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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개요

□ 목적

ㅇ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 해외 주요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운영사례 

조사, ICoASL(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아시아 전문

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참가 등을 통한 도서관계 최신 동향과 이슈 파악 및 

정책정보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

□ 기간: 2019. 2. 10.(일) ~ 2. 17.(일) / 6박 8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인도) 네루 기념관 & 도서관, 델리대학교 도서관, 인도의회도서관,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도서관, 경제성장연구소 도서관

ㅇ ICoASL(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참가

□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지역 교통편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2.10.(일) 인천 OZ 767 18:10 ㆍ인천 국제공항 출발

2.11.(월) 뉴델리 00:20 ㆍ델리 국제공항 도착 (9시간25분 소요)

2.11.(월) 뉴델리 전용차량 14:00
Nehru Memorial 

Museum & Library
ㆍ네루 기념관 & 도서관 방문 도서관 관계자

2.12.(화) 뉴델리 전용차량
09:30

University of 
Delhi

ㆍ델리대학교 도서관 방문 도서관 관계자

15:00
Parliament 

Library
ㆍ인도의회도서관 방문 도서관 관계자

2.13.(수) 뉴델리 전용차량 10:00 JNU Library ㆍ자와 할랄네루대학교 도서관 방문 도서관 관계자

2.14.(목) 뉴델리 전용차량
09:00 IEG(Institute of 

Economic Growth)

ㆍICoASL 참석 

15:30 ㆍ경제성장연구소 도서관 방문 도서관 관계자

2.15.(금) 뉴델리 전용차량 09:00
AUD(Ambedkar 
University Delhi)

ㆍICoASL 참석 (전일)

2.16.(토) 뉴델리 전용차량 07:00 ㆍICoASL 문화탐방 프로그램 참석

2.17.(일)
뉴델리 OZ 768 00:30 ㆍ델리 국제공항 출발  

인천 11:15 ㆍ인천 국제공항 도착 (7시간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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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명단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직위)

김인숙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사서사무관

김혜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사서주사보

구미라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산림행정원

김승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예산팀 팀장

김현진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임업연구사

김희철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성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출판팀 팀장

양성환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

유현진 국립외교원 도서관 사서사무관

한현주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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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 방문

1  네루 기념관 & 도서관

□ 방문 개요

ㅇ 방문기관: 네루 기념관 & 도서관 (Nehru Memorial Museum & Library)

ㅇ 방문일시: 2019. 2. 11.(월) 14:00

ㅇ 면담자: 도서관 관계자 5명

□ 기관 현황

ㅇ 개관: 1966년

ㅇ 소재지: Teen Murti House, New Delhi 110011

ㅇ 웹사이트: http://www.nehrumemorial.nic.in

ㅇ 자료 현황

- 근현대 역사 및 관련 분야 자료 소장

- 단행본(29만여 책), 저널(356종), 사진(21만여 점) 및 전자자료

(CD-ROM, DVD, 마이크로폼, 온라인 저널 등)

ㅇ 조직 현황

- 인도 문화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하 자치기관

- 현재 130여 명 직원 중 도서관 직원은 20여 명

ㅇ 주요 기능

-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삶과 인도 자유화 

운동 관련 자료 및 물품 소장

- 인도 근대 독립 지도자 또는 역사적 인물의 기록 수집, 소장, 보존

- 인도 근대사 관련 조사 및 연구

□ 주요 내용

ㅇ 이용 서비스

-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09:00~20:00), 토요일(09:00~17:3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에 한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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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개인 도서, 인쇄물 및 음식물 등은 열람실 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서관 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함  

ㅇ 사진 컬렉션

- 독립 전후 시기의 인도 자유화 운동과 국가 지도자들에 관한 20만여 

장의 사진과 10만여 장의 흑백 이미지 소장

- 사진은 관내 전시 외에도 관외 전시,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 소장 자료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 필사본, 사진, 인쇄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디지털화 작업 시 메타데이터도 함께 입력하여 검색 및 이용 편의 제공

