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도서관2010』, 
지력강국(知力强國)을향한첫걸음입니다

21세기는 지식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이 국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지식을축적하여활용, 유통하는것이국가발전의관건이되는시대입니다. 이를위해
우리에게는지식자체뿐아니라지식의공유를통해현재를꿰뚫고미래를내다볼수
있는창조적지식이무엇보다필요합니다. 개관60주년을맞은국립중앙도서관이새로운
도약을위해선택한미래가‘지력강국(知力强國)’으로향하는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

지력강국은지식의힘이강한나라를만듦을의미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일찍부터 도서관이 국가 경쟁력의 산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때문입니다. 이제국립중앙도서관은비전의실현을통해국민의정보기본권을
보장하고자아발전과사회전반의지식수준을높이게될것입니다. 더불어지식의활용과
생산이 사회경제와 문화발전을 재촉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제성장,
사회발전, 문화창달로 이어지는 지력강국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가 현실화 되도록
할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0」은 지난 8개월간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 담당자들의 수많은
토론과고뇌를거쳐탄생한국립중앙도서관의미래청사진입니다. 여기에는한나라를
대표하는국가도서관의고유한존재가치와위상, 사회적·역사적책무와현주소, 그리고
급변하는국내외도서관환경을반 한미래지향적계획과전략이담겨있습니다.

꿈의실현을위한국립중앙도서관의여정은2025년까지계속됩니다.
그 출발선에서 우리는 향후 5년간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寶庫)로서의

위치를확고히하고, 지식정보유통과제공서비스센터로서의충실한역할을약속드립
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이자 국내외 도서관 교류 협력의 창구가 되어
한국의도서관문화를한단계더높이도록하겠습니다.

부디이번비전을통해전국민들이지식을얻기위해도서관으로몰려들고, 그힘이
지력강국대한민국으로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목차

1. 필요성과 배경 9

2. 기본원칙과 목표 12

3. 핵심내용과 추진과제 18

4. 비전의 잠재가치와 스펙트럼 24

1.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31

33

38

43

46

48

2. 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제공 서비스 센터 53

55

58

61

65

70

비전수립의배경과목표제1부

제2부

제3부

비전의 역별핵심내용과과제

3. 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 81

82

85

92

95

99

4.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 창구 105

107

110

114

115

5. 투자계획 122

1. 각 주 126

2. 관련 법령 145

3. 「국립중앙도서관 2010」추진 일지 147

4. 「국립중앙도서관 2010」추진 참여자 149

부 록



1. 필요성과배경

2. 기본원칙과목표

3. 핵심내용과추진과제

4. 비전의잠재가치와스펙트럼

제 1 부
비전 수립의 배경과 목표



도서관은 유사 이래 인류의 사회문화적 장치로 존재·발전하여 왔다. 그런 가운데

도서관의 정체성을 규정한 키워드도 무수히 등장했는데, 이른 바「인류의 지식보고,

지력총화의 공간, 통시적 지식교류의 장, 정보자료의 집적소, 지적 정신문화의 타임캡

슐, 지식정보에 대한 국가사회의 안전망, 문화수준의 척도」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서관이 인류의 지적·정신적 기록문화를 수집·

제공·보존·전수하는구심체내지중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해왔을뿐만아니라

그렇게해야하는당위를내포하고있다.

다만그대상이한나라를대표하는국가도서관일경우에는다른모든도서관이추구

해야하는가치와당위를포함하되, 더거시적이고전략적인정체성과역량을필요로한다.

요컨대국가도서관은자국에서생산·유통되는일체의정보자료와지적문화유산을수

집·보존하는 지식보고로서의 위상, 자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리를 보장

하고상대적격차를해소하는정보서비스센터로서의책무, 국내에모든도서관의발전

과서비스를지원·계도하는지도자로서의역할, 그리고다른국가도서관과교류·협력

하는창구로서의기능을통하여국민문화수준을제고하는한편, 후대의접근과이용을

예비하는타임캡슐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다. 국가도서관은고유한존재가치와

위상, 사회적역할의현주소, 그리고미래지향적계획과전략등을지속적으로갈무리

하고핵심역량을제고시키는데주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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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개관한 이후로, 실정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대표

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사회적역할을수행하는데 전력하여 왔으나

본질적존속가치와시대적자화상을결합한미래의청사진, 즉비전을제시한적은없었다.

이에국립중앙도서관은개관60주년을계기로국내는물론세계적인국가도서관으로

도약하기위한비전, 즉‘국립중앙도서관 2010’을제시하고자한다. 그 배경을구체적

으로제시하면<그림1>과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국가지식정보및정신문화의자존심인동시에보고(寶庫)이

어야한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유용한 지식정보를 수집·보존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접근(이용)권과사회적욕구인정보갈증을해소하며, 어떤정보요구에도대처하는

최후의보루및해결사로서의위상을확립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아날로그자료의

수집과 보존, 디지털 자료의 아카이빙을 양대 핵심기능으로 상정하는 전략적 계획과

실천방안을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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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관련제도의전향적개선을통하여디지털패러다임을적극

수용하는방향으로핵심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총괄·지원해야 하고, 후진국형 도서관 시스템의

개선및독서운동을선도해야하며, 사서직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직무분석·직제

개선·교육훈련 등에 치중하고, 도서관을 국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적및물적인프라와정보서비스에관한연구개발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기술과 디지털 문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의 활용능력을

증대시키고상대적격차를해소하는데주력하여야한다. 

이미 일련의 관계 법률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정보격차의심각성과해소문제를규정

하고있다. 따라서지금까지도서관정책문서나발전계획에서선언적으로언급된장애

인 및 취약(소외)계층의 지식정보 격차문제는 비전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추진할

필요가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및정보정책을수립·추진하는주체로서의역할을수

행하여야한다. 

2004년 11월에 문화관광부‘도서관박물관과’가 폐지되고 2004.11.18일자로 개정된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8588호)에의거, 도서관정책의수립및집행

기능이국립중앙도서관으로이관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문화관광부에서수립한도서

관발전종합계획과함께국립중앙도서관발전계획을포함하는새로운중장기계획을수립

하고 정책메뉴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초와 논리적 근거로 삼을 비전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식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적

및역사적책무, 그리고모든국민의정보접근(이용)권을보장할수있도록미래의청사

진을중장기비전으로수립하고실천해야할의무가있다.  

그림 1     비전 수립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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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소외)계층및장애자를위한관련법제의개선과접근성확대

저급하고열악한도서관및정보인프라의개선과충실화

지속적인홍보활동및마케팅등을통한도서관이용및독서문화의제고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유인하고대중적지지기반을확대하기위한각종교육

및문화프로그램의개발과실시

도서관건물및자료의공공성과공개성강화

지식정보의생산, 자료이용및독서의생활화, 정보활용능력제고, 문화수준향상

등의연계성강화

지식선진국과경제성장의상관성에대한논리개발과실천화

이들의 상호관계와 중장기 비전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도시하면

<그림2>와같다.

그림 2     비전 수립의 기본원칙과 수렴과정

일반적으로 비전(Vision)은 국가, 사회, 조직, 개인이 지향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바람직한모습을말한다. 그주체가누구든간에비전을수립한다는것은과거를

되돌아보고현재를성찰하여백지위에미래상을스케치하는과정이다. 따라서비전에는

조직이추구하여야할가치나이상이함축적으로제시되며, 시계열적연차계획이나청사

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국가마다 역사적, 행정 및 법제적,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도서관의 비전이나 발전계획의 성격과 내용도

다양할수밖에없다. 

우선주요국가가대외적으로천명하고있는비전1)에는「비전, 사명, 목표, 책임」등의

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모두국가와사회를위한역사적소명과현실적역할을강조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장기 비전도 국내외 사조와 사회적

책무를수용하여몇가지의기본원칙을정하고그것에입각한핵심가치와최종목표를

설정한다음, 그결과로구현될미래상을분명하게형상화할필요가있다. 이를개괄적으

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지식정보 커뮤니케

이션의 국제적 동향,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 문화 및 복지 인프라의 강화,

지식기반의경제사회와지식정보의중요성등을반 하여다음의4가지로설정한다. 

다양한수집방법을통한국내외자료의망라적·체계적수집과보존

선택기준에부합하는온라인디지털자원의아카이빙

소장기능과 접근패러다임의 정합, 실물공간 및 가상공간이 공존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기위한게이트웨이기능과포털서비스의강화등

인터넷정보기술과지식기반사회의최대역기능인지식정보접근(이용)격차해소

도서관및자료의이용, 정보검색과활용등에대한교육과인식제고를통한정보활

용능력의강화

2. 기본원칙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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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의 핵심가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보존하는 방대한 국가장서는 한국

지식정보의자존심(Pride)이라는것이다. 2002년에문화관광부가확정·발표한「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서도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문헌센터로서의

기능강화의최우선순위로‘국립중앙도서관이보유한장서를400만권에서1,000만권으로

대폭확충한다’는내용을명시한바있다. 이를위해서는도서관및소장자료의역사성과

누적성, 장기 보존성과 접근(이용)가능성을 포함한 본질적 존재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서고금을막론하고후대를위한가장중요한목표이기때문에국립중앙도서관

의중장기비전에서도최우선하는목표로설정한다. 

이목표에내포된핵심가치는국립중앙도서관을비롯한국내모든도서관(정보센터)이

수집·정리한 지식정보의 제공서비스(Provision Services)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도서관및장서의본질적존재가치를현실사회에서구체적으로입증하여야하며,

하이브리드형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종다양한 정보서비스에 주력할 때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이 목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에 천명한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브랜드의

명목가치를실질가치로격상시키고내면화하는데에중요하다. 

이 목표의 저변에 자리한 핵심가치는 자국 내의 도서관을 위한 정책기능(Policy

Making)의수행과서비스정신에입각한최대한의지원이다. 이를위해서는국내도서

관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지원하고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높은수준의다양한연구기능도수행하여야한다. 다만정책·개발기능은국립중앙

도서관이범정부차원의도서관정책과중장기발전계획을함께사고하고접근하는것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바람직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연구개발을강화할때, 선진

국형도서관시스템이구축되고대중의정보접근(이용)에따른기회비용이최소화되며,

정책개발및연구활동의구심체가될수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장기 비전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각각의목표(하위비전)에는4가지의핵심가치를투 시킨다. 

이른바4PP로지칭하는핵심가치는국가지식정보의자존심(National PPride), 정보유통

과제공서비스(Information PProvision), 도서관및정보서비스정책과연구(PPolicy and

Research), 외연의확장과국제적관문역할(Global PPortal)을 말한다. 이들의우선순위

및기본원칙과의연계성은<그림3>과같다.

상술한4대핵심가치의우선순위와연계성을결합하여구체화한중장기비전이

추구해야할4대목표는다음과같다.

그림 3   비전의 기본원칙과 핵심가치의 연계성

하이브리드화

동력화

생활화

평등화P

P

핵 심
가 치

PP

■국가지식정보의자존심(National Pride)
■모든지식정보의유통과제공서비스(Information Provision)
■도서관정보정책수립과연구개발(Library Policy and Research)
■외연확장과국제적관문역할(Global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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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추출한 핵심가치(4P)와 그들을 구체화한 4대 목표를 수렴

한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비전은 <그림 5>의 상단에 명기한 바와 같이‘지력강국(知力

强國)’을설정한다. 

이를중장기비전의명제로상정하는이유는국립중앙도서관이국내에서생산된지식

정보를총괄하고, 다른도서관과함께모든국민에게접근및이용의편의성을제공·

보장할때, 지식정보의격차가해소되고도서관및독서문화가조기에정착될수있기

때문이다. 나아가국민의지식정보해득력이제고되고도서관및지식정보중심의문화

수준이높아질때‘지력강국(知力强國)’이가능하다.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 비전의 전모와 체계

지력강국

4대 목표

이목표의핵심가치는도서관(정보센터)의교류와협력을위한 로벌창구내지관문

(Portal)이다. 이것은국가를대표하는국립중앙도서관의국내리더십과국제적위상을

제고시키기위한전략적목표에해당한다. 

이상의4대목표를체계화하면<그림4>와같다. 그중에서‘한국지식문화유산의자존

심과 보고’와‘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제공서비스 센터’가 모든 국가도서관의 본질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보편적 비전이다. 반면에‘도서관

정책·연구의구심체’와‘국내외도서관(정보센터)의교류·협력창구’는본질적목표에

서파생된목표로서전자는다른나라에서사례를찾기어려운한국행정의특수성을반

한 목표이며, 후자는 대다수 국가도서관에만 해당하는 배타적 내지 독점적 비전이다.

그리고 4대목표의상호관계는우선순위로볼때후치한 2대목표(배타적비전)가나머

지를추동하며, 후치한2대목표는선치한목표(보편적비전)를상승시키는개체로작용

한다. 

그림 4    비전의 기본원칙과 핵심가치의 연계성



오늘날특히서구사회에서가장많이회자되는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 디지털유토

피아는 지식정보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과 공유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도서관이

국제조류를능동적으로수용하여국민의기본적인권에해당하는지식정보의자유로운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사회, 문화국가, 디지털 유토피아는

기대할수없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기관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보고

(Repository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

가의 관건은 국내의 유용한 정보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하고

보존하느냐에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보루로 각인될 때 존재이유(Raison d’etre)를 정당화할 수

있다. 국내외전자출판물에대한국가게이트웨이로서의기능을수행할때디지털정보

세계에서도견고한존립기반을유지할수있다. 도서관정책개발과계도기능을강화하

고국내외교류·협력의거점일때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할수있다. 

더구나국립중앙도서관이‘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열어가는’주체가되기위해서는

이를 더 진취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그림 6>에 도시한‘동서양 지식정보의 십자로’

(Knowledge & Information Crossroads)가 되려면, 그리고 마침내‘지력강국(知力强

國)’을 이룩하려면 하이브리드형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정보,

실물공간과 가상세계, 그리고 동서양의 지식문화를 수용하고 이들의 시간적 종축과

공간적횡축을연계시키는전략과비전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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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하여내적 SWOT 분석, 외적 벤치마킹, 그리고 2002년 8월 2일자로 확정·

발표된 문화관광부의「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제시할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비전의핵심내용과주요추진과제를간추리면<표1 에서표4>와같다.

Knowledge

Information

Crossroads

그림 6     동서양 지식정보의 십자로

3. 핵심내용과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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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지식 정보의 자존심’의 핵심내용과 추진과제

한국지식문화유산의자존심과보고(寶庫)

●정보자료와지적·문화적DNA를빠짐없이수집하여 구히보존하는
한국기록문화전당

●국가지식문화유산의망라적수집과체계적관리
●장서개발정책의제도화와자료수집시스템혁신
●‘한국원형콘텐츠’의중점적, 지속적발굴
●디지털정보자원의수집과보존, 자료의디지털화
●자료의과학적보존관리전승

①장서확충을위한제도의확립과정비
- 장서개발정책의제도화
- 납본제도의개선과실효성확보
- 납본대상자료의범위확대
- 장서관리와관련된각종기준의제정·적용·보급
- 출판계와협력체제구축으로표준화된서지정보보급등

②자료수집기능강화
- 한국관련자료의기획수집강화
- 국제교류을통한장서확충
- 자료기증운동의활성화등

③디지털정보자원의확충및아카이브구축
- 사이버기증시스템구축
- 온라인디지털정보자원의장기프로젝트추진
- 웹자원의수집·보존을위한기술개발
- 지역아카이브설치및네트워크구축등

④‘한국원형콘텐츠’발굴수집
- 한국기록문화유산콘텐츠의집중수집
- 고전자료의해제및국역확대
- 해외한국관련자료의 인수집
- 한국의기억(Korean Memories) 콘텐츠구축
- 한국기록문화역사관(가칭) 설립등

⑤자료의과학적보존관리와전승
- ‘한국자료보존센터’기능수행
- 보존매체별전문인력양성
- 권역별자료보존관설립
- IFLA PAC 한국센터기능수행
- 보존기술의연구·교육·홍보등

표 2      ‘모든 지식정보의 유통과 제공 서비스’의 핵심내용과 추진과제

지식정보의유통관리및제공서비스센터

●국내외지식정보의광장으로서정보서비스기능의극대화

●정보서비스지평의확대
●공공정보서비스수준의업그레이드
●국민의정보접근(이용)권보장, 정보격차해소
●지식정보의표준화및정보시스템의효율화

①지식정보서비스의주제전문화
- 주제전문사서제도운
- 주제전문사서평가지표개발
- 주제별참고서비스를위한게이트웨이구축
- 주제전문사서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운 등

②지식정보서비스전략의다양화
- 다른도서관등에대한서비스강화
- ‘사서에게물어보기(Ask a Librarian)’서비스제공
- 화상시스템을통한정보서비스등

③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의제공
- 정부부처별정책지원을위한정보서비스제공
- 국가정책정보통합DB 구축
- 부처별담당관제도입등

④지식정보격차해소및정보접근권보장
- 정보취약(소외)계층인유형별장애인을위한서비스프로그램개발·보급
- 공공도서관의독서치료프로그램및독서목록개발
- 장애인을위한국가전자도서관프로그램개발
- 고령화사회를위한대형활자도서등개발지원및도서관이용프로그램
-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육성등
- 어린이및청소년정보서비스전문가양성및재교육강화
- 군인, 환자, 수감자등을위한도서관정보서비스개발·보급및지원등

⑤지식정보표준화및정보시스템의효율화
- 도서관정보산업기능향상및확대
- 원문정보DB 구축확대
- 디지털도서관건립·운
- ‘국가서지정보센터(가칭)’설립·운 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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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서관 정보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의 핵심내용과 추진과제

도서관정책·연구의구심체

●모든도서관의발전을지원하는정책수립·집행과연구·개발의국가적허브

●국민에게좋은도서관환경제공
●다른도서관에봉사하는‘도서관을위한도서관’으로서의역할
●도서관정책수립및연구·개발의중심기관

① 도서관정책의체계확립
- 정부부처및도서관·도서관계유관기관과의정책협의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연차계획수립
- 주요국가의도서관정책연구
- 「도서관백서」(가제) 발간
- 도서관정책평가와홍보

②도서관연구체제구축
- 도서관연구소설치·운
- 도서관기초조사및연구사업추진
- 주요연구관련사업추진(기준, 컨설팅, 서비스평가및인증) 
- 전문잡지및연구물발간등

③사서직의전문성강화
- 사서직제개선팀운
- 채용제도의다양화및사서직관장보임제확대
- 직무분석
- 재교육프로그램강화
- 도서관인력개발협의체구성·운
- 사서연구회의결성및운 지원등

④도서관확충및서비스개선
- 관종별도서관확충사업지원·추진
- 정책지침서개발·보급등

⑤범국민독서진흥강화
- ‘범국민독서진흥추진위원회’(가칭) 구성과운
- 독서진흥활동홍보강화
- 「독서진흥법」(가칭) 제정추진등

국내외도서관교류·협력창구

●국가지식정보서비스의증대및지식기반사회를실현하는주체

●국가지식정보자원활용의극대화및서비스의질적제고
●국내각종도서관및정보센터들과의상호협력강화·지원
● 로벌지식기반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남북한도서관간상호협력및교류를통한한국지식문화발전도모
●국민과함께하는열린도서관실현

①국내도서관상호협력강화
- 국내도서관간교류·협력확대추진
- 국내도서관협력네트워크추진
- 각종도서관대상의상호대차서비스연계성강화등

②국제교류·협력강화
- 동아시아도서관간교류·협력강화
- 국제도서관연맹(IFLA)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사무국유치추진
- 아시아동반자문화사업추진
- 세계주요도서관간교류·협력강화
- 미국의회도서관과Global Gateway 상호추진
- 해외한인사서와의정기적세미나, 워크숍등추진
- 해외한국학관련기관·대학등과협력강화등

③남북한도서관간상호교류·협력체계구축
- 남북한도서관간인적교류추진
- 북한소재귀중문헌등의정보교류및협력
- 남북한도서관간상호협력을위한협의체구성추진

④국민을위한열린도서관운 및참여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의친구’(FONLOK) 조직화
- 전국도서관및정보센터를통한통합안내서비스운
- 도서관이용자개발및교육 등

표 4      ‘외연 확장과 국제적 관문 역할’의 핵심내용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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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s? D’ou allons nous?) 다. 이원초적질문을국립중앙도서관의정체성에대입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국민들은 인정

하는지, 국내에서생산되는지식정보를최대한수집·보존·제공하고있는지, 그리고미래

의비전과지향성을분명하게설정하고있는지’로수렴된다. 이비전은그해답의실마리를

제공한다.

