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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개요

 □ 목적 

   ㅇ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기관 담당자와 해외 선진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례조사통한 업무역량강화 및 정책정보 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

 □ 기간 : 2018. 4. 23.(월) ~ 4. 30.(월) / 6박 8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독일) 독일국립도서관(프랑크푸르트관) / 독일연방행정법원 법률도서관  

   ㅇ (스위스) UN제네바사무소도서관 / 세계무역기구도서관 / 세계지적재산권기구도서관

 □ 연수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4.23.(월)

인천
프랑크푸르트

LH713
14:20 ㆍ인천 국제공항 출발(00:00 집결)

19:00
(현지시간)

경유
ㆍ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11시간40분 소요)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LH164
22:15 ㆍ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23:10 ㆍ라이프치히 국제공항 도착(55분 소요)

4.24.(화) 라이프치히 전용차량  14:00 법률도서관 ㆍ독일연방행정법원 법률도서관  도서관관계자

4.25.(수)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08:30 이동 ㆍ프랑크푸르트로 이동(5시간30분 소요)  

14:30 프랑크푸르트관 ㆍ독일 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관 도서관 관계자

4.26.(목)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제네바
전용차량 

09:00 이동 ㆍ하이델베르크로 이동(1시간30분 소요)

10:30 하이델베르크대학 ㆍ하이델베르크대학 중앙도서관

이동 ㆍ제네바로 이동(6시간30분 소요)

4.27.(금) 제네바 전용차량

10:00
UN제네바 
사무소

ㆍUN제네바사무소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14:00 WTO ㆍ세계무역기구(WTO)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16:00 WIPO ㆍ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도서관 도서관 관계자

4.28.(토) 인터라켄/제네바 전용차량 ㆍ문화기관 탐방

4.29.(일)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11:30 이동 ㆍ제네바 국제공항으로 이동

LH1219
15:05 ㆍ제네바 국제공항 출발

16:20 경유 ㆍ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LH712 17:40 ㆍ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4.30.(월) 인천 LH712 11:20 ㆍ인천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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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명단

  

분임 기관명 부서명 직급(직위) 성명 성별

1
분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행정사무관 김미연 여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조사홍보과 전산사무관 강정미 여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 전산사무관 최미경 여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ODA)연구

원
사서 이명주 여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사서주사 강진희 여

한국환경공단 정보팀 사서주사보 박영경 여

2
분임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총무처장 배명열 남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기록물차장 최상현 남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기술서기관 김자영 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서주사보 이정화 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략기획본부  
성과확산팀

책임전문원 권선희 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부 부전문위원 김혜민 여

3
분임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사서사무관 최정순 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부 전문위원 박양하 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정세분석총괄과 사서주사보 김태민 남

한국개발연구원 중앙도서실 선임전문원 김송원 남

외교부  
국립외교원

도서관 서기관 김영순 여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사서주사보 김지은 여

단장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사서주사 윤희정 여

총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사서주사 김은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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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수내용

  

 □ 기관 현황 

  ㅇ (개관) 1946년 프랑프푸르트관 개관

  ㅇ (소재지) Adickesallee 1 60322 Frankfurt am Main

  ㅇ (웹사이트) http://www.dnb.de

  ㅇ (자료현황) 약 3,270만 건 소장(온라인자료 포함)

      * 라이프치히관 1,800만 건, 프랑크푸르트관 1,600만 건 소장

  ㅇ (예산) 약 5,100만 유로

  ㅇ (조직현황) 직원현황 : 650여명(2관 / 공무원 및 계약 직원포함) 

  ㅇ (주요기능) 

    - 독일의 모든 출판물, 독일에 관한 외국출판물, 독일 저작물의 번역물을 

수집하여 영구 보존 등 아카이브 역할

1  독일국립도서관-프랑크푸르트관

□ 기관 특징

  -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1912)과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1946)이 

독일 통일이후(1990.10.)이후 통합하여 2관 체제 유지

  - 동독 지역은 라이프치히관에서, 서독 지역은 프랑크푸르트관에서 

각각 2부의 자료를 납본 받아 1부씩 자료 교환(주1회)하여 보존 및 

이용 서비스 

 □ 방문일정

  - 일시/장소 : 2018. 4. 25.(수) 14:30 / 독일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관

