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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와 큐레이션

DGIST 학술문화팀장 김경아
kaykim@dgist.ac.kr

2019.6.4.(화) 14:0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 DGIST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원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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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글로벌융합센터

Table of Contents

1 개념파악
정책정보란, 큐레이션이란

2 정책정보 큐레이션
단계와사례에 대하여

3 결론과 제언
정책정보서비스어떻게 더 발전할까?

4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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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정보와 큐레이션

9

개념파악
정책정보란, 큐레이션이란

1

정책정보(policy information)

■ 정의
-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 유형
- 국내외 각종 법령집, 통계, 보고서, 회의자료, 연구 논문, 업무편람, 연수 교재,
예산서, 연보, 백서, 소식지, 동향 보고서, 보도 자료, 국제회의 자료 등의
인쇄자료 및 온라인자료

■ 이용대상
- 공직자(국가, 지자체), 연구기관(국책, 민간) 등

<출처: 국립세종도서관> http://sejong.nl.go.kr/html/c4/c401.jsp?menuId=O411&upperMenuId=O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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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에 관심있는 사람이 따로있나?

“OK, Google! 
오늘 미세먼지 어때?” ‘부실학회 대응 어떻게?’ 

‘도서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해야하는데…’

투자는 부동산? 가상화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국회의원, 연구자, 공직자? 정책이 궁금한 일반 국민들 누구나!

정책정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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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Curation)?

“찬성! 맥주 구독…몹시 필요하다”
http://homslr.co.kr

“정책정보 맛집은 어디?!”

사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 라이브러리

http://www.arte365.kr/?p=7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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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 라이브러리

arte라이브러리 제공 콘텐츠

큐레이션 콘텐츠 컬렉션, 위클리 뉴스(국내·외), 추천도서, 추천영상, 인터뷰 기사, 인포그래픽스

동영상 콘텐츠 현장 프로그램 영상, 홍보영상, 세미나 영상, 언론 공동 제작 영상 등

교육 콘텐츠 교안교재, 현장 프로그램 자료, 연수결과리포트, 문화예술교육사 자료

연구 자료 연구자료, 세미나자료, 연차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지역센터 자료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발간 자료

문화예술교육 도서 문화예술교육 정보관 소장 자료 목록

http://lib.arte.or.kr/artepick/board/Collection_BoardList.do

사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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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추천〮테마도서 ‘컬렉션’

※ 자동화 큐레이션
독서 프로파일링

- 개인의 대출 기록을 바탕
으로 독서 취향을 분석하
여 자료를 추천하는 맞춤
서비스

- 독서 취향을 반영한 추천
자료/DVD : 독서 취향이
비슷한 다른 이화인이 빌
린 다른 자료/DVD를 소개

- 관심 분야의 신착도서 : 
최근에 대출한 도서와 유
사한 분야의 신착도서를
소개

고려대 주제가이드‘SICS’
최신 학술연구정보들을 전공별로 수집, 가공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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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하고 있는 것들?

정책정보 큐레이션
- 단계와 사례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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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테마정하기
국〮내외 핫이슈, 실시간 검색어의 활용 예) KAIST 

국민의, 연구자들의 관심이 향하는 곳

콘텐츠의 테마정하기
국정과제(http://www.evaluation.go.kr): 연구과제(비)가 몰리는 곳

사서들이 연구자들, 정책결정자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간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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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테마정하기
글로벌 과제와 이슈: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수년 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콘텐츠의 테마정하기
기존 콘텐츠의 이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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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만한 소스찾기
주요출판사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과학계의 인플루언서, 소장단행본, 리포지터리 등

믿을 만한 소스찾기
기관 연구 성과의 홍보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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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 보급사업에 참여하세요
체계적 관리와 공유, 확산

누군가 이곳에 들어와서 볼 것이란 기대감=Zero
curation.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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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태그별 API 제공
페이지마다 다른 태그를 반영하여 최신 콘텐츠 디스플레이 가능

구글검색에 노출시키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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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퍼나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뉴스레터…

큐레이션의 가치는 ‘가공’
동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유형으로 꼭꼭 씹어주기

이명희,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정보 자료원의 특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 53, no. 1, pp. 33-55,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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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과 연결하기: 연구성과전시회(’18.5)

컨텐츠 전시방법및주요내용 주제

협업네트워크 설치 기관내부서전공간 국제협력등을표현

“같이”가 “가치”다
관련서비스소개 인포그래픽 등프로필관리를위한서비스소개

연구자를찾습니다 설치 협력연구자를찾는등메모및공지기능제공

논문전시 밀봉한봉투에키워드만적힌논문을전시 연구자매칭

주요지수소개 인포그래픽 피인용 등논문관련주요지수를안내

“
세상을바꾸는

선한영향력”

