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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주요성과】
ㅇ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주요국 도서관장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해외 

도서관계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ㅇ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CONSAL) 참석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및 

차세대 도서관 발전 방향 논의

1. 출장 목적

ㅇ 제26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참가를 통한 

해외 도서관과의 정보 교류

ㅇ 한국의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와 자료 보존 관련 현황 공유 

ㅇ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 및 네트워크 강화

2. 출장 개요

ㅇ 기    간 : 2018. 5. 1(화) ~ 5. 5(토)

ㅇ 장    소 : 밍갈라 티리 호텔, 국제컨벤션센터(미얀마 네피도)

ㅇ 참 석 자 : 이재선(자료관리부장), 윤영조(자료수집과 주무관)

ㅇ 주요활동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CDNL-AO) 참석

- 국립중앙도서관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주제 발표 및 국가보고서 발표

- 한국의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와 자료 보존 관련 현황 공유 

-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CONSAL) 참석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및 

차세대 도서관 발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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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세부일정

월 일
(요일) 지역 시간 일정 비고

5. 1
(화)

인천 09:35 ㅇ 인천 공항 출발
OZ6761

방콕 13:25 ㅇ 방콕 공항 도착

방콕 17:00 ㅇ 방콕 공항 출발

PG721미얀마
네피도 18:55 ㅇ 네피도 공항 도착

5. 2
(수)

미얀마
네피도

13:00~17:00

ㅇ 제2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CDNL-AO)

- 주제: 국립도서관의 문화 보존 활동 

(Preserving Culture by the National

Libraries)

17:30-18:00
ㅇ 제17회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

(CONSAL) 개막식

19:00~21:00 ㅇ 환영만찬

5. 3
(목)

08:30~12:30

ㅇ 제17회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

(CONSAL) 개회식

- 미얀마 국가 고문 개회사

- 미얀마 문화종교부 장관 환영사

- IFLA 회장 인사말

ㅇ 제17회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

(CONSAL) 기조연설

- IFLA 회장, 미얀마 도서관협회 지부장 

13:30~18:10 ㅇ 분과 세션(Parallel Session)

5. 4
(금)

09:00~14:00 ㅇ 분과 세션(Parallel Session)

14:00~16:00 ㅇ 미얀마 국립도서관, 미얀마 국립박물관

19:35 ㅇ 네피도 공항 출발
PG722

5. 5
(토)

태국
방콕

22:30 ㅇ 방콕 공항 도착

01:30 ㅇ 방콕 공항 출발 
OZ742

인천공항 09:15 ㅇ 인천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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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1.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18. 5. 1(화) ~ 5. 5(토)

ㅇ 장  소 : 미얀마 국립도서관

ㅇ 주  제 : 국립도서관의 문화 보존 활동

(Preserving Culture by the National Libraries)

ㅇ 참석자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등 14개국 21명

     ※ 참석자 명단 : [붙임 1] 참고

2. 세부일정 : [붙임 2] 참고

3. 회의 주요내용

가. CDNLAO 연례회의 

ㅇ 각국 대표단의 자기소개 및 인사 : 14개국 21명 참석 

ㅇ 제25차 CDNLAO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음 확인

ㅇ 제26차 회의 의제 승인 

- 국립도서관의 문화 보존 활동(Preserving Culture by the National Libraries)

나. 주제 발표 

ㅇ 국립도서관의 문화 보존 활동 – 미얀마 국립도서관 발표 

     - 발표자 : Kay Thi Aye(미얀마 국립도서관)

     - 발표내용

     ·미얀마 국립도서관 현황

       직원 수: 60명, 전체 장서 수 : 347,240책(점)

     ·효율적인 자료 보존을 위해 2017년 자료보존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미얀마 전역의 고대문서를 수집

     ·미얀마 도서관의 비전은 미얀마 문화유산 보존의 중심이 되는 것임. 

8,000여 권의 Palm-leaf manuscripts가 고고학 부서에서 미얀마 국립

도서관으로 옮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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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자료 이용: 미얀마 국립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해 E-tekkatho

Project를 추진하고 있음. 이용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10,000개가

넘는 e-book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미얀마 국립도서관 공식 웹사이트 http://www.nlm-npt.gov.nm)

     ·주요 쟁점 및 과제: 사서는 기술적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그 외에도 ICT기술 발전, 

인프라 구축,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의 문제 해결, 적절한 도서관 정

책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필요

     ·향후 계획: 전자자원의 보존을 포함하여 지역 출판물을 수집하기 

위한 국립도서관법을 제정할 필요 있음 

     ·후대 전승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함

     ·국립도서관에서는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해오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 국립중앙도서관 발표 

    - 발표자 : 이재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 발표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17년 12월 말까지 총 장서수는 11,264,763책/점

이었으며, 직원은 총 326명이고, 2017년 연간 477,770책/점을 수집

하였음 

<Preserving the Past(과거를 보존하다)>

     · 보존을 위한 서고 소개

     · 자료 복원 작업 및 Conservation Studio 소개

     · 기록매체박물관(Memory Museum of NLK) 

     · IFLA PAC Korea Center(세계도서관연맹 보존복원한국센터)

· 1980년대 이전자료 보존을 위한 대량탈산장치 도입 

1980년 이전에 출판된 근대문학자료, 잡지, 신문 등 약 80만권의 

귀중한 자료 중 출판된 지 30년 이상 지난 이들 자료들의 산성화의

가속 현상을 막기 위해 대량탈산장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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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the future(미래를 준비하다)>

    ·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확충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 근대문학자료 등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26만

6천책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17년 12월 말 기준 895,000책을 

디지털화하였음

소장 원문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지식문화자원을 선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디지털 웹 콘텐츠를 신규 구축하였음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Korean Old Newspaper Archive)

1950년 이전 고신문 기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2018년 3월부터 총 74종 452

만건의 기사색인과 기사원문 검색 가능 

· KORCIS(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가전자도서관(National Digital 

Library), OASIS(Web Archiving) 등 주요 사업 설명

    · 결론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장서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 마련, 디지털서비스를 

위한 방안 등 차세대 도서관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국립

도서관장들의 긍정적 관심을 이끌어 내었음

ㅇ 중국국가도서관의 문화 유산 보존 - 중국 국가도서관 발표 

    - 발표자 : Sun Boyang(중국국가도서관)

    - 발표내용

·중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5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39점을 보유하고 있음 

