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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ㅇ 라 사피엔차대학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실태조사

ㅇ 옥스퍼드대학교 한국자료실 지원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향후 한국자료실 발전 방향 협의

ㅇ 한국자료실 지원을 위한 재외 한국문화원과의 협력방안 논의

ㅇ 주요 국립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서비스 운영 현황 조사

2. 출장기간 : 2018. 2. 26.(월) ~ 2018. 3. 4.(일) / 5박 7일

3. 출 장 지 : 이탈리아(로마), 영국(런던, 옥스퍼드)

4. 방문기관

ㅇ 라 사피엔차대학교 동양학부도서관 

ㅇ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안도서관

ㅇ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ㅇ 영국국립도서관

ㅇ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주영국 한국문화원

5. 출 장 자 : 김상욱 기획연수부장

배명희 주무관(국제교류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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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세부일정 접촉인물

(직책포함)

2.26(월) 인천 로마 ㅇ 인천 출발 로마 도착

2.27(화) 로마
ㅇ 라 사피엔차대학교 방문
- 한국자료실 설치장소, 시설 등 파악
- 한국자료실 설치 운영계획 협의

Fabio Stassi
(동양학부 도서관장)

로마 ㅇ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방문 이수명(문화원장)

2.28(수) 로마 ㅇ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로마 런던 ㅇ 로마 출발 런던 도착

3.1(목)
옥스
퍼드

ㅇ 옥스퍼드대학교 방문
- 한국자료실 지원 연장 양해각서 체결
- 한국자료실 운영 현황 점검

Richard Ovenden

(도서관장)

3.2(금) 런던 ㅇ 주영국 한국문화원 방문 용호성(문화원장)

런던 ㅇ 영국 국립도서관 방문

3.3(토) 런던 ㅇ 런던 출발

3.4(일) 인천 ㅇ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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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업무 세부내용

     

1. 라 사피엔차대학교 동양학부도서관

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18. 2. 27.(화) 11:00~13:00

ㅇ 장  소 : 도서관 및 관장실

ㅇ 면담자 : Fabio Stassi(동양학부도서관장), Antonetta Lucia Bruno(한국

학과장), Alessandra Brezzi(동양학부 교수), 김은정(한국학과

강사)

나. 한국자료실 설치장소 점검

ㅇ 설치장소 : 동양학부도서관 1층(약 200㎡) / 단독공간

ㅇ 점검내용

- 동양학부도서관 주열람실(2층)에서 내부계단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후 현재는 열람좌석만 비치되어 있음

- 서가는 벽면으로 배치하고, 자료검색용 PC 및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추가로 설치

- 한국적 느낌이 나는 디자인의 커튼 설치 등 한국자료실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 작업 예정

다. 한국자료실 설치사업 협의

ㅇ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사 관련

- 한국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설비비 지원금액($20,000)에 맞게 사업계획서

및 공사, 물품구입 견적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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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최종(안)은 3월말까지 제출 요청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승인

후 설비비의 50% 선지급하기로 함

- 자료실 설치는 상반기내에 완료하며 하반기에 개실행사 및 정산완료

해줄 것을 요청

ㅇ 한국자료실 제공용 자료 관련

- 한국자료실 제공용 자료 목록은 3월중에 보내주기로 하였으며, 설치

기관에서 선정한 자료에 대해 구입 제공

- 목록에 없는 자료도 필요시 추가로 요청하면 제공해 주기로 함

- 국가 및 학교의 특성상 카톨릭 관련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목록 제공시 고려할 필요 있음

- 한국관련 자료 중 구입이 어려운 영상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

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자료 등) 및 한국문화 관련 영어자료,

도서관에서 제작한 고문헌 영인자료 등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ㅇ 양해각서 체결 관련

- 라 사피엔차대학교에서는 한국자료실 설치 및 자료지원을 통해 물품을

기증받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함

- 양해각서에는 기증받는 물품(도서 포함)에 대해서 금액을 함께 명시

하며, 물품은 한국문화원을 통해 전달받는다는 부분을 포함해 조항을

작성하기로 협의

-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3월중에 양해각서 체결 건도 추진하기로 함

ㅇ 기타사항

- 자료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에 대한 사항도 요청해온 바 하반기 추진 

예정인 해외 한국학사서워크숍에 초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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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사진