다른 모든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 관리도‘계획

(Planning)-실행(Doing)-평가(Evaluating)’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계획 자체가 부재

하거나부실한계획에근거한실행은왜곡과오류를유발할개연성이높고, 그것마저도

평가하지 않는다면 계획의 적합성과 실천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

기 비전은국립중앙도서관의과거를성찰하고현주소를파악하여미래의자화상을예지

하는데유용하다. 특히그것의잠재적효용가치와파급효과는<그림7>에도시한것처럼

도서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의 문화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4. 비전의잠재가치와스펙트럼

이비전은‘국립중앙도서관2010’으로명시하고있으나, 시한을2010년으로설정하

기때문에내용상으로는통상 1년이상 5년이하를계획기간으로설정하는중기비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장기비전을포함시켜야하는필요에따라‘중장기비전’으로표기

하고이를수립하기위하여연역적추론과귀납적전개방식을병행하 다.

우선 전체를 아우르는 최상위의 목표가치, 즉‘지력강국(知力强國) 창출’이라는 장기

비전을도출하는과정에서는귀납적방식을적용하 다. 따라서국내외사조와국가도서

관의사회적책무를바탕으로기본원칙을설정하고그것에내재된핵심가치를추출하여

중기목표를설정한다음에이들의함의를압축하여최종비전으로제시하 다. 역별

목표는시한성을가지는중기비전으로서장기비전을구현하는수단이며, 2010년에는

그이후에적용할또다른목표내지하위비전을설정하여야한다. 

모든나라의국가도서관이그러하듯이‘국립중앙도서관2010’은‘한국지식문화유산

의보존과지식정보의유통을선도하여야한다’라는정언적명제를논거로삼아설정한

<표1에서 표4>와 같이 4대 목표, 4대 핵심논거, 19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하 다.

이들의잠재적가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한국은 고난과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지내왔다.

그로인하여개인의입장에서는무엇이인간다운삶을 위하는데중요하며어떻게살아

가야하는지, 조직체는어떤현실적존재가치와미래지향적비전을가지고운 해야하는

지, 그리고 국가와 행정기관은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국리민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 다. 이런 점은 개관 60주년을 맞이한 국립중앙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중장기비전의수립은그단초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왜냐

하면구현하고자하는미래상이분명할때구체적실현에동원되어야할무수한기획과

전략이잉태될수있기때문이다. 

비전수립, 그것은한마디로국립중앙도서관의정체성을확립하기위한것이다.

세잔느, 고흐와 함께 19세기의 세계 화단을 주름잡았던 고갱(P. Gauguin)이 인생의

말년을남태평양의타히티섬에서보내면서1897년에완성한그림의제목은‘우리는어디

서왔으며, 우리는누구이며, 우리는어디로가는가’(D’ou venons nous? Que sommes
그림 7     국립중앙도서관 비전의 부가가치 창출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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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중장기비전의궁극적인지향성내지파급효과의스펙트럼은 <그림 9>에도시한

바와 같이‘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국민의 정보기본권(알권리, 접근권,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통제권, 표현의 자유)을 보장하고, 그것의 접근과 이용으로 자아발전과

사회전반의지식수준이제고되며, 그것을활용하고생산함으로써지식정보중심의사회

경제와문화발전을재촉하여마침내문화창달, 경제성장, 사회발전으로이어지고‘지력

강국(知力强國) 창출’로귀착된다. 따라서한차례의비전수립으로지력강국(知力强國)을

창출하거나, 차기비전을수립할때전단계의비전과극도로상충되거나일관성을상실

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그동안국내의많은기관(단체)이다양한제목(기본계획, 종합(발전)계획, 전략

적계획, 중장기비전, 비전과전략등)으로계획문서를생산했지만, 이들계획이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고뇌와 중지를 결집한 중장기 비전은

현란한수사로장식된계획문서에머물지않고, 국립중앙도서관의미래를어떻게형상

화하고있으며, 그러한미래상을구현하기위해서는어떤의지와자세, 전략과지원이

필요한지를숙고하고실천성을담보할때그것의잠재적및현실적효용가치가발현될

수있다. 

다음으로 중장기 비전은 2010년까지로 설정한 4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후속의제및추진과제를발굴·수행하여‘지력강국(知力强國) 창출’이라는최종

비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이를 계획적 측면에서

도시하면<그림8>과같다. 제1차비전(2006-2010)은착수단계에해당하며, 제2차비전

(2011-2015)은도약(발전)단계, 제3차비전(2016-2020)은심화(성숙)단계, 그리고제4차

비전(2021년이후)을‘지력강국(知力强國)’의창출완성단계로진행한다. 

그림 8     중장기 비전의 스팩트럼

그림 9   비전의 궁극적 지향성

수집 제공

접근허용

활용생산

문화창달

사회발전

경제성장

지력강국(知力强國)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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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국립중앙도서관이중장기비전을제대로추진하여대외적으로는동아시아

의 거점도서관과 한국학자료의 집산지로 국내적으로는 한국 지식정보 유산의 전당과

도서관정책개발센터로, 그리고이들의총화인‘지력강국(知力强國)의중심기관’으로서

의위상을확립하기위해내면을성찰하고안목을확장하기위한의지와각오를온라인및

오프라인방식으로국내외에선언한다. 선언에포함되어야할내용은<그림10>과같다

그림 10    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NLK

·Collect aMemory ofMankind

·Build a InformationWeb

·Make Historical Connections

·Deliver Unlimited Services

·Upgrade Heritage Value

·Widen People’s View

·Ensure Your Future

·Create Korean Knowledge Power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의고유가치와정보사회의기본가치를소중히간직한다. 

·한국의지식문화유산을안전하게보존하고후대에전수한다. 

·한국인의지식정보및문화유산에대한접근과이용을촉진한다. 

·한국인의언어와사고를개발하고그것의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한다. 

·한국의문화수준을높이고모든국민의풍요로운삶에기여한다. 

·한국의지력강국을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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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가. 핵심논거

국립중앙도서관은한국을대표하는지식문화유산의보고(寶庫)이며, 자존심의원천이

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당대의 국민에게 최대한 제공하고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해야 할 정보자료와 지적·문화적 DNA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구히 보존하는

한국기록문화유산의전당으로서의책무와역할을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나. 기본방향

지식기반 정보사회를 맞아 국가 지식문화 유산을 완벽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임무이다. 이러한

책무를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적차원의법제·인력·예산의뒷받침이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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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비전의 역별핵심내용과과제

1. 한국지식문화유산의자존심과보고



(2) 추진과제와 실행전략

가. 장서확충을위한제도의확립과정비

1) 장서개발정책의제도화

현황

대다수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은 매우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장서개발정책에

입각하여국가차원의장서개발활동, 즉자국에서생산된모든자료의수집·가공·

보존·제공기능을강화하고있다2).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관련 법제와‘자료수집 원칙’, ‘구입자료 선정 기준’등을

바탕으로장서개발에임해왔으며, 이로인하여장서개발의일관성·다원성·합목

적성을충분히담보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장서개발정책을제도적으로확립하여그체계성·

안정성· 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식문화

유산의망라적수집을 위한기본 철학과원칙, 수집 대상별 범위, 수집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한 납본제도3)의 의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서 등 대상 자료의 납본이 완벽하지 않으며 납본 규정의 법적

실효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4). 

나아가급증하는온라인전자출판물등이납본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아지식정

보자원의망라적수집을지향하는국립중앙도서관의기본적기능이제약받고있다.

이는납본관련규정이미비하고다른여러법령에서도납본의무를강제하고있어

자료생산(제작)자의심적부담이가중되기때문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납본과관련된법령을제·개정하여납본강화및온라인전자

출판물 등의 납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출판계와 협력

강화를 통하여 출판단계에서 완전한 납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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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관련 자료(Korean Memories)가 가장 광범위하게 체계적

으로 보존된 한국 기록문화 유산의 전당으로서‘한국 원형(原型) 콘텐츠’를 중점

적·지속적으로발굴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생성·유통·소멸주기가빠른디지털정보자원을국가차원에

서 수집·보존하고, 기존 인쇄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의 보존·이용

가치를극대화함으로써유비쿼터스환경에부응하는‘디지털표준지식’과‘지식정

보자원의오아시스’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위상에부응하는체계적이고선진적인

장서개발정책(CDP :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제도화하는동시에중요

한기록문화유산의망라적수집을위한혁신과부단한노력을통하여한국지식문

화유산의보고(寶庫)로서의역할을다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수집된도서관자료와디지털자원을과학적으로보존하여길이

후대에전승하여야하고, 범국가적공동보존체계를구축·지원함으로써민족문화

계승·창달의중심동력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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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로서의 역할 수행 체계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와 전승

도서관자료의

망라적수집

디지털정보자원

개발

‘한국원형(原型)

콘텐츠’발굴

수집(개발)

시스템혁신

장서개발정책

제도화



실행전략

❶‘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정책’의제도화및적용

- 전세계의한국관련자료, 온라인자료, 웹사이트등망라적수집기반구축

- 주요국가도서관의장서개발제도연구로한국적표준모델개발

❷납본관련법령제·개정을통한납본의무강화

- 납본기한단축

- 통합납본법성격의「국가기록문화유산보존특별법」(가칭) 또는「국가도서관납본

법」(가칭)을제정하거나「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납본규정을강화

❸미납본자료의조사·수집및홍보기능강화

- 전담인력증원, 납본시스템의정 분석과보완

❹납본대상자료의범위확대

- 웹페이지등온라인디지털정보자원포함

- 국가정책자료의체계적수집및정부간행물기획수집

- 부처별정책입안관련자료의중점수집

❺국가정책자료의체계적수집

- 정부간행물기획수집

- 부처별정책입안관련자료의중점수집

❻출판단계에서완전한납본시스템구축을위한출판계와의협력체제구축

❼해외전자저널에대한국가주도형라이선스확보

- 국립중앙도서관이공공컨소시엄주관기관으로참여하는방안모색5)

-중복구입되는해외전자저널의공공구매, 미소장주요전자저녈의구입범위확대

- 국가라이선스확보를통한에산절감과접근성제고

❽주제별기획자료수집

- 분야별정책입안관련자료이중점수집(주요분야별정책담당전문사서제도입)

❾정보취약(소외)계층을위한자료수집·개발기능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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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정책의목적과대상
·봉사대상이되는기관과이용자에대한전반적인기술
·사명의기술과장서관리및개발계획의목표
·지적자유와검열문제에대한도서관의공식적인입장
·장서에대한전망(장서의역사, 주력분야, 장서배치)
·장서관리및개발을위한조직(담당자, 이용자집단과의연락)
·보존·보관·대체·제적에대한장서관리의방침과개발의관계
·협동장서개발에관한협정

2. 장서관리및장서개발의일반지침
·자료의 형태(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교재, 복사판, 학위논문, 마이크로 필름, 지도, 소책

자, 미술작품, 포스터, 악보, 시청각자료, 컴퓨터소프트웨어, 아동자료등)
·희귀서, 수고본, 실물, 고문서등의특수집서
·언어와번역(외국서와그번역서), 지방저자의작품
·통속적저작과학술적저작, 참고도서, 정부간행물등
·장서방침에 향을미치는계속주문·조건부일괄주문·기증과교환
·고가자료의구입

3. 주제별장서에대한상세한분석
·컨스펙터스(Conspectus) 방식 : 장서를 주제별로 유강목으로 구분하고, 즉 현재 장서의

수준, 개발 중에 있는 장서에 대한 수집의지의 수준, 목표장서 등 수준을 표준화된 장서
수준(0~5) 기호로표시.

·장서수준(코드, 명칭, 정의) 
0(수집범위를 벗어난 주제분야의 장서 수준), 1(최저 수준),  2(기초정보 수준), 3(학습 및
교육지원수준), 4(연구수준), 5(망라적수준) 

·언어코드와정의 : E( 어), F( 어이외), W(제언어), Y( 어이외의 1개국어) 
·서술방식(목적, 언어·지역·시대 등의 적용범위, 수집자료의 형태, 주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장서를책임지는도서관또는선택자)

4. 특수집서(Special Collection)에대한상세한분석

5. 색인(상관색인)

장서개발(관리)정책 기본 모형 연구·개발



추진일정

2) 장서관리와관련된각종기준의제정·적용·보급

현 황

국립중앙도서관은장서관리와관련된각종기준을마련하여내부지침으로활용하

고있다. 그러나그내용이자체의업무수행을위한가이드라인일뿐다른도서관

이참고·활용하기에는다소부족한면이있다.  

따라서현존하는여러기준(자료등록, 도서선택, 잡지제본, 제적)을정비하고필요한

기준(디지털아카이빙기준, 인터넷자료의접근허용기준, 웹DB의이용기준등)을

추가로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표준도구로 활용하는 한편,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

보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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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
- 국가기록문화유산의총체적수집·보존
- 기록문화유산보존의중요성천명및국가관리의역사적책무법제화
- 기록문화유산관련국가기관의역할분담
·국립중앙도서관을국가문화재급기록문화유산의수집·보존기관으로지정

- 광범위한 기록문화 유산 자료의 체계적 수집(특히 납본) 및 과학적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법적근거마련

- 납본율증대및여러법령에서각기규정한납본제도의정비
- 납본대상이아닌개인소장자료등의수집난해소
- 대국민수증(자료기증) 장려활동의근거마련및체계성확보

■주요내용 (안)
- 기록문화유산의수집범위, 수집방법, 역별수집기관지정에관한사항
·자료제출규정의강화를통한포괄적납본의무화(통합납본법기능) 

- ‘기록문화유산보존위원회’(가칭) 운 에관한사항
- 기록문화유산의보존및시설에관한사항
- 기록문화유산활용에관한사항
- 보존전문가등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관련법과의관계(법적위상)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지원과 신규 지식정보 DB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며(전담기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생산한행정기록물의수집·보존에치중하고
있어(전담기관 : 국가기록원) 기본법에 해당하는 본 법안 범위가 일부 적용되는 분법에
해당함

■국립중앙도서관의위상과역할
- 한국기록문화유산센터로서의위상확보
- 기록문화유산의수집·보존과관련된기관간협력체계의구심

■실행전략
- 특별법제정을위한연구용역시행, 관계기관협의, 여론수렴
-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을통한납본강화

「국가기록문화유산보존특별법」(가칭) 제정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5

6

7

8

9

10 

장서관리(관리)정책기본모형연구·개발

납본관련법령제·개정연구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또는

「국가기록문화유산보존특별법」제정

미납본자료의조사·수집및홍보기능강화

납본대상자료의범위확대

출판계와의협력체제구축

해외전자저널에대한국가주도형라이선스확보

주제별기획자료수집

국가정책자료의체계적수집

정보취약(소외) 계층을위한자료수집·개발



해외한국관련자료의수집은직원의현지출장및현지주재한국학분야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해외한국관련자료의수집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아울러국내한국학연구자등전문가들이여러경로를통하여입수한상당수의자

료를소장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바, 실태조사를통하여정보내용및형태서지

의측면에서보존가치가높은원문자료를확보하는방안을병행추진하여야한다.  