    ·고서 2,800,000책(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간행물의 리포지터리 

역할을 하는 중국국가도서관 은 중국의 모든 공식 간행물을 망라적

으로 수집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비공식문헌인 회색문헌을 수집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017년 말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수집한 

총 문서 수는 3천 7백만 권에 도달함 

    ·국가전략 문서보관소 프로젝트

(National Strategic Depository of Document Preservation Project)

      국가의 중요한 문서 및 디지털 자원을 저장하고 국가 문화 유산을 포괄적

으로 보호하고 계승하고자 문서보관소를 만드는 핵심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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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문서 보존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함

      201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2016년,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4대 문화 시설에 포함됨

      2017년, 건축 설계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공사 시작

   ·중국 고문헌 보존 사업 성과

     고서 조사 및 등록(2016년 말까지 1,218기관을 조사하여 고서 등록)

     고서에 대한 보존 체계 구축(고서 목록 작성 및 고서 분류에 대한 표준 수립)

      고서 디렉토리 구축 및 고서 보관환경 개선

       (247개 복원실은 총 1만 6000m²규모로 조성됐으며 250만장 이상이 복원됨)

   ·중국 국가 문서 보존 프로그램 

   ·문서 보존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기술 연구 강화

     고서 보존 연구실이 2007년에 설립되었고, 전국적으로 12개의 고서 복원 센터가 있음 

   ·고전 문학의 발전과 활용

   ·고서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적 고전 장서 구축과 디지털화를 지속적

으로 가속화하고 있음. 

     중국 고서 데이터베이스는 총 1만 7,000책이 있으며 중국국가도서관이 

수집한 희귀본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고전 문화 산업의 발전

     2016년에는 '중국 전통 문화 100권'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로 대중의 독서를 

위해 100개 전통 문화 고전이 선정됨. 

     중국 고서 박물관은 2012년에 NLC에 의해 설립됨. 고서 보존 센터에서는 

특별전 28회, 500회 이상의 투어와 600회 이상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음 

   ·China Memory Project

    중국의 전통 문화 유산과 주요 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구축과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됨. 

    2017년 말까지 2,000시간에 달하는 음성 자료와 온라인 문서,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였음 

  · IFLA 중국 보존센터(IFLA Preservation & Conservation Center of 

China)  1984년에는 IFLA 중국 보존센터가 설립되었고 중국 센터는 

2014년 문화부의 정식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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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도서관의 문화 보존 활동–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발표 

- 발표자 : Tan Huism(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부관장)

  - 발표내용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비전

     - 국가 장서의 구축 및 보존(수집, 보존, 활용)

     - 국가적 레퍼런스 구축 및 지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자료 수집 

     국립도서관은 싱가포르 문화유산의 관리기관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이용 가능한 컬렉션을 구축함

약 2.2백만 책(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납본자료는 약 

1.2백만 책(점)을 보유하고 있음

·디지털 시대의 과제(수집, 보존, 활용)

     기증은 장서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전략이며 특히 필사본, 사진자료 등 

1차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요함

     모든 장서는 유형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음

     디지털자료는 지속적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장기 보존하고 있음

   ·2005년부터 싱가폴 국립도서관은 싱가폴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온라인 컨텐

츠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한 해동안 396개 이상의 프로그램, 투어, 학교 봉사활동 조직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장서를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 교육을 장려하고 있음

  · BiblioAsia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역사, 예술,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도서관의 장서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저널이며 분기별로 발행

  · Research Fellowships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문화, 경제, 유산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출판을 지원

다. 국가보고서 주요 내용 

ㅇ 주요국 국가보고서 내용 : [붙임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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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ㅇ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2019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 확인

- 2020년 개최지는 미정

   - 2021년 개최지는 캄보디아(제18회 동남아시아 도서관인대회(CONSAL) 동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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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7회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CONSAL)

1. 대회 개요

ㅇ 일  시 : 2018. 5. 1(화) ~ 5. 5(토)

ㅇ 장  소 : 미얀마 국제컨벤션센터

(Myanmar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2 (MICC-II)

ㅇ 주  제 : '차세대 도서관 : 협업과 교류'

(Nest Generation Libraries: Collaborate and Connect)

ㅇ 참석자 : 동남아 10개국 사서 700여명 참석 +CJK(한중일 3개국 대표 참석)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3. 주요내용 

가. 개회사 

ㅇ Aung San Suu Kyi(아웅 산 수지), State Counsellor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CONSAL)은 도서관과 정보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1970년에 창설되었고 매 3년마다 개최함. 
그 목적 중 하나는 도서관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임. 본 대회의 긴 역사는 그 조직의 힘과 통합에 대한 증거임. 

        이번 회의의 주제인 ‘차세대 도서관: 협업과 교류’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직종의 미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차세대 사서들은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경향과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위해 협력해야 함.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ONSAL은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차세대 
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또한, 이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독서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독서는 문화적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소통의 기본이며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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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와줌. 
        미얀마 국립도서관의 비전은 ‘미얀마 문화 유산의 중심’임. 따라서 고대 필

사본을 수집하고, 이를 네피도와 양곤의 국립도서관에 보존하고 있음. 
        양곤 문화재신탁의 권고에 따라 건물 보수가 진행 중이며, 곧 현대화된 국립 

도서관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됨.
        비정부 기구인 미얀마도서관협회는 미얀마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협회는 미얀마 교육부, 
아시아 재단 및 기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학교 도서관을 재설계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함. 미얀마 인구의 약 7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내 도서관 시설이 없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비영리단체인 Daw Khin Foundation(DKF)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미얀마 국민들의 건강, 교육 그리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의 삶의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DKF는 정보 통신부와 협력하여 
2013년에 최초의 모바일 도서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국민들의 지적 시야를 넓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CONSAL은 동남 아시아의 10개 회원국에서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전문가
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동남 아시아 도서관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차세대 도서관과 사서들 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림.