  - 면담자 : Renate Behrens-Neumann (Arbitsstelle fur Standadis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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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관리를 포함한 정보 및 통신 기술 개발 

담당, 국가서지 서비스의 생산 및 배포 

     - 국가 ISSN 센터로서의 임무 수행

     - 국·내외 관련 도서관 협력 업무 수행 등

 □ 주요 내용

  ㅇ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과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의 상호보완 기능

    - 자료 수집의 분업 체계 구축. 출판 지역(동독/서독)에 따라 2곳으로 나누

어 납본 수집 후 자료의 복본과 서지를 공유하는 시스템

    -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독일 국립도서관은 완전한 국가장서를 소장하

고 나아가 각각의 지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두 지역에 자료를 분산

하여 보관함으로써 분실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ㅇ 자료수집(납본)

    - 독일의 출판사 및 자료 발행기관은 발간한 자료 각 2부씩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며, 구 동독지역에서 발간된 자료는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에, 

구 서독지역에서 발간된 자료는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 납본되고 

있음. 다만, 음악 관련 자료는 라이프치히 음악기록관에서 납본

    - 독일 국립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해외에서 발간되는 독일관련 자료도 

모두 수집. 이것을 게르마니카(Germanica)라 하며, 독일어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자료, 해외에서 출판된 독일 또는 독일어자료, 1933~1945

년 독일 이민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 등을 수집함 

    - 2006년에 온라인자료 납본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여 수집 시작함

    - 국립도서관의 납본법의 근거는 국립도서관법이며, 주립도서관은 각 

주법에 따름

    - 납본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없으나, 일정부수 미만의 출판 자료이거나 출판 원가

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납본기관 요청 시 보상금 지급(논문 제외)

    - 독일은 납본법 및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납본에 대한 인식이 안

정적으로 정착한 국가로, 납본에 대한 별도의 홍보는 없음

    - 회색문헌은 전문도서관에서 특화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국립도서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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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집하고 있음 

  ㅇ 자료정리 및 배가

     - 분류는 주제별·알파벳 분류로 사서가 직접 수행하며, 세분화·전문화된 

정리를 통해 국가서지 서비스 개발 및 배포

     - 서가배열은 등록번호순(입수순)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폐가제로 운영 중임 

   ㅇ 이용방법

     - 이용가능연령 : 18세 이상(16세 미만은 부모 동행 시 이용 가능)

     - 이용요금

    
기간 1일 1개월 1년

요금 €6 €8 €42  

     - 이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구  분   평일(월~금) 주말(토)

안  내 09:00-19:00 10:00-18:00

등  록 09:00-21:30 10:00-17:30

열람실 및 대출대 09:00-22:00 10:00-18:00

독일망명아카이브 및 독일영화협회 열람실 09:00-18:00 예약자만 이용 가능
  

     - 이용시 주의사항

       열람실 내부에 가방, 음식물 등 개인물품 반입 금지. 도서관 물품보관소에  

비치된 투명가방에 도서와 소지품 등을 담아 입장 가능

   ㅇ 연구정보서비스 현황

     - 2007년부터 QuestionPoint를 이용하여 온라인 협력형 참고서비스를 실시 

하였으나 이용률 저조로 중단, 2014년부터 이메일로 온라인 참고 상담 전환

   ㅇ 특수 컬렉션

     - 특수 컬렉션으로는 Anne Frank Shoah Library, 망명문학 컬렉션, 지도 

컬렉션, 독일국회도서관 1848/49 등이 있음

     - 국립도서관에서 소장중인 희귀도서는 많지 않으며, 역사가 오래된 주립

도서관에서 더 많은 고서 및 희귀자료 소장. 필요 시 누구든지 주립대학교 

상호대차로 이용가능(허가증)

   ㅇ 디지털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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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의 목차를 디지털화하여 국내외 장서에 대하여 목차검색* 서비스

       * 목차검색 서비스 : 디자인과 형식을 PDF로 제작 

      -‘Anne Frank Shoah Bibliothek’를 스페셜 디지털 콜렉션 운영 

        * 세계 도서관으로부터 홀로코스트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수집하여 이루어진 

컬렉션으로 독일의 사회주의 정권 아래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에 관하여 관

심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전세계의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권 제공

 □ 관련 사진

도서관 입구 도서관 앞 게시판 도서관 모형도

도서관 시계 서고 도서관 첫 번째 소장목록도서

사무공간 Information 대출대

정보이용공간 2분임조 사진 전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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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현황 

