스

팀

사서(6급)

열람실 운영 및  대민 총괄 52 10 520
보존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52 30 1,560

소계 2,080

사서(7급)

테마 코너 운영  및 열람실 관리 52 20 1,040
지역연계 북 큐레이션 및 
프로그램 운영 52 20 1,040

소계 2,080

사서(7급)

전시콘텐츠 및  특화콘텐츠 구축 52 5 260

전시콘텐츠 연계  구축사업관리 52 20 1,040

코워킹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 52 10 520
이용자 통계관리 52 5 260
소계 2,080

사서(8급)
전시콘텐츠 및  특화콘텐츠 구축 52 20 1,040
전시콘텐츠  아카이빙 52 20 1,040
소계 2,080

사서(8급)
전시콘텐츠 및  특화콘텐츠 구축 52 20 1,040
전시콘텐츠 연계  구축사업관리 52 20 1,040
소계 2,080

사서(8급)

이용자안내 및  열람서비스 
(교대) 52 20 1,040

이용자 민원처리 52 20 1,040
소계 2,080

사서(8급)

연구자 열람  지원 및 
원문복사서비스 52 10 520

이용자  안내(교대) 52 20 1,040
열람공간 환경관리 52 10 520
소계 2,080

공무직(9명)

 출입안내 서비스 (4명)

 단체관람 안내 보조 (1명)

 전시콘텐츠 데이터입력 보조작업 (4명)

총 필요인력
 정규직 16명

 정원외(9명) - 공무직9명

< 표 108 > 전시열람서비스과 주요 업무 및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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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

획

정보화기획 대외업무 22 12 264
소계 2,084

전산(6급)
정보화 예산, 국회, 통계 관리, 
서무 등 52 40 2,080

소계 2,080

전산(7급)
정보보안 업무 52 10 520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52 30 1,560
소계 2,080

전산(7급)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관) 52 20 1,040
홈페이지 서버 및 연계관리 52 20 1,040
소계 2,080

전산(8급)

업무요PC 및 장비 도입 및 관리 52 10 520
정보화위원회 지원 52 10 520
전산 통계 수집 및 보고 작성 52 20 1,040
소계 2,080

정

보

화

기

반

운

영

전산(5급)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서버 
및 스토리지) 52 30 1,560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관리 52 10 520
소계 2,080

전산(6급)

스토리지(이중화디스크) 등 
운영관리 52 30 1,560

정보화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52 10 520
소계 2,080

전산(7급)
서버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52 10 520
스마트서가SW개발 및 운영지원 52 30 1,560
소계 2,080

데

이

터

시

스

템

운

영

전산(5급)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네트워크 및 기술적 보안) 52 40 2,080

소계 2,080

전산(6급)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체계운영 52 20 1,040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 52 20 1,040
소계 2,080

전산(7급)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운영 
및 관리 52 15 780

SW설치, 교육, 지원 총괄 52 25 1,300
소계 2,080

전산(7급)
공인 및 사설IP 관리 52 20 1,040
무선인터넷/관내인트라넷관리 52 20 1,040
소계 2,080

전산(8급)
행정망, 인터넷망, 업무용 
전용회선 운영 52 40 2,080

소계 2,080

전산(8급)
네트워크 보안장비 운영 52 40 2,080
소계 2,080

전산(8급)

행정, 외부연동기기(RFID, 
자가대출반납기, 무인발급기, 
외출등록기, 출입게이트, 
디지털사물함) 유지관리

52 40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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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력구성 추진일정

  국가문헌보존관의 조직 및 인력구성은 성공적인 개관과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2024년 개관 전까지 직제가 미리 구성되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도 단계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2022년 1월~8월: 국가문헌보존관 직제안 

       2022년 9월~12월 : 기재부 요청 및 회신

       2023년 1월~12월: 직원 채용 및 교육(단계적 진행 필요)

       2023년 1월: 직제에 따른 필수인력 배정 및 개관 준비팀 가동

  장서이관 작업 등 사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 작업을 

위한 TFT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인력 선발을 진행하여 해당 부서에 근무

할 인력을 TFT에 합류시키는 것이 직원의 교육 차원에 효율성이 있고, 보존관의 실

질적 운영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시점을 고려하여 TFT에 참여할 인력을 조기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단계별 조직구성(안) 검토

  국가문헌보존관의 조직 및 인력구성안의 기본안은 각 업무별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관 시 다양한 모든 업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과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조직을 단계별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관리 차원에서 인력을 단계별로 선발해

서 교육하고 적응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앞서 인력구성의 추진일정을 

검토하면서 사전 준비팀의 구성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사전준비팀의 규모는 조기 

선발 인원을 12명 내외로 제안하며, 직제가 승인되면 신속하게 인력선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계 2,080

공무직(2명)  무선인터넷 및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지원 (1명)
 외부시스템(RFID, 서고, KOLIS) 연계 및 유지보수 (1명)

총 필요인력

 정원 16명

 정원외(2명) - 공무직2명

< 표 109 > 보존시스템과 주요 업무 및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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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 단계별 조직설계 검토방안

  단계별 구성을 위해 기본안을 수정한 대안은 <그림 48>과 같이 5과 체제로 

출발해서 데이터분석과와 보존시스템과를 개관 이후 3단계에 구성하는 방안이

다.

< 그림 49 > 조직구성안 1안(기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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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0 > 조직구성안 2안(대안)

  5.3.4 유사기관 인력비교

  우리나라는 도서관 사서 인력의 법정기준이 있지만, 법정기준에 맞는 인력을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해외 보존관의 인력비교도 현격한 차

이가 존재하므로 비교를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회자료보존관 운영계획에 반영된 인력 도출기준을 국

가문헌보존관의 규모에 맞추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운영계획 연구에서는 도서관 사서배치 관련 법령 및 관련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도서관 인력배치 기준에 근거하여 <표 110>과 같이 필요인력

을 84명으로 산출하였다.

  국회자료보존관 부산관의 운영인력 산출의 규모는 국회도서관의 현 인력의 수와 

법정 배치인원의 현황을 비교하여 법적 인원 대비 현재 인원의 충원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는데, 법정기준의 42% 기준은 현재 운영을 기준으로 한 최소인력기준으로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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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출 기준을 국가문헌보존관의 면적과 장서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

은 규모의 인력 산출이 가능하다.

국회자료보존관 국가문헌보존관 산출방식 검토
면적(㎡) 13,661 37,246 1.33배

초기 장서(권) 1,500,000 6,000,000 2.73배
인력 수(명) 84 111 -

인력당 관리면적(㎡) 162.63 335.54 면적기준 229명 산출 가능
인력당 관리장서(권) 53,641 54,054 장서기준 112명 산출 가능

< 표 111 > 국회자료보존관과 국가문헌보존관 인력기준 비교 

  국가문헌보존관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한 수요분석 단계에서 인력의 규모에 대

해 정량적인 수요분석을 진행하였고, 이후 국가문헌보존관의 정체성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성적인 업무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하여 물리적 보존 역할 뿐 

아니라 디지털보존과 콘텐츠 구축이라는 보존 기능 중심의 새로운 핵심 역할과 문

화전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반영하였다. 해당 

업무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판단해보면 인력의 규모 산출이 

국회도서관 보존관의 기준으로 비교해도 최소한의 규모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면적(㎡)
사서당 

관리면적(㎡)
장서(권)

사서당

장서수(권)

현원

(명)

법정

인원(명)

인력

충원

비율

40,654 110 4,505,860 12,145 371 874 42%

< 표 110 > 국회도서관 인력 충원율 반영 기준



- 287 -

조항 기준 산출내역 계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

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

미터마다 사서 1명 추가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

명 추가

(2018.6.30 기준)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의 규모를 면적 

13,400m2 , 소장가능 일

반 자료 평균 권수를 

1,200,000 권으로 가정 

시 총 241명의 사서 배

치 필요  

최소배치인원 3명 + 면

적에 따른 추가인원 39

명 + 장서 추가인원 199

명 = 241명

241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서관 

건립운영

메뉴얼 (2013)

법정 최소인력과 일반적 기초업

무, 기본업무, 확장업무별 인원

에 따른 인력배치

자료 이용공간에 따른 인력산출 

기준 : 자료이용공간중 300m을 

제외한 추가적인 300m2당 사서 

1인 추가배치

장서량에 따른 인력산출기준 : 

장서 6000권당 사서 1인 추가 

배치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의 주요 

서비스 현황 고려

기초업무 법정인력 4명 

+ 기본업무 총 14명 + 

확장업무 총 12명+ 자료

이용공간 300 이상 27명 

+ 장서량기준 82명 + 기

타직 사서직의 1/3이내 

총 46명 = 185명

185명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운영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2016)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한 국회도

서관의 법정 배치인원과 실제로 

운영중인 국회도서관의 현재 인

력배치 현황을 비교하여 실제 

배치인력 비율 산출

면적 : 40,654m , 

  장서: 4,505,860 권 기준 법정 배

치인력 874명

2016.12 기준 현재 국회도서관 

인력 317명의 비율을 적용

자료보존관 관련업무 부

서의 인원만을 반영하여 

소요인원 산출

최소 84명 인원 산출 

사서직 58명, 기타직 26

명으로 산출

84명

< 표 112 > 인력배치 기준별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인력산출 

(출처: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부산관) 세부운영계획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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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계획

 6.1 계획 방향 및 기준

  6.1.1 계획 방향

 선진 사례조사, 환경분석, 이용자 요구사항 및 주요 개선안 도출을 통한 최적의 환

경계획 수립

< 그림 51 > 국가문헌보존관 환경계획 수립

  6.1.2 계획 기준

가. 공간 및 가구

ㆍ국가문헌보존관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공간계획, 직원영역과 이용자서비스영역의 

명확한 분리

ㆍ영역별 기능성과 연계성, 직원의 업무특성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ㆍ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빛 및 공기 환경을 고려한 

공간 배치 

ㆍ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각 영역별 공간 배치

ㆍ각 영역별 사용 인원을 고려한 적정 규모 산정

ㆍ기능별(자료, 열람, 휴게, 연구학습, 지원) 요구에 맞는 가구 배치

ㆍ이용자 서비스 및 IT인프라를 고려한 기능적 가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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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직된 가구에서 벗어나 기능은 물론 창의적 환경을 구현하는 가구 적용

나. 환경

ㆍ보존 자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료별 설비시스템 구축

ㆍ친환경적 건축의 요소기술 및 기법을 적용한 디자인

   (공간의 성격에 의한 구분 및 연계, 자연채광 및 통풍의 유도, 열 완충공간의 조

성, 태양광 이용, 친환경 마감재 사용 등) 

 6.2 국·내외 사례조사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을 위하여 공간구성, 수장량/면적, 수장방식, 설비 

등을 기준으로 국가문헌보존관과 공동보존관 해외 13개, 국내 4개 사례조사

< 표 113 > 해외 및 국내 주요 사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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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해외 사례조사

1) 미국 The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ReCAP)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14 > The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Re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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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The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 (MLAC)

ㆍ

ㆍ

ㆍ

ㆍ

ㆍ

< 표 115 > The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 (MLAC) 

3) 미국 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PASCAL)

ㆍ

ㆍ

ㆍ

ㆍ

< 표 116 > 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P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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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The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NRLF)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17 > The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NRLF)

5) 미국 The Five College Library Repository Collection (FCLRC)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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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WRLC) Shared Collections 

Facility

ㆍ

ㆍ

ㆍ

ㆍ

ㆍ

< 표 119 >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WRLC) Shared Collections Facility 

< 표 118 > The Five College Library Repository Collection (FCL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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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Library of Congress-Fort Meade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20 > Library of Congress-Fort Me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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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The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SRLF)

ㆍ
ㆍ
ㆍ

ㆍ
ㆍ

< 표 121 > The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SRLF) 

9) 스페인 Garantia d'Espai per a la Perpetuïtat de l'Accés (GEPA)

ㆍ

ㆍ
ㆍ

ㆍ

ㆍ

< 표 122 > Garantia d'Espai per a la Perpetuitat de l'Acces (G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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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랑스 Centre Technique du Liv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CTLes)

ㆍ

ㆍ

< 표 123 > Centre Technique du Liv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CTLes) 

11)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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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24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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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ㆍ

ㆍ

ㆍ

ㆍ

< 표 125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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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국 국립도서관 보스턴파 보존관 (British Library-Boston Spa)

   ① 논문 및 저사용 자료 서고 (Building, 31)

< 표 126 > British Library-Boston Spa 논문 및 저사용 자료 서고 

   ② 신문보존서고 (NSB ; National Newspaper Building)

< 표 127 > British Library-Boston Spa 신문 보존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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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국내 사례조사

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공동보존서고

< 표 128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공동보존서고 

2)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 표 129 > 대구광역시중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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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부산관)

< 표 130 >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부산관) 

4) 대통령 기록관

< 표 131 > 대통령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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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사례조사 소결

ㆍ직원과 이용자 동선의 명확한 분리가 중요함

ㆍ보존서고의 규모, 공간구성, 수장방식 및 수장품의 종류 등이 최대 수장량에 영향

을 미침

ㆍ조사 사례 중 수동 고밀집서가(Harvard Model)가 10개 사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자동화 시스템(ASRS)이 적용되는 추세임

ㆍ항온ㆍ항습. 보안, 소방 설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보존관의 성격에 따

라서 조명을 별도로 설치 한 경우도 있음

ㆍ항온ㆍ항습 설비는 수장 자료 종류별로 환경 조건을 제어하는 보존관도 있음

ㆍ소방 설비는 화재경보장치, 자동소화시설, 소화기 등 화재 발생 후의 상황 대비를 

위한 설비가 대부분이나 영국 국립도서관 보스턴파 보존관 (British Library-Boston 

Spa)와 같이 저산소 환경(산소농도 14.6%)을 유지하여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어하는 

사례들도 있음

  6.2.4 대통령기록관 현장조사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은 현장 방문과 직원 면담을 통해 공간구성, 가구 및 설

비 등 공간의 사용자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함

가. 서고

ㆍ서고는 전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필름이나 자기매체실의 경우는 낮은 온도를 유

지하기 위하여 전실을 2단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ㆍ보존서고는 보존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금속모빌렉 또는 오동나무 판재의 목재 

수납장을 설치함

ㆍ항온항습 시스템은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함

< 표 13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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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 별표2 및 제4조의 별표3  

1) 선물서고

ㆍ오동나무로 제작한 수납장과 강화유리를 적용한 수납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서고 내 보안성을 강화함

ㆍ항온항습 시스템, 온·습도 공조시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아날로그 온·습도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2) 행정박물서고(서화)

ㆍ격자형식의 걸이가 설치된 모빌렉에 서화를 거치하는 형식으로 수장함

3) 사진필름서고

ㆍ필름은 직접 제작한 박스에 보관하여 모빌렉에 수장함

ㆍ필름은 0℃에서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도 편차 관리가 어려운 높은 천정고 

보다 낮은 천정고가 필요함

4) 자기매체서고

ㆍ자기매체는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가의 단 조절은 필수적임

5) 종이기록물서고

ㆍ일반 파일박스에 수납하여 모빌렉에 수장함

< 표 134 > 서화유화실 & 탈산소독훈증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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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화유화실 & 탈산소독훈증실

ㆍ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서화유화실과 탈산소독훈증실은 같은 공간에 위치하여

야 하고, 보존품이나 기록물은 도착 즉시 소독할 수 있도록 탈산소독훈증실은 주차

장과 하역장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함. 즉 동선이 중요함

ㆍ화학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화학약품보관장 필요함

ㆍ항온·항습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독장에 들어가는 수장품의 무게 때문에 하중을 

고려한 강한 바닥재가 필요함

다. 디지털시청각실

ㆍ필름,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화 해야 할 종류에 따라 명확히 공간이 구획

되어 있음

ㆍ디지털 자료 때문에 작업공간은 22℃의 온도로 항시 유지하여야 함

ㆍ상시 실내의 낮은 온도로 인하여 작업자 건강에 대한 고려 필요함

라. 스캐닝실

ㆍ직원과 외주직원 영역의 명확한 구분 필요함

ㆍ넓은 작업공간 필요함

마. 마이크로필름실

ㆍ촬영실과 암실은 폐쇄형으로 구성해야 하고 촬영 중 암실에서 나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암실 문 설치가 필요함

바. 행정박물 선물실

ㆍ공간별 구획이 너무 명확하면 공간 용도를 변경하기 어려움, 따라서 공간 용도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ㆍ실험용 가구는 화학약품에 버틸 수 있도록 내화학성을 지닌 작업 상판 필요함

< 표 135 > 행정박물 선물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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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보존서고 공간계획

  6.3.1 영역별 문제점 및 요구사항

ㆍ현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는 관리자의 동선에 대한 고려 없이 서고의 위치가 

산재되어 있음

ㆍ지도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비도서의 경우 종류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서고

에  수장되어 있음

ㆍ불안정한 항온·항습 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비도서는 비닐팩에 보관하고 있음

ㆍ보존서고의 항온·항습 등 환경 설비에 관한 사항은 주요한 요소임

가. 항온·항습 및 공기정화 설비

ㆍ기록물의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항온과 항습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므로, 항

온·항습 설비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오염이 잘안되

고, 일상적 관리, 수리, 청소 등이 손쉬워야 함

ㆍ서고 내에서 발생되는 유해기체, 출입인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위해 충분한 

공기 순환을 실시하되,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여과 공급하여 청정도를 높이는 희석

과 여과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나. 소방시설

1) 화재감시체제

ㆍ건물의 모든 지역이 중앙통제실과 연계된 화재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ㆍ화재 시 연기나 연소 산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열 

감지 장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ㆍ화재 시 화재발생지역의 개별 위치를 파악하여 지역 소방대나 중앙통제실에 자동

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서고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를 알릴 수 있어야 함

ㆍ화재 시 공조 시스템을 자동 작동중지시켜 화재로 인한 연기확산을 막을 수 있어

야 함

ㆍ화재감지에 의한 경보장치는 자동 경보장치와 수동 경보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함

2) 화재진압체제

ㆍ화재감시와 진압은 하나의 체계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ㆍ소화설비는 기록물의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소화시설을 적용하여야 

함

ㆍ자동소화설비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화 작용에 의한 보

존기록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ㆍ자동소화설비는 가스를 이용한 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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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수동 소화에 비해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스프링클러

의 오작동은 보존 기록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ㆍ물을 사용한 소화시설이 적용되면 물이 사용된 지역으로부터 신속히 배수되어야 

하며 층간 방수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ㆍ자동소화설비는 펼쳤을 때 건물 모든 부분의 6m내에 위치하는 소방 호스대와 

30m 이상 높이나 1000㎡의 면적에 사용될 수 있는 소화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ㆍ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건물 곳곳에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야 함 

ㆍ화재진압과 함께 연기배출체계도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함

다. 전기시설

ㆍ케이블 설비는 모두 방화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전기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서고 

밖에 스위치와 마스터 스위치를 두어야 함

ㆍ서고 내에는 전기회로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서고에 들어가는 전선은 벌레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밀폐하여야 함

ㆍ보존환경 유지, 환기, 보안, 조명, 통신, 화재방지 및 진압장비의 유지를 위해 설

비에 대한 전원공급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작동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라. 조명시설

ㆍ자외선을 방출하지 않는 특수조명 또는 자외선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ㆍ비상시 자동적으로 켜지는 보조 조명시스템도 갖추어야 함

  6.3.2 서고영역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ㆍ국가문헌보존관에 이전할 장서량(약 1300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

ㆍ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모빌렉 타입 2개안과 최근 해외 자료

보존 시스템의 결과를 반영한 자동화서고(ASRS) 2개안을 비교 검토함

ㆍ보존서고의 수용량은 보존서고영역의 4개 유니트(45m×64m)와 이용자서비스영역

의 1개 유니트(45m×48m)를 기준으로 검토함

ㆍHM(Harvard Method)방식의 보존서고는 기존 보고서(2019)의 내용을 기준을 적용

함. 그러나 아직 국내 보존서고에 적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장서 운반 등을 위하여 

리프트 운영 시 관리자의 안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1) 모빌렉 배치계획

ㆍ보존서고의 1개 유니트 크기는 45m×64m를 기준으로 계획함

ㆍ모빌렉은 1,2층으로 이루어진 복층형과 단일층에 중이층형 모빌렉으로 배치되는 

중층형 두 가지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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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층형은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와 같이 6-8단의 