□ 시사점

ㅇ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를 통해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도 이미 

구축된 디지털자원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검색과 활용 방

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관련 사진

네루 기념관 & 도서관 정문 네루 기념관 & 도서관 입구

참가단 단체사진 도서관 관계자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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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리대학교 도서관

□ 방문 개요

ㅇ 방문기관: 델리대학교(University of Delhi) 중앙도서관

ㅇ 방문일시: 2019. 2. 12.(화) 09:30

ㅇ 면담자: Dr. Dharam Veer Singh(University Librarian, Head DULS*)
* DULS: Delhi University Library System

□ 기관 현황

ㅇ 개관: 1922년  

ㅇ 소재지: Central library, University of Delhi, Delhi 110 007

ㅇ 웹사이트: http://crl.du.ac.in

ㅇ 자료 현황

- 단행본(165만여 권), 저널(1,217종), 박사논문(19,643건) 등 약 214만여 

인쇄자료 및 전자자원(e-book, 데이터베이스 등)

ㅇ 조직 현황

- 37개 단과대학 소속 도서관 및 중앙도서관에 약 600여 명의 도서관 

직원 근무

- 델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37개 도서관을 포함한 델리대학교 도서관통합

시스템(Delhi University Library System, 이하 DULS)*을 운영하고 있음

       * DULS 주요 도서관: Central Library, Arts Library, Central Science Library, 

East Asian Studies Library, FMS Library, Law Library, Ratan Tata Library, 

South Campus Library, Braille Library

ㅇ 주요 기능

- 국립대학으로 교육, 기술적인 혁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 연구자에게도 개방하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델리대학교는 설립 초기 3개의 컬리지로 운영되었고, 1922년 단일대학으로 통

합되었으며, 당시 중앙도서관 장서수는 1,380권이었음. 현대 인도 도서관학 운

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Dr. S.R. Ranganathan이 근무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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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 서비스

-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9:00~20:00), 일요일 및 공휴일(9:00~18:00),

국경일 4일 휴관 

- 학생, 교수, 직원 등 소속원에 한해 개방하나 확인을 거쳐 일부 외부 

연구자에게도 개방

- DULS 내 37개 도서관간 상호대차 뿐만 아니라 인도 내 도서관 상호

대차 시스템(DELNET*)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DELNET(Developing Library Network): 인도국제중앙도서관(India International 

Centre Library)에서 1988년 시작, 1992년 정식 등록. 과학기술 분야 정보 시

스템, 연구기관, 정부를 대상으로 초기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인도 내외 기관, 

도서관들 대상으로 6,506개 회원기관이 가입되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도서 뿐 만 아니라 E-Book, E-Journal도 제공

- 대학 구독 DB(60여개) 및 UGC*-Infonet digital library 컨소시엄을 

통한 DB(22여개) 접근 가능

       * UGC(University Grants Commitee): 인적자원개발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고등교육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유사

한 역할을 하고 있음

- 18개 언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들은 한국에서 지원받음

       * 인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도 공용어는 힌디어를 포함하여 총 22개

-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자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ㅇ 이용자 교육(Information Literacy Program, ILP)

- 2006년부터 인터넷, 자료검색 등 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 진행

- 학생, 교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워크숍도 운영함

-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별 포털(http://crl.du.ac.in/subjectportal)을 제공하여 

전자자원 게이트웨이로서 손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정보 문해에 대한 단계별 튜토리얼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논문 작성 관련 표절방지 및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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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서 및 자료 컬렉션

- 분류는 CC(콜론분류법)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증 자료들도 많이 보유

하고 있음

- 경제학, 무역, 사회학 관련 장서 비율이 높음

- 저작권이 지난 자료들은 디지털화하여 컬렉션으로 소장하여 제공

ㅇ 중앙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운영관리

- 37개의 단과대학 소속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및 전자자료 공유시스템은 

중앙도서관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음. 모든 소속 도서관의 자료구입은 

중앙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이 중 9개 소속 도서관은 자체구입이 

가능함

- 중앙도서관에서는 소속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이며 일관된 경영을 수행하고자 함