동양학부도서관 주열람실(2층) 한국자료실 설치장소(1층)

소장중인 한국관련 자료들 한국자료실 설치 관련 관계자 협의

2.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18. 2. 27.(화) 15:00~17:00

ㅇ 면담자 : 이수명(한국문화원장), 조민경(실무관, 자료실 담당)

나. 회의내용

ㅇ 라 사피엔차대학교 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관련 협의

- 라 사피엔차대학교는 1303년 설립된 이탈리아 내 명문대학으로 한국

학과, 석사, 박사 과정이 설치된(2001년) 유일한 대학임. 한국학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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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라 사피엔차대학교 내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이탈리아 행정 및 회계절차 상 한국자료실 설비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 40%이상, 연내 집행 불가)

한국문화원에서 설비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합의

- 문화원에서 공사계약 및 물품구입 후 학교측에 전달하는데 따른 구체

적인 사항은 양해각서 체결, 전문 및 서신 등으로 추진(국중, 문화원,

학교)

- 라 사피엔차대학교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한국자료실

(WOK)인만큼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적극

적인 협조 요청

- 향후 유럽 내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자료실

설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세종학당이 설치된 곳을 거점으로 선정

한다면 한국자료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원 자료실

ㅇ 도서 2,600여 책 및 영화, 드라마 DVD 등 다수의 영상자료 소장

ㅇ 전담직원 부족으로 개방시간 단축 운영(14시~17시)

ㅇ 도서자료는 ISBN의 부가기호를 참고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영상자료는

ISBN이 없어 분류에 어려움이 있음

ㅇ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이용 서비스에 관해 안내하였으나 현재 자료실

내 PC 이용환경에 제약이 있어 차후에 서비스 신청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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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사진

3.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가. 방문일시 : 2018. 2. 28.(수) 10:00~12:00

나. 주요내용

ㅇ 주출입구가 위치한 1층 로비에는 전시실이 있으며, 로비 벽면도 전시

공간으로 구성. 중문을 통과하면 도서관 메인 공간으로 진입

ㅇ 중문 안쪽에 카페테리아, 물품보관소, 이용자등록 및 안내데스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증을 발급받은 후 입관이 가능

ㅇ 도서관 로고 디자인에 사용한 대표 컬러를 안내데스크 및 안내판, 전시

벽면, 검색 PC용 데스크 등 전체 인테리어에 일관성 있게 적용

ㅇ 자료실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13개) 일부 개가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후 이용

ㅇ 자료실 천정 조명은 최소화하고 자연 채광 및 개인 스탠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 좌석 콘센트 설치하여 노트북 이용 가능(약 900석)

ㅇ 카페테리아 내부도 책을 활용한 인테리어로 도서관의 이미지를 잘 

살렸으며, 카페테리아 이외에는 별도의 이용자 휴게공간이 없었음

문화원장 간담회 문화원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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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사진

1층 로비 대표 컬러를 활용한 공간 구성

자료실 내부 필사본 및 희귀본 자료 열람석

4.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안도서관

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18. 3. 1.(화) 13:30~16:30

ㅇ 장  소 : 관장실, 한국자료실 등

ㅇ 면담자 : Richard Ovenden(보들리안도서관장), Gillian Evison(동양학부

도서관장), James B. Lewis(한국학과 교수), Minh Chung(WOK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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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자료실 지원 연장 양해각서 체결

ㅇ 2012년 선정된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안도서관에 대한 한국자료실 

지원기간(5년간)이 종료됨에 따라 ‘Window on Korea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5년간 연장 지원 합의

ㅇ 김상욱 기획연수부장과 Richard Ovenden 보들리안도서관장은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한국자료실을 통한 양 도서관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해 협의

ㅇ 보들리안도서관장과의 면담내용

(보들리안도서관장)