단일층을 2층 구조로 구성하는 계획임

ㆍ중층형 모빌렉은 16단(하부 8단 + 상부 8단)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특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상하로 연결된 16단 서가가 동시에 움직임. 또한 입력된 일정한 시간

대에는 모빌렉 사이의 원활한 공기흐름을 위하여 모빌렉이 등간격으로 유지됨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36 > 서고영역 중층형 모빌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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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레이아웃 보존서고 유니트①로써 보존서고 ②,③,④ 레이아웃 모두 동일

단면도

< 표 137 > 서고영역 모빌렉 배치계획 복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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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레이아웃 보존서고 유니트①로써 보존서고 ②,③,④ 레이아웃 모두 동일

단면도

       

< 표 138 > 서고영역 모빌렉 배치계획 중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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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서고(ASRS) 배치계획

ㆍ자동화서고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1유니트 크기(45m×64m)와 2유니트 

크기(64m×97m)로 계획하여 수용 장서량과 사업비를 비교함

*1 유니트 내 자동화서고 정보 : Miniload 10 aisles, Double deep, 107 deep, 15 level

< 표 139 > 서고영역 ASRS 계획 1유니트(45m×64m)

*2 유니트 내 자동화서고 정보 : Miniload 15 aisles, Double deep, 175 deep, 15 level

< 표 140 > 서고영역 ASRS 계획 2유니트(64m×9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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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온·항습 공조방식 비교

ㆍ보존서고는 높은 천정고(7~8m) 단일공간으로 사용할 경우와 2개 층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의 항온·항습 유지 및 관리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조방안 

수립 필요함

ㆍ중층형(천정고 7~8m)의 경우 냉방시에는 저온 취출기류가 자중으로 내려앉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난방 시 취출 된 더운 공기는 부력에 의해 상부로 부상하여 천장부

분에 정체하게 되어 하부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여 상하부 온도 편차 큼 

ㆍ중층형은 천정고를 고려하여 상부에서 급기하고 하부에서 환기하여 공기의 흐름

을 양호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4) 보존서고 수용장서량 및 사업비

ㆍ모빌렉 복층형안의 경우 가구와 별도로 추가 복층 건축공사비가 필요하지만 중층

형안의 경우 모빌렉과 일체화된 중층 골조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

ㆍ보존서고의 기초부분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ㆍ자동화서고 2유니트의 공간은 1유니트의 2개와 통로를 추가한 크기로써 장서량은 

2.45배로 사업비 대비 경제적임

· ·

·

< 표 141 > 항온·항습 공조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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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이용자서비스영역 자동화서고(ASRS)는 보존서고영역의 1유니트보다 면적은 작지

만 기존 건축도면을 확인한 결과 천정은 약 9m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ㆍ전체 수용장서량을 기준으로 하면 모빌렉 시스템이 좀 더 유리하지만 21세기에 

건립되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영역 시스템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

동화시스템(ASRS)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단 자동화서고는 시설투

자대비 효율(수용장서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천정고(20m)가 필요함

 ㆍ비도서서고는 보존서고영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대통령기록관을 기준

으로 자료의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정고를 3m로 하였으며 모빌렉을 기준

으로 계획함

 ㆍ보존서고 영역은 4개 유니트로 구성되어 장서량의 반입절차에 따라서 단계별(연

차별) 공사가 가능한 공간 특성을 가짐

< 표 142 > 보존서고 수용장서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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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업무영역 공간계획

ㆍ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의 현장조사 및 직원 인터뷰,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영

역별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레이아웃, 가구, 설비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여 계획함

  6.4.1 보존복원영역(1층)

가. 보존복원영역(1층) 문제점 및 요구사항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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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존복원영역(1층)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1) 규모 산정 기준

ㆍ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면적과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

당성조사 연구(2019)에 의한 사무공간 면적 산정을 참고하여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2) 배치계획 특이사항

ㆍ소장량이 적고, 보존환경 유지 기준이 특별한 비도서서고(전자기록물 서고, 시청

각기록물 서고)는 서고영역이 아닌 보존복원영역에 배치 

ㆍ보존복원영역 중앙에 중정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다수의 사무공간이 자연광, 외기

와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함

ㆍ

ㆍ

ㆍ ㆍ

ㆍ

< 표 143 > 보존복원영역(1층) 문제점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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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존복원영역(1층) 시설면적표 및 배치도

< 표 144 > 보존복원영역(1층) 시설면적표



- 316 -

< 그림 52 > 보존복원영역(1층)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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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가.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문제점 및 요구사항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45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문제점 및 요구사항

나.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1) 규모 산정 기준

ㆍ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면적과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

당성조사 연구(2019)에 의한 사무공간 면적 산정을 참고하여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2) 배치계획 특이사항

ㆍ직원 복지를 위한 체력단련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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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시설면적표 및 배치도

< 표 146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시설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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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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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가.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문제점 및 요구사항

1) 3개 사업영역 공통 문제점

ㆍ현재 3개 사업영역 각각의 작업장들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ㆍ각 작업장들의 인원대비 공간도 협소하며 스캔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분이 없어 전

반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공간 구성임

ㆍ업무 성격대비 워크스테이션이 협소함

ㆍ온도, 습도, 환기, 소음 및 조명 등 실내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2) 3개 사업영역 공통 요구사항

ㆍ3개의 사업영역이 동일 층에 있는 것이 좋으나, 3개의 영역이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은 분리되는 것이 필요함 (교육공간 제외)

ㆍ각 사업영역별로 업무프로세스 상 1,2,3,4 작업팀은 시각적으로는 구분되면서 오

픈되어 있는 것이 필요함

ㆍ각 사업영역별 관리자 공간과 작업자 공간은 별도로 구획

ㆍ워크스테이션은 작업 성격을 고려하여 패널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3)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외주영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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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7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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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1) 규모 산정 기준

ㆍ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한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2021.06)자료와 고전적문화예술영역 직원 인터뷰를 기준으로 규모 산정

2) 배치계획

ㆍ전체 면적 중 외주영역 확보를 위하여 2층 부분을 중축하는 것이 필요함

ㆍ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외주영역)은 직원영역과 구분하여 2층에만 위치

ㆍ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재제본공간, 예비작업공간, 탕비 및 휴게실 등 일부 공간은 

요청보다 작은 면적으로 계획

다.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시설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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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8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시설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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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배치계획_고신문연속간행물

< 그림 54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배치도- 고신문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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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배치계획_고전적문화예술, 현대간행물

< 그림 55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배치도- 고전적문화예술, 현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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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사무영역(4층)

가. 사무영역(4층) 문제점 및 요구사항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49 > 사무영역 문제점 및 요구사항

나. 사무영역(4층) 사무실 조직인원

ㆍ레이아웃 : 정규직원과 외주직원 사무실은 분리 필요

< 표 150 > 국가문헌보존관 예상 조직도 

다. 사무영역(4층)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1) 규모 산정 기준

ㆍ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면적과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

당성조사 연구(2019)에 의한 사무공간 면적 산정을 참고하여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2) 배치계획 특이사항

ㆍ각 영역별 독립된 사무공간을 계획함

ㆍ주통로 3m, 보조통로 1.5~1.8m를 확보하여 충분한 통로 공간 확보 

ㆍ사무실 워크스테이션은 Side by Side 레이아웃 적용

ㆍ소,중,대 인원에 따른 다수의 회의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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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1 > 사무영역 공간 배치계획 특이사항 

라. 사무영역(4층) 시설면적표 및 배치도

< 표 152 > 사무영역(4층) 시설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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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 > 사무영역(4층)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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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서비스영역 공간계획

ㆍ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이용자서비스영역과 식당 및 카페 영역은 운영계획을 기준

으로 공간계획에 적용함

  6.5.1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가.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요구사항

< 표 153 >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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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고려사항

1) 규모 산정 기준

ㆍ운영계획을 기준으로 공간프로그램과 인원을 바탕으로 규모 산정

2) 배치계획 특이사항

ㆍ운영계획에서 산출된 10개의 기능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카페 공간 배치

ㆍ관리직원 사무실, 미화원사무실, 방풍실, 방호실 등 기타 국가문헌보존관 시설관

리 인력을 위한 공간 배치

다.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시설면적표 및 배치도

1)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A안 시설면적표 

< 표 154 >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A안 시설면적표 

ㆍ이용자 영역에서 낮은 천정고가 필요한 기능과 높은 천정고가 필요한 기능을 구

분하여 공간을 배치함 

ㆍ자동화서고 면적을 축소하고 전시영역은 높은 천정고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화서

고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자동화서고의 전면과 측면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

ㆍ자동화서고와 열람영역 전면부에 GLAM(상설전시)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시

벽 설치

ㆍ입구 우측에 이용자들을 위한 카페겸용 휴게공간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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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 >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A안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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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B안 시설면적표 및 배치도

< 표 155 >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B안 시설면적표 

ㆍ이용자 영역에서 낮은 천정고가 필요한 기능과 높은 천정고가 필요한 기능을 구

분하여 공간을 배치함 

ㆍ입구와 안내카운터를 중심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과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영역으로 2 등분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안내 후면에는 사무 및 정리 공간을 배

치함

ㆍ자동화서고 면적을 확대하고 이용자 열람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자동화서고를 인

식할 수 있도록 자동화서고 전면부는 화재 등 안전을 확보하는 투명유리로 처리

ㆍ자동화서고와 열람영역 전면부에 GLAM(상설전시)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시

벽 설치

ㆍ보존서고와 가장 근접한 부분에 3m정도 유리벽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벽을 설치

하고 예약자(원본자료열람공간 이용자) 열람영역을 배치하여 일반인들도 시각적으로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ㆍ안내 좌측에는 디지털 영역으로 전시 및 열람 등 IT관련 행위가 안내카운터의 직

원 관리 하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ㆍ입구 우측에 이용자들을 위한 카페겸용 휴게공간을 배치함

ㆍ비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기획전시공간과 다목적실은 후면부에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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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8 >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B안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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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식당영역

가. 식당영역 문제점 및 요구사항

ㆍ
ㆍ

< 표 156 > 식당영역 문제점 및 요구사항

나. 계획 기준

ㆍ국가문헌보존관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식당 규모계획 기준 건축물에 증

축하는 안과 별동으로 건립하는 안을 검토함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표 157 > 식당계획안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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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당영역 공간 및 가구배치계획 고려사항

1) 규모 산정 기준

ㆍ기준1: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리장(실) 면적: 1,200명 이하 230m²

        식당 면적: (학생수/ 2.2 x 1.18) + (교직원수/ 1.6 x 1.3)

ㆍ기준2: 건축계획론, 2017, 오승주 외 4명 공저

        조리장(실) 면적: 학생 1인당 약 0.3m²

        식당 면적: 급식 학생 수 / 좌석 회전율 x 1좌석당 바닥면적

        ※ 좌석 회전율 2.0~2.5, 1좌석당 바닥면적: 1.2m²

2) 규모 산정

α

α

< 표 158 > 식당 영역 공간 규모 산정

3) 공간계획

< 표 159 > 식당 영역 공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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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모 및 배치계획

1) A안 시설면적표 및 배치계획

< 표 160 > 식당영역 A안 시설면적표 

2) B안 시설면적표 및 배치계획

< 표 161 > 식당영역 B안 시설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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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 > 식당영역 A안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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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0 > 식당영역 B안 배치도



- 341 -

 6.6 환경설비 계획

ㆍ건물 유지관리보수 및 점검 용이성, 에너지 절감, 공조/신재생 설비 관리 등 

최소화 및 최적화 방안 제시

ㆍ기후데이터/실내 용도별 프로필 분석을 통해 건축 환경(열, 빛, 습기, 환기 및 공

조) 및 건축 설비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설계 반영

ㆍICT기반 스마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목표 설정 및 설계 적용 방안 마련

< 그림 61 > 국가문헌보존관 환경설비계획 

  6.6.1 열 환경계획

ㆍ지면위 바닥과 PIT층 바닥과의 연결부위에 열교 열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단

열 보완 조치가 필요하며, 지면과 접하는 테두리 부위는 PIT층 바닥까지 단열재

(압출법 보온판)적용 필요

ㆍ지붕 이중 슬라브 적용 시 중단열 혹은 외단열 공법 적용 권장

ㆍ기존 프레임에 건식 외벽체 적용 시 점형 및 선형 열교를 포함한 벽체열성능 

0.15 W/(m2·K) 이하 권장

ㆍ커튼월 프레임 열관류율 2.0 W/(m2·K) 이하 권장

ㆍ여름철 냉방부하 저감을 고려해 동측 차양 계획 고려

 

  6.6.2 빛 환경계획

ㆍ실의 길이 및 폭이 크기 때문에 자연 채광을 고려한 계획 마련 고려

ㆍ복도 및 통로 부위에 대한 자연 채광 계획

ㆍ실 천장고 높이를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적합한 방식의 조명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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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빛 환경(조도)에 따른 조명 제어 방식 계획 

< 그림 62 > 자연채광에 따른 실내조명제어 및 통로 자연 채광 이용 

  6.6.3 습 환경계획

ㆍ밤·낮 일일 온도차가 크므로 최하층 바닥면 재시공 혹은 기존 구조체 유지 

시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획

ㆍ보존 서고실의 경우 결로 및 곰팡이 방지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 방안

(예.축열, 열교방지, 습기조절마감재 등) 마련

ㆍ구조체 실내측 표면의 상대습도는 70% 이하가 되도록 환기 및 구조체 내 단

열취약부 검토

ㆍ건물외피라인에 경략벽체 적용 시 내부결로 방지를 위해 가변형 방습지계획 

마련 

 

< 그림 63 > 구조체 표면 상대습도차에 따른 곰팡이 발생 

  6.6.4 기밀계획

ㆍ공조기기(AHU)를 통한 냉난방 설비 적용 시 에너지 손실을 막기위해건물 기

밀 수준은 n50 ≤ 1가 되도록 계획(시공 중 기밀성능시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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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창호 설치 시 구조체와의 접합 부위는 영구적인 기밀성능확보를 위해 기밀 

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공법(실리콘, PU폼은 기밀자재가 아님) 

제시

ㆍ건물 외피를 관통하는 배선, 덕트 및 배관부위 기밀 자재 적용 계획 마련

ㆍ건물 출입문은 방풍실을 적용하되, 닫혀있는 경우 기밀이 확보되도록 모헤어 

등 별도의 조치 마련

      

< 그림 64 > 아산도서관 커튼월 기밀시공[좌], 건물 기밀시험[우]

  6.6.5 공조(환기) 설비계획

ㆍ야간 자연환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적인 환기 설비 계획 제시

ㆍ기계환기 적용 등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설계 가이드 제시 (필터, 말단 디

퓨져 소음, 결빙 방지 및 겨울철 SA 최소온도, 유지관리 용이성 등)

ㆍ열회수기(온도교환효율 75%이상)를 적용한 AHU 계획

ㆍ운영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CO2 제어 적용 및 순환형 환기 방식 고려(최

소 필요환기량 산정 검토 및 제시)

ㆍ최적화 제어[BAS, BEMs], 다중 열원 등 효율적 운전 방법 제시

ㆍAHU 유지관리(필터교체주기, 결로수 관리방안 등) 방안 마련

< 그림 65 > 공기 환경계획 예시



- 344 -

  6.6.6 신재생설비 계획

ㆍ외단열 지붕에 태양광 설치 시 청소/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수전설비 설치 

및 설치 높이 검토

 6.7 2단계 사업 공간계획 제안

  6.7.1 2단계 사업 공간에 대한 건축개요

ㆍ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33 일원, (舊)평창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

ㆍ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단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ㆍ대지면적: 122,410.02m²(37,029.03평)

ㆍ건축면적: 44,425.10m²

ㆍ연면적: 51,024.15m²(1단계: 37,246m² / 2단계: 13,778.15m²)

  6.7.2 강원도 문화&컨벤션 시설 현황 분석

가. 강원도 컨벤션 센터 현황(MICE산업)

< 표 162 > 강원도 컨벤션 센터 현황(한국관광공사, n.d.)

나. 강원도 문화시설 현황

ㆍ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문화시설 현황

1) 공연장 현황

< 표 163 > 강원도 공연장 현황(강원도청, n.d.)  

2) 박물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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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4 > 강원도 박물관 현황(강원도청, n.d.)  

3) 미술관 현황

< 표 165 > 강원도 미술관 현황(강원도청, n.d.)  

4) 평창군 문화시설 현황

< 표 166 > 평창군 문화시설 현황(강원도청, n.d.)  

 

5) 강원도 테마형 박물관, 미술관 현황

< 표 167 > 강원도 테마형 박물관, 미술관 현황(강원도청, n.d.) 



- 346 -

  6.7.3 활용 가능 시설 제안

ㆍ1안: 컨벤션센터(기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의 2.5배 규모 / 강원도 MICE산업 강화)

ㆍ2안: 문화시설(문헌 관련 테마형 박물관·미술관)

ㆍ3안: 재해대응시설(대피소, 평상시에는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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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시스템 구축

 7.1 국가문헌보존관 정보시스템 개요

  7.1.1 추진배경

  국가문헌보존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다양한 형태로 수집된 도서 및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디지털화자료, 온라인자료 등 국가 자료를 통합적으로 보존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국가문헌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복원 관리하여 후대에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능에 따른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문헌 

및 디지털자원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다양한 자료에 대한 보존과 복원 업무 프로세스

와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안하고, 자

료보존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성, 보존 자료를 위한 스마트 서고, 

이용자 스마트 공간 서비스를 위한 장비, 국가문헌보존관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1.2 추진 내용

  국가문헌보존관은 기능은 크게 물리적 보존과 디지털 보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문헌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과 수

집·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의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이용자 대상 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성을 위해 스마트 공간 구성

과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문헌보존관 자료의 통합보존을 위한 국가자료 보존관리 시스템 방안

을 제시한다. 둘째, 축적된 국가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분석 시스템 방안을 제시한

다. 셋째, 국가문헌 및 디지털 자료의 보존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용자 플랫폼 

및 서비스 구성안 제시한다. 넷째,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시 체험 서비스 공간 

및 스마트 서고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국가문헌보존관 전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웨어, 콘텐츠웨어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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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국가문헌보존관 통합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문헌보존관 통합보존관리 시스템은 도서·비도서(광매체, 전자매체)에 대한 

자료보존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자료 보존 시스템과 온라인 자료, 디지털화 자료 

등 디지털보존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디지털보존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 그림 66 > 국가문헌보존관 목표 시스템 구성도 

< 그림 67 > 국가문헌보존관 통합보존관리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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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자료 보존 시스템

  가. 개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국가문헌보존관으로 이관한 인쇄자료 및 비도서 자

료를 대상으로 보존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의 

검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자료 보존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과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영구관리시스템(PAMS),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

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백업 및 복구, 포맷변환을 

위한 기능 구축과, 다양한 매체의 특성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존하는 

관리 기능,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복원을 위한 업무시스템은 KOLIS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국가문헌보존관으로 이관 처리한 자료를 인수하여 자료점검 및 보존대상을 

등록하고, 자료의 상태분석 결과, 적합한 보존처리(탈산, 소독)를 실시하며 매체변

환 대상 자료관리, 변환적용, 디지털화, 처리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쇄자료, 음성자료, 시청각 자료(LP, VHS 테이프) 등 자료 유형에 따른 보

존 메타데이터(PREMIS)를 생성 및 편집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며 수선 및 복원, 서

고 배치, 장서점검, 반입/반출, 평가/폐기 등 물리적 자료에 대한 보존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디지털 변환 파일도 KOLIS 수집 메뉴에서 매체변환 자료로 등록 

후 온라인 보존 프로세스 적용 및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공동보존서고와 관련하여 

위탁자료에 대한 수집, 등록 및 보존처리와 복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추진전략

- 물리적 자료와 전자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보존 처리 요소와 업무 

기능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국내·외 

자료보존관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문헌보존관 통합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 국가 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복원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형별 자료의 이관 인수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

- 본관 KOLIS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이관 자료의 보존 프로세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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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과제

  1) 자료 이관 및 정리 기능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국가문헌보존관으로 보존 대상 이관 및 인수