  
나. 기조연설(Keynote speaker)

    ㅇ Christine Mackenzie(호주), IFLA 차기 회장(2019-2021)
        세계화로 인해 현재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도서관계가 단합하여  

글로벌한 관점에서 대응할 때에만 극복 가능함. IFLA는 미래를 위한 단합된 
도서관계의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글로벌 비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IFLA 
글로벌 비전의 첫 번째 버전은 전 세계 사서들의 정보 접근성 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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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 글로벌 비전 요약보고(Global Vision Report)>  
       2017년에 IFLA는 전 세계의 도서관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기회들을 조사

하기 시작함. 7대륙 190개 UN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워크숍을 통해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도출할 수 있었음

     · 7대륙 190개 UN 회원국          
     · 도서관 근무 경력 총합 469,152년
     · 워크숍 횟수 185번
     · 워크숍 참가자 9,291명 
     · 온라인 투표 21,772
     · 모든 세대와 도서관 유형
      <10가지 주목할 점(highlights)과 10가지 기회(opportunities)>     
      1. 우리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성을 증진하는 일에 헌신함
          → 우리는 지적 자유의 수호자가 되어야 함
      2. 우리는 지속해서 문해력, 배움, 그리고 독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인 역할들을 갱신해야 함
      3.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음
          → 우리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보다 잘 이해하여 파급력 있는 서비스를 기획해야 함
      4.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포용하고 있음
         →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나가야 함
     5. 도서관계의 리더들은 강력한 지지/홍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지지/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욱 잘해야 함 
      6. 기금 마련은 우리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임
         →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가치와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함 
      7. 협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협력 정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8. 우리는 관료주의와 경직성 및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를 원함

  → 우리는 현재의 구조와 행동에 도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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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우리는 세계의 기억을 지키는 수호자들임
         → 우리는 전 세계의 문헌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해야 함 
     10. 우리의 젊은 전문가들은 깊이 헌신하며 기꺼이 리더가 되고자 함
         → 우리는 젊은 전문가들이 배우고 발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함
    ㅇ 2018년 현재, IFLA는 미래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서와 IFLA에 영감의 
        원천이 될 행동을 위한 거대한 아이디어의 보고를 구축하고 있음. 
        일련의 워크숍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사서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지역과 유형의 도서관들이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FLA는 문해력을 갖추고 정보에 기반한 참여적인 사회를 이끄는 강하고 단합된 
        도서관계라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전략과 행동계획을 창출할 것임

다. 분과 세션(Parallel Session)

  ㅇ 분과세션 프로그램 주제
    · 모두를 위한 접근 및 기회
    · 옹호(도서관협회의 토론을 포함함)
    · 디지털 도서관 관리
    · 변화하는 도서관
    · 도서관과 정보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역량 및 교육
    · 마케팅 및 홍보
    · 보존(고서 포함)
    · 협력/교육 활동을 포함한 ASEAN비전 및 도서관
    ·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포함)
    · 전략적 제휴와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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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의견

ㅇ 제2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CDNLAO), 제17회 동남아시

아 도서관인 대회(CONSAL)에 참가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도서관장 

및 도서관 관계자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해외 도서관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차세대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CJKDL(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3국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ASEAN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의 경우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한중일 국가 간의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 필요

ㅇ 이번 CDNLAO에서 우리 도서관은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도서관의 추진 사업(KORCIS(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우리 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었음

ㅇ 2019년 27차 CDNLAO는 싱가포르로 확정되었고 2021년 29차 CDNLAO는

캄보디아에서 개최할 예정임. 선정 과정에서 우리 도서관에 회의 개최를 

적극 권하기도 한 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20년 28차 CDNLAO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 

ㅇ CONSAL 총회에서 IFLA 차기 회장의 IFLA Global Vision 논의 진행경과에

대한 요약보고가 있었음. 2018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WLIC에서  

글로벌 비전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임. 전 세계 사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여 분석과 설계를 통하여 IFLA전략(2019-2024)를 도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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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동 사진 

[사진1] CDNLAO 참석자 사진 [사진2] CDNLAO 회의전경

[사진4] 국립중앙도서관 주제 발표 [사진4] CDNLAO 환영 만찬

[사진5] CONSAL 개막식 사진 [사진6] CONSAL 참석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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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동 사진 

[사진7] CONSAL 참석자 사진 [사진8] CONSAL OPENING CEREMONY

[사진9] 동남아시아 도서관인 대회(CONSAL)

미얀마 하원(의원) 아웅산 수지 환영사 
[사진10] 미얀마 국립도서관장과 함께

[사진11] CONSAL 분과 세션(Parallel Sessions) [사진12] 미얀마 국립도서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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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아시아․오세아니아 도서관장 회의(CDNL-AO) 참석자 명단

구분 국가명 기관명 참석자명

1 부탄 부탄 국립도서관 1. Mr Dorji Norbu(관장)

2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가도서관 2. Mr Chhoun Mony(부서장)

3
중국 중국 국립도서관

3. Mr Sun Boyang(법무실장)

4 4. Ms Wei Mengmeng(국제협력직원)

5 피지 피지 도서관서비스 5. Mrs Merewalesi Vueti(관장)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6. Mrs. Subeti mardriani(직원)

7
일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7. Mr Yasushi YAMAJI(수집서지부장)

8
8. Mr Tomoaki Hyuga

(지부도서관 국제협력과장)

9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9. Ms Lee Jaesun(자료관리부장)

10 10. Ms Youn Youngjo(직원)

11 라오스 라오스 국립중앙도서관 11. Mrs Khanthanmaly(관장)

1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12. Ms Maizanbinti Ismail(부관장)

13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13. Mr Yazid bin Ibrahim(부서장)

14 몽골 몽골 국립도서관 14. Mr Nyamdorj Batbayar(직원)

15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15. Ms Tay Ai Cheng(관장)

16
16. Ms Soh Lin Li

(IFLA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 사무국 직원)

17 17. Ms Tan Huism(부관장)

18 스리랑카 스리랑카 국립도서관 18. Mr Walimunige Sunil(관장)

19 태국 태국 국립도서관 19. Ms. Nawarat Panyangam(관장)

20
베트남 베트남 국립도서관

20. Ms Kieu Thuy Nga(관장)

21 21. Ms Bui Thi Thuy(국제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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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아시아․오세아니아 도서관장 회의(CDNL-AO) 세부 일정(5.1~5.5)

일자 시간 주요일정

5. 1(화) 18:30 ~ 20:00 회의 등록

5.2(수)

13:00 ~ 13:30 대표단 등록

13:30 ~ 14:00 개회사, 대표단 소개

14:00 ~ 14:10 제25회 CDNLAO 회의록 정식 승인 

14:20 ~ 14:30 회의록 관련 제반 사항 논의

14:20 ~ 14:30 제26회 CDNLAO 의제 채택 

14:30 ~ 15:30

주제 발표 

- 미얀마 국립도서관(문화유산 보존 활동)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 중국 국가도서관(문화유산 보존의 개요)

- 싱가폴 국립도서관(싱가폴 국립도서관의 문화 보존)