- 도서관 운영관련(장서, 프로그램, 직원 채용, 직무교육) 규정 및 연간 

운영 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공유하고 있음

ㅇ 현재 주요 이슈 

-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가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임. 정부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Digital India라는 전자화 사업 진행

□ 시사점

ㅇ 분관 도서관 및 대형도서관의 운영 벤치마킹

- 분관도서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통일적인 운영규정 및 정기적

인 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운영의 탄력성 제고 

ㅇ 사서의 직무교육 및 결과물 도서관 홈페이지 공개

- (현황) 사서의 전문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학회 참석, 출

판물 발간 등을 도서관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도서관 대내외

에 공개하고 있음

- (시사점)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사서 

커뮤니티 내의 전문성 필요성 확산.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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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신뢰성 있는 정보의 선별

- (현황)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정보들임을 확인하기 어려워짐

- (시사점) 단순한 정보 접근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핵심

□ 관련 사진

델리대학교 Central Library 전경 도서관 내부 열람실

서가의 CC분류안내판 인터넷 사용 시 안내문

관계자 면담 도서관 관계자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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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의회도서관

□ 방문 개요

ㅇ 방문기관: 인도의회도서관(Parliament Library)

ㅇ 방문일시: 2019. 2. 12.(화) 15:00

ㅇ 면담자: SIMMI MOUDGIL(Additional director) 등

□ 기관 현황

ㅇ 개관: 1921년

ㅇ 소재지: GF045, Parliament Libery Bidg., New Delhi-110 001

ㅇ 웹사이트: http://parliamentlibraryindia.nic.in/

ㅇ 자료 현황: 도서 및 보고서(135만 건)

ㅇ 예산: ₹ 1,00,00,000(2018-19)

ㅇ 조직 현황: 도서관장, 전문사서, 도서관위원회 운영

ㅇ 주요 기능: 인도정부 정책 수립 시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의회 의원에게 제공

□ 주요 내용

ㅇ 인도의회도서관의 설립 목적

- 의회 의원들이 헌법, 국방부, 국제관계, 농업, 생물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 및 간행물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

ㅇ 도서관 운영

- 1867년에 시행된 도서의 언론 및 등록법에 따라 인도의 모든 주에서 

발간되는 책은 의회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

- 인도 헌법 제8조에 언급된 다양한 지역의 언어로 된 책 수집

- 도서관 관리시스템인 Libsy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도서목록 관리

- 신간도서 등은 출판관계자가 의회도서관을 방문·정보제공(주 2회)하고,

도서구입부서에서 선정·구매(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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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선정 시 3단계 분류 기준 

· [필수적 분야] 농업, 생물학, 컴퓨터 공학, NS 및 헌법 기록, 국방부,

경제학, 교육, 선거, 에너지, 식품, 역사, 지리, 산업 발전, 국제 관계,

법률, 도서관 및 정보 과학, 문학, 대중 매체, 의회, 정치 과학, 행정,

재정, 보건 분야의 도서

· [선택적 분야] 경영학 및 그 관련된 다양한 분야, 미술과 경영학,

건축학, 언어학 및 문학 등의 도서

· [제한적 분야] 응용과학 및 순수과학 분야의 전문서적은 통상 의회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없으나, 의회의원 요구 시 허가취득 후 구매

- 의회도서관은 다양한 지역 언어로 된 32개 정기간행물을 소장·제공

- 의회도서관은 의원, 의회직원 등에 한해 이용 가능

- 임원 및 기관 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연수 프로그램 운영

ㅇ 도서관 위원회 운영

- 인도의회도서관의 자문을 위해 루크사바(하원)와 라자사바(상원) 의원 

6명으로 구성·운영(1년 임기)

- 도서관 기능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

- 도서관이 수집하는 장서의 질과 수량에 대한 감시

□ 시사점

ㅇ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 및 간행물 등은 인도 국회 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도서관 이용 문턱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ㅇ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ㅇ 고문서, 디지털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자료 분류 등 정리 