   - 이관 대상 목록 점검 및 보존관리시스템으로 등록 처리

   - 인수 자료의 상태평가 후 탈산, 소독 등 보존처리 방식 선택

   - 장서점검, 평가/폐기, 서고배치 등 물리적 자료의 보존관리 기능 개발

   - 보존 처리 기준 및 지침 표준화에 따른 시스템 관리 기능 개발

  

  2) 보존처리 기능 개발

   - 인수한 자료의 매체 유형에 따라 재질적 특성, 열화·훼손유형과 정도 및  

원인을 분석하여, 자료 보존 및 복원의 방향 설정

   - 자료의 재질 및 훼손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 훼손 등급을 구분하고 물리적 

훼손, 화학적 훼손, 생물학적 훼손 등 상태에 따른 보존처리를 실시

   - 훼손정도의 등급화 및 D/B화를 통한 기록물 상태의 이력관리의 과학화와   

기록물 보존처리 시기 등 보존체계의 효율화

   - 주기적인 상태점검 계획수립·시행, 훼손기록물의 보존성 강화처리·복원 등

의 보존관리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

  3) 매체변환 기능 개발

   - 디지털 정보기술의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주기적으로 매체 재생, 포맷변환,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보존자료의 접근성과 보존력 강화

   - 물리적 자료에 대한 매체변환(마이크로화 및 디지털화) 기능 개발 

   - 인쇄자료, 녹음자료, 영상자료 등 원자료의 유형에 따라 보존용과 제공용으로 

디지털 파일 제작

   - 원자료의 형태, 열화 등 훼손정도,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

하여 파일형식 및 압축, 해상도를 조정

   - 매체변환 대상 자료의 검색관리, 변환적용, 처리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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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탁자료 보존처리 기능 개발

   - 공동보존서고 수탁 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기능 

   -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 자료의 수집 및 등록

   - 수탁 자료의 보존 처리 후 서고배치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5) 지역자료 수집 및 관리 기능 개발

   - 지역의 향토자료 수집 및 등록  

   - 강원도 지역자료의 보존처리 및 서고배치, 마이그레이션 진행

   - 자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장서 컬렉션 구축 시 저작권 관리

  라. 운영 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자료의 이관 및 정리 - 자료보존기능의 범주와 업무  

보존처리 - 자료보존관리

매체변환 - 비도서 매체 변환

공동보존서고 

수탁자료관리
- 보존서고 운영방안에 따른 장서개발 정책 및 관리

지역자료 수집 및 관리
- 지역서비스

- 향토자료 또는 특별 컬렉션 관리 

< 표 168 >  운영 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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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자료 이관 및 정리 기능 개발

② 보존처리 기능 개발

③ 매체변환 기능 개발

④ 수탁자료 보존처리 기능 개발

⑤ 지역자료 수집 및 관리 기능 개발

< 표 169 >  자료 보존 시스템 추진 일정

  바. 연도별 소요 예산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 2,109,661 천원

   ○ 사업기간 : 11개월

   ○ 사업 내용

    - 자료 이관 및 정리 기능 개발

    - 보존처리 기능 개발

    - 매체변환 기능 개발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11 8,596,776       94,564

통합보존

관리시스템

13. 응용SW 개발자 66 6,754,337      445,786 
11. UI/UX 개발자 44 6,312,490      277,749
소계      723,535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795,889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303,885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1,917,874 

합계금액
공급금액        1,917,874

부가가치세         191,787 
합계금액       2,10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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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1,097,537 천원

   ○ 사업기간 : 7개월

   ○ 사업 내용 

    - 수탁자료 보존처리 기능 개발

    - 지역자료 수집 및 관리 기능 개발

   ○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정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7 8,596       60,177 

통합보존

관리시스템

13. 응용SW 개발자 42 6,754      283,682 

11. UI/UX 개발자 14 6,312       88,374
소계      372,057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409,26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56,263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997,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997,761 

부가가치세       99,776 
합계금액    1,09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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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디지털보존 시스템

    가.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에서 보존하는 디지털 자료를 대상으로 보존복원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디지털 보존복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국 국가기록원(TNA)은 자료의 생산 당시 포맷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관하는 에

뮬레이션 장기보존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미국 국립기록청(NARA), 캐나다 국립도

서기록청(LAC), 호주 국가기록원(NAA), 스위스 연방기록원(SFA) 등은 자료의 장기

보존 전략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채택하였다(소정의, 한희정, 양동민, 2018; 국가기록

원 2020).

  장기보존 포맷의 경우, 영국 국가기록원(TNA), 스위스 연방기록원(SFA), 

UNESCO, 캐나다 벤쿠버시 아카이브, 미의회도서관(LC), 뉴욕현대미술관은 폴더형 

패키징인 BagIt 포맷을 채택하였으며 미국 국립기록청(NARA), 호주 빅토리아주 기

록관(PROV), 한국 국가기록원은 각각 자체 개발한 AAP, VEO, NEO를 장기보존 포

맷으로 채택하였다(서울특별시, 2016).

  유럽에서는 전자 자료 장기보존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인 

E-ARK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eArchiving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유럽적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패키징하고 장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사양을 제공하고 

있다(박희진, 한상은, 오삼균, 2018). 상업적 디지털 보존 솔루션 툴 프리저비카

(Preservica)와 아카이브매티카(Archivematica) 역시 OAIS 참조모델과 PREMIS 등의 

디지털 자료 보존 표준을 토대로 전자 자료 전자 자료의 입수부터 제공까지의 업

무 기능을 제공하며 및 장기보존 포맷을 적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안대진, 임진희, 2016; 국가기록원, 2017; 오진관, 임진희, 2018; Preservica, 

n.d.).

  위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의 디지털 보존 시스템은 디지타이징된 

자료 및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Born Digital)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 전

략을 추진하며 국가 문헌 자료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한 영구보존포맷 및 포렌식 

기능을 활용한 자료 복원 기능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훼손이 발생한 디지

털 자료의 복원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보존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물리적 환경 및 가상 환경을 구성하여 디지털 자료를 재현할 

수 있는 에뮬레이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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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전략

-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Born Digital)의 보존․복원 업무 처리를 위한 기술   

적용 및 기능을 개발하며, 유형별 자료 특성에 따른 디지털 보존 및 복원 세부 

기능 구현 

- 보존 패키지 유형은 KOLIS 시스템에 적용된 바와 같이 폴더형을 적용하며,    

온라인 자료 유형에 따른 보존 메타데이터(PREMIS)를 자동 생성하고 메타데이터 

편집기능을 통해 수동으로 추가함

- 훼손 자료의 복원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적용 등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 기반 환경 구성 필요

- 가상 환경을 통해 복원된 파일 포맷의 저장 위치 및 목록 구성 등 디지털자료 

에뮬레이션

  다. 추진과제

  1) 디지털 콘텐츠 구축 기능 개발

   - 디지털콘텐츠 구축 : 현대간행물, 고전적문화예술 자료, 고신문연속간행물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문헌 디지털화 작업 기능 구현(외주 용역 수행)

   - 디지털콘텐츠 수집 :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혹은 LTO Tape Library 형태로 보존,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타데

이터 관리, 저작권 관리,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협력 업무 기능 구현

   -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존하는 디지털콘텐츠의 품질 

보장 및 진본성무결성 검증 업무 전반 및 디지털 콘텐츠 복구복원 업무 기

능 구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원문 이미지, 메타데이터, 원문 PDF, 본문 TEXT 데이터 생성

   - 디지털화 작업 표준 프로세스 및 구축 매뉴얼 재정비

   -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화 사업의 단계별 진척 현황 및 데이터 

구축 현황 관리

   -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 위탁자료 및 향토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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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자료 보존 패키지 적용  

   -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객체와 메타데이터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보존패키지 

연구 및 보존패키지의 시스템 적용

     ※ 21년 4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패키지 유형은 폴더형으로 결정  

되어 KOLIS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음. 폴더형 보존패키지는 디지털 객체와 

메타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며, 폴더와 같은 구조를 통해 각각을 원형 

그대로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처리(인코딩-디코딩) 없이 접근 및 활용  

가능

    
메타데이터(문자) + 디지털자료(비트스트림) → 원형 그대로 저장

   - 디지털화 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영상자료, 오디오자료, 소프트웨

어 등 다양한 디지털자료의 기술메타데이터 자동추출도구를 시스템에 적용

     ※ 기술 메타데이터(Technical Metadata): 파일 유형, 포맷별 특성 등 디지털 

파일 속성과 관련된 정보

   - 자료유형별 보존 패키지 구축 적용 (현행 KOLIS 시스템)

유형 보존 패키지 적용

문서, 

도서

KOLIS시스템의 MODS 데이터와 PREMIS 필수 보존데이터를 생성하고, 보존

포맷(PDF/A-1)파일과 묶어서 자동으로 폴더형 보존패키지 구축 

‣ MODS데이터(58개) + PREMIS데이터(14개) + 보존포맷(PDF/A-1)파일

시청각

자료

KOLIS시스템의 MODS 데이터와 PREMIS 필수 보존데이터를 생성하고, 시청

각자료의 기술메타데이터를 자동추출하여 폴더형 보존패키지 구축 

‣ MODS데이터(58개) + PREMIS데이터(14개) + 기술메타데이터(10~12개)      

디지털

자료

KOLIS시스템의 MODS 데이터와 PREMIS 필수 보존데이터를 생성하고, 디지

털 원본 메타데이터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폴더형 

보존패키지 구축 ‣ MODS데이터(58개) + PREMIS데이터(14개) + 기술메타데

이터(약8개)  보존포맷(디지털 원본 포맷)

< 표 170 > 자료유형별 보존 패키지 구축 적용 (현행 KOLIS 시스템)

   - 향후, (본관) KOLIS시스템에서는 MODS 데이터를 생성하며, (국가자료보존관) 

보존관리시스템에서는 PREMIS 필수 보존데이터 생성 및 보존포맷(원본포맷)

을 포함한 보존패키지를 구축하여 보존스토리지 저장 및 Tape Library에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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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 장기보존 기능 개발

   - 향후, (본관) KOLIS시스템에서는 MODS 데이터를 생성하며, (국가자료보존관) 

보존관리시스템에서는 PREMIS 필수 보존데이터 생성 및 보존포맷(원본포맷)

을 포함한 보존패키지를 구축하여 보존스토리지 저장 및 Tape Library에   

백업

   - 장기보존포맷 변환대상 검색관리, 변환 적용, 처리결과, 장기보존 패키징   

실시 및 이력관리 기능 개발 

   - 장기보존 패키징은 폴더형을 적용하여 디지털 객체와 메타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며, 폴더와 같은 구조를 통해 각각을 원형 그대로 보존 및 관리  

  4) 디지털 매체의 보존처리 기능 개발

   -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 매체의 보존처리 및 

복원 연구를 통한 보존 전략 수립 및 보존처리 매뉴얼 개발 

   - 기술발전으로 도서관 소장 디지털자료가 기술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디지털 

매체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통한 보존 및 이용가능성 확보

   - 생산 중단된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 등 다양한 매체 유형의 디지털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보존전략이 요구됨 

   - 단종된 매체의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미지를 추출하고,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이용가능성을 위해 서지정보 및 기술 메타데이터   

작성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 매체

      · (플로피디스크)’80~’90년대 주로 사용하였던 5.25 및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저장매체로 도서의 부록 형태로 납본된 자료

      · (광디스크) CD, DVD, Blu-ray 등 대용량의 자료를 저장하고 교환하기 위

해서 사용된 매체로 동영상 및 DVD 전용 S/W 등이 수록됨 

   - 소장 디지털 매체의 장기보존 전략

   - 비도서매체(광매체, 전자매체), 온라인자료 등 디지털 자료의 유형에 따라   

주기적으로 매체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 처리 진행

   - 매체 마이그레이션 판단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전략 및 기준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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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원본 보존을 위한 포맷 마이그레이션을 수행

   - 디지털 자료 보존처리, 마이그레이션 이력관리 및 통계관리 기능

  5) 디지털 자료의 상태평가

   - 보존 디지털 자료는 정기적인 물리적 상태평가 및 논리적 상태 평가 실시

   - 디지털 자료가 기술 변화와 물리적 변화에 따라 외형적 손상이나 정보 소실 

및 내용판독 불가능 등 논리적 오류를 보이는 경우 오류 유형에 따른 에뮬

레이션 작업이 필요

     ※ 물리적 열화: 시간에 따른 매체(플로피디스크-자기매체, CD/DVD-광매체)

의 물리적 변화로 인하여 기록된 정보가 점차적으로 소실되는 과정

     ※ 논리적 열화: 소장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가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종 또는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 그림 68 > 디지털 매체의 장기보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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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자료의 논리적 오류 유형

유  형 설  명

LM
(Linked Media)

․ S/W 설치 시 다른 매체 교체를 연속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LE
(Logical Error)

․ CRC* 오류와 같이 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 CRC(Cyclic Redundancy Check):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부호를 데이터 블록에 추가하여 추후 확인하는 오류 
검출 방법

OS
(Operating System)

․ Mac, MS-DOS와 같이 운영체제 구동 환경이 필요한 경우

SW
(Software)

․ 디지털 자료 구동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RR
(Recovery & 

Reverse Engineering)

․ 매체 손상으로 비트 단위에서 복구 또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실행할 수 있게 실행 파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ME
(Media Error)

․ 물리적 에러

NMR
(Next Media Error)

․ 매체에 문제는 없으나 다음 매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실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LE
(Lock Error)

․ 설치 횟수 또는 디스크 고유번호 등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

CE
(Configuration Error)

․ S/W 구동하기 전에 환경설정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SE
(Structure Error)

․ 디렉터리 구조 등 수동으로 환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DE
(Display Error)

․ 글자 또는 도형이 잘못된 정보로 표기된 경우

SN
(Serial Number)

․ 시리얼 번호와 같이 설치할 때 요구되는 자료 

< 표 171 > 디지털 자료의 논리적 오류 유형

   - 물리적 매체 관리

     · 20년 이상 경과된 매체(예: 플로피디스크)일수록 단종된 소프트웨어 및  

구동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요구하므로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주기적 상태점검: 보존대상 매체는 상태평가 및 포렌식 이미지 추출 후 

주기적 상태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매체 상태를 관리함

     · 구동 H/W 확보: 안정된 보존환경에서는 매체 수명이 구동 하드웨어 수명

보다 오래 보존됨에 따라 단종된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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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적 자료 관리

     · 단종S/W 수집: 단종 및 서비스 종료 소프트웨어 수집을 통해 보존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풀 관리체계 구축

     · 가상환경 기반 구축: 구동 환경이 상이한 디지털 자료를 통일된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가상환경 기반 마련

  6) 디지털 자료 에뮬레이션

   - 디지털 자료 분석절차 

대상선정 ⇒ 서고 반출 ⇒ 목록입력
(기본메타데이터) ⇒

포렌식 데이터 
이미지 추출

⇓
가상환경 구축 ⇐ 구동환경 조사 ⇐ 디지털 

포맷 분석
⇐ 구동

⇓
기술

메타데이터입력
⇒ 서고 반입 ⇒

점검 
데이터 분석

< 표 172 > 디지털 자료 분석절차 

   - 디지털 자료를 열람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션 기반 구축

     ·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수집하여 웹기반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서비스 개발

     · 디지털 자료의 포맷 유형 및 구동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하기 위한 연결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 기반 마련

  7) 디지털 포렌식 기반 구축

     - 국가자료보존관 디지털 자료 중 디지털 복원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방식 도입

     - 포렌식 이미지 추출: 소스에 있는 정보의 모든 비트들을 포함하는 파일로 

소스가 5GB 하드 드라이브면 5GB의 포렌식 이미지를 생성함. 포렌식 툴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는 이미징 작업 후 압축 가능

     -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원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신청 및 처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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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디지털콘텐츠  

구축 기능 개발

- 디지털 보존 업무

- 디지털 콘텐츠 구축 운영을 위한 기본 세부 업무

디지털 자료

보존 패키지
- 표준화 디지털 보존 패키지 및 시스템 개발

디지털 장기보존
- 디지털 보존 표준 참조모형 및 정보 패키지

- 디지털 보존 솔루션 및 유형

디지털 매체 보존처리

- 디지털 보존 대상 자료

- 디지털콘텐츠 보존 업무

- 디지털 보존 솔루션

- 디지털 보존을 통한 지식자원 보존

디지털 자료 상태평가 - 자료복원센터 

디지털 자료 에뮬레이션 - 자료복원센터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 자료복원센터

< 표 173 > 운영 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디지털 콘텐츠 구축 기능 개발

② 디지털 자료 보존 패키지 적용

③ 디지털 장기보존 기능 개발

④ 디지털 매체의 보존처리 기능 개발

⑤ 디지털 자료의 상태평가

⑥ 디지털 자료 에뮬레이션

⑦ 디지털 포렌식 기반 구축

< 표 174 > 디지털 보존 시스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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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연도별 소요 예산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 1,917,874 천원

   ○ 사업기간 : 10개월

   ○ 사업 내용 

    - 디지털 콘텐츠 구축 기능 개발

    - 디지털자료 보존 패키지 적용

    - 디지털 장기보존 기능 개발

    - 디지털 매체의 보존처리 기능 개발

    - 디지털 자료의 상태평가

   ○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1,097,537 천원

   ○ 사업기간 : 7개월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10 8,596          85,967 

통합보존

관리시스템

13. 응용SW 개발자 60 6,754         405,260 

11. UI/UX 개발자 40 6,312         252,499 
소계         657,759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723,535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276,259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1,743,522 

합계금액
공급금액       1,743,522 

부가가치세         174,352 
합계금액       1,91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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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내용 

    - 디지털 자료 에뮬레이션

    - 디지털 포렌식 기반 구축

   ○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7 8,596          60,177 

통합보존

관리시스템

13. 응용SW 개발자 42 6,754         283,682 

11. UI/UX 개발자 14 6,312          88,374 
소계         372,057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409,26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56,263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997,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997,761 

부가가치세          99,776 
합계금액       1,09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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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국가문헌보존관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문헌보존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자료, 온라인 자료 등 

내·외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처리, 분석,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을 구축한다. 다양한 연구자들의 이용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셋과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그림 69 > 국가문헌보존관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성도 

  7.3.1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가.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은 데이터분석의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데이터 구축 업무의 효과

적 수행을 위해 데이터 구축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련 사

례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네덜란드어로 된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DBNL)

를 실시하여 국가문헌 디지털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다른 기관과 대

학들이 협력하여 학술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Metamorefoze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8).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문헌을 망라하여 디지털 장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

라 범국가적, 범기관적 통합 디지털 장서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들이 진

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의 3,000여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미술관으로

부터 수집된 천만 건 이상의 디지털 문화 유물 컬렉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유로

피아나(Europeana)와 전 세계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소장한 자료에 무료로 접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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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구축한 월드 디지털 라이브러리(World Digital Library)를 들 수 있다(이규

철, 2020).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1995년부터 고서, 귀중본, 학위논문, 현대간행물, 고신문 등 

약 130만 건 이상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이미지 기반의 

원문자료에 대해 OCR 방식으로 본문 내용의 TEXT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국가문헌보존관은 업무의 이동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서 국가문헌보존관

으로 이관되는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및 DB 구축 관련 업무 체계화를 위한 시

스템 기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구축한 메타데이터, 원문 PDF, 본문 TEXT 데이터를 생성, 축적하고 이를 분석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추진전략

  - 디지털화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 자료를 전처리 및 정제, 가공 및 분석, 활용 

및 공유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 마련 

  - 국가문헌보존관 내·외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방식 선정 및 빅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및 저장

  - 대규모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문서·

텍스트·음성·이미지·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처리 

방식 적용 및 분석과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파일 생성

  다. 추진과제

  1)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및 국가문헌보존관 보유 디지털콘텐츠 중 데이터  

분석 가치가 높은 자료의 분석 

   - 특화 서비스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발굴 및 선별 

   - 국가자료보존관 내·외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방식 선정 및 빅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 수집 데이터에 대한 통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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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데이터 저장 기능 개발

   - 수집된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기능

   - 분산 파일시스템 처리, 분산/배치처리, 실시간 처리 기능 

   - 대규모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및 저장

   - 수집/처리 데이터에 대한 통계 기능 

  3)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데이터 처리, 분석,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관리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전처리 지원

   - 인공지능, 딥러닝 등 분석 기술 및 분석 도구 관리

   - 데이터 보안관리 및 데이터 모니터링

  라.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데이터 수집 기능 - 데이터분석

데이터 저장 기능

- 장서관리 및 개발

- 공동보존서고

- 지역서비스

데이터 관리 기능
- 디지털 보존

- 데이터분석

< 표 175 >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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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② 데이터 저장 기능 개발

③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표 176 >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 일정 

  바. 연도별 소요 예산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 1,534,299 천원

   ○ 사업기간 : 8개월

   ○ 사업 내용 

    - 디지털 콘텐츠 구축 기능 개발

    -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 개발

    -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8 8,596            68,774 

데이터분석

시스템

13. 응용SW 개발자 48 6,754           324,208 

11. UI/UX 개발자 32 6,312           201,999 
소계           526,207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578,828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221,007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1,394,818 

합계금액
공급금액        1,394,818 

부가가치세          139,481 
합계금액        1,534,299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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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가.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의 보존 장서, 콘텐츠,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목

적에 맞게 데이터셋을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능 및 

구성 등의 참고를 위한 유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으로 컴퓨터 얼굴 인식 및 

객체 분류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한 데이터셋과 Europeana Newspapers NER 데이

터셋 등이 있으며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에서는 노르웨이어로 된 연설과 텍스트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언어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20).