또한관내소장자료의활용및보존을위해서는적극적인자료가치의발견과분석·

가공등재해석을통한부가가치를창출하는기능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   

실행전략

❶국내외한국관련자료조사및체계적 인사업

-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한국관련자료

- 미국의회도서관(LC) 소장한국관련고지도에대한보존처리지원및 인

- 미소장국내외근·현대사자료등중점수집

- 자료정리·표준화를위한관련기관간‘해외수집자료통합검색’추진

-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등소재국내미소장한국고문헌조사· 인

- 해외 인자료목록및해제집발간

❷동북아관련자료수집(동북공정등)

- 중국국가도서관및중국사회과학원등

❸자료구입량및예산의획기적확충

- 한국기록문화유산보존과지식문화연구센터기능제고

- 2010년장서1,000만책시대개막7) 

- 자료수집예산의점차적확충(59억원→ 113억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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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❶장서관리관련제규정제·개정추진기획단구성

❷장서관리개선방안연구

❸ 장서관리규정제·개정

추진일정

나. 자료의수집기능강화

1) 한국관련자료의기획수집강화

현황

현재 납본 등에 의한 제도적 수집을 제외하면 주제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자료의

능동적 수집(기획수집) 및 부가가치 창출(콘텐츠 발굴·재활용)을 통한 자료수집

기능이취약한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미소장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를조사, 인·수집, 국가기록

문화유산으로보존·전승하여국가자료보존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인

수집된자료는원문정보DB로구축하여국가전자도서관홈페이지를통하여제공하

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및인력부족등수집의한계를나타내고있다6).  

향후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소장처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초목록을

작성하며, 자료의활용도제고를위한해제작업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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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장서관리관련제규정제·개정추진기획단구성

장서관리개선방안연구

장서관리규정제·개정



추진일정

2) 국제교류를통한장서확충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자료의국제교류를통하여출판정보입수와수집이어려운각국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각종 통계자료, 국제기구간행물, 도서관 관련 자료 등을

다양하게수집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국제교류처가매우제한되어있고교환의수준과범위가협소하

므로, 국제자료교류를통한국가문헌의확충을활발히하기위하여국제교류처및

교환·수증의범위를확대하여야한다9).

실행전략

❶국가대표도서관간자료교류대상범위확대를통한장서확충

- 국제자료교류처확대(284개처→400개처)

❷주요국제기구의기탁도서관지정10) 확대

❸정부간행물의해외중점배포·지원처기능강화를위한납본강화

- 국제자료교류를위해정부간행물납본부수증대추진

❹북한과의자료교류협정체결을통한장서확충

- 원문정보DB 및국가서지의교환, 국가문화재급고전적자료의복제· 인

추진일정

3) 자료기증운동활성화

현황

자료의수증(受贈)은 누락된장서의보충을통한국가대표도서관기능의충실화라

는기대효과와함께민간이소장하고있는개인장서를국가문헌으로전환·보존함

으로써국민에게는국가적및사회적으로공헌할기회를제공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3년에처음제정된「도서관법」및 1965년 제정된동법시행

령에 따라 납본 수집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연대가 오래된 귀중한 자료의

상당량이미수집된점에주목하여2004년3월부터‘햇살가득다락방’과사회저명

인사등을통하여자료기증을유도하고있다. 

사회 저명인사의 자료기증으로 도서관에 대한 기증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05년 8월말 현재 총 수증자료는 166,866책에 달한다. 그 가운데 98,873책을

대상으로복본여부를조사하여미소장자료로확인된 22,667책(약 24%)을국립중

앙도서관장서로등록하 으며, 복본을포함한25,831책은공공도서관, 병 도서관

등에다시재기증하고있다.

하지만아직까지기증운동의홍보전략과예산및전담인력의부족, 그리고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의 미흡 등으로 기증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호응도가

매우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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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국내외한국관련자료의조사및체계적 인사업

동북아관련자료수집

자료구입량및예산의획기적확충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국가도서관간자료교류대상확대

주요국제기구의기탁도서관지정확대

정부간행물의해외중점배포지원처확대

북한과의자료교류협정체결



추진일정

다. 디지털정보자원의확충과아카이브구축

현황

온라인디지털정보자원11)의수집과보존은지적문화유산인인터넷웹자원을국가

적인차원에서수집·보존하여활용하도록지원하는동시에후대에교육및연구용

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으며, 2008년도개관예정인디지털도서관의다양한

디지털콘텐츠확보등에도중요한전략적수단이된다.12)

주요선진국(미국, 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북유럽등)의국가도서관에서

는이미 1990년대중반부터국가차원에서많은인력과예산을투입하여자국에서

생산된, 생성과소멸주기가짧은디지털정보의아카이빙사업을추진하고있다.13)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2004년2월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의학계및전문가로구성된‘온라인

디지털자원운 심의위원회’를발족하 다.14)

그러나온라인디지털자원을망라적으로수집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더구나

현행「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납본규정이 없으

므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2월

온라인디지털자원선정지침을마련하여그범위를‘한국어로작성된한국(.kr) 도메

인’등으로 한정하여 선택적 수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온라인디지털자원을수집하기위해서는해당자료에대한의무납본이이루어져야

한다. 현재프랑스등일부국가에서는웹사이트를비롯한온라인디지털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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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❶민간소장지식문화유산의국가보존을위한범국민도서기증운동전개
- ‘햇살가득다락방’사업확산
- 홍보전략수립을통한기증운동의효율성확보
- 언론을연계한온라인및오프라인홍보강화
- ‘자료기증약정제’도입

❷중요수증자료의개인문고설치를통한기증욕구증진

❸문중, 사찰등주요수증대상처명부작성, 기증홍보, 시상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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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민(특히 학자나 중요자료 소장자 등)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사후 등)에 소장 중인
주요 자료의 기증을 약정하도록 권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 명의의 자료기증 약정
감사패를수여하는운동전개

-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료기증 및 국가보존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료수증의
실효성확보방안을연구하여중점적으로추진

■사업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이수집하지못한개인소장중요자료의확보및국가보존

- 국민의자발적인사회공헌기회제공및국가장서보존

- 기소장자료각종도서관재기증을통한다른도서관의장서충실화지원

■사업내용

- 국민을대상으로특정시점(소장자사후등) 소장자료의기증을약정

- 국립중앙도서관장명의의약정감사패수여

- 언론홍보, 정부기관공직자부터약정운동전개

■관리체계

- 기증및수증예정주요자료의목록DB 작성, 확인등지속적관리

- 전담인력및예산확보

■실행전략
①자료기증약정제시안마련및사회저명인사대상시범실시
②언론홍보및일반국민대상확대실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증 약정제’(가칭) 시행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범국민기증운동(자료기증약정제) 전개

중요수증자료의개인문고설치

문중, 사찰등주요수증대상처명부작성, 기증홍
보, 시상제도입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 부문에서는 하드웨어 구비와 디지털 파일을 구적으로

보존하고이를지원하는인프라를구축하여야하며, 그성패는예산및전담인력의

확보에달려있다17). 

실행전략

❶홈페이지개설을통한홍보및사이버기증시스템구축

- 웹자원을수집·보존하려면저작권자로부터지적재산권중복사권과전송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 소유기관의 이해·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세미나개최, 홍보리플렛제작·배포, 홈페이지개설등에주력

- ‘풀뿌리사이버기증시스템구축’을통한자발적기증유도18)

❷확대수집을위한납본관련규정개정

- 온라인디지털자원에대한납본규정의신설과기술적으로납본이어려운디지털
자원에대해서는국립중앙도서관이수집권한을가질수있도록관련법개정

❸관련분야해외선진기관의동향연구및업무교류

-웹자원의수집·보존을선도하는해외도서관등과의활발한업무교류를통하여
외국선진기관의동향파악·연구19)

❹장기프로젝트수립

-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보존을 위한 웹 아카이브 시스템인‘OASIS’
사업을단계적, 효율적으로전개하기위한5개년장기계획수립

온라인디지털정보자원(9만건 100만건)

❺예산및인원확보를통한인프라구축

- 디지털자원의아카이브를위한하드웨어구비와디지털파일 구보존인프라구축

- 주기적인하드웨어교체, 소프트웨어갱신, 보존자원의매체변환작업등에필요한
예산및전담인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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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납본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일본은정부기관및지자체등의웹사이트에한

정된수집방침을채택하고있다. 온라인디지털자원에대한납본규정의신설과기

술적으로납본이어려운디지털자원에대해서는국립중앙도서관이수집·아카이

빙할수있도록관련법의개정을서둘러야한다. 

온라인디지털자원의수집15)은 2004년3월부터전담수집팀(팀장 1명, 전산직1명,

사서직 1명)을구성하여시작하 으며, 현재는총11명(정규직3명, 비정규직8명)의

다양한전공자로구성하여운 중에있다. 그러나수집하는웹자원의목록작성및

점검, 메타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정보 자원 유형별 자동수집 기술개발, 복잡한

권리관계해결, 법·제도개선, 표준식별체계도입, 대내외홍보등의중요한업무를

비정규직이수행하기에는무리가있다.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해서는 이미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

12월 관련 시범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1년 단위의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없으므로보다거시적이고장기적인안목으로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국립

중앙도서관은현재추진중인온라인디지털정보자원의수집·보존시스템의웹아

카이브 명칭을공모하여‘오아시스’(OASIS : Online Archiving and Searching

Internet Sources)로 결정하 다16). 그러나 OASIS 프로젝트는법적·제도적미비

로단계적, 효율적인사업추진이어려운상황에있어향후지속적이고본격적인수

집과보존을위해서는법적·제도적기반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은 수집 대상자료의 간략정보, 포맷, 저작자 정보,

URL정보등의메타정보를직접입력하여웹로봇이수집하도록하는방법을채택

하고있다. 또한수집된문서에대한자동분류와요약문추출기능이있으나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비정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수집한후에목록작성이완료된온라인디지털자원, 서지정보및

운 환경 정보를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는‘미래의 접근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보존관리가필요하다. 현재수집하는온라인디지털자원을미래에완벽하게판독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운 체제,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저장

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보존을 위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현재CD-ROM 혹은DVD를활용할계획이지만, 이러한매체는가까운장래에새로

운매체로대체될가능성이있으므로보존기술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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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서는한민족의철학과사상, 창의력과감수성, 학문과문화의성취, 시대별

응전과도전정신등이녹아있는‘한국원형콘텐츠’를중점적이고지속적으로발굴

·수집하여야한다.

현재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자료를 비롯한 미소장 중요 자료들이 많음에도

예산·인력등의미비로국립중앙도서관의수집기능은충분히발휘되지못하고있다. 

국가대표도서관의기본명제는어느나라를막론하고자국에서생산된기록문화의

종합수집및전승기능을통하여민족문화를창달하는데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한국원형콘텐츠’를적극수집하여문화창조의산실로서, 후대에는역사

교육의전당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어야한다.  

실행전략

❶한국기록문화유산관련콘텐츠의집중수집

- 한국역사, 사상, 지리, 학술관련문헌

- 시청각문화예술자료

·음악(국악), 회화, 도예, 사진등

- 주요인물필사자료및육성녹음자료

- 해외한국인·한국계작가작품수집

- 한국인해외석·박사학위논문

❷고전자료의해제및국역확대

- 한국기록문화유산보존과지식문화연구센터로서의기능제고

- 관련기관과의협조체제구축을통한효율적추진

❸‘한국기록문화역사관’(가칭) 건립운

- 한국기록문화유산센터기능의가시화

- 도서관및책의역사에서최첨단기록문화의전시및교육센터

·1단계: 전시실을활용한상설전시

·2단계: 역사관설치운

❹한국의기억(Korean Memories) 콘텐츠구축
- American Memories의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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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기술적문제연구

-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기술방식을 채용한 웹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한지속적인연구20)

❼지역아카이브설치를통한협력네트워크구축

- 방대한디지털정보자원수집·보존에대한국내업무협력네트워크구축

- 호주, 국, 미국등과같이디지털자원의수집·보존을기관별, 콘텐츠별로특

성화하여협력네트워크를추진

- 광역대표도서관제도의활용등으로웹자원수집과보존을주제별, 기관별, 지역

별로 세분화·전문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협력망 구축 및 업무절차와 시스템

등의표준화추진

추진일정

라. ‘한국원형(原型) 콘텐츠’의발굴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관련 자료를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한국기록문화유산의전당이라는역사적위상을정립하고제고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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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5

6

7 

홈페이지개설을통한홍보및사이버기증시스템구축

확대수집을위한납본관련규정개정

관련분야해외선진기관의동향연구및업무교류

온라인디지털정보자원의장기프로젝트수립

디지털자원의아카이브를위한예산및인원확보를
통한인프라구축

웹자원수집·보존을위한기술적문제연구

지역아카이브의설치를통한협력네크워크구축



- 지도, 그림, 마이크로필름, 비디오, CD ROM 등세분된보존기술및연구인력양성

- 전문인력과처리시설을갖춘‘자료보존처리센터’구축

❸IFLA PAC의한국센터지정추진

- 국외자료보존기관과국내각급도서관간의보존업무연결창구기능수행

- 각급도서관의자료보존상태진단및문제점해결방안제시

- 도서관, 단체, 개인등에자료보존, 복원, 물리적관리방법제공

- 화재, 홍수등각종재난시비상대책제공및복구지원

-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등보존관련단체및기관과의협력

❹국내자료보존처리센터역할수행및권역별자료보존관건립

- 중복자료보존에따른각도서관의보존서고부족문제해결

- 훼손자료에대한위탁수선·복원처리및보존기술지원

- 원문매체변환자료보급을통한중복DB작업감소

❺보존기술연구·교육·홍보활동

- 전자화된디지털자료의보존에대한연구

- 자료의보존성확보를위한보존용품인증및사용권장

- 도서관직원및이용자들에게다양한보존교육프로그램제공

❺외국의우수한보존및복원기술을보유하고있는도서관과의교류협력강화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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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마. 자료의과학적보존관리와전승

현황

2000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은자료보존관신축을계기로수집된지식정보자원에

생명력과 속적가치를부여하여후대에전승하는보존활동은더욱활발하게진행

하고있다. 

소장자료에대해서는자료의형태및상태에따른보존의과학화(대량탈산처리,

자료 소독, 수선·복원 처리, 보존상자 제작 등)와 다양한 매체 변환작업(복사본

제작, 마이크로필름제작, 원문DB 구축등)을수행하고있으며, 보존에대한대외적

관심과수요도많아2003년‘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를구성·운 하는등범국가적

차원의공동보존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향후원본자료의보존성강화및훼손시수선·복원전문인력확보와국가차원의

공동보존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실행전략

❶국내도서관자료보존기능강화

❷보존매체의다양화및매체별세분화된전문인력확보

- 한장본, 양장본, 비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등매체별전문보존처리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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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한국기록문화유산관련콘텐츠의집중수집

고전자료의해제및국역확대

해외 인자료등한국관련자료수집확대

한국의기억(Korean Memories)콘텐츠구축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5  

국내도서관자료보존종합계획수립

보존매체의다양화및매체전문인력확보

IFLA PAC의한국센터기능수행

보존기술연구, 교육, 홍보활동

권역별자료보존관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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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장서확충을위한제도의확립과정비

자료의수집기능강화

①장서개발정책의제도화
- 장서개발(관리)정책기본모형연구ㆍ개발
- 납본관련법령제ㆍ개정을통한납본의무강화
-  미납본자료의조사ㆍ수집및홍보기능강화
- 납본대상자료의범위확대
- 출판계와의협력체제구축
- 해외전자저널에대한국가주도형라이선스확보
- 주제별기획자료수집
- 국가정책자료의체계적수집
- 정보취약(소외) 계층을위한자료수집ㆍ개발
기능의확대

②장서관리와관련된각종기준의제정ㆍ적용ㆍ보급
- 장서관리제규정제ㆍ개정추진기획단구성
- 장서관리개선방안연구
- 장서관리규정집발간

①한국관련자료의기획수집강화
- 국내외한국관련자료조사및쳬계적 인사업
- 동북아관련자료수집
- 자료구입량및예산의획기적확충
②국제교류를통한장서확충
- 국가대표도서관간자료교류대상및범위확대
- 주요국제기구의기탁도서관지정확대
- 정부간행물의해외중점배포ㆍ지원처확대
- 북한과의자료교류협정체결
③자료기증운동의활성화
- 범국민도서기증운동(자료기증약정제) 전개
- 중요수증자료의개인문고설치
- 문중, 사찰등주요수증대상처명부작성,
기증홍보시상제도입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①홈페이지개설을통한홍보및사이버

기증시스템구축

②확대수집을위한납본관련규정개정

③해외선진기관의동향연구및업무교류

④온라인디지털정보자원의장기프로젝트추진

⑤예산및인원확보를통한인프라구축

⑥웹자원수집보존을위한기술적문제연구

⑦지역아카이브설치를통한협력네트워크구축

①한국기록문화유산관련콘텐츠의집중수집

②고전자료의해제및국역확대

③‘한국기록문화역사관’운

④‘한국의기억(Korean Memories)' 콘텐츠구축

①국내도서관자료보존기능강화

②보존매체의다양화및매체별전문인력확보

③IFLA PAC 한국센터지정추진

④국내자료보존처리센터역할수행및

권역별자료보존관건립

⑤보존기술연구, 교육, 홍보활동

⑥외국의우수보존도서관과교류협력강화

디지털정보자원의확충및아카이브

구축

한국원형(原型) 콘텐츠의발굴수집

자료의과학적보존관리및전승



(1) 핵심논거와 기본방향

가. 핵심논거

국립중앙도서관은모든국민이누구나이용할수있는국내외지식정보의광장으로서,

대국민서비스및주제전문정보서비스의연구개발강화와효율성제고를통하여정보서

비스기능을극대화한다.