영역, 자료에 대한 활용은 다소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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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인도의회도서관 전경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동상

Gandhiana 열람실(간디 자료) 참고도서 열람실

회원 열람실 도서관 관계자와 단체사진

* 출처: 인도의회도서관(http://parliamentlibraryindia.nic.in/)

* 인도의회도서관은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하여 내부 사진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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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도서관

□ 방문 개요

ㅇ 방문기관: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 JNU)

도서관 (도서관명: Dr. B.R. Ambedkar Central Library)

ㅇ 방문일시: 2019. 2. 13.(수) 10:00

ㅇ 면담자: Shri Bibhuti Pattanaik(Assistant Librarian, Central Library)

□ 기관 현황

ㅇ 개관: 1969년

ㅇ 소재지: Central Library, JNU, New Mehrauli Road, New Delhi-110 067

ㅇ 웹사이트: http://lib.jnu.ac.in

ㅇ 자료 현황

- 연구중심 대학 도서관으로 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 소장

- 단행본(약 30만여 종), E-book(10만여 권), 정부·국제기구 간행물(1만여 권),

온라인 저널(600여종), 온라인 DB(40종), 지도, 논문 등

ㅇ 조직 현황

- 10개 분관도서관이 있으며, 도서관 직원 총 80명, 사서는 14명

ㅇ 주요 기능

-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 분류

- 이용자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장서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후세를 위한 장서 보존

- 정보자원의 원활한 접근을 제공하여 학술환경의 지원, 향상

□ 주요 내용

ㅇ 자와할랄 네루대학교는 인도의 첫 수상인 자와할랄 네루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음. 도서관 또한 1969년에 설립되어 인문, 사회과학 분야 

자료를 주로 소장하고 있음.

ㅇ 암베드카르 중앙도서관(Dr. B.R. Ambedkar Central Library)으로 도

서관명을 바꾼 것은 2016년이며, 암베드카르 박사는 인도의 불가촉천

민으로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낸 인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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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 서비스

- 운영시간: 9:00~20:00, 국경일(4일) 휴관 

-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방문자나 연구자들도 제한적으로 이용가능

- DELNET에 가입되어 있어 상호대차서비스 이용가능

- INFLIBNET*의 회원기관으로 회원기관의 학위논문을 통합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음

       * INFLIBNET(Information and Library Network): UGC(University Grant Committee)

에서 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요대학의 목록을 공유하고, 학술연구자들에게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RISS와 유사함

- 온라인 저널, 온라인 DB등은 교외에서도 이용가능하며 대학에서 구

독하고 있는 온라인 저널 DB외에도 UGC Infonet digital library 컨

소시엄을 통해 22개의 DB도 추가 이용 가능

- 디스커버리 통합검색 솔루션 제공

- 수업교재(우리나라의 지정도서)는 도서관 내 별도 공간에서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리스트 제공. 1일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양한 언어(외국어 및 인도 내 공용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용 관련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하며 별도 공간에서 열람 가능 

- 논문 작성 관련 표절방지 및 참고문헌 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의 열람실(Helen Keller Unit)에서 

서비스 제공(점자 프린터, 녹음기, 헤드폰, 통역기 등 비치)

ㅇ 학술연구 지원

- 학술연구 및 연구 데이터 관련 정보 게이트웨이 제공

- 논문이나 학술지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도구에 대한 

정보 제공

- 논문 표절 방지, 참고문헌 서지 프로그램 등 논문 작성 시 필요한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시행

- 도서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동영상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ㅇ 장서 및 자료 컬렉션

- 학교 내 출판물을 디지털화하여 기관 리포지터리(Information Repository)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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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행물, 주(state) 발간자료, 인도 Census 통계자료 및 국제기구 

간행물 기탁도서관 등 기관별로 분류하여 소장

- 분류는 DDC, 편목 규칙은 AACR2 채택

-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서 비율이 높으며 다양한 언어별 컬렉션을 두어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