저널표지선정논문 논문전시 저널커버를장식한표지와논문을인쇄하여게시

구성원저역서 책전시 구성원이쓴책을전시하고 로연계

미디어연구성과 인포그래픽 신문등미디어에소개된연구성과와논문을전시

연구키워드 인포그래픽 부서전공별논문의대표키워드를빈도에따라

저작권과 인포그래픽 아카이브독려를위한오픈엑세스소개

소개 영상 빔프로젝터에영상을반복하여재생 설명서전시

설문조사 설치 가연구자행정부담을줄여줄수있는가등

공간활용안내 전시 라운지상설기능 공간및장비예약등

혁신 책전시 ‘혁신(Innovation)’을주제로한책전시

기타 전시 기타분석정보 안내정보등스크랩형태로전시

- 학사-연구부의협력시너지를위한 학술정보관 공간·서비스활용방안 소개
- 데이터와전시를 접목시켜 DRIMS 활용방안을 소개

전시-큐레이션 사례
데이터를시각화하여보여주기

Q. ASRIM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재미있게 홍보할 수 있을까?

A. 다양한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오브제를 만들어 전시해보자!

• ASRIMS 활용 전시관련 큐레이션: https://curation.dgist.ac.kr/curation/w/1327

• KSLA Newsletter 기고: https://bit.ly/30kookt



2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업설명회

연구성과 전시회(’18.05월)

사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아카이브전'
울산도서관과의 공동 개최

http://m.fnnews.com/news/201901231517151999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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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큐레이션 콘텐츠
카드뉴스, 동영상보고서, 가이드북카드

http://foresight.stepi.re.kr

인포그래픽활용 망고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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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의 가치는 ‘가공’
DGIST 카드뉴스 예제: https://curation.dgist.ac.kr/curation/w/1338

큐레이션의 가치는 ‘가공’
DGIST 카드뉴스 예제: https://curation.dgist.ac.kr/curation/w/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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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의 가치는 ‘가공’
DGIST 카드뉴스 예제: https://curation.dgist.ac.kr/curation/w/1286

DGIST Library‘To-be’
6개 전공 Core Collecti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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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정책정보서비스 어떻게 더 발전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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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POINT 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 유용한가?
협력의 강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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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책정보서비스들…
협력의 강화가 핵심

연결이 생명이고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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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넘사벽이다. 차별화된 것 무엇?! 대국민 대상으로 한 이슈들…큐레이션하여 제공

미국, 영국, 호주는?! usa.gov, gov.uk, australia.gov.au

주제별 디렉토리 구축부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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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gov.kr

보안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료 유형별 바로가기 링크…

도서관계의 마켓컬리는 나올 수 없는가?

믿을 만한 출판물을 엄선

추천 콘텐츠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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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Insert the title of 
your subtit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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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개  요 연혁 및 운영 협력사업

운영배경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거점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연구기관에서 발간 
및 소장한 정책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

❍ 정부와 연구자 대상의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정부부처·연구기관·공공기관 자료실의 현장중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수립을 담

당하는 공무원 및 연구자에 대한 실질적 정보서비스 제공

운영목표

❍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연구자에 대한 실질적 정보서비스 제공
❍ 회원기관의 소속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운영방안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도서관 및 자료(기록)실 중심의 현장 네트워크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업설명회

36

개  요 연혁 및 운영 협력사업

- 2 -

디지털기획과

업무협조

정책자료과(세종)
•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수립
• 협의회 운영

•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및 개발

추진체계

가입방법

협력 내용

❍ 기관별 소장 및 생산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정책정보종합목록』구축을 위한 소장 및 발간목록 제공[필수사항]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상호협력[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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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가입현황_관종별

가입현황_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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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8

• 제4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연수*

2017• 제3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 공동전시*

2006

• 정책정보지원 업무 협의회 구성 * 협력사업 시작 

2009
• 정책정보공유협의회 구성

2014

• 정책정보협력망으로 전환(기존 가입기관 대상)

2015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창립 총회 및 세미나
• 디지털서고 구축*
• 교육프로그램 협력 운영*

2016

• 제2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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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부산

2015
변산

2016
제주도

2017
제주도

2018
제주도

협의회 운영_사업설명회

정부부처․공공기관․연구기관 도서관 및 자료(기록물)실의 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 국
가정책정보협의회 및 정책정보서비스 사업 홍보