나. 기본방향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별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

하고, 대국민 서비스전략을 연구·개발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급함으로써 공공정보

서비스(Public Information Service)의수준을한단계높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은국가정책정보를효과적으로개발·제공함으로써국가정책기능

을활성화하는데기여한다. 이를통하여국가정책에대한국민의알권리와균등한

정보접근권을보장하고문화복지및평생교육시대에있어서국민의자발적인문화

체험과학습이가능하도록기능을확대한다. 또한성별, 연령, 직업, 출신등에관계

없이모든계층의국민에게봉사하는기관으로서어린이부터연구자에이르기까지

국민의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서비스를 지향하며, 모든 국민이 정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않도록한다. 이를통하여국민의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제고하고정보복지를구현하기위한동력을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대국민 직접봉사 역으로부터 정책적, 전문적 역의

고급정보서비스 역으로그지평을확대함으로써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위상을

확립한다. 주제화및전문화를통하여보다심도있고다양한지식정보서비스에대한

요구에부응하며, 이를위하여주제전문사서를양성·확보하여주제별전문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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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정보의유통관리및제공서비스센터



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최적의 전문정보를 효율적으로 개발·평가·가공·

분석·제공하는전문정보서비스를지향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지식인프라의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과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정보시스템의품질을제고하고교육기능을강화하여정보서비스의효과와

효율성을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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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식정보 유통관리 및 제공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체계

지식정보서비스
주제전문화

지식정보서비스
전략의다양화 국가및대국민

정책정보서비스

지식정보격차해소
정보접근권보장

지식정보표준화/
정보시스템효율화

R&D 기능강화
서비스의

전문화·심층화

이용자를
위한서비스

다른도서관을
위한서비스

지식정보유통관리및
제공서비스센터

(2) 추진과제와 실행전략

가. 지식정보서비스의주제전문화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서비스체제를 주제별로 전문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요구의 다변화와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하여주제전문사서제도를도입하고2004년10월에교육과정

을신설하여주제전문성강화를위한기초작업을마련하 다. 

도서관의주제화는자료와이용자를‘주제’라는채널을통하여연결시키는서비스

시스템을지칭한다. 현재국립중앙도서관의주제화는소장자료를주제별로비치하

고주제별전문사서를양성·배치하여서비스하는단계이므로, 이를한단계업그

레이드할수있는전략이요구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주제전문정보서비스를위해서는주제별전문지식을갖춘주제

전문사서를 확보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같은기본적인여건을갖추어야한다. 

- 주제전문사서중심의정보서비스전략개발

- 직원개인의주제지식함양

- 주제전문기초과정및심화과정의개발과운

- 주제전문사서업무지침마련

주제전문사서제도에의한정보서비스의일원화를위해서는주제별장서개발정책을

수립·유지하고, 전문적인정보서비스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문화·예술·복지

등다양한주제 역을개발하고자료의주제별조직화를통한주제전문정보서비스

를강화하여, 전문화된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여야한다.

주제전문사서는정보수집, 가공, 자료실운 등에있어서의주제전문화를기하고,

주제별로정보이용행태조사·연구를수행하는능력과자세가필요하다. 또한주제

분야별도교육, 상담, 연구지원등서비스다양화를모색하고정보제공및참고봉

사 역을확대하여다양한서비스유형을창출하며, 사서의교육기능을강화하여

정보이용교육을활성화하여야한다21).



정보서비스를 주제별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레퍼런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

의회도서관의 QuestionPoint처럼 모든 국민에게 통합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주제 게이트웨이(Subject

Gateway)를구축하여서비스하여야한다.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적 구성은 문헌정보학과 주제분야 지식에 대한 분석

능력을동시에갖춘인력이부족하고, 도서관정책에사서의참여가미진하며, 주제

전문사서의업무를효율적으로분장할수있는지침이없고, 사서직원채용과인사

제도가경직되어있어주제전문사서를양성하기위한보다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이렇게주제전문사서의수와자질부족의원인은기존사서진의주제정보취사및

평가능력이미지수인점, 주제전문사서양성을위한문헌정보학교육제도개편에

관한정책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점, 그리고현행사서임용제도로는주제

전문사서 확보가 어려운 반면 주제 전문사서직제 도입 또는 전문가 특채를 위한

정책지원이미비한점등이지적된다.

실행전략

❶주제전문정보사서지원시스템운

- 국립중앙도서관주제별조직운 모형개발

❷주제별서지정보및전문서비스의개발·제공

- 주제별장서개발정책개발

- 주제별참고서비스도구개발, 관리

❸주제분야연구원제도(Fellowship) 운

❹주제게이트웨이시범구축·관리

❺현사서직원을위한주제분야계속교육지원

- 관내·외교육기회제공, 주제분야학위취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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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주제전문가양성을위한산학협동프로그램개발

- 주제사서간네트워크조직

❼신규인력및주제전문가확보방안연구

- 주제전문가확보를위한개방형사서임용제도연구

❽주제전문사서평가지표개발·운

- 한국형주제전문사서제도연구

❾문헌정보학교육제도개편에관한정책연구지원

참고자료

• African & Middle Eastern 
• American Folklife Center 
• Asian 
• Business Reference Services 
• Children’s Literature Center 
• European 
• Geography & Map 
• Hispanic 
• Law Library 
• Local History & Genealogy 
• Main Reading Room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Manuscript 
• Microform 
• Motion Picture & Television 
• Newspaper & Current Periodical 
• Performing Arts(Music, Theater, Dance) 
• Prints & Photographs 
• 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 Recorded Sound Reference Center 
• Science 

미국의회도서관(LC)의주제별연구센터(Research Centers)



추진일정

나. 지식정보서비스전략의다양화

현황

지식정보화가가속화되면서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다양한정보요구가표출되고있으며,

정보에대한추구및이용행태도다양한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대응하여

정보통신산업분야의대규모디지털기반정보서비스의효과와효율성도높아지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행 정보서비스는 주로 방문자 위주의 1대1 서비스와 전화를

이용한상담위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전문연구조사자문, 교사/학부모교육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웹 기반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시범

운 되고있으나, 인력및이용자의관심부족등의문제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정보수요자인국민의정보추구행태분석에따른콘텐츠와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보서비스 수요를

창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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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주제별전문사서지원시스템운

주제별서지정보및전문서비스의제공

주제분야연구원제도(Fellowship)운

주제게이트웨이시범구축·관리

현사서직원을위한주제분야계속교육지원

주제전문가양성을위한산학협동프로그램개발

신규인력및주제전문가확보방안연구

주제전문사서평가지표개발운

문헌정보학교육제도개편에관한정책연구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구분 실행전략

현재시범운 중인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Digital Reference / Information Service)

는‘참고상담-사서에게물어보기(Ask a Librarian)’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데, FAQ

와웹폼을이용한기초적형태에머무르고있어시스템보완·개선을협의중에있다. 

현행디지털정보서비스수행기관을대상으로이용자와사서간의커뮤니케이션요소

에 대한 면 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CRM(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개념에입각한맞춤식정보서비스(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

프로그램을개발하여개별적정보요구에대한서비스를강화하여야한다.

현재국립중앙도서관의이용자교육기능은매우약하며, 수준별교육프로그램이제공

되고있지않다. 우선적으로이용자의정보요구와정보추구행태를면 히분석한후

다양한정보이용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능동적인정보이용자를생산하여야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직접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야

하며, Online Tutorial이나정보활용을위한동 상등자기학습형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한다.

실행전략

❶다른도서관에대한서비스강화

❷교육기관에대한정보서비스제공

- 학교도서관지원, 교사를위한교육정보전문서비스강화

❸기업체를위한정보서비스제공

- 경 정보와국내외경쟁정보서비스지원체제구축

❹디지털정보서비스표준모델개발

- 이용자불만요인조사연구

- 메뉴의표준화, 메뉴의위치, 참고서비스성격의명시, 홍보강화



❺인터넷을통한디지털정보서비스활성화

- 이용자와도서관주제전문사서간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기능을포함한디지털

정보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여서비스의고품질화및효율성제고

- 정보선택제공서비스(SDI) 등맞춤식서비스강화

❻국내검색포털사이트를통한‘사서에게물어보기(Ask a Librarian)’서비스제공

❼화상시스템을통한정보서비스시범사업실시

❽서지정보서비스다양화

- 국가서지의기능확장및제공

- 선택서지제공

·출판시도서목록(e-CIP)시스템을통하여출판예정도서정보제공

·납본주보기능확장, 서평수록, 독자·서점·도서관의선택도구로사용

- 주제별, 주요이슈별서지정보제공

·매년사회적이슈를선정하여관련자료를망라적으로조사하여수록

❾홈페이지기능강화

- 검색효율성증대(검색기법지원, 브라우징지원)

- 주제및서비스게이트웨이역할강화

- 웹아카이빙자료에대한정보서비스제공

❿인터넷포털사이트를통한서지정보제공

정보활용능력배양을위한이용자교육프로그램개발

- 단기강좌중심의이용자교육을위한표준프로그램개발

- 도서관안내를위한포털사이트구축

- Online Tutorial 위주의자기학습형프로그램개발과보급

- 서지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용비디오/동 상제작과보급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보급, 홈페이지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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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다.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의제공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국내외에서생산된정책정보및행정정보를최대한수집·가공

하여 국가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 정책기능의 활성화 및

강화에기여하는한편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11월 정책자료과를 신설하여 국제 기구 및

주요국가의정책정보, 동북아자료등을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2005년 6월에는

동북아자료실을개설하고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자료등동북아지역학술

연구·조사를지원하고있다. 또한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미국의회도서

관(LC), 하버드대학도서관 등에 소장된 한국관련자료의 인 작업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5

6

7

8

9 

10

다른도서관에대한서비스강화

교육기관에대한정보서비스의제공

기업체를위한정보서비스의제공

디지털정보서비스표준모델개발

국내검색포털을통한‘사서에게물어보기(Ask a
Librarian)’서비스제공

화상시스템을통한정보서비스시범사업실시

서지정보서비스다양화

홈페이지기능강화

인터넷포털사이트를통한서지정보제공

이용자교육프로그램개발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제 전문화와 관련하여 정책전문사서, 국제지역문제 전문사서

등을양성하여야한다. 또한해외에산재한한국학관련자료의파악과수집을위한

전문연구원을확보하여야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정부부처자료실들과의긴 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정부부처의

지식경 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 또한정책정보제공을통하여특화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과 정보와 자료를 매개로 여타 정책부서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여야한다. 

실행전략

❶홈페이지를통한행정부처생산정보제공

- 「정책정보서비스」홈페이지개설

❷정부부처별정책관련이슈및현안자료등정책지원을위한정보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및정부부처자료실과의정보매개자로서의역할제시

- 부처별정책입안활동정책관련자료제공

❸정부부처자료실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지원확대

- 정책지원정보포털사이트구축및각종정보제공

❹국가정책정보통합DB 구축·운

- 국민들에게정책정보적시제공

- 정보통신부의전자정부구축계획과연계하여실생활에 착된정보서비스프로

그램개발

❺해외문화원을활용한한국학관련정보센터화

- 원문DB 등도서관정보서비스제공

- 한국관련해외자료수집

❻정부부처내의‘부처별담당관제’도입·운

- 경제, 사회, 복지분야등주제전문사서가부처전담

- 각부처생산정보의대국민통합서비스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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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정부부처자료실을국립중앙도서관의협력도서관으로지정·운

- 인적자원, 국내외문헌정보, 정보화시스템자원등공유

- 국립중앙도서관과부처별협력도서관간네트워크구축

■목적

- 정부 부처자료실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정책정보서비스
수준을향상시켜정부역량및경쟁력강화에기여

■대상

- 정부부처자료실

■실행전략

①정부부처자료실지원체제구축

- 정부부처자료실설치및운 매뉴얼작성·보급및컨설팅

- 정부부처자료실운 전문인력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 정책전문사서, 국제지역문제전문사서양성프로그램개발
·관련홈페이지구축·운

②부처별정책지원연계망구축및통합시스템지원

- 정부부처자료실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지원

- 범부처종합목록시스템구축및지원

- 정책정보포털사이트구축및각종정보제공

- 통합형정책지원정보서비스중·장기계획제시
·정보전략계획(SP) 연구용역을통한정보서비스통합모델제시

③정부부처자료실협의체구성·운

- 부처담당자와외부전문가로‘정책지원정보협의회’구성·운

- 정부부처자료실협의회및실무위원회구성·운

대정부 정책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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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해외문화원을활용하여다른나라에한국관련정보제공

- 다른나라에서발행·생산된한국관련출판정보및자료의원활한수집

■실행전략

①해외문화원정보센터설치및운 지원

- 해외문화원정보센터실태조사

- 정보센터설치기준및지침등을포함한운 매뉴얼제작·보급

- 우리나라문화관련정보자료지원
·국립중앙도서관및국내도서관이구축한데이터베이스와연계하여서비스제공
·한국학관련자료제공

- 정보센터정보화사업지원
·해외문화원정보센터정보화구축사업추진
·국가전자도서관사업과연계

■사서(전문인력) 지원

- 정보센터의사서직원정규직제화추진

- 해외문화원정보센터근무사서직원연수훈련프로그램제공

해외문화원의 정보센터화 및 서비스 강화 지원

추진일정

라. 지식정보격차해소및정보접근권보장

현황

세계의주요국가도서관들은최근사회적약자들에대한서비스프로그램을개발하

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접근수단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정보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요인으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공공정보서비스기관의사회적

역할은 정보취약계층(Core Information Poor)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 여하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경우, 정보이용자에대한인식은주로정보서비스의공식적채널

에속해있는표준적계층(Standard Population)에집중해있으며, 어린이, 노년층,

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의정보요구와정보이용행태에대한지속적연구나조사

활동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취약계층의일상생활에 착된정보콘텐

츠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급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것이국립중앙도서관의중요한과제이다.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5 

6

7

홈페이지를통한행정부처생산정보제공

부처별정책관련이슈, 현안자료등정책지원을
위한정보서비스

행정자료실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지원확대

국가정책정보의통합DB 구축·운

해외한국학관련자료목록제공

정부부처별‘부처담당관제’도입·운

정부부처자료실을국가대표도서관의협력도서관
으로지정·운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전담할 정보복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현장인력의재교육에충실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인동시에모든국민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도서관·학교·관련

기관과참고봉사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는협력및연계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어린이도서관은증가하고있으나실제로어린이및청소년분야의도서관서비스

에대한연구와운 전반에대한일관성있는원칙이없다. 또한관련분야정책기

관의부재로종사자의교육및재교육프로그램이미비하여독서와어린이서비스에

대한교육은실제로비정부조직(NGO)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2006년5월예정)을계기로어린이와청소년서비스의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과어린이청소년자료실/도서관운 방안을연구·개발하여야한다.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은어린이청소년자료와아동문학, 독서치료관련자료등의연구자료와

세계의다양한어린이자료를수집하고서비스하는표준모델을제시하여야한다.  

사회적취약계층인장애인, 군인, 환자, 수감자등에대한관심과지원이미미하다.

장애인의경우전국980개도서관(공공487개, 대학436, 점자도서관57개)에구비된

편의시설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또한시각·청각·지체등장애인유형별정보

요구와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공공도서관 등이 준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장애인서비스매뉴얼이나관련프로그램가이드등이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자료를편리하고충분히이용할수있도

록‘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가칭)’를 설립·운 하며, 이를 계기로 장애

인유형별서비스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여야한다. 

요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거점으로서의 사명감을 각인하여

정보취약(소외)계층에대한도서관정보서비스의개발및제공, 정보화의역기능을

완화하는사회적기구로자리매김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에주력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취약(소외) 계층에대한도서관정보서비스프로그램을개발하여전국

도서관에보급하며, 특수한환경에처한국민에대한도서관서비스를활성화하기

위한정책과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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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❶정보취약(소외)계층을위한공공도서관서비스프로그램개발

- 생계지원형문화강좌프로그램개발

- 상황별독서목록과독서치료표준프로그램개발

- 도서관및정보접근취약(소외)계층어린이청소년대상서비스프로그램개발

- 취약(소외)계층 지역 공공도서관에 기존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의

요구에맞게재구성유도

- 도서관자원을활용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

- 자원봉사자활용지침개발

❷참고봉사네트워크구축

- 공공도서관을위한참고봉사서비스가이드라인설정·제시

❸‘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운 (2006년5월)

❹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도서관정보서비스개발·제공

- 공공도서관어린이실운 지침연구·개발

- 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 어린이및청소년정보서비스전문가양성및재교육강화

- 어린이청소년자료실/도서실운 방안연구

- 세계의다양한어린이, 청소년자료수집및서비스표준모델개발등

❺장애인을위한서비스프로그램개발보급

- 원문정보DB 확장

- 종합목록서지데이터확장

- 국가전자도서관웹사이트확장개선

- 장애인서비스매뉴얼제작

- 인터페이스개발



❻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자료등개발지원보급

- 시각장애아동용도서등

- 녹음자료및인터넷을통한디지털자료등

❼시각·청각·지체장애인 등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기준의 제정과

서비스지원

❽사회복지기관자료실지원을위한프로그램의연구개발·지원

❾노령인구등독서장애인을위한정보서비스프로그램개발지원

- 대형활자(Large Print) 도서등

- 정보검색인터페이스개발·지원

❿전국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에대한운 ·관리지원

- 통합운 관리센터운 지원

- 사업관리포털시스템(http://www.kdlnet.net)의지속적운 및주기적업그레이드

공공도서관의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

- 정보기술의생활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인 군인, 환자, 수감자 등에 대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및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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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소외)계층서비스프로그램개발

- 저소득지역공공도서관에기존의문화강좌프로그램을지역주민의요구에맞게재구
성하며, 소득증대와 경제적 안정, 재취업 훈련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등의
프로그램개발·보급

■독서치료표준프로그램과상황별독서목록개발

-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청소년 범죄,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상황별 독서 목록
개발·보급

■공공도서관의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

- 기존의정보화교육을보다이용자친화적인방향으로진행

- 전자정부 환경에서의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교육이나 취미와 여가를 위한 정보활용, 
이메일을 통하여 가족, 친지와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참여 수단으로써 게시판, 전자신문고 등 활용 교육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개발

■참고봉사네트워크구축

- 지역의복지기관및협의체와네트워크를구축하여복지관련정보서비스의효율증대
와공공도서관의지역복지기능강화

-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소득가정의 직업이나 부업 알선, 시설 대여, 자원봉사자 알선, 
교육상담, 이동문고등의참고봉사서비스추진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 정보시스템에 대한 면 하고

비판적인평가, 검토와함께중장기계획을수립한다. 1996년부터국립중앙도서관

이주도하여국내7개참여기관이연계하여통합검색을꾀하고있으나검색을위한

표준화가이루어져있지않아이용자들의정보접근에불편함이있다. 국가전자도서

관의참여기관확대및통합검색을위한시스템개발과표준화를수립하여이용자

들의정보접근의편리함과극대화를기한다.