  ㅇ (개관) 1953년 개관

  ㅇ (소재지) Simsonplatz 1, 04107 Leipzig, Zur Anfahrt

  ㅇ (웹사이트) http://bverwg.de/das-gericht/bibliothek

  ㅇ (자료) 약 240,000권(1945년 이전 도서가 50%를 차지함) / 매년 2,000권 증가

  ㅇ (조직현황) 도서관 직원 11명(사서전공자 2명, 나머지는 비전공자)

  ㅇ (주요기능)

    - 독일연방행정법원 내 근무하는 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 및 재판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판사가 요청하는 최신 판례 검색 및 제공

    - 선거 관련 정보 제공

    - 재판에 필요한 자료 복사 및 스캔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ㅇ 도서 수집 및 관리 현황

□ 기관특징

  - 독일연방행정법원 내 법률관련 전문도서관

  - 연방과 지방 법원의 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도서관도 각각 독립된 

시스템 보유

  - 판사 외 일반인의 이용은 극히 제한되며 3명 이상이 함께 사전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자료만 이용할 수 있음

□ 방문일정

  - 일시/장소 : 2018. 4. 24.(화) 14:00 / 독일연방행정법원 법률도서관 

  - 면담자 : Sybille Schmidt

2  독일연방행정법원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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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법 관련 자료 및 재판 관련 판례 수집

     - 독일법 제·개정 시 유럽법을 참고하므로 유럽법 관련 자료 다수 보유

     - 식품 위생 관련법, 경찰·치안 관련법, 공무원법 등의 자료 다수 보유

     - 1,300∼1,500년 전 법전 및 판례 등 고서 다수 보관

     - 하나의 재판에 참여한 5명의 판사가 작성한 재판 관련 자료 중 1부는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해야 함  

     - 최신 판례제공을 위해 적시에 관련 법률 자료를 갱신하고 추록함

     - 법 관련 월간지 및 일간지(신문) 수집 관리   

   ㅇ 도서관 자료 열람 및 이용방법

     - 독일연방행정법원 내 근무하는 판사(55명)와 직원(220명)이 주로 이용

     - 도서관 자료를 대출 후 개인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개인서가 제도 운영 

     - 도서관 외 자료 대출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외부 이용자는 3명 이상이    

       함께 사전 신청 후 신청한 자료만 별도의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라이프치히 대학 도서관 등 법학 대학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 책을 복사할 때는 전체자료의 10%만 가능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함 

   ㅇ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오래되거나 훼손된 자료만 디지털화 구축, 디지털 자료는 거의 없음

     - 전자책은 직원만 고유 ID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음

   ㅇ 도서관 직원

     -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이 중 2명만 사서 전공자임 

     - 석사 이상인 사서 2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령집 추록이며 전공자만  

       법 관련 자료를 추록할 수 있음

     - 개정되는 많은 법과 판례 등을 신속 정확하게 갱신, 추록함으로써 판사  

       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최적화함

     - 고등 수준의 학력으로 사서 교육을 받은 뒤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은 주로    

       자료 복사 및 스캐닝 등의 복사 서비스와 미디어 및 정보서비스 등 담당

   ㅇ 도서관 예산 : 40만 유로(한화 약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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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예산의 1/2인 20만유로는 법령집의 가제 및 추록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예산은 정기간행물구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비용으로 사용

□ 관련사진

독일연방행정법원 입구 열람 서가 법원도서관 열람실

정기간행물(잡지, 학술지) 정기간행물(신문보관) 최초 입수 자료

고서 1 고서 2(돼지껍질 표지) 도서관 담당자

사서 근무장소 1 사서 근무장소 2 스캐너(자료 스캔용)

스캐너(자료 스캔용) 1분임 사진 단체 사진



- 10 -

□ 기관 현황

    ㅇ (개관) 1919년 유럽연합 도서관으로 시작

    ㅇ (소재지) Palais des Nations, 1211 Geneva 10, Switzerland.