  국내의 국가적 규모 코퍼스 데이터셋 구축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다양한 분

석 말뭉치와 AI허브에서 제공되는 한국어-영어 번역 말뭉치 AI 데이터 등이 있다. 

데이터셋 활용의 경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구축한 대규모 신문자원 코퍼

스 물결21이 있다. 6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자 웹 기반 코퍼스 분석도구를 개발

하여 신문 자료의 전처리, 데이터 형식의 변환, 자동 언어처리, 색인 및 가공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최재웅, 이도길, 2014).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에서는 코퍼스 데이터셋 구축뿐 아니라 구축한 데이터

셋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구글 도서는 말뭉치 검색 서비스

를 제공하며 구글 번역은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신경망을 학습시켜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립국어원, 2018). 또한 미의회도서관의 LC Lab, 영

국도서관의 BL Labs,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KB Lab등은 기존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디지털 리서치 서비스, 컬렉션을 활용한 팟

캐스트 및 출판,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공유를 통해 이용자들과의 협업을 진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 2020). 

  국가문헌보존관은 위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의 가

공, 분석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가문헌보존관 보존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이용자(연구자, 개발자, 공공, 민간 등)들의 연구, 비즈니스 등 목적에 맞게 데이터

셋(디지털 이미지, 메타데이터 및 텍스트, OCR 데이터, 음성 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와 분야별 

전문가, 데이터과학자가 협업하여 데이터 분석 및 큐레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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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전략

  - 메타데이터, 이미지, 원문DB, 전거DB, 본문 텍스트 등 데이터셋을 디지털 도구

와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을 분석하고 시각화한 후 통

합·개방·공유의 단계 나아가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 

  - AI 학습 데이터셋을 비롯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시각화 데이터 구축하고, 

다양한 융합 데이터 서비스 사례 및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구축 제공 

  - 연구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도구 및 환경을 연구자들에게 제공

  - 원문 PDF 및 텍스트, 영상, 음성,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셋 및 코퍼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음성,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지능형 분석

과 서비스를 위한 추천 모델 도출 

 

 다. 추진과제

  1) 데이터 분석 기능 개발

   -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유하는 양질의 원데이터를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통해 

분석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로 변환

   - 데이터 정제 및 가공을 통해 국가지식 코퍼스데이터셋 구축

   - 통계 분석, 텍스트마이닝 등 분석도구를 활용하고,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전문가, 연구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키텍처 정의

   - 국가자료 원문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 등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검색 

및 데이터 구조화

  2) 데이터 활용 기능 개발

   - 데이터의 빅데이터화에 따른 정형/비정형 데이터 융합형 분석, 내‧외부     

데이터 간 융합형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과제 

   -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음성,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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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형 분석, 추천 모델 도출

   - 연구자에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환경 및 도구를 제공하여 다양한 데이터

셋 분석처리 및 연구지원 서비스

   - 원문 PDF 및 텍스트, 영상, 음성,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셋 및 코퍼스 구축

  3) 데이터 큐레이션 기능 개발

   - 텍스트, 영상, 음성 및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의응답형 데이터셋을   

한글 데이터로 구축하여 AI 학습데이터로 활용

   - 분석된 데이터를 큐레이션하여 시대, 주제, 인물, 장소 등에 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함으로써 AI 기반 지식콘텐츠 추천

  라.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데이터 분석
- 미래도서관 서비스 리더십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

랫폼 구현 및 운영

데이터 활용 - 신기술 기반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

데이터 큐레이션 -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 표 177 > 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운영 계획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데이터 분석 기능 개발

② 데이터 활용 기능 개발

③ 데이터 큐레이션 기능 개발

< 표 178 > 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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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연도별 소요 예산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 2,109,661 천원

   ○ 사업기간 : 11개월

   ○ 사업 내용 

    - 데이터 분석 기능 개발

    - 데이터 활용 기능 개발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11 8,596          94,564 

데이터분석

시스템

13. 응용SW 개발자 66 6,754         445,786 

11. UI/UX 개발자 44 6,312         277,749 
소계         723,535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795,889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303,885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1,917,874 

합계금액
공급금액        1,917,874 

부가가치세         191,787 
합계금액        2,109,661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1,150,724 천원

   ○ 사업기간 : 6개월

   ○ 사업 내용 

    - 데이터 큐레이션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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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7.4 국가문헌보존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본 연구에서는 국가문헌보존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국가문헌보존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자료보존, 데이터분석, 온라인 서비스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제안하고

자 하며, 각 업무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70 > 국가문헌보존관 온라인 플랫폼 개념도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6 8,596          51,580 

데이터분석

시스템

13. 응용SW 개발자 36 6,754         243,156

11. UI/UX 개발자 24 6,312         151,499 
소계         394,655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434,12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65,755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1,046,113

합계금액
공급금액       1,046,113

부가가치세         104,611 
합계금액       1,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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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자료보존 중심의 플랫폼

      가. 개요 

  자료보존 중심으로서의 플랫폼은 국가문헌보존관이 소장하고 보존하는 모든 지

식정보자원을 관리하고, 보존복원 주요 활동에 대한 교육, 공동보존서고 운영, 지

역서비스 등 이용자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한다. 

  자료보존 중심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의회도서관(LC), 프랑

스국립 디지털도서관 갈리카(Gallica), 비영리 디지털도서관 인터넷 아카이브

(Internet Archive) 등이 있다. 미의회도서관은 1990년부터 미국의 역사·문화에 관

한 문서, 이미지, 인쇄물 및 지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를 구축하였으며(국립중앙도

서관, 2012),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의 디지털 도서관 갈리카는 프랑스 최초로 저

작권이 없는 저작물과 전자책의 전문검색 및 관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을 구축해 국가서지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며 접근을 제공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2;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Gallica, n.d.). 또한, 범국가적 자료 보존 노

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아카이브는 디지털 자료의 영구적인 접근 제공을 목적으로 

전 세계 웹페이지 및 텍스트, 오디오, 동영상, 소프트웨어까지 수집하여 광범위한 

인류 문화 컬렉션을 구축하고 보존하고 있다(이재선, 2019; Internet Archive, n.d.).

  위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이 보존하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보존 복원 서비스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나. 추진전략

- 국내·외 자료보존관 사례들을 참조하여 주요 기능 메뉴 구성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해   

이용자 열람 지원 

- 이용자 서비스로서의 자료 복원 서비스 신청 기능 고려  

- 연구자를 위한 국가문헌 자료 서비스 지원 

- 디지털 콘텐츠의 원활한 열람 서비스를 위한 통합 솔루션 지원 

- 자료의 기증이나 외부기관의 수탁을 지원하는 기능 요소 고려

- 자료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 기능 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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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지 주변 지역 특화 자료 수집 및 관리

  다. 추진과제

  1) 자료 보존 및 복원 관련 서비스 지원

   - 민간 자료 복원 신청 지원 

   - 보존·복원 워크숍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서비스 지원

  2) 연구자 대상 서비스 지원 

   - 국가문헌보존관 소장 희귀자료의 디지털화 자료 및 복제본 서비스 지원

   - 연구자를 위한 국가문헌보존관 소장 자료 및 큐레이션 서비스 지원 

   - 디지털콘텐츠 열람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제공

  3) 공동보존서고 신청 및 열람 

   - 외부자료의 기증 및 수탁 신청

   - 수탁 자료의 관리 지원 

   - 공동보존서고에 수탁된 자료 열람 신청 지원 

4) 향토자료 수집 및 관리

   - 지역서비스 연계를 위한 향토자료 또는 특별 컬렉션의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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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자료의 보존

및 복원 서비스

- 보존복원 주요 활동(워크숍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지원

- 민간 자료 디지털화 수탁 사업 추진

공동보존서고 서비스
- 공동보존서고 운영 방안

- 민간 자료 디지털화 수탁 사업 추진

연구자 대상 서비스 - 희귀자료 디지털화 자료 제공 

향토자료 서비스 - 지역서비스 연계

< 표 179 > 자료 보존 중심의 플랫폼 운영 계획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자료보존 및 복원 서비스 기능 개발

② 공동보존서고 서비스 기능 개발

③ 연구자 대상 서비스 기능 개발

④ 향토자료 수집 및 관리 기능 개발

< 표 180 > 자료 보존 중심의 플랫폼 추진 일정

  바. 연도별 소요 예산

  □ 1단계(2022년~23년도)

   ○ 소요예산 : 958,937 천원

   ○ 사업기간 : 5개월

   ○ 사업 내용 

    - 자료보존및복원 서비스 기능 개발

    - 공동보존서고 서비스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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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5 8,596          42,983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30 6,754         202,630 

11. UI/UX 개발자 20 6,312         126,249 
소계         328,879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361,76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38,129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871,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871,761 

부가가치세          87,176 
합계금액         958,937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 1,342,511 천원

   ○ 사업기간 : 7 개월

   ○ 사업 내용 

    - 자료보존및복원 서비스 기능 개발

    - 공동보존서고 서비스 기능 개발

    - 연구자 대상 서비스 기능 개발

    - 향토자료 수집 및 관리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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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7 8,596          60,177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42 6,754         283,682 

11. UI/UX 개발자 28 6,312         176,749 
소계         460,431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506,475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93,381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1,220,465 

합계금액
공급금액        1,220,465 

부가가치세         122,046 
합계금액        1,342,511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958,937 천원

   ○ 사업기간 : 5개월

   ○ 사업 내용 

    - 연구자 대상 서비스 기능 개발

    - 향토자료 수집 및 관리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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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5 8,596          42,983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30 6,754         202,630 

11. UI/UX 개발자 20 6,312         126,249 
소계         328,879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361,76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38,129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871,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871,761 

부가가치세          87,176 
합계금액         958,937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7.4.2 데이터 활용 중심의 플랫폼

 가. 개요 

  데이터 활용 중심의 플랫폼으로서 국가문헌보존관이 수집 및 보존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

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데이터 활용 중심의 플랫폼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

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 빅카인즈와 국회도서관 아르고스, AI허브 등이 있

다. 빅카인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언급량 추이, 매체별 점

유율 등의 부가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아르고스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으로 국회 자료를 분석해 현안과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언급량 추

이, 이슈 히스토리, 연관어 맵, 긍·부정 감성어 등으로 분석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AI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알고리즘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윤현정, 

2017).

  위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은 수집·구축한 데이터를 여러 주

체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 맵핑, 큐

레이션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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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전략

- 국내·외 데이터 센터 사례들을 참조하여 주요 기능 메뉴 구성

- 국가지식 코퍼스, 데이터셋 등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성 

- 데이터 분석 및 가공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 구현 

-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설계

- 큐레이션 및 연구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통계 데이터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다. 추진과제

  1)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 데이터 분석 및 가공 지원

   - 대규모 데이터 처리 지원

   - 통계 데이터 지원 

  2) 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 코퍼스 및 디지털 스칼라십 연계 지원

   - 빅데이터 서비스 지원 

   - 시각화 데이터 및 연구데이터 지원

   - 인공지능 기반 학습데이터 지원

  라.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플랫폼

- 데이터 활용 및 연계 서비스 제시

- 연구자 지원 연계 방안 수립

데이터

분석 지원 

- 데이터분석 전략 및 소장자료 분석

- 데이터분석 기술 및 구축

- 코퍼스·데이터셋 구축

< 표 181 > 데이터 활용 중심의 플랫폼 운영 계획  



- 380 -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② 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 표 182 > 데이터 활용 중심의 플랫폼 추진 일정 

  바. 연도별 소요 예산 

  □ 1단계(2022년~23년도)

   ○ 소요예산 : 958,937 천원

   ○ 사업기간 : 5개월

   ○ 사업 내용 

    - 데이터 활용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설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5 8,596          42,983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30 6,754         202,630 

11. UI/UX 개발자 20 6,312         126,249 
소계         328,879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361,76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38,129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871,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871,761 

부가가치세          87,176 
합계금액         958,937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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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 958,937 천원

   ○ 사업기간 : 5개월

   ○ 사업 내용 

    - 데이터 활용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설계

    -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시스템 구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958,937 천원

   ○ 사업기간 : 5개월

   ○ 사업 내용 

    -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시스템 구현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5 8,596          42,983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30 6,754         202,630 

11. UI/UX 개발자 20 6,312         126,249 
소계         328,879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361,76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38,129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871,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871,761 

부가가치세          87,176 
합계금액         95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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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7.4.3 국가문헌보존관 온라인 서비스

  가.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기관 소개 및 이용 안내, 보존 자료의 

목록 제공 및 검색, 다양한 정보자원 열람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용자

의 사용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와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문화유산포털, 

구글 아트앤컬쳐(Google Art&Culture),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 DPLA) 등이 있다.

  국가문화유산포털은 문화재청에서 대한민국의 지정문화재, 박물관 소장 유물정

보 등 국가문화유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으

로,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등 104개 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정보는 물론, 국가기록유산포털, 문화재청 누리집, 사이버문화재탐방 등에

서 분산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통합제공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포털은 개별검

색 및 다양한 패싯을 활용한 분류를 지원하며 검색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

에서 관련 이미지, 나레이션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박옥남, 2019).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5 8,596          42,983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30 6,754         202,630 

11. UI/UX 개발자 20 6,312         126,249 
소계         328,879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361,76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38,129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871,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871,761 

부가가치세          87,176 
합계금액         95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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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아트앤컬쳐는 2011년 시작되었으며, 현재 70개국 1,200여 개의 미술관, 박

물관, 도서관이 참여하여 20만 점 이상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물

론, ArtTalks을 통해 세계의 유명한 큐레이터, 박물관 관장, 아티스트를 초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대화 및 질의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연을 

YouTube로 공개하여 이용자와 공유하는 등 교육콘텐츠의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지 콘텐츠를 컬렉션, 테마, 실험, 아티스트, 재료, 화파, 역사적 사전, 역사적 

인물, 장소 등으로 분류하여 콘텐츠를 다양한 접근점으로 탐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카테고리 별, 철자순, 시간, 장소 등으로 재탐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소장/전시

기관, 작품유형, 키워드를 통한 집중이 가능하다. 또한 유튜브와 구글 스칼라 등 

다른 플랫폼들과 연동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윤현정, 2017; 박옥남, 

2019; 최정은, 김면, 2019). 

  또한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은 미국 내 문화유산 관련 정보의 통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공공도서관 프로젝트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력을 

기반으로 2013년 시작되었다.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음성자료를 비롯한 미국 내

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콘텐츠를 2018년 10월 기준 29,000,000건 이상 제공하고 있

으며, ‘미국의 도시공원’ 등 22개의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기도 했다. 키워드 검

색 및 브라우징 검색이 가능하며 콘텐츠 유형, 주제, 날짜, 장소, 언어, 기여기관, 

파트너 등의 패싯을 사용하여 검색 제한 및 확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 

주제, 장소, 자료유형 등의 패싯을 통한 2차 검색 제한이나 확장이 가능하다(안대

진, 임진희, 2017; 박옥남, 2019).

  위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 

이용자의 사용성 및 편의성을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검색 기능 지원과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나. 추진전략

- 국가문헌보존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분관에서    

소장·보관중인 국가 문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연계 및 통합 검색 제공 

- 다양한 환경의 모든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의 호환성 및 편의성 고려

- 표준화에 따른 기능 구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본관 및 분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인터페이스 사용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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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의 열람을 위한 솔루션 지원

- 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및 지역 특화 컬렉션 제공

- 인공지능 기반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다. 추진과제

  1) 국가문헌보존관 홈페이지 구축

   - 국가문헌보존관 업무 및 조직 안내

   - 견학 및 프로그램 등의 예약 신청 확인 기능 

   - 보존자료 통합 검색

   - 디지털 콘텐츠 열람

   - 대출 및 반납 등의 이용자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사용성을 고려하여 본관과 유사한 인터페이스 설계

   - 표준화에 따른 기능 구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업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부 시스템 연계 

  2) 국가문헌보존관 플랫폼 통합검색 구현 

   - 본관 및 분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나의 통합   

색인을 구축하고 통합검색을 수행 

   - 본관과 분관, 국가문헌보존관의 통합검색을 위해 DB를 연계하여 분산형 검색 

및 분석 엔진을 제공함. 키워드 검색, 주제별 탐색, 검색결과 패싯 서비스 및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폭넓은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디스커버리 서비스 방식 및 중상급 이상의   

검색 리터러시를 보유한 이용자들을 위한 고급 검색 기능 도입 

3) 이용자 서비스 연계

   - 국가문헌보존관의 본관 및 분관과의 서비스 연계  

   - 본관 및 분관 이용자의 SSO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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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생성 및 보존되는 디지털 콘텐츠 열람 및 열람을 위한 

솔루션 지원

   - 인공지능 기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문헌보존관 자료 대출 및 반납 지원  

   - 전시 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4) 지역 서비스 구축

   - 향토자료 또는 특별 컬렉션 열람 서비스 제공  

   - 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제공

  라.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지역서비스

- 지역 사회를 위한 서비스

- 수집 및 구축된 지역 장서 콜렉션이나 전시문화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수립

-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제공 

< 표 183 > 국가문헌보존관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계획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홈페이지 구축 

② 통합검색 구현

③ 이용자 서비스 연계

④ 지역 서비스 구축

< 표 184 > 국가문헌보존관 온라인 서비스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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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연도별 소요 예산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 1,534,299 천원

   ○ 사업기간 : 8개월

   ○ 사업 내용 

    - 홈페이지 구축

    - 통합검색 

    - 이용자 서비스 

    - 지역 서비스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8 8,596          68,774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48 6,754         324,208 

11. UI/UX 개발자 32 6,312         201,999 
소계         526,207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578,828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221,007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1,394,818 

합계금액
공급금액       1,394,818 

부가가치세         139,481 
합계금액       1,534,299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958,937 천원

   ○ 사업기간 :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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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내용 

    - 이용자 서비스 

    - 지역 서비스

   ○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 의거 산출

 7.5 국가문헌보존관 스마트 공간 구축

  7.5.1 스마트서고 구축

  가. 개요

  스마트서고는 도서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료 수장력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자동서고 시스템 도입이 제안된다(윤희윤, 2013). 자동서고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서고는 일반 서고보다 조밀하게 배치가 가능하므로 좁은 면적 대비 

많은 양의 장서 보존이 가능하며 폐가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이 높고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위험이 적어 자료의 안전한 보존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되었다(Shirato, Cogan, Yee, 2001; 김영석, 2015; 안준석, 2015).

  특히 국가문헌보존관이 건립될 지역의 특성에 따르면, 지진대비를 위한 내진설

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스마트서고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

템으로 판단된다. 사례로, 1991년 최초로 ASRS 시스템을 도서관에 적용한 미국의 

구분 항목 기술자등급

투입 

입력 

(M/M)

단가 금액 비고

인건비

PM 6. IT PM 5 8,596          42,983 

온라인

플랫폼구축

13. 응용SW 개발자 30 6,754         202,630 

11. UI/UX 개발자 20 6,312         126,249 
소계         328,879 

제경비 인건비의  110%적용         361,76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38,129

직접경비  H/W S/W사용료, 
여비, 인쇄

합계금액         871,761 

합계금액
공급금액         871,761 

부가가치세          87,176 
합계금액         95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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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att 도서관에서 1994년 진도 6.9의 지진을 겪었으나 80만 권의 책 중 단 한 권

의 피해도 입지 않았다(Heinrich. Willis, 2014). 또한 30년이 경과한 최근까지 2번의 

주요한 보수를 진행한 것 외에 현재까지 온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증

명된 적이 있다(Kovalcik, Villalobos, 2019).