2004년부터추진하고있는유니코드체계(국제표준문자코드)의조기도입을통하여

지식정보의 변환과 저장과정에서의 유실 예방과 다른 시스템과의 자료교환 및

연동, 나아가서지데이터의국제적교환, ILL/DDS등과의연계를위한기반마련등

데이터의호환성과서비스품질향상을도모한다. 

디지털도서관은전문화및유연화원칙을반 한탄력적이고유기적인조직체계를

갖추어야한다. 현재는디지털도서관서비스확립에필요한전문인력확보와예산

지원방안이미비하나, 2008년디지털도서관개관과함께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

정보시스템의활용성을획기적으로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실행전략

❶국가자료종합목록DB 기능강화및확장

- 국가자료공동목록(KOLIS-NET) 기능강화

(일반도서위주에서비도서자료등으로확대)

·국가자료종합목록DB 서지데이터(443만건 700만건)

·국가자료종합목록DB 소장데이터(1,735만건 3,000만건)

·국가자료목차정보DB (124만건 200만건)

·수록범위및참여기관확대(350개관→500개관), 검색기능향상

- 고전적종합목록범위확대, 해제, 원문제공

·고전적종합목록DB(31만건 100만건)

- 해외 인자료종합목록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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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마. 지식정보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화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표준화방안을연구·개발·보급하고문헌정보유통체제의효율화와지식정보

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에주력한다.

웹자원의수집·정리및이용서비스의확충을위하여메타테이터의표준화방안을

수립하는한편, 기존온라인열람목록(OPAC)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홈페이지를통

한다양한정보접근점을제공하여야한다. 또한검색결과에우선순위를부여하며,

유사정보와관련정보등가공된정보서비를제공하여야한다.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취약(소외)계층을위한공공도서관서비스프로그램개발

참고봉사네트워크구축

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운

어린이, 청소년에대한도서관정보서비스개발및제공

장애인서비스프로그램개발

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자료등보급

지체장애인에대한도서관시설기준제정과서비스지원

사회복지기관자료실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

노령인구를위한정보서비스프로그램개발

전국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에대한운 관리지원

공공도서관의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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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정보서비스강화

- 색인및초록서비스제공확충

·연속간행물기사색인및초록서비스제공(49만건 100만건)

- 주제별분류검색기능강화

·과거국내자료에적용한분류표매핑(Mapping) 작업

- 주요자료원문정보DB 구축확대(32만책1억면→56만책1억5천만면)

·주요학술자료와대학교재원문데이터제공확대및뷰어품질개선

-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OASIS를 통한 웹 정보 서비스

제공

❸정보시스템효율화

- 유비쿼터스도서관시스템구축

·RFID적용장서확대(50만책→500만책)

- 서비스의국제화를위한지식정보유니코드기반구축

·미표현데이터복원용응용프로그램개발

·데이터(연속간행물, 단행본, 기사) 소급변환

·기존시스템유니코드환경전환등

❹지식정보표준화

- 국가전거파일구축및제공

·전거레코드의기능상의요건(FRA) 적용가이드라인작성

·주제명전거레코드의기능상의요건(FRSAR) 적용가이드라인작성

·인명, 단체명, 통일서명에대한전거파일확충

- 메타데이터센터운

·국내에서사용되는메타데이터조사및관련기관간의협력방안검토

- 서지레코드의기능상의요건(FRBR) 적용가이드라인작성

·서지레코드의기능상의요건(FRBR)을통한목록정보의기능향상

- MARC  소프트웨어개발및데이터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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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아카이빙콘텐츠에대한표준화연구및보급

·정보작성자를위한등록템플릿운

·보존·기술메타데이터의적용표준작성

- 주제명표목표2단계확장

·주제명표목표의신규용어지속적확장및온라인버전안정화

·주제명표목표의품질향상과정착을위한심의기구구성·운

- 듀이십진분류법(DDC) 한국어번역판발간·보급

❺디지털도서관건립·운 (2008년10월)

- 디지털도서관건립

- 디지털도서관운 및서비스프로그램개발

·국내주요도서관을연계한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 운

·기구축원문DB 장르별검색방안수립

·홈페이지및시스템개선보완

·한국의기억((Korean Memories) 등특화된디지털콘텐츠개발

·문화콘텐츠수집, 서비스계획마련

·e-learning 지원기능연구

·정보검색기능향상

❻「국가서지정보센터(가칭)」설립·운

- 메타데이터통합관리

-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데이터구축전담

- 출판시도서목록(e-CIP) 데이터구축·관리

- 온라인출판물에대한디지털식별자부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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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출판계에대한서비스

- 출판시도서목록(e-CIP)제도의운 을통하여출판유통정보를표준화하며메타데이터
의디지털도서관등록을통하여전자출판물정보제공

■장애인에대한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디지털도서관이 개발
한장애인용디지털콘텐츠를각종도서관에공급

■첨단정보제공서비스

- 멀티미디어정보제공서비스
ㆍ비디오, 디스크, DVD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화상응답시스템 및 VOD 등의 기술
을통해개개인의가정까지직접정보제공

- 비도서자료에대한도서관내이용서비스제공

■자동번역시스템도입

- 언어장벽을고려하여다국어지원·번역시스템활용서비스개발

■세계정보창구로서의서비스

- 우리나라정보자원에대한창구로서의역할수행, 해외네트워크을통하여정보입수

- 해외 선진도서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의 문헌에 대한
요구를만족시키는체제구축

■국내외도서관에대한서비스

- 공공도서관에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지원및전자참고봉사서비스제공

- 국내외 학술논문, 비즈니스 분야의 회의록, 시장조사 자료 등 다양한 전자정보를 전문
도서관또는기업자료실등에제공

■전자책(e-book) 포털서비스

- 국내외에서생산된전자책을수집, 정리, 보존하여이용활성화도모

■각종도서관구축전자문헌제공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문 정보 및 외부기관이 작성한 전자 문헌 등의
이용서비스제공

- 해외에전자화되어있는문헌을발행기관과의협약및계약등에의해제공

■온라인협력참고봉사서비스

-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질문 및 답변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 협력
참고봉사서비스에활용

■서지데이터베이스제공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및 외부기관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세계 주요국가의 종합목록 등
각종서지데이터베이스를온라인상에서제공

■유·무선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

- 온라인정보자원을분류, 축적하여제공

■개인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업무분야에 대하여 전자메일을 이용해 색인, 초록,
원문정보등제공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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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지식정보서비스의주제전문화

①주제전문사서지원시스템운

②주제별서지정보및전문서비스개발ㆍ제공

③주제분야연구원제도운

④주제게이트웨이시범구축ㆍ운

⑤현사서직원의계속교육지원

⑥주제전문가를위한산학협동프로그램개발

⑦신규인력및전문가확보방안연구

⑧주제전문사서평가지표개발ㆍ운

⑨문헌정보학교육제도개편에관한정책연구지원

①다른도서관에대한서비스강화

②교육기관에대한정보서비스제공

③기업체를위한정보서비스제공

④디지털정보서비스표준모델개발

⑤인터넷을통한디지털정보서비스활성화

⑥국내검색포털사이트를통한

‘사서에게물어보기(Ask a Librarian)' 서비스제공

⑦화상시스템을통한정보서비스시범사업실시

⑧서지정보의다양화

- 국가서지기능확장

- 출판예정도서정보제공

- 납본주보기능확장

- 서평수록

- 주제별·주요이슈별서지정보제공

⑨홈페이지기능강화

- 검색효율성증대

- 주제및서비스게이트역할강화

- 웹아카이빙자료에대한정보서비스제공

⑩인터넷포털사이트를통한서지정보제공

⑪정보활용능력배양을위한이용자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식정보서비스전략의다양화

추진일정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국가자료공동목록(KOLIS-NET) 기능강화

종합목록기능확장

색인·초록서비스의고도화

주제별분류검색기능강화

주요자료원문정보DB 구축확대

OASIS를통한웹정보서비스의제공

지식정보유니코드기반구축

국가전거파일구축및제공

메타데이터센터운

FRBR 적용가이드라인제공

통합 MARC 소프트웨어개발·보급및데이터변환

웹아카이빙콘텐츠에대한표준화연구·보급

주제명표목표2단계확장

듀이십진분류법(DDC) 한국어번역판발간·보급

디지털도서관의 건립·운

디지털도서관서비스프로그램개발

국가서지정보센터(가칭) 설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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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의제공

지식정보격차해소및정보접근권보장

①홈페이지를통한행정부처생산정보제공

②정부부처별정책관련이슈및현안자료등정책

지원을위한정보서비스

③정부부처자료실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

지원확대

④국가정책정보통합DB 구축ㆍ운

⑤해외문화원을활용한한국학관련정보센터화

⑥정부부처내의‘부처별담당관제도’도입ㆍ운

⑦정부부처자료실을국립중앙도서관의협력

도서관으로지정ㆍ운

①정보취약(소외)계층을위한공공도서관서비스

프로그램개발

②참고봉사네트워크구축

③‘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운 (2005.5) 

④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도서관정보서비스

개발ㆍ제공

- 공공도서관어린이실운 지침연구·개발

- 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 어린이및청소년정보서비스전문가양성및

재교육강화

- 어린이청소년자료실/도서실운 방안

연구·개발

- 세계의다양한어린이·청소년자료수집및

서비스표준모델개발등

⑤장애인을위한서비스프로그램개발ㆍ보급

⑥시각장애인을위한디지털정보등개발ㆍ보급

⑦시각·청각·지체장애인등유형별장애인을위한

도서관시설기준의제정과

서비스지원

⑧사회복지회관자료실지원을위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⑨노령인구등을위한정보서비스프로그램
개발ㆍ지원

⑩전국도서관디지털자료실에대한운 지원

- 통합운 관리센터운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지식정보표준화및정보시스템의효율화

지식정보격차해소및정보접근권보장

- 사업관리포털시스템운

⑪공공도서관의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

⑫군인, 환자, 수감자등을위한도서관정보서비스

프로그램개발·보급및서비스지원

①국가자료종합목록DB 기능강화및확장

②정보서비스강화

- 색인및초록서비스제공확충

- 주제별분류검색기능강화

- 주요자료원문정보DB 구축확대

- 온라인디지털자원의수집ㆍ보존프로젝트

(OASIS)를통한웹정보서비스제공

③정보시스템의효율화

- 유비쿼터스도서관시스템구축

- 서비스의국제화를위한지식정보유니코드

기반구축

ㆍ미표현데이터복원용응용프로그램개발

ㆍ데이터소급변환

ㆍ기존시스템유니코드환경전환등

④지식정보표준화

- 각종국가전거파일구축및제공

- 메터데이터센터운

- 서지레코드의기능상의요건(FRBR)을통한

목록정보의기능향상

- MARC 소프트웨어개발및데이터변환

- 웹아카이빙콘테츠에대한표준화연구

- 주제명표목표2단계확장

- 듀이십진분류법(DDC) 한국어번역판발간ㆍ보급

⑤디지털도서관건립운 (2008.10)

-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

운

- 기구축원문DB 장르별검색방안수립등

⑥「국가서지정보센터(가칭)」설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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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논거와 기본방향

가. 핵심논거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모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

하는정책수립및집행과연구개발을담당하는구심체가된다. 

나. 기본방향

도서관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국민에게 좋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

하는데 있다. 부언하면 모든 도서관이‘국민의 지적, 문화적 삶을 돕는 도서관’

이되어국민에게좋은도서관환경을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모든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며, 다른 도서관에 봉사하는

정책기관, ‘도서관을위한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정부및국내도서관을위한

도서관정책을수립·집행하며, 아울러기관별로수행해야할정책과수준에맞는

각각의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한도서관정책서비스를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현실에대한충실한파악과미래에대한전망을근거로한도서

관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연구

소’를설치하여체계적인도서관연구·개발업무를수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통합과 분할, 집중과 분산,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원과협력을기본원칙으로삼아도서관발전을위한정책및연구개발업무를수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정책및연구개발업무를수행함에있어국내모든도서관

과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며, 국내모든도서관의공동발전을도모한다.

3. 도서관정책·연구의구심체



한편, 도서관이 안정적이고 권역별·분야별로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수립과그에따른지속적인투자와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정책방향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위해 2002년 8월 문화관광부의‘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위한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등이있다. 그러나도서관정책기관

으로서현재그일부가추진되고있으며, 현행도서관정책의기반이되는주요도서

관발전계획등이있다. 22)

정책은수립과집행도중요하지만, 실제정책의성과와구체적인평가작업도중요

하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 8월에발표한‘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 (2003-2011)’

의 집행성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 2000년부터시작된근래의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 관련 정책사업의 경우도 이미 종료되었으나 2단계 사업의

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 다.

그동안도서관정책은대체로각종언론이나사회적인주목을받지못하 다. 이는

도서관정책의중요성이나사회적기여도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그중요성

에도불구하고제반분야에서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도서관정책과관련

하여적극적인정책홍보의중요성을인식하여도서관활동이나정책에대한사회적

지지를확보하고, 도서관뿐만아니라 도서관이외의유관부문의정책부서와의

정기적인정책협의가필요하다. 

실행전략

❶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의거한연차계획수립

- 국가차원의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바탕으로연차계획수립·집행

·관련정부부처(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등)와협의하여수립

- 부문별(도서관정보화등) 발전계획수립·추진

·각부문의관련부처또는전문단체등과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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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와 실행전략

가. 도서관정책의체계확립

현황

도서관정책에 있어 그 내용과 수단, 관계 부문이 계속 다원화됨에 따라 정책조정

또는자문기구의역할도커지고있다. 1989년부터구성운 중인문화관광부장관

자문기구인‘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는연 1-2회정도회의

를개최하고있으며, 사실상도서관과관련된중앙행정부처의정책조율기능을수행

하기어려운상황이다. 현재자문위윈회의운 은문화관광부문화정책과에서담당

하고있으며, 2004년 11월도서관정책업무가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정책과)으로이

관되었으므로자문위원회의위상과운 등에대한재검토가요구된다.   

도서관정책·연구의구심체
(Library Policy & Research Hub)

그림 12   한국 도서관정책·연구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수행의 전모와 체계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

특수
도서관

전문
도서관

대학
도서관

국 민

정부 및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박물관, 기록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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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도서관정책평가

- 도서관정책과에정책평가팀을두어평가업무수행

·외부전문가및도서관현장사서들의참여확보

·도서관연구소와공동사업으로추진

- 「도서관정책평가자료집」(가제) 발간

❸국내외관종별·부문별도서관정책현황조사

- 관련정부부처의도서관정책수립및추진현황조사

- 광역자치단체별로도서관정책수립및추진현황조사

- 공공도서관등모든관종의도서관정책수립및추진현황조사

- 전국도서관정보화현황조사및종합계획수립

- OECD 가입국등을중심으로해외주요국가도서관정책수립현황조사

❹「도서관정책백서」(가제) 발간추진

- 도서관정책수행내용, 국내외도서관정책현황자료등을조사하여관련자료를

발간·배포하고도서관정책수립에참고하도록지원

- 도서관연구소사업으로매년발간추진

❺도서관정책홍보강화

- 도서관정책설명회등개최

·도서관및주요행정기관및의회, 언론, 국민등을대상으로설명회개최

- ‘도서관의날’제정·운

·도서관홍보및도서관발전유공자및도서관직원등에대한정부포상추진등

- ‘도서관의날’, ‘도서관주간’또는‘독서의달’등도서관이미지홍보활동전개

- 언론매체등에도서관전문가나직원들의언론매체기고활동지원

- 도서관브랜드화추진

·도서관CI, 픽토그램23) 등제정및보급

·도서관마스코트제정및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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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각지방자치단체도서관정책담당부서와의정책협의추진

및계획수립과집행지원

- ‘도서관정책워크숍’정례화

- 도서관 확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공동 이해와

협력체제구축방안모색

❼도서관이외의유관부문의정책부서와의정책협의추진

- 박물관, 미술관, 기록원등은물론도서관정책과관련성이높은유관부문, 예컨대

저작권등의정책부서와의정례적인정책협의추진

추진일정

나. 도서관연구체제구축

현황

도서관정책의수립·집행·평가등의적시성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확

한조사·통계작성·연구활동등이지속적으로수반되어야한다. 지금까지체계적

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별도의 도서관 관련 연구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도서관

현장의상황을보다정확하게반 하기가쉽지않았고, 도서관발전을위한구체적

인데이터를제공하거나학문적연구수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서관 통계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서관 통계와의 연계성이 낮아

국가의공인통계로서의위상을확보하지못하고있어, 현황의반 과항목재검토나

수집방법등의개선이요구된다.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의거, 연차계획수립

「도서관정책백서」(가제) 발간

도서관정책평가및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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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조사·연구는 문화관광부 소관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에서주로수행하거나국립중앙도서관이수행하고있다. 그외에교육인적자

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여러 기관도 자기가

속한도서관 역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들기관의연구수행은대체로

외부용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행된 조사·연구 자료도 도서관정책이나

활동을위하여활용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원할하게유통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도서관현장및관련기관, 도서관및문헌정보학계등의상호협력및연계

활동이긴 하지못하기때문이다. 

날로다양해지고있는도서관이용자의요구와환경의변화(도서관운 의경제적

위기, 디지털도서관 건립 등) 등으로 경 이나 전문인력 등 도서관 운 전반에

대한전문적인컨설팅활동이절실히요구된다. 따라서도서관의기본철학과이념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관련 컨설팅전문업체에 도서관 건립 등 전문적인

업무를전적으로담당하여야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도서관연구와관련하여발행되는학술지는「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 발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발간),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발간)을비롯하여다수가있다. 그외도서관전문

단체나현장연구모임에서발행하는잡지등이있으나, 대부분이종합적·이론적이

며 단편적인 주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현안분석이나, 해결 방안의 모색에는

한계가있다. 또한도서관관련부문과의공동연구도활발하지않아도서관정책및

연구 역의확대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관종별, 업무별로전문잡지를발행하는

등지속적으로연구활동의결과를유통시키는채널이마련되어야한다. 