- 보들리안도서관에서는 WOK를 통해 지원받는 한국관련 자료가 한국학

장서구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들

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함

- 한국국제교류재단(KF)를 통해서도 자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한국관련

자료와 관련 예산지원은 중국, 일본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한국자료실과 연계한 문화행사, 강연, 북클럽 등 개최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획연수부장)

- 지난 5년간 한국자료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준 보들리안도서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으로 한국자료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한국관련 자료가 옥스퍼드대학교 한국학

발전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프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DB 등의 온라인 자료도 많이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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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유관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요청을 통해 한국관련 

자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다. 한국자료실 방문 및 현황 점검

ㅇ 설치장소 : 동양학연구소(Oriental Institute) 도서관 지하 1층

ㅇ 운영현황

- 한국관련 자료 5,500여 책은 ‘Window on Korea’로 표시된 별도서가

에 집중 비치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자유롭게 자료열람 및 관외대출 

실시

- WOK 지원자료 외에 별도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한국관련 자료도 

함께 비치하고 있으며 DVD 등 영상자료는 세미나실 내에서 별도 

관리

-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한국학

연구기관 발간 자료에 대한 제공을 희망하고 있으며, 최신 영상자료의

확충도 필요

- 도서관 자료검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며, 한국어 검색도

지원. 이용환경의 제약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는 이용불가

-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한국문학번역 워크숍, 강연, 세미나, 전시 등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자료실 홍보 및 한국관련 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옥스퍼드대학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현황>

· 개실일자 : 2013. 6. 21. (2012년 선정)

· 설치규모 : 100㎡ (A/V세미나실, 열람실 포함)

· 비치자료 : 5,500여 책(점) (한국관련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등)

· 지원현황 (2012~2017)

- 설비지원 : 서가, 컴퓨터 책상 등 21백만원 상당

- 자료지원 : 한국관련 자료 3,440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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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사진

보들리안도서관장과의 면담 한국자료실 양해각서 체결

한국자료실 지원 자료 한국자료실 관계자들과 함께

5. 주영국 한국문화원

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18. 3. 2.(금) 10:00~12:00

ㅇ 면담자 : 용호성(한국문화원장), 권수진(자료실 담당자)

나. 회의내용

ㅇ 옥스퍼드대학교 내 한국자료실 활성화 지원 협의

- 2012년 한국자료실 설치 후 5년간의 자료지원 기간이 종료된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과 금번 ‘Window on Korea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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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를 체결한 바, 향후 한국자료실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요청

- 영국 내 한국학 연구 활성화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관련 자료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WOK

지원자료가 계속적으로 확충되기를 기대함

- 향후 한국문화원은 영국 내 다른 한국학 연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한국자료실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다. 문화원 자료실

ㅇ 한국전통문화 및 예술, 관광, 여행자료, 한국어교육 자료 등 제공

ㅇ IT & Multimedia 라운지에서는 700편 이상의 한국 영화, 드라마 등 

DVD 감상 가능(관내에서만 이용)

ㅇ 도서관내 PC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원문자료 등 이용

라. 관련 사진

문화원장 간담회 문화원 자료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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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국립도서관

가. 방문일시 : 2018. 3. 2.(금) 15:00~17:00

나. 주요내용

ㅇ 주출입구 로비(G층)에서 전체 층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구조로 채광을

충분히 활용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 연출

ㅇ 주출입구 정면에 안내데스크를 배치하고 로비에 오픈형 카페테리아 

및 전시실, 기념품 숍 등 구성

ㅇ 자료실은 이용증(Reader Pass)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실 입구는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소음 차단. 1층부터 3층까지 총 

11개의 자료실로 구성

ㅇ 각 층의 복도, 로비 등의 공간에도 휴식 및 열람좌석을 마련하여, 자료실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노트북 사용 및 개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로마 국립중앙도서관과 대조적임

다. 관련 사진

영국국립도서관 내부 로비 내 열람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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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성과 및 시사점

1. 한국자료실 설치 예정 기관 사전 점검

ㅇ 18년도 한국자료실 설치 예정 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장소 

및 시설, 자료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논의

ㅇ 라 사피엔차대학교는 이탈리아 내에서 한국학과, 석사, 박사 과정이 

설치된 유일한 대학으로 한국자료실 설치 후 한국학 연구 지원 및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ㅇ 한국자료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동양학부도서관 내 한국자료의 