15:30 ~ 16:30 국가별 Country Reports 발표

16:30 ~ 16:40 2019년, 2020년 주최국 선정

16:40 ~ 17:30
폐회식, 단체사진촬영 

미얀마 국제컨벤션센터로 이동

17:30 ~ 18:00 CONSAL 전시 개막식

19:00 ~ 21:00

환영만찬 

- 미얀마 국립도서관 역사연구·국립도서관부장(Mr. Aung

Myint)주재

5.3(목)

08:30 ~ 10:30

개회식 

- 미얀마 국가 고문 개회사

- 미얀마 문화종교부장관 환영사 

- IFLA 회장 인사말 

- 환영 공연, 사진 촬영 

10:30 ~ 11:00 휴식

11:00 ~ 12:30
총회 

- IFLA 회장, 미얀마 도서관협회 지부장(Sithu Dr. Thaw Kaung)

12:00 ~ 13:00 오찬

13:30 ~ 18:10 분과 세션(Parallel Session)

5.4(금)

08:30 ~ 14:00 분과 세션(Parallel Session)

14:00 ~ 16:00 미얀마 국립도서관, 미얀마 국립박물관 방문

16:00 ~ 18:00 폐회식: 회의 요약,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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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주요국 국가보고서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NLK)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다.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과 1965년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내출판물에 대한 납본 수집 및 영구 보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온라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산하 소속기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6), 국립세종도서관(2013), 국립장애인도서관(2012)을 두고 있다.

2. 주요 통계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설립되었다. 1988년 5월, 현 위치인 서초구 반포

대로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2009년에는 디지털 자료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3부(기획연수부, 자료관리부, 디지털자료운영부), 3관(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1연구센터(자료보존연구센터), 10과, 1팀으로 

구성되어있다. 2017년 총 예산은 954억이었으며, 총 정원은 326명으로 그 중 사서직은 

207명(63.5%)이다.  2017년 12월 말까지, 총 장서수는 11,264,763책/점이었으며, 주요자료는 

디지털화를 통해 895,620권, 228,933,619면을 DB로 보유하고 있다.

1,400여 도서관이 참여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에는 서지데이터 8,890,565건, 소장데이터 

46,818,803건을 가지고 있다. 2017년 도서관을 이용한 총 방문자 수는 178만 7천명이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987만 명이다. 상호대차서비스인 ‘책바다’는 2017년 한 해 공공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981개관이 참여하여, 12,391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간략한 주요 발전사항 개요 

자료실 환경 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본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용서비스 공간을 재구성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이

미지와 상징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컬러시스템」을 제작,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내용은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자료실의 통합과 연구자를 위한 공간 구성이다. 서

비스 주요 개선 사항은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및 연구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으

로 2018년 하반기에 시험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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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2017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2014~2018)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 장기적 관점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1차 안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무TF 구성 및 

운영,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는 2018년에 비전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강화

1995년부터 국가문헌의 후대 전승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대규모 예산 확보를 통해 고서, 근

대문학자료 등 대규모 디지털 자료를 확충하였다.

한편, 고신문 플랫폼인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신문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검색 가능하게 했다. 제한검색 기능, 주제관계

서비스, 다운로드 기능 등 검색과 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총 74종 452만 건의

기사를 구축·서비스하고 있다.

국가서지 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표준화기구로서 국가서지 표준화 및 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을 위

해 국내·외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새로운 주제명 470건을 구

축하였고, 표준화된 국가서지 227,725건을 국가자료종합목록을 통해 국내 도서관에 보급하였

다. 한편, 국내 학술, 문화, 예술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 창작자들에게 국

제표준이름식별자(ISNI)를 약 7만여 건 부여하였고 표준식별체계를 통한 전거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가서지의 국제적 공유와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 

국내 출판물에 대한 도서정보 30만 건을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을 통해 제

공하였으며, 가상국제전거파일(VIAF)에 참여하여 33만여건의 전거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유

하고 있다.

4. 장서 개발 및 관리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4.1 국가지식자원 수집체계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구입, 교환, 기증, 자체생산을 통해 일반도서 415,722책, 비도

서 39,673점, 연속간행물 262,984책 수집하여 국가문헌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6

년 개정․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라 온라인자료 71,196건을 납본 받았다.

또한 웹아카이빙시스템 “오아시스(OASIS)”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가재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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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1,369,331건을 수집하였다.(웹사이트 377,855건, 웹자료 991,476건)

학술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논문 원문 54,849건, LG상남도서관 소장 과학기술분야 

온라인 자료 1,230,938건을 기증받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였다.

4.2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가공․생산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여 고서, 근대문학 자료, 박사학위 

논문 등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26만 6천책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12월 말 기

준 89만5천책 2억2천3백만 면을 디지털화하였다.

또한 1950년 이전 고신문 기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누리

집(http://www.nl.go.kr/newspaper)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2018년 3월부터 총 74종 

452만건의 기사색인과 기사원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지식문화자원을 선별하여 ‘대

한민국임시정부’ 등 총 6건 151종의 디지털서고 웹 콘텐츠를 신규 구축하였고, 특별전

시‘족보, 나의 뿌리를 찾아가다’(2017.6.27.∼ 8.27)를 개최하여 전통시대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한국인의 가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 장서 제공 접근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5.1 이용서비스 개선 및 공간 재구성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노후시설 교체작업과 병행하여 이

용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첫째, 자료실의 내·외부를 이용자 친화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

하는 것이다. 1~2층은 이용자 맞이와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3~4층은 자료 열람 및 

참고상담 서비스 공간으로 이용자 중심 One-stop-service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도서관 장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연구하는 이용자를 위해 연구정보실을 신설

하고,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연구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5.2.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독

서 문학기행과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한다.(60개관 지원). 또한, 공공

도서관의 도서관자료 무료택배서비스 ‘책나래’(735개관 참여),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지자료(디지털음성도서), 전자점자자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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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악보, 한국수어영상도서를 연간 7,200 여종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제작된 도서

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앱(dream.nl.go.kr)을 통해

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원을 

위하여 접근성 전자책(Accessible-EPUB)을 최초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6. 기타 서비스 관련 새로운 발전 상황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BN 정보를 공유ㆍ활용하기 위해,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에 ONIX를 적용하였으며, ISBN 정보를 OpenAPI로 제공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ISBN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의 서지정보와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과의 연계 활용을 위해 출판ㆍ유통계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ISSN 한국센터에서는 2017년에 721종의 자료에 신규 ISSN을 배정하여 총 누계

는 20,852종이 되었다. 국제ISSN센터와의 교류협력으로 ISSN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오픈액세스 학술자원포털인 ROAD(the portal of scholarly resources in Open Acces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7.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

며, 전국 도서관 서지목록데이터 공유·협력 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국가자료 종합목

록시스템(KOLIS-NET)을 운영하고 있다. KOLIS-NET은 전국 공공도서관 및 행정부처 

자료실의 서지데이터를 함께 구축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기준 1,468개 도서

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국 50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CDRS: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사서에게 물어보세요(Ask a Librarian)>도 운영하고 있다.