  따라서 국가문헌보존관은 자료 수장의 극대화와 안정적인 보존 및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서고를 국가문헌보존관의 자료 보존을 위한 

서고 모델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나. 구축안 

  1) 개요

   - 스마트서고는 자동 고밀집 서가 방식(ASRS)을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함으로써 

국가문헌보존관이 선제적 기술을 받아들이고 선도적 시도를 하는 모습을 통

해 미래지향적 전략을 모색

   - 해외 보존관처럼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산소 방식 등 보존 자료에 최적화

된 환경 구축 및 공간과 인력 등의 효율적인 활용 고려

   - 체계적인 자료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자동화 장비, 고밀집서가,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여 보존서고의 운영과 관리를 최적화한 스마트 서고 구축 지원

   - 스마트서고 운영 및 활용 방안 제시

· 자동서고 장비 구성 요소 정의

· 활용 범위 정의 및 활용 활성화 도모 

· 이용자 체험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2) 구축 규모

   - 국가문헌보존관 예비타당성 보고서(KDI, 2021)에서 제시한 ASRS의 예상 면적

과 장서 수장량을 고려하여 스마트서고 구축 제안 

구분 규모

ASRS
서고 면적(㎡) 2,130

최대 수장량(권) 2,524,050

< 표 185 > 자동화서고 구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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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서고의 구축은 이관대상 자료의 양, 예산,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1안 : 국가문헌보존관 스마트서고 영역의 최대 목표 수장량

(2,524,050권)을 국가문헌보존관 개관시 구축 완료(예비타당성 

보고서 기준)

2안 : 개관 첫해 이관량 규모에 맞추어 구축 후 매년 이관량에 따

른 단계별 구축

  3) 장비 구성

   - 자동서고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서고는 자동서고를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

며 스마트서고 구현을 위한 다차원적인 정보 관리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필요함

     · 통합제어기기(컴퓨터)

     · 제어관리시스템(WMS 또는 WCS)

     · 스태커크레인

     · 선반(랙)

     · 빈(Bin) : 컨테이너

   - 이 외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AGV도 자동서고 시스템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음(Valiaveetil, 2016). 

  4) 관련 시스템 연계 지원

   - 자료 이관의 용이성 및 자료 관리의 편의성 고려

   -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 국가문헌보존관 통합보존관리시스템 

및 스마트서고 관리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보존 관리 지원 

   - 국가문헌보존관 보존자료의 안정적 보존 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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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동서고 장비 도입 및 운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RFID 장비 도입 및 시스템 운영 :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는 것을 방지  

하고 배가 시간의 단축 및 즉각적인 요구 대응 시간 단축 가능 

   - 이용자 체험을 위한 견학 서비스 운영 : 스마트서고 전시체험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보존고로서의 역할 수행 외에도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이미지   

제고 가능 

  다. 운영모델

  1) 제안 모델

   - 로봇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시스템 

   - 보존 자료의 신속한 입·반출 및 체계적인 관리 지원

   - 선진적인 최신기술 활용

   - 기술의 안정성과 호환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폐가제 서가로 도서의 안전성 및 효율적 보존을 도모하며 면적 대비 적재  

가능 수장량이 많은 고밀집 서고를 제안

   - 고밀집 서고를 통해 향후 추가 건설해야 하는 보존공간의 규모 축소 및 장기

적인 건축·설비 예산 절감 고려

  2) 제안 모델 장비 상세

   - 자동화 서고 시스템(ASRS) 도입

   - 수직서가와 스태커 크레인을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입 ·

반출을 지원하는 고밀집 서고

   - 안전성이 검증된 서가 랙과 빈 박스에 자료를 보관하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진 설계 제공 

   - 자료를 보관하는 빈 박스는 수장할 자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무게 

하중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스마트서고 외의 보존서고로 이관하게 될 때

에도 이동의 편의성 및 서고 호환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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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화서고는 자료를 보존할 빈(Bin), 빈을 저장하는 랙(Rack), 빈의 운송을 

담당하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관리 및 입·반출 등에 이용되는 워

크스테이션(WorkStation)으로 구성  

구분 ASRS

장비 구성 스태커크레인, 랙, 빈, 워크스테이션

구동 방식 자동

서고 밀도 고밀집

전제사항

·최신 기술의 활용 및 지원
·장비의 오류 및 고장 등 위험성에 대한 시스템 
  안정성 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문헌보존관 시스템 간 연계
·고밀도/고효율 보관 지원
·재난(지진, 화재등)에 대한 안전성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 

고려사항

·고비용
·수직 서가 1개의 아일(aisle) 당 스태커크레인 1대
  구비 필요
·스태커크레인 고장시 해당 서가의 서비스 마비

< 표 186 > 스마트서고의 구성 및 기본 사항

   - 자료의 통합관리 및 입반출의 용이성·편의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문헌

보존관의 자료관리시스템과 자동화서고의 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3) 장서 관리 및 프로세스 관리

   - 자료의 입고에서 보존서고 배가에 이르는 과정을 ASRS를 거치면서 장서등록

과 검수를 수행

   - 장서를 보존관에 검수 및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걸러서 서고로 반입하

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 철저하고 완벽한 장서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음

   - RFID가 적용된 장서의 경우는 물리적 상태 확인이 끝난 후 자동서고에 입고

하는 순간 등록처리

   - 자동서고 내의 사이즈 별 빈(bin)은 새로 입고된 도서의 사이즈 정보를 확인

해서 어떤 빈에 위치할지를 결정 (사이즈 정보는 KOLIS MARC 정보에서   

미리 추출해서 맵핑할 수 있음)

   - 이미 적재된 도서들에 대해서는 사이즈 별로 인출하거나, 작업순서에 맞게 

목록을 만들어서 인출하는 과정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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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장서 이관에서 배가에 걸리는 시간

을 자동 서고의 활용으로 혁신적으로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

  라.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스마트서고
- 스마트서고의 정의

- 스마트서고 운영 모델(ASRS)

< 표 187 > 스마트서고 운영 계획

  마.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스마트서고 구축 설계

② 스마트서고 공사

③ 스마트서고 설치

④ 스마트서고 자료 입고 

⑤ 스마트서고 시운전

< 표 188 > 스마트서고 추진 일정

  ※ 스마트서고 관련 상세 일정 및 예산은 공간 계획 부분 참조

  7.5.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간 구축

 국가문헌보존관의 미래지향적 전략 중 하나로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공간 구축을 제안하며, 이용자는 스마트 공간을 통해 전시, 콘텐츠 열람,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 전시 서비스 

  1)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간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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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가문헌보존관의 정보자원을 초감각·초실감의 체험형 콘

텐츠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간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런던 박물관과 프랑

스 Musée des Plans-Reliefs 박물관이 있다. 영국 런던 박물관은 AR 및 VR 기술, 

프로젝터, 터치스크린 및 음향 시스템의 기술을 결합하여 런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이용자가 오감을 활용하여 이

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유물과 관련한 게임을 개발하고 디지털 모션 디스

플레이를 설치하여 콘텐츠를 전달하고 유물의 3D 모델링을 제공 중이다(최인화, 

2020; Museum of London, n.d.). 

  프랑스 Musée des Plans-Reliefs 박물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몽생미셀 

유적을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실제 몽생미셸 유적을 드론과 카

메라로 수십 만 장 촬영한 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렌더링하였다. 실제 전시

에는 몽생미셸의 축소 모델이 전시되었는데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축소 모델과 상

호작용하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유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 제스처 또는 

클릭을 통해 오디오를 재생하는 등의 확장된 콘텐츠를 구현하였다(Dedezade, 2018; 

최인화, 2020). 

  위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은 수집·구축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 및 제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이용자 서비스로서 구현·제공하기 위해 최신

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공간을 구현하여야 한다.

  2) 도입 장비

   ① 인터랙티브 월  

· 대형미디어월에 입체적인 정보를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한 3D 엔진을 

활용하여 디지털로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 

제공 

· 콘텐츠 검색 기능을 연계하여 소장중인 자료의 콘텐츠 열람 및 전동을 

통한 콘텐츠 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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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 > 인터랙티브 월을 활용한 콘텐츠 체험 예시

   ② 홀로그램 

· 시각적인 부담스러움이 적은 3차원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미지나 영상을 

구현하여 실감적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 메타버스를 체험하기 위해 HMD(Head Mounted Display), AR 글래스 등

의 부수적 장비의 착용 없이 이용자가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3

차원 디스플레이 서비스 지원

   ③ AR·VR 

· 컴퓨터 등의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자의 AR·VR 기기 착용 및 콘텐츠의 연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증강·가상 현실 체험 서비스 지원 

  3) 고려사항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의 구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 이용자의 폭넓은 체험을 위한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뢰성 높은 고품질 데이터 수집 및 확보 



- 395 -

· 장비별 구동 가능한 파일 형식을 고려한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필요

· 개발과정에서 장비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환경및 상황을 제공하도록 고려

· 활동 제약이 있는 신체적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임신부, 외국인 등

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동일한 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 

· 현장에 방문하거나 실제 만남과 유사한 실감형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험의 질 제공

   - 전시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장비 운영 및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구축

· 스마트장비의 구성 현황 및 상태, 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디스플레이 장치에 송출되는 콘텐츠의 재생주기 설정 및 구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제공

 

  4)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인터랙티브 월

 - 스마트서고를 통한 미래도서관 체험 

 - 견학·전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인터랙티브 월을 

   통한 자료의 탐색 제공 

홀로그램

 - 작가와의 만남 체험 

 - 홀로그램을 적용한 디지털 휴먼 복원을 통해 인물 

   중심의 전시 진행  

AR·VR
 - 가상체험기술을 활용한 보존복원 체험 

 -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표 189 > 전시 서비스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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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인터랙티브 월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장비 설치

② 홀로그램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장비 설치

③ AR·VR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장비 설치

< 표 190 > 전시서비스 추진 일정 

  6) 소요 예산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1,629,196 천원

   ○ 사업기간 : 36개월

   ○ 사업 내용 

    - 인터랙티브 월 콘텐츠 제작 및 장비 도입 

    -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장비 도임

    - AR·VR 콘텐츠 제작 및 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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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구분 금액

인터랙티브 월

H/W 254,000

S/W 317,256

소계 571,256

홀로그램

H/W 187,000

S/W 441,634

소계 628,634

AR·VR

H/W 208,000

S/W 221,306

소계 429,306

총  계 1,629,196

*미디어 설치 및 시공 관리비 별도 

(단위: 천원)

   ○ 산출기준

    - 2021년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최신 모델 

  나. 이용자 정보 서비스 

  1) 개요

  국가문헌보존관은 스마트 기술이 범람하는 미디어 시대에 변화된 이용자들의 요

구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접목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Lura Sanborn(2015)은 미래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 개인 도서관이

자 사서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김태영 외(2017)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

양한 스마트 장비들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변화했기

에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장비의 도입이 촉구된다고 보았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인공지능을 도입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어린

이·청소년을 위한 독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9). SKT는 구성원을 위한 T-라이브러리에 출입 기반 

무인 대출반납시스템 ALGO(Automated Library GO)를 설치하여 안면 인식 카메라

와 천장에 설치된 RFID 안테나로 생체 인증을 통해 동작하는 하는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여수 시립 이순신도서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서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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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도입해 로봇이 선반 배열 형태에 맞춰 도서를 스캔하고 AI 알고리즘을 통

해 수만 권의 장서를 6시간만에 점검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였다(곽우정, 노영희, 2021).

  위와 같은 연구 결과 중심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은 수집 및 구축한 자료를 첨단기

술을 통한 이용자 정보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도입 장비를 

제시한다.

  2) 도입장비 

   ①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서관 체험 

· 인공지능을 이용한 도서 추천 큐레이션과 로보틱스 기술을 근거리에서 

직접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자가 직접 개인화된 시스템에 의해 도서를 추천받음으로써 인공지

능을 통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체험하고, 큐레이션 받은 도서에 

대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로봇이 움직이고 도서를 꺼내오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콘텐츠와 장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

도록 활용  

· 개인화 시스템에 의한 도서 추천 큐레이션이나 카테고리를 통한 도서 

대출시, 실물자료인 경우 스마트 도서관에서 로봇을 이용한 대출을 경

험할 수 있게 하고, 전자자료인 경우 본인 소유의 디바이스나 비치된 

이용자 서비스용 장비를 통해대 열람 지원 

  

< 그림 72 > 로보틱스 스마트 도서관 장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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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태블릿 자가 대출 반납기

· 이용자가 국가문헌보존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본적 안내 및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설명 지원

· 이용자의 태블릿 대출을 통한 게이미피케이션 수행 

· 장비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체험 지원 

· 디지털 자료 대출 및 열람 지원

    

< 그림 73 > 태블릿 자가 대출 반납기 장비 

예시

  ③ 키오스크  

· 국가문헌보존관의 시설안내 및 콘텐츠(큐레이션, 홍보 영상 등) 송출

· 스마트도서관의 기능 지원(반납) 및 챗봇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지원

  ④ 로봇 

· AI 및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문헌보존관 업무 및 서비스를 지

원하는 로봇 제공

· 실물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보존서고와 작업실을 왕복하며 자료

를 운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자율이동 로봇

· 국가문헌보존관 방문 이용자에게 흥미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첨단 로봇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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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려사항 

   - 국가문헌보존관의 미래지향적 전략의 일환으로 신기술의 선제적 포용 및   

선도 

   - 이용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신기술 활용 

· 최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 이용자의 국가문헌보존관 접근성 향상 

   - 기술의 안정성 제고

· 오류 및 손상, 기타 사고 등의 위험성 검증 

·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  

  4) 운영계획 및 정보화시스템 업무 관련성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 업무 연관성

태블릿 자가 대출 반납기
- 스마트서고를 통한 미래도서관 체험

- 이용자의 태블릿 대출을 통한 게이미피케이션 수행 

로봇(AMR)
-스마트서고를 통한 미래도서관 체험

-피킹 및 자율 운송 로봇을 통해 이용자 체험 제공 

< 표 191 > 정보서비스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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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로보틱스 스마트 도서관

② 태블릿 자가 대출 반납기

③ 키오스크

④ 로봇

< 표 192 > 정보서비스 추진 일정

  6) 소요 예산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980,441 천원

   ○ 사업기간 : 12개월

   ○ 사업 내용 

    - 로보틱스 스마트 도서관 도입

    - 태블릿 자가 대출 반납기 도입

    - 키오스크 도입

    - 로봇 도입

   ○ 산출내역 

구분 금액

로보틱스 스마트 도서관 H/W, S/W 800,000

태블릿 자가 대출 반납기 H/W, S/W 44,400

키오스크

H/W 9,000

S/W 55,000

소계 64,000

로봇 H/W, S/W 72,041

총  계 980,441

*설치 및 시공 관리비 별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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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준

    - 2021년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최신 모델 

   

 7.6 국가문헌보존관 정보 인프라 구축 

  7.6.1 정보 인프라 구성

가. 개요 

  정보인프라는 국가문헌보존관 전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웨어, 콘텐

츠웨어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정보

자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특히 국가문헌보존관의 건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

게 국가문헌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디지털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계성, 확장성, 안정성을 고려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나. 추진전략

- 국가문헌보존관의 건립목적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웨어, 콘텐츠웨어 구축

- 국가문헌보존관의 직원, 업무관계자, 이용자의 안정적인 업무 및 서비스 지

원을 위한 인프라 구성

- 국가문헌 자료의 보존 기능 강화 및 복합문화 공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하는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성

- 국가문헌보존관에서 처리될 매체별·유형별 보존 및 복원 처리 최적화와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국가문헌보존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보존관리시스템과 데이터분석시스템 

등 향후 자료 보존 및 데이터 처리․분석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성 

- 국가문헌보존관 자료의 확장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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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과제

  1) 안정적 정보통신 아키텍처 구성

   - 성능 이슈/장애/재해로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성, 업무연속성  

고려

   - 서버의 OS는 UNIX를 중심으로 하며, 필요시 리눅스나 Windows로 구성

㉮ 보존업무처리 핵심 업무시스템 WAS는 WAS 자체 클러스터링을 통한 

고가용성 확보 

㉯ 핵심 DB 서버는 HA 구성 등을 통해 고가용성 확보 

㉰ DB서버와 AP서버(WEB, WAS, 응용프로그램)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2) 서버 및 스토리지 구성

   -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과 업무의 복잡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DB 서버, WAS  

서버, 응용시스템 스토리지의 용량 산정

   - 총 사용자 수, 동시 사용자 수, 분산 트랜잭션 처리 수, 타임피크 보정,   

어플리케이션 구조보정, 네트워크 보정 등 항목에 따라 CPU와 Memory   

용량을 결정

   - 확장성을 고려한 스토리지 선정: 통합 스토리지, 벡업 LTO, SAN Switch  

용량 산정 및 시스템 구성

   - 서버 시스템 운영 업무

㉮ 기초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서버 관리 등 시스템 모니터링 

㉯ 내부 자원관리시스템 및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협력 및 연계 체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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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4 > 국가문헌보존관 인프라 구성 

  3) 이중화 및 보안 시스템 구성

   - 시스템 이중화: 멀티 서버 구성, L4 스위치를 통한 Web 서버

   - 시스템 클러스터링: DB 이중화 구성, 하드웨어 클러스터링 기술 적용

   -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 데이터 백업 및 복구체계, DB 및 WAS 시스템 

운영체제의 RAID 구성, 계획된 정기적 백업

   - 주요 부품의 이중화 및 I/O 채널 다중화: 서버 및 통합 스토리지 주요 부품 

이중화, 주요 서버와 통합 스토리지 간의 I/O 채널 다중화 구성

   - 보안 시스템 운영 업무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및 전략 수립

㉯ 외부 연계기관 보안 설정 및 유지보수

㉰ 침입 및 차단 관리

   - 서버보안 구축

㉮ 운영체제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버 시스템 내에서 보유 

중인 중요정보(파일) 등의 위/변조 방지, 서비스 보호 및 시스템 해킹을 

막기 위한 시스템 보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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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헌보존관의 모든 서버 장비에 대한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보안 

구성

㉰ 서버 보안 핵심 기능(파일 접근 및 통제,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통제, 

인증 및 식별, 보안감사 및 추적, 통합집중관리, 관리자 권한분리)

  4)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 완벽한 망분리와 방화벽 장비의 부하분산의 검증 확인

   - 최적화를 위한 각 L4 스위치 장비별 구성 및 설정 확인

   - 여유 포트 및 모듈을 통한 확장성 제공 확인

   -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성능 방화벽 도입

   -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업무

㉮ 시스템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네트워크 자원할당 및 트래픽 제어  

   - 무선네트워크 구축

㉮ 음영지역 최소화 옥외 AP 구성 

㉯ 주요장비(컨트롤러, 인증서버) 이중화 구성을 통한 안정성 강화 

㉰ 보안성을 고려한 무선 네트워크 구축(인증서버 및 무선 컨트롤러를   

통한 중앙집중 관리체계를 통한 보안성 강화, 무선의 상대적인 보안성 

취약점을 고려하여 업무망이 아닌 이용자망에 무선 네트워크 구축) 

㉱ 이용자 그룹별 네트워크 접근제어를 통한 보안성 강화

  5) 케이블 인프라 구성

   - 보안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망별로 케이블을 분리 구성

   -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한 식별표 부착, 선번장 최신화 유지

   - 컴퓨터실 내 광케이블과 UTP 케이블은 별도의 트레이에 설치하여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 국가문헌보존관 층간과 전산실 케이블 시공

   - 국가문헌보존관 주요 시설 내, 시설 간 (건물)연결용 광케이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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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백업 시스템 구성

  - 국가문헌보존관의 백업 대상 범위는 국가문헌보존관의 자료와 국립중앙도서관

의 데이터 백업을 모두 포함  

  - 국가문헌보존관의 백업 시스템 구성은 국립중앙도서관 백업 체계를 참고하여 

1차 VTL 백업, 2차 Tape 백업, 3차 백업(소산)으로 구성함

  