ㅇ 도서관 운영관리

- 도서관 운영 관련 연간보고서 공개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논문 게재, 워크숍 참석 독려

- 도서관 자문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수서, 폐기, 예산 

관련 심의를 통해 업무 추진 

□ 시사점

ㅇ 인도의 디지털화 사업

- (현황) Digital India 기조에 따라 정부가 다방면으로 자료의 디지털

화를 진행하고 있음. 그 예로 방대한 Census 자료를 표준화된 메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화했으며 이를 엑셀자료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음

- (시사점) 디지털화 사업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표준의 중요성 인식할 필요 있음

ㅇ DELNET, INFLIBNET 협력 프로그램

- (현황) 국가, 고등교육지원기관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보접근 협력사업 추진

-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ERIS 등의 협력

사업과 유사한 인도의 프로그램으로 훨씬 더 넓은 국토와 이용자층의 

수용이 필요한 인도에서의 이용 방식, 출판사와의 계약 방식 등을 참

고할 수 있음

ㅇ 장애인 서비스

- (현황) 장애인을 위한 별도 열람실, 보조기기 등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 (시사점) 도서관 서비스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장애인을 위한 서

비스였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책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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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도서관 전경 도서관 입구

B. R. Ambedkar 박사 동상 열람실

수업교재 모음 섹션 언어별 섹션

컴퓨터실 도서관 관계자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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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성장연구소 도서관

□ 방문 개요

ㅇ 방문기관: 경제성장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Growth, 이하 IEG) 도서관

ㅇ 방문일시: 2019. 2. 14.(목) 15:30

ㅇ 면담자: Dr. P.K. Jain(Chief Librarian), 수서담당 실무자

□ 기관 현황

ㅇ 개관: 1958년

ㅇ 소재지: University Enclave, University of Delhi (North Campus), Delhi 110 007

ㅇ 웹사이트: http://www.iegindia.org/library/Library

ㅇ 자료 현황

- 주로 사회과학, 경제개발과 계획 분야에 특화된 자료 수집

- 단행본, 보고서, 조사보고서, 회의자료, 각종 통계 등 13만여 권

- 정기간행물 2,000여 종(구독 104종)

ㅇ 조직 현황 

- 도서관 직원 총5명(Librarian 1명, Professional Assistant 3명, Semi

Professional Assistant 1명)

ㅇ 주요 기능

-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들에게 필요한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수집

- 정부통계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 연구소 발간 저작물 디지털 아카이브

- 교수와 연구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 주요 내용

ㅇ IEG는 델리대학교 소속 연구소이지만 예산은 정부 기금에서 지원 받음

ㅇ IEG 도서관은 사회과학 분야, 경제개발, 에너지, 환경, 재정정책, 계량

경제학, 수학, 농림업, 산업, 관개, 사회 및 사회인류학, 건강 분야의 

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음

ㅇ 분류 방법은 DDC, UDC, CC(콜론분류법)를 시대별/자료형태별로 혼

용하고 있으며 최근 입수자료는 DDC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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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서관 장서는 델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구입

- 델리대학교 도서관 연간 예산: 1억 루피(한화 15.5억)

- 저널(전자저널과 웹DB 포함)구독은 ICSSR(India Council of Social

Science Research)*의 지원과 델리대학교 자체예산으로 집행

       * ICSSR(India Counci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969년 인도 정부에 의

해 설립된 사회과학 연구 촉진을 위한 기관. 사회과학 연구기관에 보조금을 편

성·지원하고 저널구독, 학술출판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ㅇ 1872년 인구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자료 전체 소장

- 1872∼1951년까지 자료는 Microfiche 형태

- 1952∼2001년까지 자료는 책자 형태(hardcopy)