    ㅇ (웹사이트) www.unog.ch/library 

    ㅇ (자료현황) 

      - 도서관 : 장서 15십만권, 유엔문서 4백만부, 전자저널 7만권, DB 70개

　    - 기록관 : 8群(퐁즈‘fonds’), UN문서 179,000장(디지털화), 참조문서 

105,000부, 검색 가능한 온라인 기관메모리 78,000개 등

    ㅇ (조직현황) 도서관과 기록관이 있음

    ㅇ (주요기능)

      - 지식 제공자 : 풍부한 최신컬렉션 및 아카이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UN의 모든 분야에서 깊이 있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 제공

      - 메모리 키퍼 : 조직의 기록을 미래세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

      - 대화 촉진자 : 이견 및 사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위해 노력

      - UN System 도서관 네트워크 : UN과 UN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3  UN제네바사무국 도서관

□ 기관 특징

  - UN의 유럽도서관

  - 기록관도 함께 운영

  - 기록물 아카이브 코디네이터

  - 문화활동 코디네이터

 □ 방문일정

  - 일시/장소 : 2018. 4. 27.(금) 10:00 / UN제네바사무국

  - 면담자 : Fransico Pis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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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탁도서관시스템 : 1946년 이후 부터 UN 도서관에서는 UN에서 발행된 

문서 및 출판물들을 136개국 367개 도서관에 무료로 기탁하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주 이용자

     -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됨

       1) 공식 및 제휴 이용자 : UN의 직원 및 전 UN직원, 전문기관 및 

국제조직 소속인 사람, 비정부기구(NGO)의 대표, UN에 파견된 기자 등

       2) 외부 사용자 :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교 소속 학자, 독립연구자 

및 역사가, 교수 및 교양 직업 종사자(의사, 변호사, 경제학자 등), 기자, 사서 등

     - 외부 사용자는 도서관에 들어오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서관에서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받아야 함

     - 모든 방문객은 신분증을 소지해야하고, 학생들과 연구원은 대학이나 연  

       구소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추천서가 있어야 함

   ㅇ 소장도서 및 수집도서

     - UN의 모든 문서, 전문기관 및 UN 산하기관의 자료, 국제관계와 국가 및 

       국제법을 다룬 책과 출판물, 경제 및 사회분야 자료와 통계자료 수집

     - 인류의 발전과 경제·사회 성장의 주요한 역할에 대한 기초정보 수집 및 

6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와 수 만종의 전자저널, e-book 등을 제공

     - 국제법, 국제관계, 정치, 인도주의적 문제, 인권, 난민, 군축, 경제 및 

       사회개발 등 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적과 정기간행물,

       전자자원 수집

     - UN 난민 고등 판무관실(UNHCR/Refugee) 연구모음 : 2008년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도서관이 문을 닫아, 그 자료가 UN제네바도서관으로 이관됨

   ㅇ 연구 가이드 서비스(Research Guides)

     - UN은 많은 조직체의 연합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연구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가이드가 있음. 국제기구의 

업무를 기능분류-기관순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의 기원, 

조직,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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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가이드에는 도서,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Achives 가이드도 포함

       되어 있으며, 가이드에는 Nansen Fonds(‘난센 퐁’)과 같은 UN(구 연맹)

       에 관련되는 중요한 인물 등을 아카이브 서비스 하고 있음. 또한 기록   

       검색을 위한 Finding Aids(검색도구)도 제공하고 있어 계층별 기록을 검색

       하기에 편리함

   ㅇ UN The Official Document System (‘ODS’)

     - 주요 기관에서 생성되는 모든 결과물, 안전보장이사회 문건, 총회 공식 

       기록, 주요 위원회의 회의 기록물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

     - 원문 제공범위는 1993년 이후 부터는 born-digital 형태로, 1946년~1993년  

       까지는 scan 문서로 제공

     - 7개의 언어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서들이 매일 갱신됨

   ㅇ UN제네바사무국 내부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

     - 내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내부 우편을 통해  

       받아 보고, 자료 반납은 도서관 또는 도서관 외 2곳의 지정된 반납장소에   

       반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전문 정기간행물을 사무실에서 받아 볼 수 있음

     - UN제네바사무국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

     - UN제네바사무국 내부이용자 대상 이용자교육 실시, 구입희망도서 신청 가능 

   ㅇ 기록관의 역할

     - UN의 역사․행정적 가치를 위한 조직의 모든 기록에 대한 공식저장소

     - 기록관의 기록물들은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 기록관의 자료들은 폐쇄된 지 20년이 지나야 일반 대중들이 열람 가능