비중이 낮은 바 한국자료실 설치 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자료지원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

ㅇ 향후 ‘한국학연구기관 자료지원’, ‘해외 한국학사서워크숍’ 등을 통해 

교류협력 확대 추진 검토

2. 한국자료실 지원 연장 양해각서 체결 및 현장 점검

ㅇ 12년도 설치 기관인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안도서관과 ‘Window on

Korea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5년간 추가 지원에 합의

ㅇ 세계적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학교 내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함으로써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고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기여

ㅇ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국자료실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실 있게 한국

자료실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됨



- 17 -

ㅇ 최신간 도서자료 및 영상자료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술·

연구 지원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자료실 제공용

자료수집 다변화 모색

ㅇ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등 온라인 자료 이용을 위한 자료실 이용환경

개선 및 지속적 점검 필요

3. 재외공관(한국문화원)과의 협력

ㅇ 한국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재외공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해외 한국학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 모색

ㅇ 신규 자료실 설치시 현지 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 

예산 직접 집행 방안 협의 및 협조 요청

ㅇ 한국자료실 설치기관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자료실 홍보 및 활성화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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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방문기관 개요

1. 로마 라 사피엔차대학교 동양학부도서관 (The Library of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가. 학교현황

ㅇ 설립 : 1303년(국립)

ㅇ 인원 : 학생 111,000명 / 교원 4,000명 / 직원 2,000명

ㅇ 학부 : 11개의 학부 및 63개 학과

ㅇ 예산 : €1,071,000,000 (2016년 기준)

ㅇ 위치 : Piazzale Aldo Moro 5, 00185 Roma

  나. 운영현황

ㅇ 설립 : 1905년

ㅇ 규모 : 1층(500㎡), 2층(500㎡), 컨퍼런스홀

ㅇ 직원 : 7명

ㅇ 예산 : €26,000(2016년 기준)

ㅇ 장서 : 도서 12만책 / 비도서 1,000점

※ 한국어자료 도서 1,000책 / 비도서 300점

  다. 주요사항

ㅇ 라 사피엔차대학교 도서관은 전체 59개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탈리아 내 가장 규모가 큰 대학 도서관 시스템

ㅇ 동양학부도서관은 2016년에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이슬람을 포함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ㅇ SBN(Servizio Bibliotecario Nazionale, 국가도서관서비스)을 통해 온라인

목록 검색 제공(2,000개 도서관, 6억 5천만 건의 서지정보 포함)



- 19 -

2. 로마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Central Library of Rome)

  가. 일반현황

ㅇ 연혁 : 1876년 설립, 1975년 현 위치 이전, 2001년 보수 및 확장사업 완료

ㅇ 조직 : 6개 부서

ㅇ 예산 : €7,704,912(2016년 기준)

ㅇ 위치 : Viale Castro Pretorio 105, 00185 Roma

  나. 운영현황

ㅇ 개관시간 : 월~금(08:30~19:00), 토(08:30~13:00)

ㅇ 장서 : 7백만 책(점) 이상

필사본 초기 간행본 16세기 판본 지도 판화 및 회화 정기간행물 박사논문

8,000 20,000 25,000 20,000 10,000 50,000 34,000

ㅇ 시설 : 총 9층(지상 5층, 지하 4층)

A – 신문

B – 서지

C – 특수자료실

D – 필사본 및 희귀본

E – 국립필사본연구센터

F – 언어 및 문학자료

G – Enrico Falqui실

H – 인문학

I – 법률 및 사회과학

L – 예술 및 고고학

M - 공연자료

N – 음악 및 멀티미디어

O -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 이용좌석 수 : 9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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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사항

ㅇ 피렌체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로 

지정된 국가대표도서관 

ㅇ 납본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의 1부를 납본받고

있으며, 해외에서 출판되는 이탈리아 관련 자료도 수집 

ㅇ 18세 이상 이용가능, 신분증 제시 후 이용증 발급 받은 뒤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물품 반입 금지