- 1991년과 2001년도 자료는 CD 형태

ㅇ 주요 서비스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대출반납, 온라인 정보검색서

비스(맞춤형은 아님), 신착자료속보, DDS, 신착학술지 기사색인, 상

호대차 등)는 모두 제공

ㅇ 주요 이용자

- IEG 소속 연구원(약 30여 명), 델리대학교 교수, 대학원생, 공무원 등

□ 시사점

ㅇ 수집하는 자료(단행본, 인쇄정기간행물, 통계자료, 자체발간물)는 전통

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서비스 함

- 도서관 고유기능에 충실

ㅇ 사회과학연구에 꼭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고 관리

ㅇ 자체발간물은 디지털 아카이브 진행

ㅇ 연구자 특화서비스로 Faculty 전용 열람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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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IEG 전경(정면) IEG 전경(측면)

도서관 내부 담당자 설명

센서스 자료서가 연구자 전용 열람실

인구센서스 마이크로 피쉬(1872년) 도서관 관계자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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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참가

1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개요

□ 세계전문도서관협회(Special Library Associations, SLA)

ㅇ 세계전문도서관협회는 1909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 세계의 학술 및 

정부기관, 기업체, 박물관 등의 전문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비영리단체

로 총75개 국가에서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

□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ICoAS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ㅇ 세계전문도서관협회 산하 아시아지부가 주체하는 행사로 아시아 전문

도서관과 사서들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2008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함

- 제1회 ICoASL 2008: 뉴델리(인도), 2008. 11. 26. ~ 28.

- 제2회 ICoASL 2011: 도쿄(일본), 2011. 2. 10. ~ 12.

- 제3회 ICoASL 2013: 마닐라(필리핀), 2013. 4. 10. ~ 12.

- 제4회 ICoASL 2015: 서울(한국), 2015. 4. 22. ~ 24.

- 제5회 ICoASL 2017: 족자카르타(인도네시아), 2017. 5. 10. ~ 12.

□ 제6회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ICoASL 2019)

ㅇ 기간: 2019. 2. 14. ~ 16.

ㅇ 개최지: 인도 뉴델리 경제성장연구소(2. 14.), 암베드카 대학교(2. 15.)

ㅇ 웹사이트: http://www.slp.org.in/icoasl-2019/about-icoasl-2019

ㅇ 주제: 디지털 플러스 시대의 도서관과 사서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Digital Plus Era)

ㅇ 프로그램: 6개의 전문세션, 18개의 하위세션, 90개 주제발표(소세션)

ㅇ 참가국/참가인원: 20개국 350여 명

2  주요 내용

□ 개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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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영사(암베드카 대학 Librarian Dr. Debal C Kar), 축사(오무석 세계

전문도서관협회 아시아지부 회장 등 4인) 및 개회연설(Ms. Emma

Davidson SLA 의장)

- 개회연설 주제 : 디지털 플러스 시대 도서관협회의 역할

□ 세션별 주요 내용

ㅇ Technical Session 1A

- 주제 : 디지털플러스 시대의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in Digital Plus Era)

- 초청발표(Kelvin Poh, OECD Publishing, Japan)

· OECD의 경험을 통한 정보 과잉과 유료 대비 무료 정보 인용의 진화

- 주요 발표

· 온라인 정보자원의 라이센싱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Jitendra Kumar

and Ajay Kumar Sharma, Assistant Librarian, Central Library,

SVNIT, Surat, Gujarat)

ㅇ Technical Session 1B

- 주제 : 디지털 아카이브 및 전자 거버넌스

(Digital Archives and E-Governance)

- 초청발표(Jean-Marc Comment, Canton of Jura, Switzerland)

· 자료 보존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 도서관과 기록관의 기회

- 주요 발표

· 문화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저장소의 역할(Venkata

Subbalakshmi Pathakota, Kamalakar Pallela, Army Pre-Primary

High School, Pune)

ㅇ Technical Session 1C

- 주제 : 웹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도서관

(Web Based Services and Digital Libraries)

- 초청발표(Dr. R. VenkataKesavan, Times Archives & Knowledge

Centre Mumbai, T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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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Takc에서의 디지털 정보와 지식 서비스의 제공 : 모범 사례 