도서관기능수행평가를위한기본적인도구인도서관기준은도서관운 지침과

발전방향을 설정·평가하는 지표로서 활용되므로, 도서관 설립 및 운 의 법적

준거가 된다. 따라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적절·유효한 도서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기반으로도서관확충과충실한운 을도모해야한다. 현행「도서관및독서진

흥법시행령」에공공도서관을비롯관종별도서관에대한자료, 시설및직원기준이

명시되어있으나새로운도서관의목표와상황에는적합하지않다는지적을받고

있다. 또한현재의법적기준은주로공공도서관위주로규정하고있을뿐학교도서

관이나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등에대해서는실효성있는기준을제시하지않고

있다. 또한 21세기지식정보시대에서도서관정보화수준향상을위한제반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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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못하고있다. 대다수도서관이정보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노력하고

있으나, 이를이끌고지원할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도서관 이용자 요구와 참여의 다양화, 경제위기로 인한 도서관 운 상 위기 심화,

디지털도서관추세로인한도서관관리·운 의변화및요구확대등으로인하여

도서관을둘러싼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는

경 이나전문인력운용등도서관운 전반에대한전문적인컨설팅활동이절실

히요구된다. 또한일정규모이상의도서관을건립하기위해서는반드시건립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경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많아도서관의기본철학과이념에근거한건립이나운 기반이확보되지

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의도서관활동은저작권문제등많은법률적고려가필요하다. 따라서현재는

도서관 운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법률적검토와해석등의전문적서비스요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지금까지

는 대체로 문헌정보학 분야 교수진, 전문연구인력 또는 한국도서관협회나 각종

협의회등의전문단체가부분적으로담당하고있는정도이다. 따라서도서관활동과

관련한법률지원활동이요구된다. 

국민은도서관에서최상의서비스를제공받고언제든지이를확인할권리가있다.

그러나고객의관점에입각한도서관서비스에대한평가및인증제도가마련되어

있지않다. 따라서도서관도고객에게최상의서비스제공을위한자체적인서비스

품질을 평가·측정하고 국민에게 공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얻어야한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사업부 도서관협력 조사정보계는 해외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학관련정보를입수·정리, 주기적으로도서관또는사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조사·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출판과 인쇄, 기타 여러 문화 부문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참고하는한편이를육성하도록관련기관과협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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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❶도서관관련기초조사및연구사업추진

- 국내도서관현황에대한정기적인조사·분석, 결과보고서작성

- 도서관관련각종통계자료작성

·도서관통계의표준화추진및국제적통계와의연계성확보: 국제기준에부합한

통계작성 추진 (KSXISO278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 ISO2789:1991 활용)

·국가공식통계로서의위상확보

- 도서관관련단체등과의공동사업으로추진

❷각종전문저널및연구성과물등의발간사업 추진

- 관종별또는업무분야별전문저널발간

·관종별도서관협의회또는학회나대학관련학과등과공동추진

- 국내도서관활동에관한종합적인연차보고서작성

·한국도서관협회「한국도서관연감」발간사업과연계

- 국내외도서관관련연구성과물정책·참고·조사연구자료등의발간사업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서울대회를계기로해외도서관을대상
으로하는 문소식지(홍보지) 발간

- 국외주요도서관관련자료번역출간

·국제또는해외주요국도서관관련핵심자료의번역·출판을통해국내도서관

발전의기초자료로활용24) 

❸주요연구관련사업추진

- 도서관연구소운 및사업추진

- 도서관관련각종기준제정·보급

- 도서관컨설팅사업추진

- 도서관서비스평가및인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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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관련기준의제정·보급

■목적
- 도서관과관련한각종기준을제정하여보급함으로써도서관정책수립의근거마련과법제화

- 도서관서비스의발전을선도하는근거제시

■범주
- 도서관건립및서비스기준

- 기준의적절한법제화

■참고자료

- IFLA/UNESCO의공공도서관가이드라인(The Pubil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등다수의해외기준

- 한국도서관협회의2003년「한국도서관기준」

■실행전략

①도서관기준작성·보급

- 도서관관련단체등과협력하여바람직한도서관기준작성·보급
·상설협의체구성·운 및정기적개정작업추진

- 도서관이수행하는다양한업무·서비스와관련한질적기준개발·보급
·도서관업무나서비스와관련한다양한질적기준개발·보급
·21세기디지털시대를맞는도서관운 과서비스기준개발·보급
·관종별도서관기준개발·보급

②기준의실효성제고를위한법제화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관련조항재검토및개정추진

- 기준개발과개정·활용에있어실효성을높이기위해문화관광부장관명의로고시 (연
1회고시추진) 

③도서관기준연구및교육프로그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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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서관건립과운 , 서비스등과관련한전문컨설팅제공을통해도서관발전에기여

■범주

- 도서관건립타당성조사연구

- 도서관관련법률에대한자문제공등

■실행전략

①도서관컨설팅사업추진

-도서관연구소 내에 컨설팅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도서관 건립과 운 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업무수행
·도서관경 진단사업추진
·도서관건립타당성조사
·도서관운 과관련한기술지도등

②법률자문제도운

- 국립중앙도서관에법률전문가를배치, 도서관들에법률자문제공
·「도서관법」, 「저작권법」등도서관업무관련법률운용지원

도서관컨설팅사업추진

- 국내외각종도서관관련기준조사및연구

- 해외의주요기준번역·보급

- 도서관기준에대한해설자료발간및관련교육프로그램실시
·주요한기준해설자료발간
·각종교육및훈련프로그램과연계한도서관기준교육프로그램실시

도서관서비스평가및인증사업

■목적
-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인증사업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및지지확보

- 도서관서비스수준향상유도

■참고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 평가개선방안연구」, 2003. 

- 라이브퀄 플러스(LibQUAL+를 ARL이 개발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서관서비스측정도구) 

- 국내 다양한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가고객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NCSI, http://www.ncsi.or.kr)

- 도서관 성과평가지표’(KSXISO11620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Library
Performance Indicators와대응국제규격 ISO 11620:1998/Amd 1:2003 등)

- 국의인류가치 (Best Value) 제도 (2000년- )

■실행전략

①도서관운 평가사업추진

- 관종별도서관운 평가지표개발·보급
·문화관광부의문화기반시설평가중도서관평가지표등활용
·국제적도서관성과평가지표또는도구등활용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구체적평가방안검토및강구
·성과가미진한도서관에대한국가적지원방안마련

-도서관의자율적평가실시유도
·도서관관리자(실무자) 대상평가실무교육프로그램개발·실시

- 도서관의운 또는서비스평가측정사업수행
·도서관내의전문가로구성된도서관운 평가단운용

②도서관서비스품질인증제도도입

- 국내외서비스품질인증제도를활용한도서관서비스품질인증제도도입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활용방안검토

-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도서관고객만족지수(Library’s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LCSI)(가칭) 개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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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다. 도서관사서직전문성강화

현황

21세기의도서관발전은전문인력의역량에좌우된다. 특히기존의하드웨어중심에

서소프트웨어중심으로전환하는데있어서유능한전문인력은필수요소이다. 현재

도서관전문인력양성과관련된사서자격제도의개선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사서직제 개선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년 12월「사서직제 개선방안

연구」발간)

사서직전문인력의도서관현장진입과배치가원활하지못하다. 대부분도서관에

서 9급수준의신규인력만채용하고있어다양한경험과전문능력을가진사서들

의도서관현장진입이어렵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규정한인원의사서가배치되어야하며, 특히공립공공

도서관의관장은사서직으로보임되어야한다. 그러나공공도서관의경우 2004년

말기준으로사서직원배치율은「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3조[별표2] 기준의

약20%, 사서직관장보임은약44%에그치고있다.25) 학교도서관의경우에는사서

교사의배치율이더욱낮으며, 전문도서관이나특수도서관등에대해서는전문인력

배치상황마저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다. 한편사서직공무원은행정직군에포함

되어있어서비스중심으로전환되고있는오늘날의상황에서사서들의역량발휘

에제한을받고있다. 이와 같은여러요인때문에도서관운 및서비스제공에

있어사서의전문성발휘가어렵다.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도서관연구소운 및사업추진

도서관기준제정및교육프로그램실시

도서관컨설팅사업추진

도서관서비스평가및인증사업

사서의직무분석이활성화되어야한다. 학교도서관의경우사서교사에대한직무분

석은 개발되어 있으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서의 사서직

직무분석은 연구된 바가 없어 전문적인 업무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다른

직업군의경우에는산업인력관리공단(23개분야150직종)과한국직업능력개발원(76

직종)에서직무분석서를발간하 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정부직무분석’을

통해성과주의와능력위주인사행정의기반을마련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미국은

노동성이‘The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에서사서의직무분석내용을

제공하고있다. 

사서직의전문성제고를위해서는자격취득이후에도활발한재교육프로그램에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사서는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구와 학습활동이

국립중앙도서관사서연수과정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나, 민간부문사서들의경우

는제한적이다. 또한시대적, 사회적환경변화에맞게사서자격의점검과재인증절차

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단위로 사서들의 자발적 전문적인

연구모임이결성·운 되어연구및재교육활동등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아직

연구모임들이활성화되어있지않고, 연구회상호간의연계도활발하지못하다. (사서

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이「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 

사서전문성을중심으로」발간)

실행전략

❶사서직제도개선추진팀구성·운

- 사서직제개선을위한추진팀구성

·도서관내외전문가및현장사서들로구성

·사서직제등전반적인검토와개선방안마련

·관련현황조사및연구포럼운

·유사직제와의관련성또는공동발전전략모색

·사서직위상강화를위한조사·연구및실천전략모색

-도서관관련전문단체와문헌정보학관련학회및학과와의공동사업으로추진

❷다양한사서채용제도도입및공립공공도서관사서직관장보임확대추진

- 일정규모이상의도서관에는다양한직급의사서직원채용방식도입독려



·사서직원배치기준검토및현실화추진
·관종별주제전문사서배치기준마련
·법률에따른공립공공도서관장의사서직공무원배치강력추진

❸관종별도서관의사서직직무분석실시

- 도서관 관련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직무분석과 관련한 전문기관과 협력
하여사서및도서관업무에관한직무분석실시

- 직무분석결과의현장적용추진

❹사서직재교육프로그램강화

- 사서능력발전과를‘도서관인력개발원(가칭)’으로확대검토

- 전문분야의인력개발에필요한연수과정및강사개발, 프로그램실시등을통해
사서직원의전문성강화추진

❺도서관인력개발협의체구성·운

-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의 대표적인 도서관, 기타 도서관 전문인력 개발을 담당
하는전문단체나학회, 대학의문헌정보학과등으로구성

- 타부문인력개발부문과의협의또는공동작업모색

- 사서직재교육프로그램강화

❻사서연구모임결성및운 지원

- 사서들의각종전문연구모임결성을유도및활동지원
·관종별·지역별모임결성및활동지원
·업무별·전문 역별모임결성및활동지원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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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사서직인사제도의다양화

사서직재교육프로그램강화

도서관인력개발협의체구성, 운

사서연구모임결성

라. 도서관확충및서비스개선

현황

도서관은국민에게지적·문화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존재하는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국민의 지적·문화적 삶을 지원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또한 도서관정책은 주로 공공도서관 위주로 확충·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즉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26)

확충에대한정책은미비한실정이다. 

기존의여러정책이나계획에서제시된도서관확충계획은도서관의입지나이용자
요구에 대한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권과 괴리, 
기존도서관또는유사문화기반시설과의중복, 인구및행정구역단위의획일화된
건립등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27) 그리고공공도서관건립에대한지원은지방자
치단체가신청한경우를전제로하고있어, 지역간시설의불균형과대형화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또한한정된국고지원비로인하여재정이열악한지역에서는도서
관 확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 복수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는
경우, 계획단계부터시설규모와핵심서비스내용, 운 계획, 예산, 전문인력배치
방안, 지역단위의통합적계획부재등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최근정부는교육·복지·문화시설분야에도민간투자의문호를확대하기로하
다. 이에도서관설립도포함되므로민간사업자는주로자금투자및건설을담당
하고주무관청은시설운 을담당하는‘건설-이전-임대(Build - Transfer - Lease 
이하BTL)’방식이도입될것이다28). ‘문화관광부2005년도BTL 대상사업’에따르
면 파주교하도서관과 인천시립도서관 등 2개의 도서관이 선정되었다.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시설사업으로는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있다. 그 외에도 복합시설
사업에 도서관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도서관확충에상당수는BTL방식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되므로, 사업방식과
장·단점을파악·반 하는정책수립이필요하다.

도서관확충정책은건립위주로추진되고있는데, 건립의전제조건인서비스원칙
이나 방안, 건립 이후의 운 방안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도서관 운 상 적지
않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또한도서관확충사업이활발함에도불구하고여전



히 지식과 정보,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독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29), 도서관
운 의 핵심요소인 장서30) 및 전문직원 부족31),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32)과
평생학습관으로의전환이나도서관이외의명칭을사용하는데따른정체성혼란33)

문제등이국민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대로전달하는장애요인이되고있다. 

현재전국에서운 중인공립공공도서관(2004년말현재487개관) 가운데 20.7%
인 101개관이 1985년이전에개관한것이다. 지방자치단체소속도서관은250개관
중19개관으로7.6%에그친반면, 시·도교육청소관도서관은223개관중36.8%
인 82개관이 20년 이상된 도서관이다34). 이들은 건물과 시설이 노후하여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핵심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확충과 함께 노후 도서관의 증·개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필요하다.

외국의경우에는지역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고, 해당지역단위로다양한도서관
들의유기적연계성을확보함으로써도서관확충과서비스제공이체계적이고이용
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중앙관과분관형태의체계적인도서관서비스
망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미설치 행정지역에 도서관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 한 지역계획 수립과 서비스의 광역화 등을
검토하고있다35). 

공공도서관건립비는대부분수십억원에서150억원이내의범위내에국한된경우가
많다. 이는결과적으로거의전국적으로초대형도서관의부재현상과동시에 10억내
외의소규모도서관부재현상을초래하고있다. 정보화시대에도불구하고직접종이
자료(도서)를 열람해야 하는 필요성은 상존하므로, 공공도서관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기존의공공도서관차원에서는전문적이고학술적인도서자료의다량확보
및유지관리가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이다. 

수도권이외지역이용자에게도대형도서관형태의서비스제공은필요하지만지방자
치단체에의하여초대형공공도서관이설립되거나운 되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현
실이다. 그러므로전국적으로이용자의교통거리를고려한4-5개대도시에국립중
앙도서관분관형태의대형도서관의건립을내용으로하는분관건립종합계획의수립
이필요하다. 동시에현재의공공도서관보다적은예산으로도추진가능한소규모의
생활친화적인도서관건립을지원하여기존공공도서관분관형태로서주민접근성과
운 효율성을높인공공도서관의건립정책이요구된다. 이제는공공도서관의다양한
크기도공공도서관서비스제공에중요요인이된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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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❶공공도서관확충사업의지속적추진

- 도서관건립비지원사업지속추진(487개관 710개관)

·‘건설- 이전- 임대(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에따른확충지속추진

- 바람직한공공도서관건립모델개발을통한운 효율성및접근성제고

- 지역특성을반 한공공도서관운 방안연구및홍보

- 공공도서관최소건립기준작성·제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 연구」, 2004.

활용36)

-정기적인도서관정책워크숍을활용하여도서관확충의성과제고

❷작은도서관건립추진

- 서민 집지역등주거지역에생활친화적소규모도서관조성

·주민자치단체, 아파트관리소등공공시설내설치로접근성제고

·1개관당1억원내외의리모델링비투입‘저비용고효율’달성

·지역공공도서관과연계한문화프로그램운 등문화복지거점역할수행

❸공공도서관확충과서비스개선을위한표준운 매뉴얼작성·배포

- 공공도서관개관에필요한각종지침과방법등제시

- 기존확충사업평가와도서관서비스개선을위한지침제시

- 다양한국내외우수또는참고사례발굴·제시

- 도서관확충과관련하여장애요인해소를위한방안강구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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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서민 집지역 등 주거지역에 생활 친화적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이용 및 정보
접근의편리성제공및도서관이미지제고에기여

■설치지역

- 기존도서관에서멀리떨어진서민주거지역

- 50평내외의소규모로서주민자치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등공공유휴공간

■실행전략

①공급자중심의기존도서관건립정책한계극복

- 대형도서관위주의정책시행결과문화사각지대발생

- 기존유휴시설을활용하여건립비절감및주민친화성제고

②주민문화복지향상에기여하는새로운도서관모델

- 누구나쉽게다가갈수있는주민친화형문화시설

- 지역특성을 반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사랑
방역할수행

③주민의창의력, 자율성을극대화하여시민문화운동으로승화

- 주민의적극참여와합의를통하여운

- 지역기업의사회활동참여및역할강화유도

- 성공모델발굴및적극적인홍보로시민문화운동화확산

추진일정

작은도서관 건립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작은도서관건립지원

공공도서관표준운 매뉴얼작성

마. 범국민독서진흥강화

현황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활동 수준은 낮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지않고있다. 2004년문화관광부와한국출판연구소의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18세이상의성인10명중2명이지난1년동안단1책도읽지않았다.

또한월평균3책이상을읽는독자의비율이14.5%인데, 이는일본의17.5%에비해

상당히저조한수치이다

정부나민간부문에서다양한유형의독서운동을추진하고있으나, 그성과에대해

서는구체적으로검증되어있지않으며, 중복적·일회성독서운동이많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One Book, One City)'과 '북스타트

(Bookstart)' 운동, 청소년위원회와 산하 청소년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책읽기

운동' 등이주목받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독서운동은대부분외국에서실시된

것을도입한것으로, 독자적인독서운동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제도와 연계하고 정규 공교육

범주에포함시키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그러나이는독서마저도입시도구화

하고 인증하려는 것으로 결코 독서 생활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독서에

대한부정적시각만확산시킬것이라는입장에서강력하게반대하는주장도있다.