   ㅇ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 UN과 산하기관, 기타 국제기구의 기관지(회보), 기관 발행문서와 출판물,     

       회의서류 및 서류의 초안 이외에도 프로젝트 보고서를 포함하여 수집함

     - 문서는 UN의 공식 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기록되어 영구 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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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행본은 영구적으로 보관되고, 연속간행물은 수집관리위원회에서 자료의   

        가치, 중요성,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관여부를 건별로 결정함

   ㅇ 기록물의 디지털화

     - UN제네바사무국 도서관의 기관 기억 부서에서는(the Institutional        

        Memory Section of the UN Library Geneva) 국제연맹 아카이브(League  

        of Nations archive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프로젝트명은‘Total Digital Access’이며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내부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국제연맹에 관련된 조직과 개인의 기록들을  

        보존 및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로, 기록의 디지털화 5개년 프로젝트      

        (2017~2022)가 2017년에 시작

     - 과거에도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거나 UN회원국(조지아, 아    

       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등)과 작업을 해왔고, 현재도 타 기관과 진행 중

   ㅇ 기록관과 기록물의 이용

     - 사전 신청 후 기록관 이용(열람실 이용규정을 읽고 서명과 신분증 확인 절차)

     - 제한된 기록물의 이용은 신청서 작성이 필요, 기록을 최초로 작성한 기관별로

        이용 규정이 다름

□ 관련 사진

건물복도 전시(대출가능도서) 기관 내 도서 반납함 AILIS 주최 세미나 포스터

UN 제네바사무국 입구 UN 관계자와 3분임 UN 제네바사무국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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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현황 

    ㅇ (개관) 1995년

    ㅇ (소재지) 

       - 주소 : 154 rue de Lausanne 21 Geneva 1211, Switzerland

       - 전화 : +41 (0) 22 739 5124

       - E-mail : web.librarian@wto.org

    ㅇ (웹사이트) http://library.wto.org

    ㅇ (자료현황)

       - 40,000권(단행본), 1,000여종(연속간행물), 800여종(연감) 소장

       - GATT/WTO 공식 문서 및 발간자료, WTO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국

가 통계자료 등 무역 관련 다수의 장서 소장  

    ㅇ (조직현황)

       - 도서관은 Languages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언어, 기록문서 및 정보 관리 부서)소속이며, 직원은 총 4명(사서 1명)임

4  세계무역기구 도서관(WTO Library)

□ 기관 특징

  -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WTO 도서관은 온라인 목록 및 서지 참조 서비스를 포함, 인쇄

자료 및 전자 문서 수집을 통해 WTO 활동 및 연구 지원

 □ 방문일정

  - 일시/장소 : 2018. 4. 27.(금) 14:00 / WTO 도서관

  - 면담자 : Richard Pollock / Ravindranath Morar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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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ecretiariat

Accessions Division
Administrationand General Services Division

사무국 Agricultureand Commodities Division
Council and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Division

Development Division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Human Resources Division
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s Division 

Information and External Relations Division
Institute for 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Division

Intellectual Property, Government Procurement and Competition Division

Languages,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Library

Legal Affairs Division 도서관
Market Access Division

Rules Division
Technical Cooperation Audit Division

Trade and Environment Division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Division

Trade Policies Review Division

    ㅇ (주요기능)

     - WTO 활동 및 연구 지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 보존 및 아카이빙, 자료 검색, 이용회원 관리 

등을 포함한 도서관 운영 전반 및 정보 관리서비스 수행

□ 주요 내용

   ㅇ 주이용자 현황

     -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문적, 학술적 관심 있는 모든 이용자가 이용 가능

      · WTO 사무국 직원 및 회원국 대표 

      · 제네바에 소재한 UN 및 UN기구 직원, NGO 직원

      · 스위스 대학 학생 및 연구자들은 기관 혹은 대학 도서관을 통해 상호대

차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

   ㅇ 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 시 이용카드 작성

     - 대출권수 및 기간 : 5책 / 1개월

     - 도서관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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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 : 09:00 ~ 17:00