< 그림 75 > 백업시스템 구성도

   

  - DBMS 백업: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법 등 백업정책 수립

  - 콘텐츠 파일 백업: 운영시스템 파일, 사용 소프트웨어 파일 백업, 콘텐츠    

데이터 파일 백업을 주기적으로 수행

  - 백업 시스템 운영 업무

㉮ 백업 관련 시스템 설치 및 교육

㉯ 스토리지 등 저장공간 모니터링 및 관리

㉰ 백업 스케줄 조정 및 백업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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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업 설계의 기본 방향

구분 상세 구성 방향

NAS 등 스토리지 

신규 도입 및 

재구성

 원문DB, 웹 아카이빙 대용량 데이터 보존을 위한 NAS 스토리지  

도입

 SAN 스토리지 및 SAN Switch 등 도입

 신규 NAS 스토리지와 기존 NAS 스토리지 재구성

백업전용 네트워크 

분리 및 NAS 전용 

백업 구성 

 기존 및 신규 NAS 스토리지에 대한 전용 백업 구성

 네트워크 백업시 서비스 네트워크에 영향없는 네트워크 분리 

스토리지 데이터  

복제 구성

 디스크 복제 솔루션을 이용 1차 백업

 디스크 복제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1차 VTL 이용 백업

 디스크 복제 솔루션을 이용하여 복제된 데이터와 VTL 백업 데이

터는 테이프 백업 장치를 이용하여 2차 백업

백업정책 검토  데이터의 중요성 및 변경 주기 등을 고려하여 백업정책 검토

백업장비 추가 도입 

및 재구성

 신규 및 기존 NAS 장비의 백업 장치 신규 도입

 백업 장치 신규 도입에 따른 백업 정책 재설계

 기존 백업 장치와 신규 백업장치 재구성 설계

< 표 193 > 백업시스템 구성 방향

  - 백업시스템 구축과 실제 백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문헌보존관 간의 관계 

정립 및 백업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함 

   ① 1단계 구성안

·NAS 등 신규 스토리지 도입과 구성단계로 NAS 스토리지 및 SAN 스토리

지를 별도 분리하여 신규 도입

·크기가 큰 주요 데이터는 신규 NAS 스토리지에 이관하여 NAS를 재구성

하고 SAN 스토리지 볼륨 데이터는 신규 SAN 스토리지에 이관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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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 > 백업 스토리지 구성도

② 2단계 구성안

·백업전용 네트워크 분리 및 NAS 전용 백업 구성으로 보존센터 내부 

서버팜 영역과 본관(통합전산센터)에 백업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NAS 스토리지에 대한 백업 및 복제 경로로 활용하고 양 기관간 SAN 

스위치를 이용하여 SAN 백업 및 SAN 스토리지 복제 경로로 활용함

< 그림 77 > 백업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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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단계 구축 후 백업 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자연재해 혹은 재난과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문헌보존관의 입수부터 보존까지의 관련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

한 안전한 보존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DR센터 구성 계획 및 예산 

확보 필요 

 

< 그림 78 > 중장기 과제 DR 센터 구성 개념도

라.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안정적 정보통신 아키텍처 구성

② 서버 및 스토리지 구성

③ 이중화 및 보안 시스템 구성

④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⑤ 케이블 인프라 구성

⑥ 백업 시스템 구성

< 표 194 > 정보 인프라 구성 추진 일정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센터 국가문헌보존관 전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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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2022년~23년도)

   ○ 소요예산: 99,572 천원

   ○ 사업기간: 6개월

   ○ 사업 내용

    - 안정적 정보통신 아키텍처 구성: 향후 실 구축될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를 위한   

컨설팅 작업

   ○ 산출내역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소요제기 6.3 O

12.5 

조직규모 0.6 

1.008 

타당성  분석 7.2 0.0 업무처리유형 1.6 

정보 

전략

마스

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7.2 0.0 사용자참여도 1.0 

정보구조  

정의
6.4 X 기존시스템 0.7 

기술현황  

분석
6.6 X 현장방문요구 1.0 

정보관리조

직분석
6.4 0.0 업무의 특수성 1.5 

시스템구축

전략 

및  계획  

수립

6.2 O 수행기간 1.0 

제안요청서  작성 6.3 X 사용양식의  수 1.0 

컨설팅지수 계산 12.600 

공수(해당연도) 8,069 

직접경비 0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99,572 

*산출근거: 2021년 적용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중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컨설팅지수 활용

(단위: 천원)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227,478 천원

   ○ 사업기간: 6개월

   ○ 사업 내용

    - 안정적 정보통신 아키텍처 구성: 1차년도 구성 아키텍처 보완 및 수정, 신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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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반영(설계변경, 보존관 조직(부서, 인원) 변경사항 반영, 확보된 정보화예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 산출내역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소요제기 6.3 O

31.8 

조직규모 0.6 

1.008 

타당성  분석 7.2 0.0 업무처리유형 1.6 

정보 

전략

마스

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7.2 0.0 사용자참여도 1.0 

정보구조  

정의
6.4 O 기존시스템 0.7 

기술현황  

분석
6.6 O 현장방문요구 1.0 

정보관리조

직분석
6.4 0.0 업무의  특수성 1.5 

시스템구축

전략 

및  계획  

수립

6.2 O 수행기간 1.0 

제안요청서  작성 6.3 O 사용양식의  수 1.0 

컨설팅지수 계산 32.054 
공수(해당연도) 8,069 

직접경비 0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227,478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21,504,000 천원

   ○ 사업기간: 6개월

   ○ 사업 내용

    - 운영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 백본 및 보안 시스템

    - 서버 소프트웨어 

    - 백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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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 운영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구분 사양 수량 단가 금액

국가문헌보존관 

온라인 플랫폼 

구축

WEB

2U Server, Xeon Gold 6246R 16C 

3.4GHz * 2CPU (32Core) / 512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 1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2 70,000 140,000 

WAS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4CPU (64Core) / 

1,024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2 110,000 220,000 

DB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4CPU (64Core) / 

1,024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OS 포함

4 110,000 440,000 

자료 보존 

시스템

WEB/

WAS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4CPU (64Core) / 

1,024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4 110,000 440,000 

DB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8CPU (128Core) / 

2,048GB MEM / 960GB SSD * 32 / 

1GbUTP *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2 220,000 440,000 

매체변환 

솔루션 

서버

2U Server, Xeon Gold 6246R 16C 

3.4GHz * 2CPU (32Core) / 512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 1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2 70,000 140,000 

디지털 보존 

시스템

WEB/

WAS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4CPU (64Core) / 

1,024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4 110,000 440,000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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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8CPU (128Core) / 

2,048GB MEM / 960GB SSD * 32 / 

1GbUTP *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2 220,000 440,000 

에뮬레이

션 서버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8CPU (128Core) / 

2,048GB MEM / 960GB SSD * 32 / 

1GbUTP *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3 / Power 이중화 

/

2 220,000 440,000 

포렌식

저장소

(storage)

Dual SAS IO Modules, 3.84TB 

1DWD 2.5" SSD * 24
2 130,000 260,000 

데이터분석   

시스템

(데이터분석 및

활용체계구축) 

WEB

2U Server, Xeon Gold 6246R 16C 

3.4GHz * 2CPU (32Core) / 512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 1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4 70,000 280,000 

WAS

(분석

서버

포함)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4CPU (64Core) / 

1,024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12 110,000 1,320,000 

DB

2U 4CPU Server, Xeon Gold 6242 

16C 2.8GHz * 8CPU (128Core) / 

2,048GB MEM / 960GB SSD * 32 / 

1GbUTP * 1 /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6 220,000 1,320,000 

검색
검색엔진

서버

2U Server, Xeon Gold 6246R 16C 

3.4GHz * 2CPU (32Core) / 512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 1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1 70,000 70,000

이용자
이용자DB

서버

2U Server, Xeon Gold 6246R 16C 

3.4GHz * 2CPU (32Core) / 512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 1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1 7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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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본 및 보안 시스템 구성

보안서버 보안(PC)

1U Server, Xeon Gold 5217 8C 

3.0GHz * 2CPU (16Core) / 256GB 

MEM / 960GB SSD * 8 / 10Gb 4P 

SFP+ * 2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2 40,000 80,000 

합계 6,320,000

구분 사양 수량 단가 금액

백본네트워크

장비

백본

스위치

o Slot 수 : 10 slot 

o Backplane 용량 : 720Gbps (CPU 

A-A사용시 1.4Tbps)

o Management Engine 이중화

o Power supply 이중화

o 48port 10/100/1000Base-T

o 30port 1000Base-X (24개 Mini GBIC)

20 15,000 300,000

워크그룹

스위치

o 24Port 10/100Base-T, 

2port 1000Base-X (Mini GBIC 포함) 

o PoE 지원

o 보안기능 지원(DoS, DDoS, Flooding, 

Spoofing, Scanning 등 다양한 Attack 

실시간 차단)

50 2,000 100,000

L4스위치
o 8포트 1000Base-X  또는 8포트  

10/100/1000Base-TX
20 2,000 40,000

사설망용

L3스위치

24Port 10/100/1000Base-T 2port 

1000Base-X (Mini GBIC 포함)
4 2,000 8,000

사설망용

L3스위치

48Port 10/100/1000Base-T, 2port 

1000Base-X(Mini GBIC 포함) 
4 2,000 8,000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

802.11a/b/g/n AP 지원

1,000 user 지원 가능

Giga Ethernet port 4 port 지원

암호화시 4Gbps 지원(3DES, 

AESCBC256)

고가용성 : N+1 의 이중화 및 리던던

시 (VRRP) 지원 

무선랜 관리기능 포함

4 5,000 20,000

내부 AP IEEE 802.11a/b/g/n 지원 150 100 15,000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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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소프트웨어

유선 Interface : 10/100 Base T(RJ-45) 

1Port

보안 : 802.11i 및 WPA2 지원

외부 AP

IEEE 802.11a/b/g/n 지원

유선 Interface : 10/100 Base T(RJ-45) 

1Port

보안 : 802.11i 및 WPA2 지원

20 200 4,000

인증서버

1U Server, Xeon Gold 5217 8C 

3.0GHz * 2CPU (16Core) / 256GB 

MEM / 960GB SSD * 8 / 10Gb 4P 

SFP+ * 2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1 40,000 40,000

보안시스템

IPS
o 국가정보원 CC인증 (EAL3+)  

o 전용 OS 기반의 H/W 일체형
4 20,000 80,000

방화벽
o 국가정보원 CC인증 (EAL 3+ )

o 전용 OS 기반의 H/W 일체형
16 20,000 320,000

웹방화벽
o 국가정보원 CC인증 (EAL 4)

o 전용 OS 기반의 H/W 일체형
4 40,000 160,000

합계 1,095,000

구분 주요 기능 수량 단가 금액

웹서버 (외부)

Webtob *２식

- 웹서비스용
10 2,000 20,000

DB서버 - DBMS(80Core) 80Core 5,000 400,000

검색엔진 - 검색서버용, 4Core(다국어 색인) 1 500,000 500,000

WAS

- 웹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J2EE 

표준준수, 다중노드 세션클러스터링 

및 부하조절

18 9,000 162,000

서버보안 OS

- 파일접근 및 통제 기능 제공

- 인증 및 식별 기능 제공

- 보안감사 및 추적기능 제공

- 통합집중관리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분리 지원

42 3,000 126,000

PKI툴킷 - 웹구간 암호화 18 2,000 36,000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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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시스템

구분 세부 항목 상세내역 수량 비용 합계

저장

장치

통합스토리지
Usable 70,000TB (NAS, SAN, FC 

디스크), 복제솔루션
1 2,000,000 2,000,000

통합복제스토리지
Usable 70,000TB (NAS, SAN, FC 

디스크), 복제솔루션
1 2,000,000 2,000,000

NAS복제스토리지
Usable 100,000TB, SATA 디스크, 

복제솔루션
1 3,000,000 3,000,000

백업 

장비

LTO LTO, 테이프 미디어 1 2,000,000 2,000,000

VTL Usable 100,000TB, SATA 디스크 1 3,000,000 3,000,000

백업서버

2U Server, Xeon Gold 6246R 16C 

3.4GHz * 2CPU (32Core) / 512GB 

MEM / 960GB SSD * 16 / 1Gb 

UTP * 1 /10Gb 4P SFP+ * 2 / 

16G HBA 2P * 2 / Power 이중화 

/ OS 포함

8 70,000 560,000

백업S/W 1식 1 200,000 200,000

백업 

네트

워크

L3스위치
24Port 10/100/1000Base-T 2port 

1000Base-X (Mini GBIC 포함)
4 2,000 8,000

SAN스위치
4Gbps 대역폭의 FC 32 port 이상

(GBIC 모듈 포함)
4 3,000 12,000

광케이블 공사

광케이블 24Core 이상(네트워크 

8Core, SAN 8Core, 여유 8Core 이

상)

1 11,000 11,000

합계 12,791,000

(단위: 천원, VAT포함)

- 전자서명 지원, 인증서 관리

- ActiveX기반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자동설치와 자동설정   

및 자동 Update 기능 지원

DB 보안툴킷 - DB 데이터 필드 암호화 제공 18 3,000 54,000

합계 1,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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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전산실 구성

  가. 개요 

  전산실은 국가문헌보존관의 정보 인프라 핵심 운영시설로 시설 자체의 보안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의 전산실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

관과 동일 혹은 호환 가능한 장비로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장비 이전 및 

운영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업무시스템 및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장비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나.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산실의 구성은 접근통제 

설비, 전기 및 공조시설, 소방시설 등으로 구성 

- 전산실에는 랙, 스위치, 통합서버관리도구, 부대장비 등을 배치 

- 증설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한 장비 배치 

- 전산실 자체의 물리적 보안 시설 구성

- 내진, 누수, 화재, 단전 대응 환경 구성 

  다. 추진과제

  1) 전산실 환경 구축

   - 전산운영에 최적화된 Layout 구성

㉮ System 운영공간과 부대시설 공간 분리 및 확장공간 확보

㉯ 장비간 충분한 유지보수 공간 및 이동동선 확보

㉰ 전산실 전 구간 수평 Level의 전도성 이중마루 설치

㉱ 누수위험시설 격리/누수방지턱 설치 및 컴퓨터실 외곽전체 누수감지  

센서 구성

  2) 이중화 전원공급 구성

   - 무중단 전원공급을 지원하는 이중전원공급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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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회선 수전 및 비상발전기

㉯ 백업변압기 확보

㉰ 고성능 UPS를 통한 UPS 병렬 구성

㉱ 전압공급별 분전반 이중화

㉲ 서버 Rack별 이중전원 배선

㉳ 전산실 내 통신(F/O, UTP)과 전원트레이 구분 설치

㉴ 시스템용, 분전반 외함, 이중마루 및 Rack 외함 접지 시공

㉵ UPS와 항온항습기의 전원계통 분리

  ※ ㉮, ㉯는 건설사 시공 시 포함  

  3) 전산실 구성

   - 전산실 구성 설비 및 기기로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백업 랙을 구성

   - 자동전압조정기(AVR), 항온항습기(공냉/수냉 등 적정 방식 제안, 대용량 공조 

그릴 배치),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부대장비 

   - 통합서버관리도구, 출입 장치 구성 

  4) 망간 자료 연계체계 구성

   - 보안 강화를 위한 망 연계

  5) 운영환경 백업 및 복원체계 구축

   - 재해복구시스템 구성

   - 데이터 복제(전송) 방식 

   - 운영실 환경구축: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 구성과 운영실 콘솔 내 

UPS 전원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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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산실 보안설비

   - CCTV 설치 및 감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산실 보안 출입장치

   - 출입관리시스템

  라. 추진 일정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① 전산실 환경 구축

② 이중화 전원공급 구성

③ 전산실 구성

④ 망간 자료 연계체계 구성

⑤ 운영환경 백업 및 복원체계 구축

⑥ 전산실 보안설비

< 표 195 > 전산실 구성 추진 일정

  마. 연도별 소요 예산

  □ 2단계(2024년도) 

   ○ 소요예산: 500,000 천원

   ○ 사업기간: 2개월

   ○ 사업 내용

    - 전산실 환경 구축(이중마루 설치), 누수위험시설 격리/누수방지턱 설치 및 컴퓨

터실 외곽전체 누수감지센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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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구        분 세부 내역 수량 금액 비고

환경구축

이중마루 

구성

· 100평기준

· 600mmx600mmx35T이상

· 300kg/㎠이상의 하중강도

· 직각도 한 변 길이의 0.1% 

이하 평판도 주변부에서 

1.0mm이하, 중앙 및 그 밖

의 부위에서 2.0mm 이하

· 지지대 구성 필요

· 전도성타일 구성

· 공조용 스틸 그릴(100장)

· 이중마루 Hole 타공 및 고무

패킹

· 전도성 왁스마감 실시

1식 400,000

실구축시 

건축환경

에 따른 

변경 적용 

필요

누수공사

· 누수위험시설 격리/누수방지

턱 설치 및 전산실 외곽전체 

누수감지센서 구성

1식 100,000

인건비, 

재료비 

포함

소     계 500,000

합     계 500,000 -

(단위: 천원)

*환경구축의 경우 정확한 단위 및 산출근거 정산이 어려워 전문가자문을 거쳐 현재 전산실 

규모(100평)를 평당기준으로 산출함(마루구성 평당 4백만원, 누수공사 100백만원). 평당구축

비는 물품비, 인건비, 재료비 등을 모두 포괄함.

  □ 3단계(2025년도)

   ○ 소요예산 : 3,000,000 천원

   ○ 사업기간 : 10개월

   ○ 사업 내용 

    - 이중화 전원공급 구성, 전산실 구성, 망간 자료 연계체계 구성, 운영환경   

백업 및 복원체계 구축, 전산실 보안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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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

구            분 세부 내역 수량 금액 비고

이중화전원

UPS

· 200KVA(입출력,380V 3P 60HZ) / 

UPS 바닥 베이스 및 SNMP Card 2set 

포함, UPS 배터리 포함

4식 200,000
인건비 

포함

항온항습기

· 공냉식 20RT, 하향송풍방식, 배관공

사 실외기 포함

· 실내기~실외기간 냉매배관, 급수 및 

드레이 배관 시공

6식 480,000
인건비 

포함

소     계 680,000

전기 및 

네트워크

전기공사

· 분전반 6개, 케이블 트레이, 잡자재 

인건비 포함

· UPS실내 간선 케이블 및 접지 케이

블 포설

· PM Panel ~ 항온항습기 4대 전원케

이블 포설

· 컴퓨터실 분전반 ~ 각 서버간 전원

배선 시공

· 컴퓨터실 하부 하이테크 바닥 트레

이 시공(110평 기준)

· 랙 접지 및 이중마루 접지(110평) 

설치

· 실내기~실외기간 냉매배관, 급수 및 

드레이 배관 시공

1식 500,000

인건비 및 

기자재비 

포함

랜 · Lan Cable 및 전원설비공사 1식 1,000,000
인건비포

함

기자재 · Router, Hub 등 부 기자재 1식 800,000
인건비포

함

소     계 2,300,000

전산실 보안

CCTV카메라

· CCTV 설치 및 감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산실 보안 출입장치

· 출입관리시스템

10식 10,000
인건비포

함

DVR · HDD 2TB 내장 1식 2,000

모니터 · 일반모니터 32형 2식 1,000

지문인식 등 

출입보안

·  도어폰 지원을 위한 마이크, 

스피커 내장
·  운영방법: 지문, 비밀번호, 

지문+비밀번호카드, 카드+지문, 
카드+비밀번호(RF모델)
·  배선 및 설치 포함(출입카드 포함)

1식 1,000
인건비

포함

소     계 14,000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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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

사무환경

.LCD 모니터 6대 설치기준   
 콘솔 데스크 제작 및 설치 

사무용책상
이동서랍장
사무용의자

1식 2,000

UPS배선
 .UPS전원공급용 분전반 1면
 .UPS 분전반 간선배선 및 
  콘솔Desk 내부 전원배선

1식 2,000

FMS
FMS배선

.온습도 감지기 6개
 .온습도 DIC 모듈 6개
 .화재,항온항습기용 모듈 1개
 .UPS 신호 연계
 .배선공사

1식 2,000

소계 6,000

합     계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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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별 예산계획안

 8.1 운영예산

  운영비는 건축 완료 후에 시설의 가동되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단

위로 산정한다. 운영비는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사업비, 시설운영비, 보존서고를 

위한 소모품성 경비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운영비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가늠해 보

기 위해서 10년간의 비용을 추산하여 정리하였다. 일반 운영비는 물가상승율 2.6%

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세부항목 예타보고서(2020) 1안 2안

인건비

2018년 공무원 평균임금 

추정 후 

연봉 단가 적용

 전체인원(111명)기준

 2024년 공무원 평균 

임금 단가 적용
단계별 

인력선발계획 반영

2024년 (97명) 기준
인건비성 경비

국립중앙도서관 정원당 

단가 제시

 전체인원(111명)기준

 사업계획서 단가 

적용

장서이관비용

(특별사업)

이관 장서량 및 이관 비용 

자료 제시

 산출 장서량에 

2024년 기준 현실성 

있는 단가 적용

 산출 장서량에 

2024년 기준 현실성 

있는 단가 적용

시설

운영

비

시설관

리비

국립중앙도서관 면적당 

시설관리비 단가 제시

 국가문헌보존관 전체 

면적 기준

 2024기준으로 

사업계획서 단가 

적용

 국가문헌보존관 전체 

면적 기준

 2024기준으로 

사업계획서 단가 

적용
공과금

국립중앙도서관 면적당 

공과금 단가 제시

보험료
보상배율 및 보험료율 

제시

 사업계획서 장서량에 

2018년 기준 도서 

평균정가를 

2024기준으로 조정

 사업계획서 배상비율 

및 보험료율 적용

 사업계획서 장서량에 

2018년 기준 도서 

평균정가를 

2024기준으로 조정

 사업계획서 배상비율 

및 보험료율 적용

< 표 196 > 운영비 산정 방식 요약표

 가. 인건비 추정

  운영비 추정의 기준 및 운영 예산의 일관성과 비교를 위해 예타보고서의 산정기

준에 따라 산정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2021년 기준 공무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1.4%의 임금상승율을 감안한 2024년 기준 인건비로 추산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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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보고서에서는 인건비를 산정할 때 본관조직에서 이전하는 인원과 충원하는 

인원을 나누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24년에는 조직이 구성된 이후로 가정하고 전

체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인건비의 산정은 보존관 관장 포함 111명의 전체 인력을 

배정받았을 경우를 1안으로 하고, 단계적 인력구성에 의해 최소 구성인 97명으로 

산정한 것을 2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준인원의 검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력을 산출하였다.