현재정부차원의독서운동을위한법적근거는「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8장(독서진

흥)이다. 이법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독서진흥에힘쓸것과학교에서의독서

교육에관한주요한내용들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매년 9월을‘독서의달’로

정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며, 「독서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를작성

하여국회에제출하고있다. 그러나이정도의법률적기반으로는국민독서진흥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어 독서진흥에

관한별도의법률제정이제기되고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문자·활자문화진흥법」이 중의원(2005년7월15일)과 참의원

(2005년7월22일)을 각각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독서진흥의 계기를 마련하 다. 

이 법안은 일본 젊은층의 활자(活字) 이탈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어가

문자·활자문화의기반이라는사실을감안하여학교교육을통해읽기와쓰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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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초로하는언어에관한능력(‘언어력’이라는새로운개념을만들어냄)을함양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만큼 공립도서관을

설치하고사서와자료를충실히확보하도록촉구하고있다. 국가와지방공공단체는

사서교사와교직원에대한양성및연수등의체제를정비하고, 정부는외국출판물

번역지원대책도마련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법률이만들어진것은최근젊은

층의책을멀리하는현상이확산됨에따라국가차원에서의위기감이반 된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본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세계각국은활자이탈현상에대한우려를반 하여다양한독서진흥사업을

공공 역이나민간 역에서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37)

실행전략

❶ '범국민독서추진위원회'(가칭) 구성·운

- 공공 역과민간 역을망라한 '범국민독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국가차원의

독서진흥사업기획·조정활동전개

·필요한경우별도의공공법인체설립추진

·국민독서진흥중·장기계획및연차계획등수립·추진

·독서진흥관련조사·연구및컨설팅제공

·각종독서진흥프로그램개발·보급

·각종서평등전문저널발간활동지원

- 공공 역에서의독서활성화를위해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등과의긴 한협의와공동사업추진

·공공도서관이나학교도서관을활용한독서진흥활동전개

❷「독서진흥법」(가칭) 제정추진지원

- 민간독서운동단체와의협의추진

❸독서진흥활동홍보강화

- 독서진흥연차보고서의적극홍보

- 국민독서실태조사의정례(연1회) 실시

- 독서홍보대사(단) 구성·운

- 독서문화상시상확대

·‘책읽는기업상’추가또는별도의‘책읽는기업대상’신설

- 서울국제도서전정례적참여를통한도서관·출판·독자와의만남유도

- 다양한독서진흥포스터발행또는방송프로그램제작·방 등추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책읽는사람이아름답다’포스터또는 '미국

도서관협회'의‘READ' 포스터사업참조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중독서관련프로그램활성화지원

·독자적인책관련인터넷방송추진검토

- 독서의달(9월) 활성화추진

추진일정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범국민독서추진위원회구성·운

국민독서실태조사등독서진흥홍보활동

「독서진흥법」(가칭) 제정추진

독서진흥활동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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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세부추진사업

도서관정책의체계확립

①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의거한연차계획수립

②도서관정책평가

③국내외관종별ㆍ부문별도서관정책현황조사

④「도서관정책백서(가제)」발간추진

⑤도서관정책홍보강화

⑥각지방자치단체의도서관정책담당부서와의

정책협의추진

①도서관관련기초조사및연구사업추진

- 국내도서관현황의정기적인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작성

- 도서관관련통계자료작성

②각종전문저널및연구성과물등의발간사업추진

- 관종별또는업무준야별전문저널발간

- 국내도서관활동에관한종합적인연차보고서작성

(「한국도서관연감」사업과연계)

- 국내외도서관관련연구성과물, 정책자료, 참고자료,

조사연구자료발간사업

③해외도서관에홍보를위한 문소식지(홍보지) 발간

④국외주요도서관관련자료번역출간

⑤주요연구관련사업추진

- 도서관연구소운 및사업추진

- 도서관관련각종기준제정ㆍ보급

- 도서관컨설팅사업

- 도서관서비스평가및인증사업

도서관연구체제구축

추진과제 세부추진사업

도서관확충및서비스개선

도서관사서직전문성강화

범국민독서진흥강화

①사서직제도개선추진팀구성

②다양한사서채용제도도입및공립

공공도서관사서직관장보임확대추진

- 사서직원배치기준검토및현실화추진

- 관종별주제전문사서배치기준마련

③관종별사서직직무분석실시

④사서직재교육프로그램실시

ㆍ도서관인력개발원(가칭) 설립및‘도서관

인력개발협의체‘구성운

⑤사서연구모임(관종별, 업무별, 지역별, 전문

역별) 결성및운 지원

①공공도서관확충사업의지속적추진

②작은도서관건립추진

③공공도서관확충과서비스개선을위한

표준운 메뉴얼작성ㆍ배포

①‘범국민독서추진위원회(가칭) 구성운

- 국민독서진흥중장기계획및연차계획수립추진

- 독서진흥관련조사ㆍ연구및컨설팅제공

- 각종독서진흥프로그램개발ㆍ보급

- 각종서평등전문저널발간활동지원

②「독서진흥법」(가칭) 제정추진지원

③독서진흥활동홍보강화

- 독서진흥연차보고서발간

- 국민독서실태조사매년실시

- 독서홍보대사(단) 구성운

- 독서문화상시상확대

④서울국제도서전정례적참여

⑤독서진흥포스터발행및방송프로그램

제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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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논거와 기본방향

가. 핵심논거

국립중앙도서관은국내외도서관의교류·협력을강화하여국가지식정보서비스

증대 및 21세기 로벌 지식기반사회를 실현하는 주체이다. 국내 도서관 및정보

센터와의상호협력을강화하여국가지식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와유통으로이들

지식정보자원의활용을극대화하며, 외국의국가도서관및주요도서관과긴 하게

교류·협력하여국내외지식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창구가됨으로써국가대표도

서관으로서의역할증대와 로벌지식기반사회를실현한다.

나. 기본방향

지식기반사회에서국립중앙도서관은국가지식정보자원의활용을극대화하고지식정

보서비스의질을향상시킨다. 국민의정보요구가고도화, 전문화, 다양화되므로, 도서관

및정보센터는적시성, 정확성, 신뢰성을갖춘정보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국내도서관

상호협력을통한도서관및정보센터의지식정보자원공유체제구축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관리와유통으로대국민도서관·정보서비스의수준향상에기여한다.

국내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증대하기 위한 국내

도서관간 상호협력은 국가 지식자원의 정보화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

도서관및정보센터와지식자원의공유체제를구축하는전제조건이된다. 이러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효율적인관리와유통은지식정보의국가경쟁력을강화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로벌지식기반사회를선도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국제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외국 소재 지식정보의 국내이용과 국내자료의 해외유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지식정보센터인 국가도서관과 긴 한

교류·협력관계를촉진한다.

4. 국내외도서관의교류·협력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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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시대에국가를대표하는지식정보센터로서국립중앙도서관의역할이그어느

때보다강조되어진다. 특히세계도서관계의동향을재빨리파악하고변화하는환경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도서관계의 전문가들과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각종커뮤니케이션의채널(국제회의, 워크숍, 세미나, 포럼등)을확대해나간다.     

남북한교류·협력을통해서상호이해를증진하고남북한도서관발전을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문헌자료의 공동조사·연구를 통해 한국 기록문화

유산의보존및발전에이바지한다.

국민의각종사회참여는민주주의이념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표의하나다. 국정

운 에 있어서도‘참여, 투명성, 파트너십(Partnership)'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미래의모든도서관은국민을도서관정책수립및운 과정에참여시켜

도서관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공동운 체제내지책임의식을고취시킬필요가

있다. 이는 도서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 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지지

기반을강화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도서관이용률향상에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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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내외 도서관 교류·협력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체계

로벌지식기반사회를위한교류·협력강화

국내도서관과의
교류·협력강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국가도서관
대규모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외국도서관과의
교류·협력확대

북한도서관과의
교류·협력구축

국립중앙도서관

(2) 추진과제와 실행전략

가. 국내도서관상호협력강화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41조~45조(도서관협력망)에 의거,

전관종을대상으로도서관협력사업을기획·조정·지도하여국가적인도서관협력

사업을주도해야한다. 현재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협력망의중앙관으로서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을 거점으로 487개 공공도서관을 연계하는 공공도서관협력망을

구성·운 하고매년협력망운 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다38).

공공도서관협력망에속해있는전국공공도서관의소관부처가지방자치단체소속

(250개관), 교육청 소속(223개관), 사립도서관(14개관)39)으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

체계상상호협력에한계가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산하대학도서관및학교도서관의활성화사업의책임부처

로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40)에 의거, 학술

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인‘좋은 학교

도서관만들기4대과제41)’를추진하고있다. 

도서관협력망사업은 운 주체가 다른 도서관간 협력 유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서관협력에 관한 홍보 부족으로 동관종간의 협력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간협정(협약)을체결한도서관수는149개관(전체중30.5%)이며, 타관종

과의교류협력사례로서대학도서관과협정(협약)을체결한공공도서관수는 21개관

(전체중4.3%)에불과하다42).

또한, 도서관협력세부사업에대한추진이원활하지못하여전체공공도서관가운데

분담(협동)수서및분담목록을실시하고있는도서관이 50% 정도이며상호대차를

위한협력사업또한활발하지못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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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❶국내도서관간교류·협력확대추진

-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중심

으로전문도서관과의교류·협력추진

- 공공도서관과의협력

·공공도서관정보화사업을통한정보격차해소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개발하는도서관서비스프로그램의지원

- 대학도서관과의협력

·대학도서관의 학술기관 리포지터리(Academic Institutional Repository) 

지원·구축및홈페이지를통한디지털원문의포털서비스제공방안모색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고서, 고문서, 희귀도서 등에 대한 종합목록 구축사업과

디지털화작업의지원및공유

·대학도서관 협의회와 연대하여 학술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개최

- 전문도서관과의협력

·국가전자도서관사업의참여유도

- 학교도서관과의협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운 을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관서비스 프로

그램개발·보급

❷국내도서관협력네트워크의단계별추진

- 전국도서관(공공, 대학, 학교, 전문) 상호협력사업추진

·1단계: 국립중앙도서관과광역대표공공도서관의협력체제강화

·2단계: 광역대표도서관중심의공공도서관협력체제구축지원

·3단계: 국립중앙도서관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협력강화

·4단계: 국립중앙도서관중심의관종별도서관협력체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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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국가전자도서관의참여기관확대

- 현재 7개 도서관이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43)에 참여하여

원문DB구축, 디지털참고봉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향후 도서관 협력

망이포괄적, 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국가전자도서관에참여기관확대

❹ 전국각종도서관의상호대차서비스추진

·동관종외에타관종과의상호대차서비스확대·추진

추진일정

그림 14    국내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중앙관)

광역대표공공도서관
(16개광역시도)

단위공공도서관

분관

협력지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협력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협력지원기관)

대 학
도서관

학 교
도서관

전 문
도서관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국내도서관간교류·협력확대추진

국내도서관협력네트워크추진

국가전자도서관의참여기관확대

각종도서관의상호대차서비스연계성강화



제2부 비전의 역별 핵심내용과 과제 ┃111110┃국립중앙도서관 2010

나. 국제교류·협력강화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협력 업무는 미국₩ 국 등 94개국 284개처와의 자료교류

사업이있으며, 외국에서발간된한국관련자료와각국의정부간행물, 학술자료, 국제

기구자료 등을 상호교환 및 기탁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점차 디지털 형태 자료의

제공및접근서비스가증대하고있으며이에따른수집과서비스활성화방안이강구

되어야한다.

자료교류외에국립중앙도서관은외국의국립도서관과교류협정을체결하여직원의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체코 등 5개국이며 매년 정기적인 업무교류세미나를 개최하는 국가는

일본과중국이다. 

각국의 주요도서관과의 자료교환 및 인적교류 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도서관

연맹(IFLA),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기구,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국제

센터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도모, 국제기구의 연차총회와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

(CDNL) 및 아시아오세아니아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등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황을 알리고 세계 도서관계의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다양한전문분야의국제회의참여가미진하며특히국립중앙도서관이주관하

는UIA44)기준의국제회의유치는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다. 그결과세계도서관계는

물론아시아도서관계에서도거의 향력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해외한국₩한국학관련도서관및기관과의협력강화와자료지원의확대가필요하며,

특히한국및한국학관련자료의지원및수집을위해서국내유관기관과해외한국

₩한국학 관련 도서관 및 기관의 한국학 사서 또는 지역 자료 수집 전문사서등과의

긴 한인적교류가이루어져야한다. 현재조직적이고체계적인인적교류의부재와

현장실태및수요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학및한국관련자료의지원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교류및지원용자료자원

확보를위한정기간행물등의납본부수 증대방안이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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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❶동아시아도서관간교류·협력강화

- 아시아국립도서관간업무교류확대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의 국립도서관간 업무교류를

현재교류협정을체결한싱가포르와러시아를포함하여대만및몽고등기타

인접국가로확대

- 국제도서관연맹(IFLA)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사무국유치추진

- 아시아동반자문화사업추진

- 도서관정보서비스관련다양한국제및지역회의에적극참여

·International Online Information Meeting

·유럽한국학학술(한국학도서관포함)대회

·The ACM(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Libraries

·ALA Annual Conference

·Anglo-Scandinavian Public Libraries Conference

·CONSAL(Congress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45)

·CEAL(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ICADL(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Digital Libraries) 

-  도서관·정보서비스와관련된국제회의유치

·매년1회이상국제회의를유치하고각종국제회의의성격에따라4-5년전에

미리국제회의유치를신청하여준비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와 현재 교류협정을

체결한5개국가를포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주관하에동아시아도서관정보

대회(EALIC, East Asian Libraries and Information Congress)추진

❷세계주요도서관과의교류·협력강화(5개국→20개국50개처)

- 2006년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계기, 미국의회도서관과교류협정체결

하며Global Gateway 상호추진

- 2006년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계기, 한·미 도서관대회를 포함하여

국내모든관종의사서와해외한인사서와의정기적인세미나및워크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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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교류협정을체결한국립도서관은5개국으로2006년미국, 국, 남아프리

카공화국과교류협정체결하며 2010까지전세계주요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 대규모공공도서관등확대(5개국 20개국50개처)

❸해외한국학관련기관·대학등과의협력강화46)

- 해외 한국학 학자,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한국학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해외한국학전문사서와긴 히협력하여학술자료중심으로수요조사

및제공

·각종지역및국제한국학학술회의참석

·국제한국학도서관대회개최또는관련기관과공동개최

·중요한 해외 발간 한국학 자료의 효과적 수집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내에

한국학자료지원및수집전담직원배치

·해외대학의한국학주요과목추천도서목록(Reading List)을수집하여한국

학자료를개발하고한국학자료소개및지원을위한웹사이트운

·해외한국학사서연수프로그램실시

·국립중앙도서관과해외한국학도서관간직원교류

■목적

- 아시아지역저개발국가와문화교류를통해국제상호이해증진

- 아시아의 대학도서관 및 국·공립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과도서관에관한지식과정보를고양

■사업내용

- 기 간 : 2006년 3월~ 2006년8월

- 분야 및 인원 : 대학도서관및국·공립도서관사서4명

- 초 청 국 : 동북아 1명, 동남아3명

- 초청자선정방법 : 아시아지역대학도서관및국·공립도서관사서를대상으로선정

- 초 청 조 건 : 아시아지역도서관근무자, 한국어가능자또는 어가능자

■실행전략

①도서관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정보공유를 위한 기본틀
마련

②도서관실습을통한한국학자료의수집, 정리, 참고봉사등을용이하도록교육훈련실시
- 주제정보봉사서비스 : 한국학관련자료및서비스를위한교육
- 자료정리에관한교육 : 분류및목록등
- 자료의과학적보존처리및수선·복원기술습득

③2006년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업무지원요원으로적극활용

아시아동반자문화사업

추진일정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동아시아도서관간교류·협력강화

세계주요도서관과의교류·협력강화

해외한국학관련기관·대학등과의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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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라. 국민을위한열린도서관운 및참여확대

현황

도서관운 및정책결정과정에국민의참여가부족하다. 국민이도서관운 및

서비스제공에직·간접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법은책혹은물품기증, 후원금

기부, 자원봉사를 통해서이다. 현재‘햇살가득 다락방’운동을 통해서 도서기증은

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으나물품기증, 후원금기부, 일반인들의자원봉사활동은

미진하다. 또한국민이도서관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부족하다.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도서관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미개발 등 제도적으로 개발하지 않거나 국민에 대한

홍보가부족한것에도원인이있다. 또한도서관을방문한이용자를대상으로도서관

을홍보하거나자원봉사자등을통한홍보활동도미흡한실정이다.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자원봉사제도의 참가자는 대학생 및

일반인등인데대학생은학점이수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일반인자원봉사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2002년도의 경우, 8개 대학 300여명의

대학생자원봉사자와261명의일반시민자원봉사자들이활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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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3

4

남북한도서관인간의상호이해증진을위한인적
교류실시

남북한도서관간상호협력을위한협의체구성추진

남북한간실질적인교류·협력을위한업무교류실시

북한소재귀중문헌등의정보교류및협력

다. 남북한도서관간상호교류·협력체계구축

현황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이후남북간에다양한형태의교류가이루어져왔지만

도서관계의교류는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실행전략

❶남북한도서관인들간의상호이해증진을위한인적교류실시

-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북한도서관인을 초청하여 남북교류

계기마련

·북한의국가도서관인인민대학습당과교류·협력에관한협정체결추진등

❷남북한도서관간상호협력을위한협의체구성추진

-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남북도서관간교류·협력추진

❸남북한간실질적인교류·협력을위한업무교류실시

- 인적교류추진결과에따라도서관간실질적인업무교류실시

·남북한국가대표도서관등·주요도서관상호방문

·상호도서관의디지털도서관운 기술논의

·문헌정보자료공동DB구축을위한표준방식공동개발

- 북한소재귀중문헌등의정보교류및협력

·양국대표도서관간소장자료정보교류및공동이용

·북한소재귀중자료의소재파악및목록작성

·국가문화재급중요자료복제( 인, 마이크로필름제작, 디지털화) 등자원공유

북한소재고전적국역자료구입등협의

·남북한국가문화재급소장처견학및자료공동전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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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의 친구’활동을 통한 국민의 도서관 운 과 도서관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및도서관에대한국민의주인의식고취

■실행전략

①‘국립중앙도서관의친구’(The Friend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하FONLOK) 조직

- FONLOK을 조직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이들에게FONLOK의역할및활동소개

- 처음 조직 과정에서는 직원이 직접 관여하고 자체적으로 그룹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지원

- 그룹이 결성되면 그룹의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FONLOK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지원

- FONLOK은 전직 도서관 직원,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을 역임한 전현직 고급 공무원
그리고 문헌정보학과은퇴교수등을회원으로확보

- FONLOK의회원이일정수이상확보되면도서관에서정식발족식개최

②도서관자원봉사자업무개발에활용

- 자원봉사자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자원봉사자가할수있는다양한업무개발

- FONLOK 운 을통한자원봉사활동적극전개

③FONLOK 운 및활동

- 도서관홍보담당직원과협의아래다양한활동전개
·기금모금(Fund-raising) : 모임의운 및활동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도서관행사

를돕는등도서관을물질적경제적으로지원하기위한기금모금
·자원봉사(Volunteering) : 회원중에시간적으로여유가있는사람들이도서관운 지원
·홍보활동(Public Relations) : 여러가지홍보방법을이용하여도서관의중요성, 도서관

프로그램, FONLOK의활동및행사등을국민에게홍보
·캠페인 및 로비활동(Campaigning or Lobbying) 국립중앙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국립중앙도서관이펼치고있는자료기증운동등을적극적으로전개

‘국립중앙도서관의친구’(The Friend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조직및운

일반국민을위한국가지식정보센터에대한체계적인안내서비스가미흡한상태

이다. 국내의모든지식정보센터에대한총괄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는공공서비스

(전화 혹은 웹 사이트)가 부족하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 하는 웹 사이트나

서비스는일반국민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주로전문가들을위한것이다.