      ·통계수집 및 공식문서 수집(GATT/WTO) : 9:00 ~ 13:00 & 14:00~17:00

       ※ 월~금, 공휴일 제외

   ㅇ 자료 수집

     - WTO 공식 문서와 회원국 및 비회원국 통계자료 등을 주로 수집하며, 

그 외에도 무역 및 무역기구 관련 자료 수집

      ·직원 및 이용자가 구입 희망 신청한 무역관련 자료인 경우 구입

      ·세미나, 포럼 자료 등의 회색문헌은 많지 않은 편이며, 필요 시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입

   ㅇ 전자자료(Electronic resoureces) 현황

     - Library Catalogue (도서관 목록)

      ·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및 검색 서비스 제공

     - Documents Online(1995-) 

      ·WTO 공식 문서 제공 (출판자료 제외)

      ·1995년 이후 3개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140,000여

개 이상의 문서(PDF 및 WORD 형식)를 제공하며 매일 업데이트 중임

      ·주로 이용되는 문서는 관련 논문, GATT 문서, 법률문서 및 계약, WTO

기구 및 위원회 공식기록, 각료 회의 기록 등임 

     - GATT digital library(1947-1994)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협약문서 등 59,000건 

이상의 공식문서와 300개 이상의 간행물 제공. 제공되는 문서에는 보고서, 

연구 및 회의기록이 포함됨. 10,000여 개의 비공개 문서는 현재 미제공

      ·각 문서는 고유한 기호번호를 가지며, 기호, 날짜, 제목 등의 키워드로 

검색가능(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3가지 공식 언어로 발행)

      ·GATT 출판자료는 미포함, Stanford 대학도서관과 협력 구축

   ㅇ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및 소장 현황 

     - 한국 관련 자료 수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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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발간된 무역 및 무역기구 관련 내용의 자료 수집

     - 한국자료 중 대외경제연구원 발간 자료 등을 소장 중이며, 특히 한국관세청은 

정기적 발간자료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한국관련자료 도서(449종), 연속간행물40종 등 소장하고 있음

   ㅇ UN 등 국제기구 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상호협력 서비스 여부 

     - 사서협의회를 구성하여 연1회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하며, 도서관 간의 정

보교환 및 상호대출서비스 등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사진

WTO 입구 도서관입구 도서관 전경(1,2층)

 
대출불가 자료(빨간색 라벨) 대출대(Information) KIEP 발행자료

전시자료 도서관 강연 포스트 책승강기(덤웨이터)

 <사서협의회 워크숍>

  2018년에는 도서관 및 아카이브 등에 종사하는 직원 대상으로 Library Science 

강연이 스위스 내에서 6회 개최 예정이며, 그 중 제2회 강연은 WTO에서 5월 28

일에 ‘Digital Legal deposit’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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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현황 

   ㅇ (개관) 1930년대

   ㅇ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단지 내

   ㅇ (웹사이트) http://www.wipo.int/library/en/

   ㅇ (자료현황) 약 35,000권(정기간행물 50% 포함)

   ㅇ (조직현황) 1인 사서(도서관 근무자는 2명)

   ㅇ (주요기능)

도서관 소개 2분임 사진 전체사진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도서관

□ 기관 특징

  -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자료 수집·정리·보관, 35,000권의 참고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지적재산권(IP) 연구를 지원

  - 1883년 파리 컨벤션에서부터 최신 지적재산권 저널에 이르기

까지 전문 컬렉션을 제공 

  - 유엔기구 도서관(50여개)간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 방문일정

  - 일시/장소 : 2018.4. 27.(금) 16:00 / WIPO 도서관

  - 면담자 : Ravindranath Morar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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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관련 도서, E-Book 구입 및 수집     

     - 지적재산권 관련 저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논문 등 제공

     - 유엔기구 도서관(50여개)간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ㅇ 도서관 자료 열람 및 이용방법

     - 도서관내에서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자료 대출 불가함

       (2011년까지는 대출/반납 가능하였음)

     - E-book은 외부에서 이용 가능(단, 직원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가능)

     - 자료 분류는 DDC를 기본으로 기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ㅇ 도서관 자료 보관 방법

     - 공개된 도서관내 서가는 13개(4단 4열 서가)임

     - 지하 서고에는 서류, 오래된 도서, 귀중서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폐가제로 운영

   ㅇ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3년 전부터 시작하였음

     - 도서관 제공 원문(Full Text)은 도서관 검색 PC 및 WIPO 직원만 검색 및 

이용가능

   ㅇ 도서관 이용자 및 열람내용

     - 연구자, UN기구(공공기관) 근무자, 학자(UN협업 업무 진행), 학생(대학원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자), 관련 기업 등이 주로 이용함

