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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세미나 일정표

행사명_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세미나

일  시_  2016년 11월 24일 (목) 13:30~18:00

장  소_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주  최_  국립중앙도서관

일정표_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 참가자 등록

사 회 

장명란

(기획총괄과 

사무관)

14:00~14:05 5 인사말
 ￭ 인 사 말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14:05~14:45 40 시상식

 ￭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 유공 표창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유공 표창

 ￭ 제10회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공모 표창

 ￭ 제9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 
    2016년 책나래서비스 우수도서관 표창

14:45~14:55 10 발  표
 ￭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소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현황 및 활용 방안

14:55~15:10 15 휴  식

15:10~16:10 60 특  강
 ￭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적 이슈
   - 한 상 기 (소셜컴퓨팅 연구소 소장)

16:10~17:10 60
사  례

발  표

 ￭ 사례발표 

   -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 우수 사례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우수 사례 

   -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17:10~18:00 50 리셉션  ￭ 소통의 시간 (행운권 추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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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이용 및 협약절차 안내

❏ 추진목적

   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DB이용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식문화 향유권 증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현황

대상자료 책 수 면 수 대상자료 책 수 면 수

개인문고 2,892 664,631 신문학 대표소설 654 203,873

고서 98,687 14,006,182 악보 - 570,513

고지도 196 5,293
어린이 ․청소년 
관련 자료

37,932 4,833,027

관보 164 147,133 연속간행물 4,194 284,276

교과서 4,485 918,485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7,820 1,475,668

국내발간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234 47,430 일본어자료 91,777 35,707,304

단행자료 231,878 71,792,881 정부간행물 12,803 2,709,465

독도관련자료 145 33,055 한국고전백선 615 92,540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1,864 636,951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14,712 5,084,397

신문 392 147,606 한글판 고전소설 915 88,554

합  계 512,359 139,449,264

❏ 관종별 협약도서관 현황 (1,854개관/ 2016년 11월 현재 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외도서관

협약도서관수 530 200 255 15 83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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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서비스 이용 절차 

공공도서관 ㅇ 과금 원문 이용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홈페이지 → 저작물

이용신청 → 보상금 제도 →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메뉴 참조

ㅇ 담당자: 서병준 ☏ 070-4265-2532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홈페이지 : www.korra.kr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

⇩

공공도서관 ㅇ 도서관 부호 신청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홈페이지 → 부호표』

메뉴에서 도서관 부호 신청(온라인)

- 도서관 부호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

*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홈페이지 : www.nl.go.kr/kormarc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부호

발급 요청

⇩
국립중앙도서관 ㅇ 도서관 부호 발급 및 승인

ㅇ 담당자 : 장백래 ☏ 02-590-0626공공도서관 부호 승인

⇩

공공도서관 ㅇ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 접속

- 아이디·비밀번호(도서관 부호) 입력

ㅇ 도서관 정보(담당자, 연락처 등) 입력

ㅇ 도서관 IP/Mac 정보 입력 후 승인 요청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

공공도서관 정보 입력

⇩
국립중앙도서관 ㅇ 도서관 IP/Mac 승인

ㅇ 담당자 : 전석채 ☏ 02-590-0548공공도서관 IP/Mac 승인

⇩

공공도서관 ㅇ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및 원문 이용

-『홈페이지 → 프로그램 다운로드 → 통합뷰어』설치

후 홈페이지 원문 자료 이용

* 홈페이지 : www.nl.go.kr

뷰어 프로그램 설치 후

원문 이용

❏ 협조사항

   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이용 참여 협조  

      - 도서관 홈페이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이용 및 절차 안내     

   m 시스템 이용 및 절차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전석채 

      - e-mail : junsch09@korea.kr / 전화번호 : 02-59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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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0호

2016년도「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시행 2016. 7. 2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20호, 2016. 7. 29. 일부개정]

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력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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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소장�디지털화�자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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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스캐너를�활용한�도서�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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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소셜컴퓨팅연구소  한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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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교육도서관  정 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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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향기를 담는다 