실행전략

❶국민의도서관운 참여확대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운 과 서비스 제공을

직접체험

- 국민은국립중앙도서관에대해서더욱친숙해지고정신적, 물질적으로도서관을

후원

- 도서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반 . 이러한

과정을통해서국립중앙도서관이국민을위해존재한다는사실을인식

❷‘국립중앙도서관의 친구’(The Friend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하

FONLOK)는일반인으로구성·운 하고, FONLOK들의의견을‘도서관정책자문위

원회’와연계하여도서관운 및서비스전반에반

❸하나로서비스운

- 도서관·정보센터의통합안내서비스운

- 전국도서관안내자동응답서비스시스템(ARS) 신설운 (1588)

❹도서관이용자개발

- 도서관이용자운 위원회구성운

- 도서관이용자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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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목적

- 국민에게국가지식정보센터에대한체계적인안내서비스제공

■실행전략

①국민을위한국가지식정보에대한창구(Gateway)역할수행

- 국가가보유하는모든지식정보센터에대해서기초적이지만총괄적인정보제공

- 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획득
할수있도록함

- 국민이 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및정보센터의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제공

- 거주지 관할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과 협력할 경우에 주민이 추가로
입수할수있는지식정보에대한정보제공

②전국의모든지식정보센터파악

- 하나로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지자체별로 그 지역 내의 모든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

③도서관및정보센터별특화된서비스내용파악및소개

- 주제별 도서관(예 : 법률, 경제, 문학, 예술 등), 언어별 특성화된 도서관(특히 다민족어
자료 도서관), 자료 형태별 도서관(디지털 자료, CD-ROM, A/V 자료 등), 도서관 프로
그램및서비스소개

④도서관간상호협력활동내용파악및소개

- 지역 내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통해 다른 지역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지식정보를획득방법및절차소개

⑤도서관및정보센터무료전화안내서비스신설

- 1588 무료전화안내서비스를신설하여국민이손쉽게거주지에서가장가까운도서관
및 정보센터 안내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빠른
안내서비스제공

⑥관종별로단계적으로서비스제공

하나로 서비스 운

구분 실행전략
2006 2007

추 진 일정
2008 2009 2010

1

2

국립중앙도서관의친구(FONLOK) 조직및운

전국도서관정보센터통합안내서비스운

·지역주민연계(Community Involvement) : 지역주민을 상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필요
성과중요성그리고각종도서관서비스내용및FONLOK의활동소개

④FONLOK 회원들을위한공간마련
- 회원들의활동에보답하고자원봉사자관리를체계적으로수행하고회원들간의원활한
소통을위한작은공간을마련

- 국국립도서관의‘Friends’Room’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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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국내도서관상호협력강화

국제교류ㆍ협력강화

①국내도서관간교류ㆍ협력망확대추진

②국내도서관협력망단계별추진

③국가전자도서관의참여기관확대

④관종별도서관과의협력사업추진

⑤전국각종도서관의상호대차서비스추진

①동아시아도서관간교류ㆍ협력강화

- 아시아국립도서관간업무교류확대

- 국제도서관연맹(IFLA)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사무국유치추진

- 아시아동반자문화사업추진

- 도서관ㆍ정보서비스관련국제및지역회의

적극참여및국제회의유치

②세계주요도서관과의교류ㆍ협력강화

- 미국의회도서관과 로벌게이트웨이

(Global Gateway) 상호추진

- 해외한인사서와의정기적인세미나및

워크숍개최

③해외한국학관련기관ㆍ대학등과의협력강화

- 해외한국학학자, 연구자, 학생, 해외한국학

전문사서와의긴 한협력

- 각종지역및국제한국학학술회의참석

- 국제한국학도서관대회개최

(관련기관과공동개최)  

- 한국학자료지원및전담직원배치

- 한국학자료개발및관련웹사이트운

- 해외한국학도서관간직원교류

- 해외한국학사서연수프로그램실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국민을위한열린도서관운 및참여확대

남북한도서관간상호교류ㆍ협력체계구축

①상호이해증진을위한인적교류실시

-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북한

도서관인초청

②남북한상호협력을위한협의체구성

③실질적인업무교류실시

- 남북한주요도서관상호방문

- 디지털도서관운 기술논의

- 문헌정보자료의공동DB 구축을위한

표준방식공동개발

- 북한소재귀중문헌등정보교류및협력

ㆍ소장자료정보교류및공동이용

ㆍ북한소재귀중자료의소재파악및목록작성

ㆍ국가문화재급중요자료복제( 인,MF,디지털화)

①국민의도서관운 참여확대

②‘국립중앙도서관의친구(FONLOK)‘구성운

③하나로서비스운

- 도서관ㆍ정보센터의통합안내서비스운

- 전국도서관안내자동응답서비스시스템(ARS) 

신설운

④도서관이용자개발

- 도서관이용자운 위원회구성운

- 도서관이용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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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계획

비 고연도
예산 전년대비증감률

국립중앙도서관

59 15.6

65 10.1

76 16.9

98 28.9

109 11.2

140 28.4

223 59.3

197 △11.7

273 38.6

419 53.5

277 △33.9

300 8.3

305 1.7

503 64.9

398 △20.9
274 100

보존서고동증축

보존서고동증축

도서관정보화사업

디지털도서관건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국립중앙도서관예산현황(1995-2005)

나. 「국립중앙도서관2010」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 업 명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794 70 84.5

3 - 0.5

333 47 57

44 4 5

55 9 11

359 10 11

2,198.7 205 701

145 7 9

400 51 56

7.7 - -

251 37 40

1,395 110 596 

2,068 358 417

12 2 2

33 - 9

23 3 4

1,994 352 401

6 1 1

79.6 31 11.5

26 4 5

46 27 4

0.8 - 0.2

6.8 - 2.3

5,140.3 664 1,214

96.5 215 328

0.5 1 1

67 76 86

7 13 15

11 12 12

11 113 214

665.7 292 335

8 59 62 

58 109 126

0.7 3 4

45 61 68

554 60 75 

422 433 438

2 3 3

7 8 9

5 5 6

406 416 419

1 1 2

10.7 12.7 13.7

5 6 6

4 5 6

0.2 0.2 0.2

1.5 1.5 1.5

1,194.6 952.7 1,114.7 

(단위: 억원)



1. 각주

2. 관련법령

3. 「국립중앙도서관2010」추진일지

4. 「국립중앙도서관2010」추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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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도서관의 비전(사명, 책임 등)

비전 : 문화유산 도서관
책임 : 모든 지식분야의 자료수집 및 그것의 풍요화, 모든 소장자료의 형태나 내용

의 분석과 기술, 복원·재생산·백업 프로그램을 통한 모든 문헌의 보존, 장
서의 유통과 이용가능성 제고

사명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및 연구센터, 가장 우수한 기억의 은행, 교육
및 문화의 다차원적 센터

비전 : 단일의 포털을 통한 다양한 자료의 통합화
목적 : 노르웨이의 핵심 문화기관으로서 국가, 국민, 사회에 관한 문헌의 보고
비전 : 핀란드전자도서관서비스의주도기관, 정보사회의중요한향도, 국내및국제사

회의전략적파트너
사명 : 연구, 교육, 학습에필요한고품질의전자자료를효과적이고고객지향적으로제공

함으로써시민의정보접근및사회전체의전자자료이용가능성촉진
가치 :고객지향성, 전문성과혁신, 개방·신뢰·협력

비전 : 서비스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목적 : 세계의 지식(The World's  Knowledge)에 대한 게이트웨이 제공
사명 :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지식을 잘 이용하도록 지원
비전 : 스코틀랜드의 기록지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에 대한 우주적 접근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연구와 학술을 장려하며, 세계의
이념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풍요화

사명 :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에 입각한 일본의 민주화와 세계평화
에의 기여

목적 : 학술연구 지원, 문화적·교육활동의 스폰서, 모든 도서관의 사서직 발전 촉진

비전 : 국가 비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계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 네트
워크을 제공함으로써 제일의 도서관으로의 부상

사명 : 모든 말레이지아인의 정보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국가디
지털도서관시스템(PERDANA)을 통한 지식자원 활용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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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삶을 위한 도서관(Libraries for Life), 성공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Success)

사명 :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품격있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학습역
량 확장

비전 : 호주 문화 및 유산의 생명력 지속

비전 : 중요한 정보를 국민의 모든 삶에 연계시키는 New Zealanders

비전 : 서비스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목적 : 세계의 지식(The World's  Knowledge)에 대한 게이트웨이 제공
사명 :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지식을 잘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비전 : 도서관은 의회와 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것의 창조적

이용과 촉진을 선도한다
사명 : 지구상의 지식과 창조물을 수집·보존하여 의회와 국민, 미래 세대가 유용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목표 :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편익을 위한 문헌유산의 보존
만인이 접근가능한 지식원으로서 캐나다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의
기여
지식의 수집, 보존, 확산을 위한 협력의 촉진
정부 및 산하기관을 위한 지속적인 메모리로서의 봉사

비전 : 남아프리카 출판유산의 주된 자원으로서 세계 수준의 아프리카 지식기관으
로 성장

사명 : 국가 지식자원의 조직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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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장서 수집 현황

2004년도 자료구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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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자료 납본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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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보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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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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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건립 착수비율(목표대비 사업 착수 기준) 65% 85.5% 100%    

• 완공된 도서관 수(A) 487 641 750

• 인구 수(B) 45백만명 45백만명 45백만명

□ 1개관당 국민수(A/B) 9만명 7만명 6만명

연도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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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자료구입비 예산편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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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정체성

도서관 규모별 봉사권역과 인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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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을 포함한 공립 공공도서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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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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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
•

일본의 규모별 도서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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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10. 28 「도서관법」제정(법률제1424호)
도서관의건전한발전도모, 국민의교육·문화의발전에기여

○1987. 11. 18 「도서관법」전문개정(법률제3972호)
사회각분야에대한지식ㆍ정보의제공및유통의효율화와
국민의평생교육및문화발전에기여
①설립목적에따라국립중앙·공공·대학·학교·전문및

특수도서관으로구분
②1·2급정사서, 준사서로구분
③도서관균형발전과기능의효율적수행을위한중요시책

의수립등을위하여‘도서관발전위원회’설치
④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실시
⑤도서관정보협력망구축을위하여중앙관(국립중앙도서관)

과지역대표관을둠

○1991.  3.  8 「도서관법」폐지,「도서관진흥법」제정(법률제4352호)
사회각분야에대한지식정보제공및유통효율화와문화
발전및평생교육에이바지
①도서관정책이문교부에서문화부로이관
②국립중앙도서관을문화부소속으로하고, 국가대표도서관

으로명시
③국·공립공공도서관의관장을사서직으로보하도록함
④사립공공도서관설립을등록제로함
⑤공공, 전문및특수도서관의기준을정함
⑥문화부장관은사립공공도서관의등록·폐관·지도·

지원등전문및특수도서관의등록등에관한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

2.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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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립중앙도서관2010」추진일지

ㅇ2004. 11 국립중앙도서관개관60년및도서관정책이관계기,  비전
수립의 필요성대두

ㅇ2004. 12. 비전수립논의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개관기념행사
(2005. 10. 14) 시, 대국민보고회실시확정

ㅇ2005. 1 국립중앙도서관비전수립실무TF 구성(10명)

ㅇ2005. 2. 17 국립중앙도서관비전수립을위한전문가간담회개최
- 기획연구팀과실무TF의공동연구추진확정
- 기획연구팀(외부전문가) 구성

ㅇ2005. 2. 21 실무TF 제1차회의
- 비전수립배경및실무TF 역할논의
- 비전수립을위한주요의제토의

ㅇ2005. 2. 22 실무TF 제2차회의
- 비전수립을위한주요의제시안마련(6개분야)

ㅇ2005. 2. 24 기획연구팀및실무TF 제1차합동회의
- 비전수립을위한주요의제확정

ㅇ2005. 3.  9 ‘국립중앙도서관비전수립기본계획’수립

ㅇ2005. 3. 17 실무TF 제3차회의
- 국립중앙도서관비전수립에관한목차검토및분야별
역할분담

ㅇ2005. 3. 18 기획연구팀및실무TF 제2차합동회의
- 주요의제에따른목차및작성체계
- 위원및실무TF의연구 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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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3. 24 「도서관진흥법」폐지,「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정(법률
제4746호)
도서관및문고의건전한육성과독서증진활동도모, 사회각
분야에지식·정보의제공및유통의효율화와문화발전및
평생교육에이바지
①독서시설로서문고설치허용
②‘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설치
③‘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
④문화체육부장관인가받아도서관협회, 문고협회설립허용
⑤독서진흥의위한시책수립·시행

○ 1997. 12. 1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일부개정(법률제5454호)
사립공공도서관등록취소시청문실시

○ 1999.  1. 2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일부개정(법률제5657호)
①사립공공도서관의설립부담경감을위해등록의무제를

자율적으로등록할수있도록함
②사립공공도서관폐관시등록증반납으로대체
③사립문고설립시의무적신고를자율적신고로변경

○ 1999. 12. 3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일부개정(법률제6101호)
①‘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삭제
②‘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기능축소: 기금의조성·관리
운용

○2000.  1. 12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일부개정(법률제6126호)
①‘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폐지
②사립공공도서관의등록·지도·지원에관한권한이양

(문화관광부장관→시·도지사)

○2003.  5. 29「도서관및독서진흥법」일부개정(법률제6906호)
①특수도서관에병 도서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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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중앙도서관2010」추진참여자

김태근(국립중앙도서관장)
강창석(국립중앙도서관기획연수부장)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자료관리부장)
심 섭(국립중앙도서관총무과장)
강기홍(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정책과장)
황인관(국립중앙도서관사서능력발전과장)
여위숙(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담당관)
신현태(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장)
선명순(국립중앙도서관주제정보과장)
성문모(국립중앙도서관정책자료과장)
신인용(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장)
이숙현(국립중앙도서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기획단장)

윤희윤(대구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장덕현(부산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기획부장)  
김 석(연세대학교문헌정보학과강사)

성정희(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정책과, 팀장)
송지혜(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정책과)
홍 미(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담당관실)
조재순(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
이혜은(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
이재선(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
박병주(국립중앙도서관주제정보과)
이신호(국립중앙도서관주제정보과)
류희경(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
심인선(국립중앙도서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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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05. 4. 우리도서관및국내외도서관의환경조사및연구
분석

ㅇ2005. 4. 29 국립중앙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제1차회의개최
- 비전수립계획보고및자문

ㅇ2005. 5.  6 기획연구팀제1차회의개최
- 역별연구분야에따른의견및요청사항에대한논의등

ㅇ2005. 6. 10 기획연구팀제2차회의개최
- 역별진행사항검토및논의

ㅇ2005. 7. 4 국립중앙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제2차회의개최
-비전수립관련의견수렴

ㅇ2005. 7. 21~7. 22기획연구팀및실무TF 워크숍개최
- 연구기초시안검토및우선사업선별

ㅇ2005. 8. 5 열린정책세미나(공청회) 개최

ㅇ2005. 8. 26 기획연구팀및실무TF 제3차합동회의개최
- 비전시안검토및핵심사업선별

ㅇ2005. 8. 30 국립중앙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제3차회의개최
- 비전수립(안) 검토

ㅇ2005. 9. 10 기획연구팀및실무TF 제4차합동회의개최
- 비전최종(안) 검토및논의

ㅇ2005. 9. 9 ~9. 16국립중앙도서관비전보고서명칭공모
-「국립중앙도서관2010」으로확정

ㅇ2005. 9. 29 국립중앙도서관비전, 지력강국(知力强國) 확정

ㅇ2005. 9. 29 「국립중앙도서관2010」장관보고

ㅇ2005. 10. 4 실무TF 제4차회의
- 『국립중앙도서관2010」최종확인

ㅇ2005. 10. 14 국립중앙도서관개관60주년기념식
- 「국립중앙도서관2010」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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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위원장)
남태우(부위원장)
강재룡(서울특별시교육청의사국장)
김세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실장)
김재윤(국회의원)
김형진(국민대학교임산공학과교수)
도정일(경희대학교 어교육학과교수,  

‘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공동대표)
유사라(서울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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