공공간행물 납본수집에 있어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의 협력을 통해 국

가 R&D 보고서 원문 디지털파일을 43,000여건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 중에 있다.

8. 국제협력

8.1 국제회의 참석  

국립중앙도서관은 8월, 제83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와 제44회 세계국립도서관장

회의(CDNL)에 참석하였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된 2017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분과 논문발표와 3편의 포스터세션에 참여하였다.

IFLA Global Vision 한국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가리포트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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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제적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시아오세아니아국립도서

관장회의(CDNLAO)와 웹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 등 관련 

국제회의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8.2 국외 도서관과 업무교류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9월에 제20회 한 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11월에는 북경에서 제20회 한 중 국립도서관 간 업무교류를 실시하였다. 업무교류에서

는 국립도서관의 전략계획,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서비스, 국가 디지털정보자원 구축현

황과 활용 등에 대해 양국 도서관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8.3 한 중 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CJKDLI) 프로젝트 추진  

국립중앙도서관은 중국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 일본국립국회도서관

(National Diet Library Japan)과 함께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CJKDLI,

China-Japan-Korea Digital Library Initiative) 프로젝트 추진하고, Digital Library’(가

칭,http://cjkdl.asia) 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 포털은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협정(Agreement, 2010)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구성원(project committee,

working groups)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온 결과이며 2018년 공식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 포털에는 삼국의 고서 등 63종 278책이 제공되고 있다.

8.4 해외 사서와의 교류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학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에 제 10회 해외 한국학 

사서 위크숍을 개최하였고 미국, 독일, 핀란드 등 12개국 17명의 사서가 참석하였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문화동반자사업「해외사서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베트남 국립도서관의 사서 4명이 참가했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아세안 회원국 어린이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어린

이 서비스 향상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세안 어린이담담사서 연수〉를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고, 아세안 10개국 20명의 사서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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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국립도서관(NLA)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호주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ct 1960 Act)에 의해 호주 국립

도서관의 다음 기능이 규정 

- 호주와 호주 국민과 관련된 도서관 자료의 포괄적인 수집, 유지 및 개발

- 수집자료의 이용 범위 설정

- 도서관 관련 자료 이용 관련 서비스제공

- 호주 및 다른 지역과의 도서관 관련 협력체계 구축

ㅇ 호주국립도서관 Corporate Plan 2017-18 수립

ㅇ 법적 납본기관으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출판사는 모든 출판물 

사본을 납본해야 함. 2016년 2월에 납본범위가 온라인 출판물로 확대 됨

2. 주요 통계 (2016-17 회계연도 기준)

ㅇ 운영수입 : 66.1278백만 호주달러

- 정부 예산지출 : 50.078백만 달러, 외부 수익 16.1백만 달러

ㅇ 정규 고용직원 : 380명 (여성직원 70%, 5년이상 근무자 76%, 중위 연령 46세)

ㅇ 자원봉사자 : 74명

- 방문객 응대, 도서관 투어, 사진 및 지도자료 색인생성 및 수집 등

ㅇ 수집 장서 약 10백만 개이며, 디지털 자료는 5.69 페타바이트

ㅇ 연간 웹사이트 방문객 수 30.6백만 건 이상

ㅇ 열람실 방문객 수 257,484명, 전시실 방문객 수 107,464명, 행사 참자가 수 11,708

명, 맞춤형 교육프록램 참가 학생 7,625명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디지털 도서관 인프라 교체(DLIP) : 6년간 총 1,500만 달러, 17년 6월 완료

ㅇ 근대화 기금 프로그램 (Modernisation Fund Program)

- 호주 정부로부터 2016년 12월 1640만 달러 추가지원

- “호주연방공보(1901-1957)”, The Bulletine(1880-1885, 19세기 잡지) 디지털화

- 온라인검색 플랫폼 “Trove” 재구축

4. 장서 개발 및 관리 관련 새로운 발전사항

ㅇ 특별 수집

- 도서관의 미출판 원고 및 기타 특별 수집품 관리에 있어 큰 개선

- edeposit 서비스범위가 출판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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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서 접근 제공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ㅇ 디지털화

- 근대화 기금프로그램은 주요 식민지 관련 자료, 의회 자료(1901-2012), 지도자료 

등의 디지털화 지원

- 1560~1984년 까지 호주에 관한 대규모 자료 프로젝트인 AJCP(Australian Joint

Copying Project)의 디지털화가 큰 진전을 보임

ㅇ 펠로우십 및 장학금

- 현재 8개의 기금 지원 펠로우십, 2개의 명예 펠로우십, 5개의 박사 과정 여름학

기 장학금, 2 개의 크리에이티브 아트 펠로우십 및 전국 민간 펠로우십 지원

- 일본 연구 교부금은 아시아 연구 보조금으로 재발급 되었으며, 아시아 언어 분

야의 연구 관련 보조금 수는 5개에서 10개로 증가

6. 기타 신규서비스 개발

ㅇ 2017 년 9 월부터  도서관 대리석 외관의 재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수행

7.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National edeposit (NED)

- 도서관 edeposit 서비스의 확대와 성공을 위해 호주 9개 연방, 주, 지역 도서관

이 연합한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 2017년 말, 기관장들이 서명하고, 실천단계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운영위

원회가 2018년 설립 예정

ㅇ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젝트

-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특히 Trove가 지속적인 서

비스를 유지할수 있도록 새로운 멤버십, 관리 모델 및 수수료 구조를 개발 중

ㅇ 종합목록

- 1,150 여개의 호주도서관들이 Libraries Australia 서비스를 통해 전국 연합 카

탈로그 및 리소스 공유를 위해 협력

- 2016-17년에는 Libraries Australia Forum이 6시간 웨비나(Webinar)로 대체 되

었고, 이로 인해 지난 10년 이래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

ㅇ Right Wrongs 웹사이트

- 호주방송공사(ABC) 등과 1967년 국민투표 50주년 기념 협력사업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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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민투표 슬로건에서 유래한 해당 웹사이트는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여 