  1) 전체 인력계획안을 반영한 경우(1안)

 1단계 2023년 신규인력: 12명 조기 선발

 2단계 2024년 전체 인력구성 및 배치: 15명 이전 발령, 84명 선발

  2) 단계적 조직구성안을 적용한 경우(2안)

 1단계 2023년 신규인력 : 12명 조기 선발

 2단계 2024년 개관: 15명 이동발령, 70명 선발

 3단계 2025년부터 단계적 14명 충원

  운영비의 기준을 잡을 때 2024년의 개관 이후로 산정하지만, 대규모 장서 이전을 

앞두고 사전 준비팀이 가동되고 실제 근무할 인력이 선발되는 시기는 조직구성이 

2023년에 완료되는 시점으로 잡았고, 신규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준비팀을 구성

하는 것을 가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2023년부터 반영하였다.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시행 2021. 5. 5.] [인사혁신처고시 제2021-3호, 2021. 4. 29., 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3

<고시금액>

○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50,000원

< 표 178 >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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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기본계획(2018) 1안 2안

인원

이전인원 15 15 15

충원인원 46 96 82

개관 이후 충원 29 0 14

합계 90 111 111

인건비
2024년 평균연봉 66,934

연간인건비 4,082,994 7,429,710 6,492,630

< 표 198 > 인건비 추정기준 (단위: 천원)                 

단계적 충원 기준연봉
1안 2안

기준인원 연간인건비 기준인원 연간인건비

2023년 66,010 12 792,122 12 792,122

2024년 66,934 111 7,429,710 97 6,492,630

2025년 67,871 111 7,533,726 99 6,719,269

2026년 68,822 111 7,639,198 101 6,950,982

2027년 69,785 111 7,746,147 103 7,187,866

2028년 70,762 111 7,854,593 105 7,430,021

2029년 71,753 111 7,964,557 107 7,677,546

2030년 72,757 111 8,076,061 109 7,930,547

2031년 73,776 111 8,189,126 111 8,189,126

2032년 74,809 111 8,303,774 111 8,303,774

2033년 75,856 111 8,420,027 111 8,420,027

2034년 76,918 111 8,537,907 111 8,537,907

(단위: 천원)

< 표 199 >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추정 비교



- 426 -

나. 인건비성 경비 추정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성 경비와 인원당 단가를 인건비 인상율과 같은 폭으로 인

상분을 반영하여 2023년, 2024년 각각 기준 단가로 산정하고, 매년 기준단가를 제시

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산정하였다. 이 인건비성 경비의 산정은 1안과 2안으로 제시

하였다.15)

  

15)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에 
사용한 기준과 동일, 예산금액은 2024 기준으로 반영.

세부내역 2024년 기준 합계 국립중앙도서관 인원 인원당 단가

특근매식비 127,644

1,272,998 321 3,966

피복비 23,584

급식비 240,061

복리후생비 164,443

여비(국내) 201,748

여비(국외) 373,802

업무추진비 141,717

< 표 200 > 인건비성 경비 산정 기준 (단위: 천원,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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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안 2안

인원 적용단가 인건비성 경비 인원 적용단가 인건비성 경비

2023 12 3,911 46,932 12 3,911 46,932

2024 111 3,966 440,199 97 3,966 384,678

2025 111 4,021 446,361 99 4,021 398,106

2026 111 4,078 452,611 101 4,078 411,835

2027 111 4,135 458,947 103 4,135 425,870

2028 111 4,193 465,372 105 4,193 440,217

2029 111 4,251 471,888 107 4,251 454,883

2030 111 4,311 478,494 109 4,311 469,872

2031 111 4,371 485,193 111 4,371 485,193

2032 111 4,432 491,986 111 4,432 491,986

2033 111 4,494 498,873 111 4,494 498,873

< 표 201 > 인건비성 경비 (단위: 명, 천원)                       
     

  전체 인력으로 운영비 추정 결과 2023년부터 10년간 운영비는 위 <표 201>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다. 시설운영비

  시설관리비는 기관운영 경비 중 시설유지보수 비용, 공과금, 장서에 대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시설비의 정확한 비용추계는 건물 완성 이후 가동이 되어야 가능

하므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면적당 시설관리 및 공과금 내역, 장서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다.

 

구분
연도별 금액

평균 면적 단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설
관리비

3,213,516 3,314,378 3,347,907 2,739,405 3,473,060 3,217,653

97,723

3,293

공과금 1,298,801 1,096,445 1,037,045 1,057,000 1,057,000 1,109,258 1,135

< 표 202 > 국립중앙도서관 시설관리비, 공과금 연도별 내역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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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면적 적용단가 연간 발생
금액

2024년 기준 
금액

시설관리비 51.024㎡ 32.93 1,680 1,828

공과금 51.024㎡ 11.35 579 630

합계 2,259 2,458

< 표 203 > 시설관리비 및 공과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시설운영비 인상율반영

2024년 2,569 2,569

2025년 2,569 2,636

2026년 2,569 2,704

2027년 2,569 2,774

2028년 2,569 2,846

2029년 2,569 2,920

2030년 2,569 2,996

2031년 2,569 3,074

2032년 2,569 3,154

2033년 2,569 3,236

2034년 2,569 3,320

< 표 204 > 시설운영비 10년간 추산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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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료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보험의 산정 요율에 따라 장서당 보

험 단가를 계산하고, 장서이관 규모에 맞추어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도서평균정가 보상배율 권당 보험가액 보험료율 보험단가

16 3.0 49 0.05% 0.02

< 표 205 > 보험표 단가 추정 (단위: 천원)

  2024년 기준으로 장서이관이 진행되었을 때 매년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누

적 장서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매년 장서가 누적되기 때문에 누

적된 장서의 연간 보험료 금액을 적용단가로 계산하고, 누적장서량에 당해 기준 

2.6% 물가상승율만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보험료는 요율의 변동은 크지 않고, 

장서량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마. 보존환경 관리비

  보존관에 자료 이관이 시작되고 서고환경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항진균제, 기타용

역, 소독 처리 등의 보존 관련 예산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로 산정

하였다.

연도 이관장서량 누적장서량 적용단가 연간보험료 인상반영

2024년 2,000,000 2,000,000 0.02 40,000 41,040

2025년 2,000,000 4,000,000 0.02 80,000 82,080

2026년 2,456,399 6,456,399 0.02 129,128 132,485

2027년 266,532 6,722,931 0.02 134,459 137,955

2028년 266,532 6,989,463 0.02 139,789 143,424

2029년 266,532 7,255,995 0.02 145,120 148,893

2030년 266,532 7,522,527 0.02 150,451 154,362

2031년 266,532 7,789,059 0.02 155,781 159,831

2032년 266,532 8,055,591 0.02 161,112 165,301

2033년 266,532 8,322,123 0.02 166,442 170,770

2034년 266,532 8,588,655 0.02 171,773 176,239

< 표 206 > 장서이관사업비 10년간 추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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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천원) 비고

서고 항진균제 설치 20,000 17,000원/49.5㎡×100개×12월

보존자료 소독처리 30,000 소독액 연간 30,000,000원

보존서고 관리소모품비 50,000 레이블, 박스 및 기타

합계 100,000

< 표 207 > 보존환경 관리를 위한 소모성 경비

  보존환경 관리비는 개관 이후 정확한 운영비 산정이 필요하므로 매년 동일 

금액으로 운영비에 반영하였다.

바. 10년간 운영비 추산

  매년 운영비로 지출되는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시설운영비, 보험료의 연간 

지출규모를 10년간 추계하여 <표 208>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도
인건비
(1안)

인건비성 
경비(1안)

시설
운영비

보험료
보존

소모품
합계

2023 796,816 46,932 0 0 843,748

2024 7,495,850 440,199 2,500,000 40,680 100,000 10,576,729

2025 7,623,279 446,361 2,542,000 81,360 100,000 10,793,000

2026 7,752,875 452,611 2,586,000 131,323 100,000 11,022,809

2027 7,884,674 458,947 2,629,000 136,744 100,000 11,209,365

2028 8,018,713 465,372 2,674,000 142,166 100,000 11,400,251

2029 8,155,031 471,888 2,720,000 147,587 100,000 11,594,506

2030 8,293,667 478,494 2,766,000 153,008 100,000 11,791,169

2031 8,434,659 485,193 2,813,000 158,429 100,000 11,991,281

2032 8,578,048 491,986 2,861,000 163,851 100,000 12,194,885

2033 8,723,875 498,873 2,909,000 169,272 100,000 12,401,020

< 표 208 > 10년간 연간 운영비 추산(1안)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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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건비
(2안)

인건비성 
경비(2안)

시설
운영비

보험료
보존

소모품
합계

2023 796,816 46,932 843,748

2024 6,550,427 384,678 2,500,000 40,680 100,000 9,575,785

2025 6,799,141 398,106 2,542,000 81,360 100,000 9,920,607

2026 7,054,418 411,835 2,586,000 131,323 100,000 10,283,576

2027 7,316,409 425,870 2,629,000 136,744 100,000 10,608,023

2028 7,585,269 440,217 2,674,000 142,166 100,000 10,941,652

2029 7,861,156 454,883 2,720,000 147,587 100,000 11,283,626

2030 8,144,231 469,872 2,766,000 153,008 100,000 11,633,111

2031 8,434,659 485,193 2,813,000 158,429 100,000 11,991,281

2032 8,578,048 491,986 2,861,000 163,851 100,000 12,194,885

2033 8,723,875 498,873 2,909,000 169,272 100,000 12,401,020

< 표 209 > 10년간 연간 운영비 추산(2안) (단위: 천원)

 8.2. 사업예산

  매년 외주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는 장서점검 사업비와 압축배가 사업비

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검토의견에 따라 

2024년에는 압축배가 사업이 불필요하고, 2023년 이전에 이관장서에 대한 장서점검

이 완료되므로 2024년 사업비는 산정하지 않는다. 2021년 예타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디지털장서구축사업이 디지털보존과의 업무로 인계되면서 국가문헌보존관에

서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현대간행물 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이며 장서의 원문을 디지털화하고, XML 기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산출된 데이터의 품질을 검수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 2021년 공고된 디지털화 사업의 예가를 기준으로 운영사업비를 산정하였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현대간행물 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

○ 사업기간: 총 8개월 이내

○ 연간 사업 대상자료 규모

 현대간행물자료 : 100,000책, 21,000,000면

 학술지XML     : 1,000건(점), 20,0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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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출 근거 

   사업대상 자료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투입인력을 각 공정별로 계산하여 M/M으

로 표현하는데, 1개월에 22일을 작업일수로 계산하면 약 38,676M/D가 소요되는 것

으로 산정된다. 이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비용은 2021년 조달청 입찰공고에 반영된 

기준 예가 6,025,752,830원이다. 해당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매년 물가상승율의 영향을 받는 예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7%의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된 금액을 산정하고, 매년 동일 작업량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인상율

디지털화 구축 
및 기반사업

 100,000책, 21,000,000면

 XML 1,000건(점), 20,000면
6,025,752,830원 1.7%

< 표 210 > 디지털화 사업 규모 및 산정 기준

 8.3 특별예산

  8.3.1 장서이관비

  국가문헌보존관에 이관되는 장서의 이전비용을 예타보고서에서는 운영비용으로 

추정하였으나, 개관 초기 3년간 약 600만 권의 대량의 장서 이동작업은 특별작업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초기 3년 이후의 매년 이전되는 장서는 운영비용으로 산정

연도 구축 사업비

2024년 6,025,753

2025년 6,446,072

2026년 6,555,655

2027년 6,667,101

2028년 6,780,442

2029년 6,895,709

2030년 7,012,936

2031년 7,132,156

2032년 7,253,403

2033년 7,376,711

2034년 7,502,115

< 표 211 > 디지털화 구축 사업비 10년간 추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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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초기 3년간의 장서이전 작업은 일상적인 수준의 장서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부수

적인 작업이 수반된다. 일상적인 이전작업은 약 24만 권 수준으로 매년 새로 입수

된 자료의 자료 등록과 정리과정을 거치면 별치를 해두었다가 모아서 분기별로 자

료를 배송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 장서이전은 서가에 이미 배가가 끝난 자료 중에

서 이전 대상 자료를 선별하고, 선별한 자료를 확인하고 검수한 이후에 배송하게 

된다. 배송이 되어 국가문헌보존관에 도착한 이후에 한꺼번에 많은 자료가 몰리게 

되면 검수와 배가에 시간도 소요되고, 인력도 더 많이 투여되어야 한다. 초기의 대

량 장서이전작업은 사전작업과 보존관 도착 이후 사후 작업에 추가적인 인력 투여

를 감안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자료보존연구센터에서 초기 이관비용 단가로 제시한 기준은 6,456,399권 

전체의 비용을 산정하여 1권당 작업 단가 307원으로 산정하었다.

  이 기준은 한꺼번에 645만 권의 장서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한 번

에 이동하는 이사비용만을 계산했을 때, 작업 규모에 의해 작업 단가가 최저로 낮

아지지만,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계획이다. 작업가능 대상 물량을 최소 200만 권씩 

나누어 작업한다고 해도 보존관의 이관처리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

로, 단순한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보존관으로 배송을 기준으로 사전작업과 사후작업

에 투여되는 작업에 대한 비용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연구팀에서

는 최근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보존관의 운영계획 보고서에 150만 권을 대상으

로 이전과 관련된 보조작업을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자료이관 비용 단가를 산정

하였다.

  예타보고서의 기준과 대안으로 제시된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예타보고서 기준
대안

(2024년 이후 3개년)

초기 이관장서량 6,456,399 6,000,000

초기 이관비용 단가 307 683

금액 1,980 4,097

< 표 212 > 장서이관 사업비 기준의 비교 (단위: 권, 원/권, 백만원) 

  2018년 기준을 2024년으로 평균 물가상승율 2.6%를 반영하고, 연간 200만권씩 

3개년에 걸쳐 작업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장서 이관 비용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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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업단가 이관 장서수 예상금액

2024 0.671 2,000,000 1,342,621

2025 0.683 2,000,000 1,365,446

2026 0.694 2,000,000 1,388,659

평균단가 0.683 합계 4,096,726

< 표 213 > 장서이관 사업비의 기준 (단위: 천원)

  8.3.2 개관행사비

  개관기념행사는 행사 자체뿐만 아니라 행사를 중심으로 홍보와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이 함께 수반되므로 사업 설계 시 행사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자료를 미리 구상한 뒤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개관행사 계획수립

개관 행사는 식전행사, 개관기념식, 전시 관람, 다과회,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전

문적인 행사 준비가 필요하므로 외주를 통해 행사전문업체와 개관행사 및 부대행사

의 진행에 대한 대행계약(약정)을 통해 준비하는 안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 개관행사를 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 행사 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 정의한 과업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 행사총괄 기획 및 실행계획

    - 행사장 구성 및 운영계획

    - 주요인사 의전, 안전계획, 참석자 초청, 안내계획

    - 개관행사 홍보물 제작 및 SNS 등 홍보

    - 기념품 제작 미 디자인 대행

    - 개관 행사 이후 정리 정돈 및 기록물 제작 등

◦ 개관행사 사업의 발주 시에 대행전문업체가 계약기간 완료 전에 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및 사업예산 항목별 정산내역서(증빙 자료 첨부), 행사기록물(동영상 촬

영/제작, 사진 촬영 등)을 포함하여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

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 결과 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적 기록이므로 아카이빙하고, 사진과 영

상자료를 기반으로 홈페이지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을 제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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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관기념식 행사(안)

◦ 개관기념 행사 예산(안)

◦ 초청 및 참석자 규모: 약 300명

◦ 소요시간 기념식 50분 포함 2시간 30분 이내

◦ 시간에 따라 식사 또는 다과 결정

◦ 서울-평창까지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결정

식순 소요시간 주요내용

식전행사 30분

- 초청인사 방명록에 서명
- 주요 인사의 테이프 커팅 진행
- 기념촬영 
* 테이프 커팅(주요인사는 15~20명 내외)

개관기념식 50분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국가문헌보존관 개관 경과보고
- 문화체육부장관 축사 
- 공로패 증정
- 국립중앙도서관장, 국가문헌보존관장 기념사
- 개관 기념 동영상 상영

보존관 투어 30분내외
- 기념식후 안내에 따라 국가문헌보존관 시설 및 전시관람행사 
진행

다과회 30분내외 - 내빈을 위한 다과 및 식음료 준비

부대행사 - - 개관일부터 3주 내외 다양한 활동 제공

< 표 214 > 개관기념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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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관행사 예산(안)

구분 항목 소요예산(천원)

개관

개관식 
행사

기획 및 연출 20,000

행사 무대제작, 음향장비 대여 40,000

공연자 출연료 및 섭외 20,000

홍보물, 행사 동영상 제작 
등 55,000

소계 135,000

부대행사

기획 및 연출비용 20,000

부스 및 무대, 음향 장비 
렌탈 비용 20,000

북 콘서트 및 강연 
섭외비용 20,000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비용 3,000

소계 63,000

개관홍보 엠블렘제작, 대외홍보, 
백서발간 100,000

합 계 298,000

< 표 215 > 개관행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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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공간 예산

ㆍ기존 건립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당시설 공사비, 서고영역 가구 및 

시설 사업비, 사무영역 가구 사업비, 이용자서비스영역 가구 사업비에 대한 산

출 근거와 예산은 다음과 같음

  8.4.1 서고영역 A안, 복층형 건축공사비

가. 공사비 산출기준

1) 유사사례 공사비 검토

*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유형별공사비에서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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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종별 공사비

< 그림 79 > 공종별 공사비

다. 공사비 산출

ㆍ서고영역 A안, 복층형의 경우 2층 부분 건축공사비는 기초보강을 할 경우와 

하지않을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한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표 216 > 유사사례 공사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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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상태에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표 217 > 서고영역 복층형 건축공사비 비교