2016
9회, 62개관

2018
2회, 96개관

2017
9회, 62개관

협의회 운영_홍보

․  명패 제작․배포 : 회원기관의 소속감 고취 및 정책정보서비스 홍보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소식지 : 협의회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활동 홍보

협의회 운영_정기총회 및 세미나

․ 정기총회 개최 : 협의회 경과 보고 및 안건 의결,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우수기관 및 개인)
․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기관별 사례 발표 등
․ 포스트 세션 : 회원기관 활동 및 사업 홍보
․ 전시(홍보부스) : 도서관 관련 업체의 최신 기술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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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_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

․ 회원기관 발간․소장하고 있는 정책자료 중 희귀자료 발굴하여 디지털화 지원 및 공동 활용

 

디지털화 작업(스캔스튜디오)

이미지 보정․기관로고 삽입․품질점검

온라인 이용 동의 후 디지털화 자료 이용

대상기관 선정 후 희귀 정책자료 인수

회원기관 대상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수요조사

2016
3개관, 90책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2018
3개관, 3,570책

국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계청

2017
8개관, 888책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노동위원회

통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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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경제정책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240종

2016 
국토연구자료 국토연구원 / 54종

2017 
통일북한자료 통일연구원 / 100종

2018 
세계 속의 한국문학

2018 
국가정보화자료

한국문학번역원 / 44종

한국정보화진흥원 / 39종

협력사업_디지털서고 공동 구축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소장자료 중 가치있고 독창적인 자료를 큐레이션 작업을 
통해 「디지털 서고」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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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_공동전시 개최

․ 회원기관에서 발간 또는 소장한 지식정보자원을 국민 및 공직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관의 사업 및 연구 성과 홍보를 통한 기관 위상 제고

2017
대한민국 정책연구, 한눈에 보다

․ 기간 : ‘17.6.12. ~ 7.9.(28일간)
․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전시실
․ 공동주최 : 국립중앙도서관(세종도서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2018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 기간 : ‘18.6.29. ~ 8.5.(38일간)
․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전시실 및 로비
․ 공동주최 : 국립중앙도서관(세종도서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주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2019
꿈과 희망을 하늘로↑ 우주로↑

․ 기간 : ‘19.4.30. ~ 6.9.(41일간)
․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전시실
․ 공동주최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주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국립세종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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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_교육프로그램 협력 운영

․ 회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현안 및 동향 분석 제공 등을 
통해 지식정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201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교육
27회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가치
4회

2017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9회

협력사업_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연수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대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선진 운영사례 및 경험 공유
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2018
‘18.4.23.~4.30(6박 8일)

(독일)
연방행정법원 법률도서관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
(스위스)
UN 제네바사무소도서관
세계무역기구도서관
지적재산권기구도서관

2019
‘19.2.10.~2.17.(6박 8일)

(인도)
인도의회도서관
국립문서보관소
Institute of Economic Growth도서관
델리대학교도서관
자와할랄네루대학교도서관

*제6회 ICoAS(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아시아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참가

협력사업_공동 세미나 개최

․ 정책분야 및 전문도서관 등과 정책정보서비스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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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협의회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MOU 체결은 각 기관장이 참석하여 협정서를 교환하여 이루어집니다.
   둘째, 가입신청서에 기관 직인을 날인한 후 공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협의회 가입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A.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협력망으로서 가입 비용 및 

서비스 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Q. 협의회 가입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소장목록 또는 발간목록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목록은 정책정보종합목록으로 구축하여 정책정보포털(POINT)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며, 로그인 후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장목록과 발간목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소장목록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전체를 의미하고, 

발간목록은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장목록은 발간목록을 포함한 모다 더 큰 범위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를 위한 메일 인증 시 본인이 속한 기관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A. 개인이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이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의회 가입 후 담당자가 기관을 등록하면 메일 인증 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Q. 정책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정책자료는 단순하게 정책 용역 보고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중간 산출물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가입 문의]

 02-590-0606

 nap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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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Policy Information Service

목차

정책정보서비스 소개

정책 전문정보 제공

상호협력 서비스

정책연구 지원

01

02

03

04

05 교육∙독서 지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업설명회

48

정책정보서비스 01

정책 전문정보 상호협력 연구지원 교육∙독서지원

• 정책정보포털 POINT
• G-Zone(지존)
• 학술지목차메일링

• 정책정보종합목록
• 상호대차 서비스
• 기관대출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 정책정보도우미
• 국외학술전자책 원스톱