ㅇ Ermes 시스템을 통해 자료검색, 자료신청, 좌석예약, 상담신청 등 

수행

ㅇ 1989년 국립필사본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탈리아 내 필사자료 수집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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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안도서관(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

  가. 학교현황

ㅇ 설립 : 미상(1096년부터 교육 시작)

ㅇ 인원 : 학생 23,000명 / 직원 13,000명

ㅇ 학부 : 38개의 단과대학, 100여 개의 학과

ㅇ 예산 : £32억(2016/17년 기준)

ㅇ 위치 : Wellington Square Oxford OX1 2JD

  나. 운영현황

ㅇ 연혁 : 1320년경 설립, 1602년 개방

ㅇ 규모 : 1층(500㎡), 2층(500㎡), 컨퍼런스홀

ㅇ 직원 : 565명

ㅇ 예산 : £46백만(2015/16년 기준)

ㅇ 장서 : 12백만책(점)

  다. 주요사항

ㅇ 400년 전부터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영국 내 모든 출판물을 수집해

온 보들리안 도서관(Bodleian Library)을 포함한 30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국립도서관 다음으로 큰 규모의 도서관

ㅇ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지로 유명한 Duke Humfrey's Library(Old

Library), Radcliffe Camera 옆에 2015년 Weston Libary가 새롭게 

개관

ㅇ 희귀자료, 필사본, 파피루스, 지도, 음악이나 미술관련 단명자료

(ephemera) 등 다수 소장

ㅇ SOLO(Search Oxford Libraries Online)을 통해 온라인 목록 검색이 

가능(8백만 건의 서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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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가. 일반현황

ㅇ 연혁 

- 1753년 대영박물관 도서관 부서에서 시작

- 1916년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 1962년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 설립

- 1972년 영국도서관법 제정

- 1973년 대영박물관 도서관부(국립과학발명참고도서관 포함), 국립

중앙도서관,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통합

- 1998년 영국국립도서관 공식 개관

ㅇ 구성 : 본관(세인트 판크라스), 보존관(보스턴 스파)

ㅇ 조직 : 3개 국 27개 부서

ㅇ 예산 : £138백만(2016/17년 기준)

ㅇ 위치 : 96 Euston Road, London NW1 2DB

  나. 운영현황

ㅇ 개관시간 : 월(10:00~20:00), 화~목(09:30~20:00), 금~토(09:30~17:00)

-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실, 지도·필사본 자료실은 17:00까지 

ㅇ 장서 : 1억 5천만 책(점) 이상

- 필사본, 지도, 신문, 잡지, 회화, 악보, 음향자료, 우표 등 포함

- 마그나 카르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노트, 타임지 초판본, 비틀즈

자료 등 귀중자료 다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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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 : 총 14층(지상 9층, 지하 5층), 112,000㎡ 

3층 지도자료실,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실, 과학자료실

2층 인문과학실, 신문자료실, 필사본, 과학자료실

1층 Business & IP Centre, 인문과학실, 희귀본 및 음악자료실, 사회과학실

UG층 이용자등록실, 전시실, 카페테리아

G층 안내데스크, 전시실, 기념품 숍, 카페테리아

LG층 물품보관소

- 이용좌석 수 : 1,200석

  다. 주요사항

ㅇ ‘Living Knowledge: The British Library 2015-2023’을 수립하여 도

서관의 6가지 추진 목표(Custodianship, Research, Business,

Culture, Learning, International) 제시

ㅇ 영국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 디지털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

ㅇ ‘Business & IP Centre’를 통해 기업가, 개인발명가 들에 대한 비즈니스

및 지적재산 관련 전문정보서비스 제공

ㅇ 조지 3세(재위 1760-1820)가 수집한 자료로 구성된 King’s Library가

도서관 중앙부에 위치(도서 65,000책, 팜플렛 19,000점 등)

ㅇ 희귀본, 귀중본 및 이용률이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장서의 30%가 

본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스턴 스파의 보존관에서 수집․정리․

보존․디지털화 작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