국민 투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

8. 국제 협력

ㅇ 2017년, 미국 디지털 공공 도서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유산 기관

이 저작권을 공개하고 디지털 객체의 상태를 재사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2개의 표준문을 제공하는 Rightstatements.org에 합류

ㅇ 2017 년 6 월 싱가포르의 IFLA 글로벌 비전 지역 워크숍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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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립도서관(NLC)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입법과정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중국인민정치협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정리 및 수집,

주제별 문헌정보 편찬 등의 서비스 제공

- 장관급 지도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리더

십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 및 문화 관련 강좌 개최

- 정부 부처별 지부 도서관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와 입법기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2017년 말 현재 16개의 지부 설립)

- “공립도서관법” 및 기타 규정의 수립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정보 상담 제공

ㅇ 도서관 입법 지원 및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실시

- 도서관 입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함. “중화인민공화국공립도서관법”(2017년 11월 

4일 제정, 2018년 1월 시행)이 도서관 관련 규정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도서관

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동법 22조는 NLC의 역할로 

국가 문헌의 수집과 보존, 국가 서지 및 공동 목록의 편집, 중앙정부에 대한 법

률 및 의사 결정 제공, 국가고서 보호, 도서관 이론 연구, 국제교류 및 타 도서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NLC의 지위와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처음이

며, 법률의 적극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홍보 등을 수

행할 예정

- 중국문화부 위임을 받아 현대 공공 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공공 디지털 문화 

발전, 공공 문화서비스 구매 및 기타 연구를 수행하였고, “공공 도서관 서비스 

규격”을 제정.

2. 주요 통계 (2017년 1월 ~ 12월)

ㅇ 방문자 수 : 5,839,000 명

ㅇ 이용증 발급 : 213,000 건

ㅇ 장서 수 : 25,558,000 책

ㅇ 대면서비스 : 1,049,000 건

ㅇ 전시회, 강연, 교육 및 공연 : 2,460 회

ㅇ 웹 사이트 방문자 수 : 910,000,000명

ㅇ 전세계 디지털자료 : 90,000,000건

ㅇ 청소년 독자 수 : 340,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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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국가전략 문서보관소 프로젝트 (National Strategic Depository of Document Preservation Project)

- 설계단위 및 계획 확정, 건축 설계 계약 체결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설계 계획 

최적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승인받음.

ㅇ 중국 고문헌 보존 계획 (Chinese Ancient Books Preservation Plan)

- 중국정부 수립 이후 최초 특별 고문헌 보존계획으로 “13차 5개년 계획”에 의해 보장

- 계획 실행 1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고대 인구 조사 및 등록 국가 목록”을 발간

- 문화재청이 위탁한 “재외 중국 희귀 고서 조사 프로젝트” 수행

ㅇ 중국 문서 보존 프로그램 (Minguo Documents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rogramme)

- “13차5개년 계획”에 동 계획의 개요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특별사무소를 설치함

- 심층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5,858개의 새로운 서지 데이터와 58,568 개의 데이터 

항목을 추가하고, 220만 페이지 마이크로필름의 디지털화 수행

- “문헌 산화방지 연구 및 산화방지 장비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

ㅇ “중국 전통 고전 100선” 편찬 프로젝트 (Compilation project of “A Hundred Classic 

Books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 

- 중앙선전부와 문화부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프로젝트로, 국가사회기금의 주요 

위탁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2017년 9월 첫 번째로 10권 책이 출간되었으며 긍정적이 평가를 받음. 두 번째 

18권은 샘플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주요 국가출판 프로젝트인 “루쉰원고전집”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가 

전통문화 고전수집 프로젝트”가 설립승인을 받음

4. 장서 개발 및 관리 관련 새로운 발전사항

ㅇ 2017년 추가된 도서관 문헌자료 (2017년 1월 ~ 12월)

- 문서 : 2260,000

- 인터넷 자료 : 48.24TB

- 음성자료 : 380 시간

- 문헌자료 디지털화 : 36,826 건

- 영상자료 디지털화 : 1030 시간

-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 : 3,600,000 페이지

-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 : 23,0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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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웹 사이트 : 22개

- 특수 그룹 서비스 웹 사이트 : 2개

ㅇ 도서관 문헌자료 관리 현황

- 중국 디지털자료의 메타데이터, 외국어 서지기록, “Chinese Memory” 프로젝트 

자료의 구축 및 공개 등을 통해 일련의 표준사항을 만들고 개선함

- 서지 데이터 : 710,000 건

- 원진 연구에 추가된 신규데이터 : 45,000,000 건

- 수정된 문서 : 2949 권

- 장기 보관 디지털 자료 : 124.37 TB

ㅇ 도서관 수집자료 개괄 (2017년 12월 현재)

- 중국 서적 : 25,688,900 권

- 외국어 도서 : 11,997,300 권

- 희귀 도서: 340,200 권

- 일반 고대 서적 : 1,628,900 권

- 디지털 자료 : 1603.87 TB

- 외부 데이터베이스 : 255 건

5. 장서 접근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ㅇ 문헌 수집 및 출판

- “중국 고문헌 보존계획”, “중국 문서 보존 프로그램” 등의 문화 프로젝트와 더불

어, “프린스턴 대학도서관의 중국희귀도서 서지정보” 편집 및 출판도 진행

- “중국전통고전 100선” 편찬, “국가전통문화고전 조직 프로젝트” 기획, “루쉰 원

고”편집 시행, “중국도서관역사” 의 편집 개시

ㅇ 주제별 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역 역사 문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출판 자원의 통합사업“이 언론

출판 계획의 개혁 및 개발 과제로 선정됨

ㅇ 문화 창작물 개발

- "국립 도서관 문화 창조를 위한 제품 개발 연합"을 설립하고, 문화 및 창의적 제

품 개발에 관한 도서관 교육 과정을 조직하였으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130개 

이상의 다양한 문화 창작물이 개발됨

6. 기타 서비스 발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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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 디지털 문화 사업

- “디지털 도서관 진흥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학술 자원 검색 플랫폼

이 시범 운영 중

ㅇ 국가적 독서 장려 사업

- 4월 23일 제22회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에 맞춰 “제12회 웬진(Wenjin) 도서상” 발

표하고, 160여개 도서관에서 수상작 전시회 개최

- “하이디안에서의 문화 산책, 읽기(Culture Walking, Reading in Haidian)”,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행사” 동시 개최