-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수집사례 

사례발표 - 3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강 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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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하 영 숙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79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80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81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82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83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84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85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86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87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88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89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90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91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92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93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94



사례발표 / (청각장애인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95



국립중앙도서관�협력�세미나

96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세미나

Ⅰ. 국립중앙도서관 포상 대상 사업 안내

Ⅱ.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상 사업 안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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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기획총괄과

 □ 사업개요

  ㅇ 내    용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ㅇ 목    적 :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도서관의 한정된 보유 

장서 문제 해결하고 자료 이용 극대화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운영내용

  ㅇ 서비스 내용 : 타 도서관자료를 1인 3책까지 14일간 대출

  ㅇ 대상자료 :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 

  ㅇ 비용정책 : 왕복 택배비 수익자부담(이용자 지불)

    -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4,500원 /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4,900원

    - 일부 지자체 비용지원 정책

* 비용 지원 : 왕복 택배비 3,000원 지원
(지원지역) : 서울, 광주, 경기도, 목포, 여수, 정읍 지역 소속 회원
(지원예정) : 부산(‘17.1월~ )
※이용자부담금액 : 공공도서관소장자료 4,500원⟶1,500원/대학소장자료: 4,900원⟶1,900원

    - 단, 장애인의 경우 무료 이용 가능(지원조건 : 책나래와 동일)

 □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현황

연도
참여도서관수 신청건수(건) 제공건수(건)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2013 551 121 672 5,095 1,371 6,466 2,927 763 3,690
2014 695 133 828 8,446 2,861 11,307 4,920 1,785 6,705
2015 747 132 879 11,354 3,999 15,353 6,560 2,387 8,947

2016(‘10월말) 793 140 933 10,899 3,635 14,534 6,591 2,132 8,723

 □ 책바다센터 운영

  ㅇ 참여도서관 운영자 및 이용자 지원 : 02-590-0570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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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CDRS) 자료운영과

 □ 추진목적

  ㅇ 국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권 보장

 □ 운영개요

  ㅇ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홈페이지(http://www.nl.go.kr/ask)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와 온라인정보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참고서비스

 □ 추진현황

  ㅇ 운영기간 : 2008. 5. ~ 계속

  ㅇ 운영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공공도서관 등 506개관

  ㅇ 질의응답 : 10,856건(2016.10. 기준)

  ㅇ 지식정보DB : 2,146건(2016.10. 기준)

 □ 서비스 내용

  ㅇ (질의응답) 참고질의에 대하여 지식 및 학술정보를 이메일로 제공

  ㅇ (참고정보원) 특정화제 또는 주제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ㆍ제공

(기준 : ‘16. 10월)

정보길잡이 주제별정보원 핵심정보원

주제(건) 자료(개) 주제(건) 자료(개) 주제(건) 자료(개)

342 20,834 99 2,068 16 272

  ㅇ (독서정보) 사서추천도서, 기관추천도서 등 독서정보 제공

(기준 : ‘16. 10월, 단위 : 개)

사서추천도서 기타추천도서 책사랑 관련사이트

2,354 12,945 10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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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책나래 (장애인 대상 도서관자료 무료택배서비스) 지원협력과

 □ 사업 내용

  ㅇ (목적)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기여 

  ㅇ (참여대상)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 (※ 연중 참여 신청 가능)

  ㅇ (제공자료) 관외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자료

  ㅇ (대출권수 및 기간)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름

  ㅇ (비용지원) 왕복 택배비는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

  ㅇ (지원대상)

    - (1~6급) 시각장애인

    - (1~3급) 청각,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안면, 장루·요루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이 1~3급

    - (거동불편자) 장기요양등급 1~2등급 

 □ 책나래 우수기관 시상

  ㅇ (대상) 책나래 서비스 참여도서관

  ㅇ (선정기준) 책나래 실적, 향상도, 시스템 활용도, 홍보 등

  ㅇ (선정시기) 매년 10월 중 

 3-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지원협력과

 □ 공모 개요

  ㅇ (목적)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인서비스 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 발전방안 모색 