     - 유엔 시스템과 연결된 협업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로 방문함

   ㅇ E-book 자료 구입 방법 및 목적

     - 2016년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자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

로 E-book(라이센스 구독) 구매 중임

     - 도서관내에서만 원문(Full Text) 열람 가능

     - E-book 구매의 가장 큰 목적은 WIPO에서 발행된 것 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발간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보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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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서관 소속 부서

     - 미디어(SNS, 홍보), 소비자 관리, 전산(정보화, 웹사이트 관리), 발행(편집), 

도서관 등 5개 업무 분야를 담당하는 WIPO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소속

     - 전산화 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전산화 도입이 유리함

ㅇ 도서구입 방법 및 현황

     - 1883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함(1930년대 정식 개관)

     - 2016년까지는 사서가 직원들이 필요로 할 것을 미리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직원이 요청하는 것 위주로 구매함

     - 방문자(연구자들)도 구입 신청 가능하나 예산이 줄고 있어 핵심적 장서만 구입 

     - 영어권 자료가 다수이며 다른 언어 자료도 신청하면 구입

     - 2016년부터 디지털 자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E-book을 중점 구입

 □ 관련 사진

도서관 안내 도서관이 있는 건물 전경 도서관 자료검색용 PC

도서관 이용 신청서(외부이용자) 도서관 출입 카드 도서관 서가 전경

WIPO 발간 자료1 WIPO 발간 자료 2 자료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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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ㅇ 통일 전후, 동․서독 국립도서관의 통합과정 및 이원체제 운영 등 벤치마킹

     - (현황) 독일은 체제가 다른 두 국립도서관이 통합되어 이원체제로 운영

     - (시사점) 한국도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에 맞춰, 독일국립도서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납북국립도서관이 통일전후, 통합 및 이원체제 운영 등 사전 준비  

       필요 

   ㅇ 독일 납본제도 안착, 한국 납본 홍보 확대로 납본 인식 제고

     - (현황) 독일은 잘 정비 된 납본규정, 유럽 특유의 사회‧문화적 자산으  

       로 납본제도 무사 안착(비보상) / 한국은 독일보다 늦은 「온라인자  

       료 및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의 납본 의무화」(도서관법, 16년)도입  

       으로 납본 환경의 과도기

     - (시사점) 납본인식 제고 위한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확대

   ㅇ 독일 역사(홀로코스트)를 기억하기 위한 문학 디지털 컬렉션 운영

       

  세계도서관으로부터 홀로코스트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수집하여 이루어진 컬렉션으

로 독일의 사회주의 정권 아래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에 관한 관심 있는 이용자들

을 위해 전세계의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

     - (현황)‘Anne Frank Shoah Bibliothek’스페셜 디지털 컬렉션 운영 

     - (시사점) 한국의 특수역사(사례 → 베트남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테마를 선정하고 세계도서관으로부터 조사‧수집하여 디지털 서비스 필요

   ㅇ 독일연방행정법원 법률도서관의 판사 업무지원 사서직원 배치수

     - (현황) 법원 내 근무하는 판사(55명)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사서직원  

       (11명)이며 이중 석사이상은 2명임 /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공직자(110   

       만 명)에게 정책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책도우미의 배치(비정규직   

       2명) / 전문연구도서관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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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국내 현실과 온도차는 있으나 조직 인력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전문도서관 간의 협의회 조직 후 인적 및 물적 교류, 협력 추진 필수   

     - (현황1) UN제네바사무국도서관 주도, UN소속 및 UN 산하 도서관간 협력 

         * UN-LINKS(1995) : 전문지식, 정보 전략 모범 및 실패 사례, 자원공유 등 

     - (현황2) 제네바 소재 전문도서관간 사서협의회* 구성, 자료교환, 정기교육

         * UN산하기구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UN제네바사무소 도서관, 노동기구  

           도서관 등 50여개 전문도서관과 사서협의회을 구성

     - (시사점) 전문도서관에게 ‘협의회’조직은 필수적이며, 상기 유사 협의회   

        사례 등을 참조히여 적극 운영 필요

  