- “Chinese Memor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7년 “문화 자연 유산 기념일” 다큐

멘터리 상영행사가 개최되었으며, 22편의 무형문화유산 다큐멘터리가 방영됨

- “웬진 고전 읽기” 프로젝트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한해동안 

20개의 강의, 49개의 주제로 “국립도서관 오픈강좌” 진행

- NLC 시청각서비스 센터 개소 (2017년 9월 9일) 등

ㅇ 혁신 및 기업가정신 관련 사업

- “과학평가센터 설립”, “4단계 기업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7.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각급 도서관과의 협력

- 공공도서관 정책 자문 서비스 플랫폼, 국립 도서관 고문 서비스, 국가 도서관 참

조 자문 네트워크, 마이크로 필름 복제센터 등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

- 2017년 현재 “중국국가도서관 공동목록센터”는 2,150명의 회원과 2,722명 사용자 

등록되어 있으며, 총 1,356만 부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연간 업로드 데이터는 

109,000 건, 다운로드 데이터는 10,1900,000건임.

- "중국 고대 도서 보존 계획", " 문고 문서 보존 및 보존 프로그램 ", "디지털 도

서관 진흥 사업"및 기타 주요 문화 사업 을 지속적으로 조직

ㅇ 기타 문화기관과의 협력

- 국가고전박물관을 통해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통합 이점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다른 박물관, 기록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고서 보존기술을 계승 및 향상시키기 위해 「National Antique Repair Skills

Training Center-Li Renqing Training Center」 설립함

- 11월 취푸시와 문화유물국과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공자(孔子) 컬렉션 

출판, 전통문화 육성사업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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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협력

ㅇ 2017년 말까지 50개국과의 직원교환 및 협력관계 구축하였고, 117개 지역 552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함

ㅇ 국제회의 개최

- 제25차 CNLAO 이사회 개최

- 제2회 중국-아랍도서관 및 정보과학전문가 회의

ㅇ BRICS 도서관 컨소시엄 공식 설립 (2017.7.6.)

ㅇ 국제 도서관 이벤트조직 및 참여

- 영국도서관과 “셰익스피어에서 셜록까지” 전시회 개최 협력

- “화교 고대 서적 조사 및 디지털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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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국회법 130조를 바탕으로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으로 국회 연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국민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2. 주요 통계

ㅇ 설립: 1948년

ㅇ 2017년 예산: 22,213,199,000 엔

ㅇ 정규직: 888명 (2016년 4월 기준)

ㅇ 장서 수: 총 42,662,279책

ㅇ 디지털 자료: 2,660,000건

ㅇ 방문자 수: 756,372명

ㅇ 홈페이지 방문자 수: 17,135,075명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ㅇ 중기비전 ‘유니버설 액세스 2020’ 및 ‘국립국회도서관 활동목표 2017-2020’책정

ㅇ 신규 온라인 검색 서비스 개시 (2018년 1월)

4. 장서 개발 및 관리 관련 새로운 발전사항

ㅇ 온라인 자료 수집

- 2017년11월 기준 수집된 DRM Free 온라인 자료가 100만 건을 돌파

- DRM으로 보호되거나 구입 가능한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출판협회와의 

시험 프로젝트 실시 (15년 12월 ~ 20년 1월)

ㅇ 간사이 도서관 2단계 공사 (2016년 9월 ~ 2019년 중)

5. 장서 접근 제공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ㅇ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ㅇ 신규 온라인 검색정보시스템(NDL Online) 오픈 (2018년 1월)

ㅇ 도서관 디지털 컨텐츠 전송 서비스

- 2018년 3월 현재 NDL이 보유한 1,490,000개 절판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890개 

이상 도서관에 제공

ㅇ 일본 카탈로그 규칙(Nippon Cataloging Rules, NCR) 20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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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신규서비스 개발

ㅇ NDL 및 ILCL 신규 홈페이지 개설 (2018.2.)

ㅇ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실행계획 2017-2020

7.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일본검색 : NDL의 새로운 서비스 

- 일본 컨텐츠 도서관, 박물관 등 일본의 모든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 계획

ㅇ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 관련 협력

ㅇ 공동 참조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Collaborative Reference Database Project, CRD)

8. 국제 협력

ㅇ CDNLAO 뉴스레터 발송

- CDNLAO의 뉴스레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편집 특파원과의 협력을 통해 아

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립 도서관 및 기타 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음

ㅇ 이웃국가와의 협력

- 중국 국립도서관 및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개최

ㅇ 국립도서관, 의회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과의 협력

- 디지털 도서관, 자료 보존, 온라인 갤러리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의회 도서관

과의 상호협정에 근거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2016년 5월 체결된 양자협정에 따라 베트남 국립도서관과 도서를 교환

- NDL 연구입법관리국은 일본국제협력기구의 협력사업인 “국회 도서관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베트남 국회도서관(NAL)에 직원 파견

- 2017년 4월, 사카타 카즈코 연구입법참고국 사무총장(현 NDL 부국장)이 아시

아태평양의회도서관사서협회(APLAP)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70주년 기념행사

의 일환으로 제12차 APLAP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 예정(2018.10.31.~11.2.)

- 해외 일본학 사서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실시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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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국립도서관(NLB)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국립도서관위원회법(National Library Board Act)

- 법적인 장서 수집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자료에서 디지털 자료로 확대하기 위

해 NLB Act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공청회 개최(17년 11월)와 공개 의견

수렴(17년 11월 ~12월)을 거쳐 2018년 중으로 의회에 법안 제출 예정

ㅇ 특수 도서관

- 국회, 산업자원부, 외무부 및 SkillsFuture Singapore(SSG)와 같은 정부기관을 

위한 전문 도서관 서비스 제공. 특히, SSG 도서관(LLibrary)은 싱가포르 최초의 

평생교육 도서관으로 싱가포르 평생학습원에 위치해있고, NBL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에 통합되어있음

ㅇ 연구 서비스

- 각 정부 부처 및 법정위원회에 최신 시장 동향, 관련 분야의 새로운 개별현황 

등에 대한 맞춤형 연구 조사 서비스 제공

2. 주요 통계

ㅇ 오프라인 장서 : 331,702권

ㅇ 오프라인 방문자 : 1,250,126명

ㅇ 온라인 방문자 : 4,536,113

ㅇ 도서관 간 대출 건 수 : 919건

ㅇ 만족 대 불만족 비율 : 247대 1

ㅇ 연간 운영예산 : 390만 달러 (인건비 제외)

ㅇ 직원수 : 127명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ㅇ Librarian’s World

- 국립도서관의 소장품과 그 의의를 공유하여 사서를 사상적 전문가로 고취시키고자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 2017년부터 개최 간격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였으며, Facebook live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온라인으로 공유.