  ㅇ (공모기간) 매년 8~9월 중

  ㅇ (공모대상)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장애인․학교․대학도서관 등 

  ㅇ (선정기관) 최우수 1개관, 우수 2개관, 장려 3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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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공모 기획총괄과

 □ 목  적

  ㅇ 도서관 현장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아이디어의 발굴로 도서관 선진화를 

도모하며, 현장사서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기회 제공

  ㅇ 국내 도서관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보급

  ㅇ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폭넓은 연구 기회 제공

 □ 사업개요

  ㅇ 공모부문 : 현장사례연구, 선진화 논문

  ㅇ 공모대상

     - 현장사례연구 : 전국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등 현장사서   

     - 선진화논문 : 국내 대학 및 대학원(박사과정 포함)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공동참여의 경우 3인까지 가능하며, 모든 참여자는 공모 접수일 현재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공모내용 : 도서관 선진화 관련, 활용 가능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영 및 마케팅 관련사항

     -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기능(역할) 제고 방안

     - 디지털환경과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도서관의 대응 방안 등

     - 도서관 관련 법령, 규정, 행정, 제도 등의 개선 사항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방안

     - 사서의 전문성 제고 및 사서직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국내․외 도서관과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력 강화 방안 

     - 도서관 건축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 매체변화에 따른 장서 개발 및 보존 방안

     - 문헌정보처리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

  ㅇ 원고형식

    - 논문형식

    - A4용지 25매 이내(참고문헌, 그림, 도표 등 포함)

  ㅇ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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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심사 및 시상

  ㅇ 심사

    - 제1차 심사 : 서류심사

    - 제2차 심사 : 대면심사

    - 평가기준 : 창의성, 논리성, 활용성 등

  ㅇ 시상내역 : 9편 이내

     - 최우수상 1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 당선사례비 150만원) 

     - 우수상 2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 당선사례비 100만원)       

     - 장려상 5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장, 당선사례비 50만원) 
※ 지도교수상 (국립중앙도서관장 상패) *대학(원)생 논문 우수상 이상 수상작에 한함

※ 시상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상논문집 발간 및 배포

  ㅇ 자료명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ㅇ 발간부수 : 1,500부

  ㅇ 배포기관 : 전국 공공․대학도서관, 관련기관 등

 □ 세부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 4월

  ㅇ 공모홍보 : 5~6월 

     - 보도자료 배포

     - 전국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등 관련 단체에 안내공문 및 포스터 발송 

     - 도서관 관련 홈페이지 및 간행물 게재

  ㅇ 접수기간 : 7~8월

  ㅇ 심사일정 

     - 심사기간 : 9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 결과발표 : 9월말

  ㅇ 시상식 개최 : 11월경

  ㅇ 수상논문집 제작 : 11월경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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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업 소개 기획협력과

 □ 전국 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ㅇ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책 읽는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전국 

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 지원 

  ㅇ 사업내용 

     - 대 상 : 전국 도서관 

     - 기 간 : 1971년부터 방학기간(여름·겨울) 중 1주일 이내 

     - 지원 사항 : 상장(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독서 기록장, 홍보물(포스터, 

배너 등) 

 □ “책 읽어 주세요” 전국 확산 지원 

  ㅇ 전국 도서관과 함께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언어력 향상,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더불어 책 읽는 대한민국 이미지 조성 및 확산에 노력 

  ㅇ 사업내용

     - 대 상 : 전국 도서관 

     - 기 간 : 2010년부터 연중 

     - 전국 도서관에서 사서 및 자원봉사자(청소년 등)가 어린이들에게 1:1로 ‘책 읽어 

주기’ 활동 실시 

     -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책 읽어 주기’를 실시하여, <노란색 앞치마 = 책 읽어

주는 사람> 으로 이미지 조성 

     - 지원 사항 : 노란색 앞치마, 운영자 워크숍, 매뉴얼 등 

 □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ㅇ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며 도서관과 친해지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와 독서문화 강사가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

서 독서문화 체험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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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내용

     - 대 상 : 전국 공공도서관 

     - 기 간 : 2007년부터 연중 

     - 사서 및 독서문화 강사가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도서관 방문, 독서문화 현장탐방 등 독서문화 체험활동 실시 및 선물