및 전략적 권고사항

- 주요 발표

· “웹기반 사서에게 묻기” 시스템의 사례로 본 의학도서관 참조서비스의

역사적 변화(김기흥, 강지연, 권유진, 경희의료원 의학도서관)

ㅇ Technical Session 2C

- 주제 : 디지털 플러스 시대 도서관 재난관리와 서비스 사례연구

(Case studies of library disaster management and services

in a digital era)

- 초청발표(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원장)

· 세계 학회의 현안: 약탈적 출판에 대하여

- 주요 발표

· 첸나이 국립역학연구소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디지털 

보존(S. Satish, Senior Technical Officer –Library, National

Institute of Epidemiology(ICMR), Chennai)

ㅇ 컨퍼런스 2일차 본회의 기조연설

- 주제 : 도서관 재구성 : 새로운 글로벌 기술동향 및 경향

(Reshaping Libraries: Emerging Global Technologies and Trends)

- 주요 발표

· 디지털 플러스 시대를 위한 데이터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한국 국

회도서관의 사례(허용범, 국회도서관장)

ㅇ Technical Session 4A

- 주제 : 측정 및 서지학 연구와 자원공유

(Measurement and Bibliometric Studies and resource share)

- 초청발표(Dr.D.D.Lal: A Pilot Project of Department of Biotechnology

(DBT) for Establishing and Handling A National Biotechnology

Consortium i.e. DeLCON Consortium by NBRC.)

· 도서관 데이터 과학-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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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

· 대학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도전과 기회(Perumal

Ganesan, Regina, K. Senthur Selvi, Raja, Central Library,

Alagappa University, Karaikudi, Tamil Nadu)

ㅇ Technical Session 5A

- 주제 : 기술역량 개발 및 사서의 역할과 기술 재고

(Skills Competency Development and Rethinking roles and

skills of Librarians)

- 초청발표(Dr. Shamprasad M. Pujar, Chief Librarian, Indira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

· 공유 경제와 도서관 

- 주요 발표

· 학술도서관 전문가간 전문성 및 기술개발(Mohammad Aadil Khan,

Assistant Librarian Maulana Azad National Urdu University

Hyderabad)

□ 폐막 행사

ㅇ 컨퍼런스 보고(Dr. Parveen Babbar, Dy.Librarian, JNU, Delhi),

폐회사(Dr. H. K. Kaul, Director, DELNET, Delhi), 감사패 증정 등

3  관련 사진

2. 14. 컨퍼런스(경제성장연구소) 2. 15. 컨퍼런스(암베드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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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등록 컨퍼런스 등록

개막식(환영사) 개막식(오무석 회장 축사)

주제발표(김기흥 경희의료원) 주제발표(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단체사진 감사패 수여(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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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기 및 시사점

□ 2019년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는 각국의 전문도서관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적 기술 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아시아 

각국 전문도서관들의 서비스 발전과 변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음

□ 각국 전문도서관들은 전자화된 자료의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전문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전자자원의 저장, 서비스, 라이선싱, 

빅데이터 등 서비스 방법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차기 2021년 ICoASL의 개최지로 한국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소재)이 

선정된 것은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서비스 사례를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회원기관이기도 한 전문도서관이 

2021년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방향 등 논의 필요

감사패 수여(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폐회 연설(엠마 데이비슨 SLA의장)

폐회 연설(오무석 회장)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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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장성과 및 특이사항

□ 인도의 도서관들은 ‘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기조

를 가지고 누구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을 위한 열람 시설,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이 활성화되어 있음

□ 인도는 DELNET, INFLIBNET 등 국가나 고등교육 기관 차원의 협력과 

정보공유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상용 데이터베이

스 구독 문제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도서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인도의 협력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 및 

연구할 필요성 있음

□ ‘Digital India’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로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디지털화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함께 지원해줌으로써 

개별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임

□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

문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

류의 장임. 특히 올해 주제인 ‘디지털 플러스 시대의 도서관과 사서’ 아

래 발표된 각국의 사례를 통해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도서관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함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