  8.4.2 식당영역 건축공사비

가. 공사비 산출기준

ㆍ기준: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급식시설 기준 단가’(서울시교육청)

ㆍ조리장(실): m²당 2,630천원(2,630,000원) 

*조리장(실): 전처리실, 조리장, 식품보관실, 급식관리실, 비품창고, 세탁실, 보일러실, 휴게실 등

ㆍ식  당: m²당 1,260천원(1,260,000원) *식당: 식사공간, 퇴식공간

< 표 218 > 식당 공사비 산출 기준

나. 공사비 산출

ㆍ식당영역 A안(지상5층 증축), B안(별동 신축)에 대한 건축공사비에 대한 예산 

*조리장, 식당 외에 공용공간, 조경 등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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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 α

< 표 219 > 식당영역 건축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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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이용자서비스영역 인테리어공사비

가. 공사비 산출기준 및 세부사항

ㆍ유사사례를 통한 공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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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면적단가 : 706,803원/㎡

 국가문헌보존관 면적 단가 : 706,803원/㎡ x 5% x 5% x 5% = 818,213원 / ㎡

나. 공사비 산출

ㆍ이용자서비스영역 A안, B안 서비스영역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한 예산

< 표 221 > 이용자서비스영역 인테리어 공사비 비교

< 표 220 > 유사사례 공사비 검토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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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영역별 가구구입비

ㆍ서고영역 서가(모빌렉, 자동화서고)의 사업비를 제외한 영역별 가구구입비 

ㆍ조달가구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일부 품목은 제작가구, 제작가구 사업비 

산출 기준은 가.항목 참조 

ㆍ석션기기, 석션테이블, 냉장고, 헬스기기 등의 기기류는 미포함

가. 제작가구 품목 

ㆍ제작 가구: 진한회색박스 표시, 그 외 조달가구

< 그림 80 > 보존복원영역(1층) 제작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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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 >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A안 제작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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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 > 이용자서비스영역(1층) B안 제작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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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3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 고신문연속간행물 제작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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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4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2층, 외주영역) - 고전적문화예술, 현대간행물 제작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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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5 > 디지털콘텐츠구축영역(3층, 직원영역) 제작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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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6 > 사무영역(4층) 제작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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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가구 견적산출 기준

ㆍ유사사례를 통한 제작가구 견적 산출

ㆍ물가 및 원자재 상승비 적용

α 

α 

α

α

α

α

< 표 222 > 제작가구 품목 및 견적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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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입비 산출

< 표 223 > 영역별 가구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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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사업비 소결

ㆍ공간 및 가구영역 총 사업비는 보존서고 시스템에 의하여 4개 안으로 산출됨

ㆍ가구는 조달가구와 기능적인 필요성에 의한 제작가구(조달품목이 없는 경우)

를 적용함

< 표 224 >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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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정보화예산

  정보화시스템 예산은 정보시스템 개발비, 이용자 서비스 공간 구축비, 정보 인프

라 구축비로 제시한다. 정보화 예산은 기존 건립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 

가. 정보시스템 개발비

나. 이용자 서비스 공간 구축비

구분 분류

연도별 소요 예산

소계1단계 2단계 3단계

(2022~23년) (2024년) (2025년)

통합보존

관리시스템

자료 보존 시스템 　 2,659,661,400 1,097,537,100

8,202,609,800디지털 보존 

시스템
　 2,247,874,200 2,197,537,100

데이터분석

시스템

데이터수집및관리

체계 
　 2,634,299,800 　

5,894,685,500
데이터분석 및 

활용체계
　 2,109,661,400 1,150,724,300

온라인

플랫폼 

자료보존 플랫폼 958,937,100 1,342,511,500 958,937,100

8,630,433,900
데이터활용 

플랫폼
958,937,100 958,937,100 958,937,100

온라인 서비스 　 1,534,299,800 958,937,100

총계 1,917,874,200 13,487,245,200 7,322,609,800 22,727,729,200

구분 품목
연도별  소요예산

소계3단계
(2025년)

이용자
서비스 
공간

디지털전시
인터랙티브 월 571,256,000

1,629,196,000홀로그램 628,634,000
AR 429,306,000

이용자정보

로보틱스 스마트
도서관

800,000,000

980,441,200
태블릿 자가 대출 
반납기

44,400,000

키오스크 64,000,000
로봇 72,041,000

총계 2,609,637,000 2,609,6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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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 인프라 구축비

구분 분류
연도별 소요 예산

소계1단계 2단계 3단계
(2022~23년) (2024년) (2025년)

정보 
인프라

아키텍쳐구성 99,572,000 227,478,000 　 327,050,000
시스템서버
구성 

　 　 6,320,000,000 6,320,000,000

백본 및 보안 
시스템

　 　 1,095,000,000 1,095,000,000

서버 
소프트웨어

　 　 1,298,000,000 1,298,000,000

백업시스템 　 　 12,791,000,000 12,791,000,000
전산실 
환경 구축

　 500,000,000 　 500,000,000

이중화 및 
보안

　 　 3,000,000,000 3,000,000,000

총계 99,572,000 727,478,000 24,504,000,000 25,33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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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조직 인력 계획 요약표

가. 국가문헌보존관 인력배치 부서별 요약표

부서명 직군 직급 인원 부서명 직군 직
급

인
원

기획관리과 과장 4급 1 디지털보존과 과장 4급 1

행정 5급 1 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서 5급 1

행정 6급 1 사서 6급 2

행정 7급 1 7급 1

행정 9급 1 사서 8급 1

시설/공업 5급 1 행정 7급 1

시설 6급 1 디지털콘텐츠
수집 사서 5급 1

시설 7급 1 사서 6급 1

시설/조경 8급 1 사서 7급 1

시설/공업 7급 2 사서 8급 1

시설/공업 8급 1 행정 7급 1

정원 소계 12 디지털콘텐츠
품질관리

학예연구
관 5급 1

정원외 공무직 32 학예연구
사 6급 2

보존정책과 과장 4급 1 공업연구
사 6급 1

사서 5급 2 전산 7급 1

6급 5 디지털보존 사서 5급 1

7급 4 사서 6급 2

8급 5 사서 7급 1

행정 8급 1 사서 8급 1

정원 소계 18 전산 6급 1

정원외 공무직 6 전산 7급 1

정원외 외주 18 정원 소계 24

자료복원과 과장 4급 1 정원외 공무직 2

학예연구
관 5급 3 정원외 보존 4

학예연구
사 6급 8 정원외 콘텐츠

구축 502

학예.전산 7급 2 데이터분석
지원과 과장 4급 1

데이터분석 사서 5급 1

관리운영 9급 1 사서 6급 1

행정 8급 1 7급 1

정원 소계 16 행정 8급 1

정원외 외주 4 전산 5급 1

전시·열람
서비스과 과장 4급 1 전산 6급 1

전시서비스

사서 5급 1

전산 7급 1사서 6급 1

사서 7급 1

학예연구
사 6급 1 정원 소계 8

7급 1 정원외 외주 4



 

문화홍보 8급 2 보존시스템과 과장 4급 1

행정 8급 1 보존시스템 운
영 전산 5급 3

이용서비스 사서 6급 1 전산 6급 3

사서 7급 2 전산 7급 5

사서 8급 4 전산 8급 4

정원 소계 16 정원 소계 16

정원외 공무직 9 정원외 공무직 2

정원 합계 110

정원외 합계 583

총 인원 수 693

< 표 225 > 인력배치 요약표 (관장 제외)



부록 2. 국가문헌보존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준비계획안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담

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과  장

팀  장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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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가 사업 개요

사 업 명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립

기간 예산 계약일로부터 개월 백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이용

주요 사업내용 단계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를 위한 서비스 요구 사항 정의

비전자문서 자료 및 전자문서 디지털 보존복원 국가문헌보존관 스마

트 서고 대외 공개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요건 분석

국가문헌보존 정책 변화 유사 서비스 동향 안정성 확장성이 담보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기술 검토 등 대내 외 환경분석

시스템 미래 모델 아키텍처 설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클라우드기반 특성 및 방향성을 

고려한 응용 아키텍처 설계

다양한 형태로 수집된 도서 및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디지털화자료, 

온라인자료 등 국가 자료를 통합적으로 보존하는 세부 기능 설계

데이터 표준화 및 모델링 민감정보 관리 방안 마련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통합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속한 추적성 확보와 교차분석이 가능토록 기반 설계

미래 신규로 발생되는 국가문헌자료 수용을 위해 확장성 유연성을 고

려한 설계 및 민감정보 비정형 포함 등 정보보호 관리 방안 수립

국가문헌보존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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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 장의 제 조 항에 따른 보존의 의무

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의 이용자까지를 아우르는 정보 문화 서

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추진 예비 타

당성 조사 통과로 본격 추진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19조의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제 장 조의 항 법률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에 관한 업무 수행

 ○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증가로 국가문

헌 보존의 전 단계별 효율적인 IT방식 관리와 자료의 이력관리 필요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장기보존 포맷의 적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제공 필요

  ○ 선진 관리 기법의 도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 보존관리 

경쟁력 강화 필요

  ○ 본관 및 분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인터페이스 사용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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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범위

연차별 년 년 사업 범위

’21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

계획수립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구 

 국가문헌보존관 종합운영계획 연구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 계획 수립

’22년(1년차)  응용기능 분석·설계 및 인프라 구조 설계

ISP

(분석·설계)

 국가문헌보존 업무 현황, 국내·외 ICT 기술동향,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가문헌보존 통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국가문헌자료 보존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모델링 방안

 유관시스템 연계 협의 및 연계 방안 수립

’23년(2년차)  국가문헌보존관 통합정보체계 및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구현·시험)

 비전자·전자 문서 자료 보존 시스템 구축

 공동보존서고 서비스 기능 개발

 디지털 자료 상태평가 기능 개발

 신기술(빅데이터, 모바일 등) 적용 콘텐츠(메타버스) 기획

’24년(3년차)  통합정보체계 고도화 및 데이터분석 체계 구축

시스템 구축

(확산·보급)

 연구자 대상 서비스 및 향토자료 수집(관리) 기능 개발

 국가문헌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스마트 서고 및 대국민(이용자) 서비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 정보 인프라 고도화 

’25년 이후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안정화)

 응용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최적화

 관계기관, 연구자 등 사용기관 교육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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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 사업 범위

환경 및 현황 분석

정책 사회 환경 국가문헌의 체계적 보존 복원 관리 체제 개발 디지

털 자원 보존 복원 체계 구축 비수도권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 활성

화 등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관련 사회적 환경변화 분석

기술 환경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국내 외 최신 기술 동향 지능형 기술 및 활용현황

성숙도 분석 등을 통해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검토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국가문헌보존 관련 업무 현황 및 관

련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개선 방향 도출 환경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 도출

시사점 도출 국내 외 유사사례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

출

목표모델 수립

비전 및 미래 모델 설계 국가문헌보존 통합관리체계의 비전 및 미

래모델 제시 단기 중장기 단계별 추진 방향 추진전략 도출

국가문헌보존 개선 방향 정의 국가문헌보존 업무 및 시스템 개선점 

도출 및 뱡향성 수립

시스템 구현 방안 수립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각 단계별 

구현 및 연계방안 설계

공공 민간의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및 지역사회 도서관 관광 축제 행사 등 연계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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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적용 및 시스템 구성방안 수립 최신 기술

등 을 적용하여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의 기

능적 특징과 기술적용 방안 등 상세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이행계획 수립

이행과제 정의 및 구체화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별 실행과제 정의 및 구체화

세부이행계획 수립 국가문헌보존관의 관리체계 및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 제시

소요예산 제시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제시

효과 분석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관리함으로

써 투자 대비 효과분석과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행과제 필

요시 연도별 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제시

라 기대효과

정책적 효과 국가문헌자료 체계 표준화 및 통합관리

서고 포화 사태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국가문헌의 보존 공간 확보

정보 매체의 다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매체별 보존환경 조성 첨단 

복원 체제 구축 수장방식 고도화 등 체계적인 보존 복원 관리 시스

템이 마련 통해 국가문헌자료 보존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사회적 효과 국가문헌자료 통합관리를 통한 국토균형 발전기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지식 문화서비스 시설 건립에 따른 수도권

역과의 연계 보완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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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현황

가 국가문헌보존관 업무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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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구축 내용 및 구성도

통합관리 대상 정보의 정의 및 국가문헌보존 관리를 위한 통합 서비

스 체계 

 《 To-Be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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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국가문헌 정보 통합관리의 기반 및 실행계획 수립

국내 외 유사 구축사례 및 최근 정보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대외 서비스 구축방향을 예측

기관이 정보를 선정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 에서 관련 연구자 및 국민

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으로 패러다임 전환 방

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모델 연구 모바일 중심의 민간서비스 벤치마킹 사용

자 맞춤형 화면설계 반응형 웹 앱 표준안 마련 등

대용량의 비전자 전자 자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유형별 정보를 

검색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여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공정보의 개

방 공유 유통 효율적인 활용화 방안 마련

향후 예상되는 자료 콘텐츠 증가에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연성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

는 확장 가능성을 갖춘 시스템 설계

실시간 분석에 용이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통한 기반의 신속한  

검색 대응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스칼라십 서비스 연계 및 공유가 

편리한 제공 등 총괄관리 정책 개선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 설계

로 공공정보 활용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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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

관리적 측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정밀한 산출물 도

출

시스템 구축 후 효율적 관리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과 지속적 고

도화 방안 마련

기술적 측면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 설계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 활용방안 검토하되 안정성을 위해 

선행 유사사례 분석으로 검증된 정보기술 적용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디지털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및 클라우드 기반 설계를 통한 시스템 

호환성 확보

타 공공기관 및 국내 외 유사 시스템과의 효율적 정보연계 방안 수립

빅데이터 등 자료 분석이 용이한 데이터구조 설계 및 시스템 운영의 

편의성 및 서비스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표준화 측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코드 데이터 등의 표준화 방안 마련

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및 지역사회 도서관 관광 축제

행사 등 과의 데이터연계 간소화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계 예정

기관과 선행적 논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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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성도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

총무과 
계약의뢰 ․ 사업계획수립

․ 사업추진관리
․ 관련 부서 협조체계 유지
․ 산출물 관리

자료보존연구센터
디지털정보기획과
사업추진 협조

주관사업자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정보시스템운영과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ㅇ 과제수행 관리와 검사, 결과 평가
ㅇ 관련 부서 협조체계 유지
ㅇ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ㅇ 산출물 관리 및 검수

자료보존연구센터
디지털정보기획과

ㅇ 사업추진 협조 

총무과
 ㅇ 과제별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ㅇ 계약에 따른 ISP 수립 용역 수행
ㅇ 사업 진행 보고 및 자문 지원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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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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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본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고 수장능력 부족 문제해결 및 국가문

헌의 체계적 보존 복원 관리 체제 개발 디지털 자원 보존 복원 체계 

구축 비수도권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문헌

보존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보화 과제를 도출함에 있음

국가문헌보존관의 성공적인 개관 지원 및 국가를 대표하는 보존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

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임

《 정보화전략계획(ISP) 기본 구성 내용 》

대상 업무
세부 내용 세부 내용

단계 활동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

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경영환경 분석서

법령‧제도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법령‧제도 분석서

정보기술(IT) 

환경분석

•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 사례 분석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현황분석

(As-Is 분석)

업무현황 

분석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절차맵

(Process Modeling), 업무기능(Activity) 정의서 등을 작성

하여 현행 조직과 업무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업무현황 분석서

(인터뷰 결과 포함)

정보기술(IT) 

현황분석

• (업무시스템 분석) 업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

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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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무
세부 내용 세부 내용

단계 활동

요구사항을 도출

• (IT거버넌스 분석) IT 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

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벤치마킹

• 현황분석(업무&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

한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진행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차이(Gap) 

분석

•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旣)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을 설정

차이 분석서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개선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

과제를 도출(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

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화 전략 

정의서

목표모델

설계

(To-Be 

Model)

To-Be 개선 

과제 상세화

• 환경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작업수행

(과제개요, 추진범위, To-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To-Be 과제 상세 

정의서

To-Be 업무 

프로세스 

설계

•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Be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Application) 구조를 정립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리

To-Be 데이터 

구조 설계서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 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정립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통합 

이행계획

통합 

이행계획 

수립

•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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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수행활동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ISP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 세분화 기술
1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련 요구사항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 문서, 인력 등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사항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합 계 29

대상 업무
세부 내용 세부 내용

단계 활동

총사업비 

산출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

비 도출

 ※ FP(Funtion Point)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 (장비비) 상용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 (운영‧유지보수비) 시스템 구축 완료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

효과분석

• 타당한 기대효과 분석

 ※ 대규모 정보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정량적 

편익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B/C, NPV 등) 필요

 ❖ ISP 최종산출물에서는 ISP 기본 구성 내용의 결과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 구성

내용 간의 연관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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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목록 》

수행활동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대내·외 환경 분석 환경

분석CSR-002 정보기술 동향 분석

CSR-003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CSR-004 국가문헌보존 업무 현황 분석

CSR-005 국가문헌보존 서비스 현황 분석

CSR-006 국가문헌보존관련 유사 시스템 현황 분석

CSR-007 국가문헌보존 업무 개선방향 수립

미래모델 
설계

CSR-008 국가문헌보존 업무 미래모델 구체화

CSR-009 목표 국가문헌보존 업무프로세스 구현계획 수립

CSR-010 목표 국가문헌보존 서비스 구현계획 수립

CSR-011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 수립

CSR-012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CSR-013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

수립
CSR-014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경제성 분석

CSR-015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SER-002 보안 요구사항 일반

제약사항

COR-001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설계

COR-00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COR-003 유사분야에서의 컨설팅 경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PMR-003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PMR-004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PMR-005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PMR-006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설명회 등 진행

PSR-002 기술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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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구사항 세부 내용

컨설팅 요구사항

국가문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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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모델 수립 

  목표 모델 설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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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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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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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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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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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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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

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가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

제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

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업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나 보안 유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 작성지침 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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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

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지 바인더 사용을 권고 온라인 제출 시 예외







제안서는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또

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임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

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

화하여 작성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

급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본 계약 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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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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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목차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컨설팅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컨설팅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관리역량

일정계획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교육훈련

기밀보안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하도급계약 적정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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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 3호 서식】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4호 서식]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유사BPR/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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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

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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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  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제안사는 【붙임 7, 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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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적용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

한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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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금액의 하한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는 를 통해 등록

나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 가격평가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

성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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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수행경험
► 제안사가 BPR/ISP 사업 수행 경험과 유사 성격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지를 평가하여, 본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

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기술 및 

기능

(20)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10)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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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 서류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제출종류 및 부수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제안 설명회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컨설팅 

환경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

하여 컨설팅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

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 계 (90점 만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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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

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

칙 제 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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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됨

아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호 제 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

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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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 작업장소 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반출 절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 계약목적물 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

한 것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영업비밀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

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야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 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

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자가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조의 산출물의 활용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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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계약 관련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 호 및 제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

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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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

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도입 현황 및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1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2.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본 사업 관련으로 사업자의 고의 및 실수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고 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바 서약서 및 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참고 의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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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를 계약 후 착수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와 함께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참고 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 를 제출

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에 따

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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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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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년

단위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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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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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제 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 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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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

작성일  2020. 12.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훈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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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
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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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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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
행정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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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계획, 설계시 

반영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계획, 설계시 

반영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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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국가문헌보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

10,000명 이상□√  타 기관 직원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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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도서관법 제3장 19조의2항)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국립중앙도서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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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월 
노임단가

투입인력 당 
하도급 대가

지급금액
지급비율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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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 서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

.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 도 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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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신 청 서 작 성

(수 급 인 )
▶ 접 수

    ▼

하 도 급  적 정 성 

검 토

    ▼

승 인 여 부  통 보 ◀
하 도 급  승 인 여 부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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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공단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

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

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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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예, PM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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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수준은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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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서     약     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입찰

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국립중앙도서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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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 업무 을 수

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

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

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

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공무원 성 명 서명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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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 업무 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공무원 성 명 서명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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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용역사업 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동의없이 제 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

자에게 제출한 후 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

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 활용 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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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확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용역사업 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동의없이 제 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

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 활

용 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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