   ㅇ UN제네바사무국 도서관 기록과 디지털화에 무게를 둠

     - (현황1)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주제가이드 BRM(정부기능분류)제공

        국제기구업무 : 기능분류-기관순 분류, 기관 기원 정보도 제공 

     - (시사1) 정부조직기능분류(BRM)도 변경이 일어난 조직은 상호매핑 필요,   

       행안부에 지속 공개요구

     - (현황2) UN제네바사무국은 기록을 중요 사명으로 판단하고 <기억부서>    

        별도 신설하고 국제연맹에 관련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아카이브를 수행

     - (시사2) 국가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국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국책기관의 기록 및 디지털화 역시 중요. 디지털 혹은 아카이브 범위,    

       방법, 검색 및 원문 열람서비스 등을 UN제네바 사무국*도 하나의 방법  

       론으로 참조

         * 도서관과 기록관이 통합된 형태로 검색

   ㅇ 국외 자료 수집 확대 및 국내 연구 결과물의 성과 확산

     - (현황) WTO도서관에서 서가에 배가 된‘KIEP 발간자료’등 한국 관련 

자료 열람 가능 / 관세청 자료는 정기적 기탁 자료로 등록되어 있음

     - (시사1) 국내 다양한 전문도서관에서 WTO도서관 등 해외 전문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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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회색 문헌의 기탁을 통해 국내 연구 결과물 성과 확산

     - (시사2) 해외 국립도서관 및 국제기구 도서관과의 상호 자료교환, 기탁을 

통한 회색문헌 수집의 확대 / 차후 내부적 여력이 있을시 해외 전문도서

관과의 자료 교환 및 기탁도 추진 필요

   ㅇ 도서관은 사회․문화적 담론을 주도하는 기관 

     - (현황) 최근 미국․유럽 미술관, 박물관 및 UN 도서관 등에서 사회적 및 문

화적 담론을 담은 주제로 온․오프라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추세 

     - (시사점) WTO 도서관이 <비트코인>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관하여 담론의 장을 열어 준 것처럼 국내 도서관도 도입 필요

   ㅇ 전문도서관은 미디어, 정보화, 출판 관련 상위부서와 협력 유도  

     - (현황) WIPO 도서관은 미디어(홍보), 정보화(전산화), 발행(편집)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도서관 정보화 업무 등을 처리할 때 관련 

협업이 잘 이루어짐

     - (시사점) 전문도서관이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되기 힘들다면 정보화 업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에 소속되어 설립되는 것도 좋은 사례임

  □ 특이사항

   ㅇ 독일도서관 등 문화기관 유료 서비스

     - 독일의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관 대부분이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독일국립도서관의 이용료는 1일 €6, 1개월 €18, 1년 €42임)

  <국립중앙도서관 기탁도서관>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기탁도

서관으로 지정받아 국제기구 발간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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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독일국립도서관 조직도



- 25 -

참고 2 한국 대법원과 독일연방행정법원의 도서관 비교

(통일 독일 헌법 제92조 및 제95조)

제92조는 독일 법원을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주법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95조 제1

항은 “연방은 일반∙행정∙재정∙노동 재판 및 사회 재판의 영역에 최고법원으로서 연방

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최고법원을 재판 영역에 따라 

5개로 구분하고 있다.

(연방행정법원)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 gericht)은 베를린(Berlin)에 설치되었다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인 라이프치히(Leipzig)로 이전하였다. 일반 행정사건에 대한 상고심법원으로, 

10개의 일반 행정사건의 상고부와 2개씩의 징계재판부와 병역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법원도서관

독일연방행정법원
법률도서관

개관 1989년 1953년

조직

기능

-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 기

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

정리/보존/편찬/발간 

-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

보 제공과 도서관 봉사

- 법원 판례, 판결정보 및 번역자료 발간 등

- 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 및 

판례 등을 제공

- 최신 판례 제공을 위해 적시에 관련 

법률자료 갱신

- 정보제공을 위해 복사 및 스캔서비스 

제공

현

황

시설 6층(약 5,107㎡) 5층

자료
약 29만 권

(각 지방법원포함 200만 권)
약 24만권

협력

기관

국내 자료교환처

53개 대학교 등
법대 설치 대학교 일부

시스템

운영방법

대법원 및 고등법원, 지방법원 

통합운영

연방법원 및 지방법원(주법원)

독립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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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UN 아카이브 검색 및 연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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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WTO 전자도서관 사이트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