ㅇ 국립도서관 저명연사 시리즈 (National Library Prominent Speaker Series)

- 국립도서관이 국가 및 시민들의 지식 열망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공공지식기관

으로 거듭나는 방향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연사를 초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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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our Conversations

- 국내외 4명의 연사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컨셉의 행사로,

2017년 6월 첫 행사가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개최되었으

며, 약 500명이 참가하였음

ㅇ 연구자 네트워킹 세션

- 싱가포르 국립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과 공동으로 기획되었으

며, 2017년 7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상시적 개최 예정

4. 장서 개발 및 관리 관련 새로운 발전사항

ㅇ 말레이 비상사태(1948~60)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Graham Greene

의 친필 편지 등 문화유산 수집

5. 장서 접근 제공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ㅇ 국립도서관 전시 : ‘Shakespaere in Print: The First Folio’ (2017 3.~ 4.) 등

ㅇ 출판서적 : BiblioAisa 등 출판

6. 기타 서비스 발전 사항

ㅇ 싱가포르 타밀극장 디지털 아카이브 (Digital Archive of Singapore Tamil Theatre, DASTT)

- 싱가포르 타밀어 영화 관련 대본, 포스터, 사진, 프로그램북 등 3,600여 자료를 디

지털화하여 2017년 11월부터 온라인 포털(eresources.nlb.gov.sg/arts) 서비스 중

7. 유관 기관(도서관, 기록원, 박물관)과의 협력

ㅇ National Union Catalogue

- 싱가포르 공공도서관 공공 보유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이자, 지역적 국제적인 

자원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현재 13개 도서관이 NUC를 통해 카탈로

그를 공공에 개방하고 있음

ㅇ 수석사서위원회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도서관 감독위원회인 “수석사서위원회”의 일부이자, 싱가포

르 도서관협회의 회장임.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

8. 국제 협력

ㅇ 아세안 디지털 도서관 (Asean Digital Library)

- 관련 웹사이트(www.aseanlibrary.org) 운영 중이며, 현재 80,000개 이상의 기록 보유

- 아세안 50주년 기념으로 ASEAN의 각 국립도서관이 기증한 컬랙션 전시 개최 (2017. 7. 3. ~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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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립 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Myanmar(NLM))

1. 일반현황

ㅇ 소 속 : 미얀마 종교문화부(the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ㅇ 연 혁 : 1952년 설립

ㅇ 이용시간 : 09:30 ~ 16:30 (화~토)

ㅇ 주 소 : RazaThingaha Road, Nearby RazaThingaha Circle, NayPyi Taw

ㅇ 홈페이지 : www.nlm-npt.gov.mm

2. 연혁

ㅇ 1883. 2. 21. : 버나드 프리 도서관 설립 (미얀마 국립 중앙 도서관의 전신)

ㅇ 1952. 6. 1. : 연합문화부(Ministry of Union Culture) 산하 주립도서관(State Library)으로 개관

- 양곤 Jubilee Hall에 개관, 버나드 프리 도서관의 소장품 계승

ㅇ 1964. : 국립 도서관(Natioal Library)로 변경, 양곤 시청사로 이전

ㅇ 1965. 1. 4. : 일반 열람실 개관 및 일반인 대상 서비스 실시

ㅇ 1984. 8. 4. : 도서관 이전 (양곤 스트랜드 로드)

ㅇ 1995. 7. 15. : 도서관 신축 이전 (양곤 Tarmwe TSP)

ㅇ 2008. 8. 8. : 태풍 네르기스(Nargis)에 의한 건물 파괴로 도서관 이전 (양곤 Yankin TSP)

ㅇ 2013. 5. 3. : 네피도 국립 도서관(NLM / Naypyi Taw) 개관

3. 주요기능

ㅇ 국내외에 출판된 미얀마 관련 수집 자료의 국가서지센터 기능

ㅇ 모든 국가 간행물 및 미얀마 고대 원고 수집 및 보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집

된 자료의 관리 및 배포

ㅇ 국내외 도서관 및 기관과의 상호 대차 서비스

ㅇ 도서관 운동을 장려 및 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ㅇ 미얀마 국가 서지 작성 및 게시

ㅇ 미얀마 연속간행물 색인 및 미얀마 주제 서지 작성, 게시

ㅇ 도서관 관리 준석사 학위(Post Graduate Diploma) 과정 운영

ㅇ 도서관 IT 기술 개선 및 활용 촉진, 동남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

ㅇ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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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미얀마 국립도서관 외관(NLM) [사진2] ] NLM e-Library and Reading room

[사진3] 미얀마 국립도서관 전시 [사진4] 자료실 안내 게시판

[사진5] Palm-leaf manuscripts [사진6] 미얀마 국립도서관 자료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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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CDNL-AO 개최 예정지 및 역대 개최지

회의 일자 장소 주최

제29회 2021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립도서관

제28회 2020 미정 미정

제27회 2019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26회 2018.05.01.~05.05. 미얀마, 네피도 미얀마 국립도서관

제25회 2017.05.16.~-05.19.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도서관

제24회 2016.03.08.~03.11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제23회 2015.06.09~06.11 태국, 방콕 태국 국립도서관

제22회 2014.02.26~02.27 호주, 캔버라 호주 국립도서관

제21회 2013.03.25~03.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제20회 2012.05.27~05.29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제19회 2011.05.16~05.19 한국, 서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제18회 2010.04.12~04.14 싱가포르 파키스탄/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17회 2009.04.20~04.22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국립도서관

제16회 2008.10.20~10.22 일본, 도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제15회 2007.05.07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제14회 2006.03.26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국립도서관

제13회 2005.05.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제12회 2004.09.04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도서관

제11회 2003.10.19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브루나이 왕국

제10회 2002.04.21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9회 2001.04.22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8회 2000.04.25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제7회 1998.11.21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파푸아뉴기니 국립도서관

제6회 1995.05.26~05.28 호주, 브리즈번 호주 국립도서관

제5회 1992.11.23~11.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제4회 1989.11.5~11.09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도서관

제3회 1985.11.18~11.23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국립도서관

제2회 1982.11.15~11.19 일본, 도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제1회 1979.05.14~05.18 호주, 캔버라 호주 국립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