• 세종아카데미<움>
•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 정책기관 순회대출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자료: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그 결과로 생산되는 자료

정책정보서비스: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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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정보 02

온라인 정책보고서, 학술지∙학술논문, 
정책정보종합목록, 웹사이트 등 통합검색

정책정보 통합검색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정책관련 기관의 최신 온라인 원문자료

최신정책동향

정책이슈 관련 보고서, 동영상, 기사 등
다양한 정책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

POINT 큐레이션

정부기능분류체계(BRM) 17개 분야 68개
정책영역별 관련 자료 및 참고정보원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01

02

03

04

정책정보포털
http://policy.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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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Zone (Government Zone)
http://gzone.kr

행정안전부 ‘정부24’ 연계
https://www.gov.kr

통합 정부서비스 사이트 정부24와
국립세종도서관 G-Zone 정부간행물 콘텐츠
(19만여 건) 연계

정부간행물 원문 제공
정책정보포털 POINT의 마이크로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공공간행물
+ POINT 국내외 정책동향

공직자가 선택한 학술지
신간호 목차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정부기능분류(BRM)에 의해
분류된 국내외 학술지 1만
5천여 종 중 관심 학술지의
최신호 목차정보∙원문 제공
(발송주기: 주 2회)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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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서비스 03

정책정보종합목록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산∙소장한
지식정보자원 공동활용서비스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책자료의
서지정보 및 원문자료 통합검색

종합목록 검색 후 원문 복사 및
상호대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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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상호대차서비스 ∙ 기관대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생산∙소장 지식정보자원 공동활용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소속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

기관대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소장자료 대출

정책연구 지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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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정책자료실
정책과정에서 생산된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자료 제공
정책기관 발간물 전시서가 운영(15개관)

정책연구실

공직자, 공공기관 연구원을 위한 조사∙연구
공간으로 좌석 예약 후 이용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정책정보도우미 서비스

서비스대상: 공직자

신청방법: 온나라, 전용전화, 이메일, 정책정보포털 POINT

대상자료: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소장자료, 원문DB, 웹DB 등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업설명회

54

•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국외 학술전자책을
신청 후 24시간 이내
구입하여 제공

• 2천여 개 해외출판사
140만여 책

• 미리보기 가능

국외학술전자책 ONE-STOP

1
library

2

교육∙독서 지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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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 대상: 세종청사 공직자
• 목적: 공직자에게 역량 강화 전문교육

제공 및 부처 간 소통의 장 마련
• 내용: 공직자의 기본 소양과 업무지식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교양
프로그램
- 키움(트렌드 및 실무 강좌), 즐거움
(문화예술 강좌), 채움(인문학 강연)

• 운영: 상∙하반기 각 4개 과정 총 68회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 대상기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중 희망기관 선정

• 대상강연: 회원기관 소속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및 인문·문화
예술 관련 강의

• 서비스운영: 선정 기관당 1회

• 대상도서: 스테디셀러 및 베스트셀러, 
테마별∙분기별 신간도서 등

• 서비스운영: 연간 분기별로 2개월씩
선정도서 순환대출 (연간 1,00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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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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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협의회』가입신청서

1. 회원기관 정보

기관명  도서관부호  *도서관부호 신청
  www.nl.go.kr/kormarc/c5/page2_1.jsp 

기관구분   □ 정부부처 □ 공공기관 □ 연구기관 상위기관  ex)문화체육관광부

기관주소       

담당부서  자료실(도서관)   

담당자  전  화

이메일  팩  스

기관사이트  자료실사이트

2. (필수사항) 정책정보종합목록

3. (선택사항) 상호대차3)서비스

4. (필수사항) 도서관(자료실) 현황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국가정책정보협의회』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직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구 분 세부 내용

목록구분   □  소장목록*        *기관에서 수집·등록한 자료   □  발간목록*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제공방식   □  MARC 반출   □  엑셀반출 

제공주기   □  분 기   □  반 기   □  연 간  □  기 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자료 이용 신청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dlibrary.go.kr/Mgt_Lib/bosang.jsp)에서 기관 정보입력 및 IP 승인 요청 후 이용

구 분 세부 내용

자료대출   □  예       □  아니오 

원문복사   □  예       □  아니오 

도서관(자료실)  면적 (           )㎡  장서수 (            )책  이용대상자수(        )명

도서관 직원  사서 (           )명     기타   (             )명

도서관 예산  자료구입비 (             )원   운영비 (             )원

열람형태   내부이용 □  외부개방 □ 도서관리시스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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