     - 지원 사항 : 도서, 강사비, 홍보물(포스터, 배너 등) 

     - 참여 기관 :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드림스타트 등 

 □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ㅇ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및 학교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자유

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 탐색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ㅇ 사업내용

     - 대  상 : 전국 중·고등학교 

     - 기  간 : 2007년부터 연중 

     -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에서 담당 교사(사서교사․교과교사․사서)가 책벌레 

리더스(학생)들과 함께 독서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유학기제 

기반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등 

     - 책벌레 리더스 운영 

       ∙ 운영학교별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 

       ∙ 독서프로그램에 참여 및 운영 지원 

       ∙ 온라인 커뮤니티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활동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http://cafe.naver.com/1318bookworm) 

     - 청소년 추천도서목록 작성 

       ∙ 2007부터 운영학교 청소년들의 추천으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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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상 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일정
담당부서

(연락처)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포상

도서관 협력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9-11월

기획총괄과

(02-590-0774)

책바다 운영자 교육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자 교육 상·하반기
기획총괄과

(02-590-0774)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공모

각급 도서관 현장에서의 우수사례 발굴과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용성 있는 연구과제 개발로 도서관 

업무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현장사례연구에 대한 

공모 및 시상

7-9월
기획총괄과

(02-590-0578)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국가자료종합목록의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사업 추진

- 종합목록 참여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상반기
국가서지과

(02-590-0626)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참고서비스

연중
자료운영과

(02-590-0584)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공모

(지자체 매칭 50%, 최대 15백만원)
1월-11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81)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보유현황 DB 구축

장애인의 거주 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보조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홈페이지(dream.nl.go.kr)에서 등록․관리 활용 제공

연중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81)

장애인 온라인

상담 시스템 

무료 보급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상담시스템(채팅, 영상, 원격 

지원)을 무료로 보급하여 장애인 도서관 활용 제공
1-12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5)

장애인대상 

독서문학기행 운영

「작가와 함께 하는 장애인 독서문학기행」을 위한 

사전강연 및 문학관 방문 운영도서관 공모
5-11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7)

장애인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독서진흥 및 확산을 위한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도서관 공모
3-11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7)

도서관장애인

서비스 전문성 향상 

워크숍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능력 정보 

및 사례 공유 등 
상·하반기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5)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한 활성화 도모 
8-9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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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사정에 따라 계획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일정
담당부서

(연락처)

책나래 서비스 

우수기관 포상

도서관 방문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료로 집까지 배달 서비스

- 책나래서비스 실적, 향상도, 시스템 활용, 홍보 

우수기관 포상

※ 도서관 참여 신청 연중 접수

11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7)

KOLASⅢ 운영자 

교육
KOLASⅢ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 교육 3, 9월

정보시스템운영과

(02-590-0721)

KOLASYS-NET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이해 및 활용 증진

작은도서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4,5,6월

정보시스템운영과

(02-590-0549)

책이음 운영자 

교육 
책이음서비스 개요 및 운영·관리 교육 5, 10월

정보시스템운영과

(02-590-0727)

SELAS 보급

자료등록, 정리, 장비, 대출․반납 등의 자료관리 

업무를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인 SELAS를 공공도서관에 제공

1-12월
정보시스템운영과

(02-590-0721)

전국 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지원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지원(연2회, 여름 ‧
겨울방학기간 중)

16.12월~

17. 2월, 

17.7~8월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6)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취약 어린이에게 책 읽어 

주기, 책 선물 및 독서문화체험프로그램 등 실시 

- 100개관 공모(16년말 예정) 

3~11월

예정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6)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 전국 확산

자원봉사자가 전국 도서관에서 노란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에게 ‘책 읽어주기’ 실시 

- “책 읽어주세요” 홍보 영상 전국 도서관 배포 및 

활용 협조(16년 11월 배포 예정)

연중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4)

한권의 책으로 

바뀌는 “책 저금통” 

사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은행, 교보문고, 

동네서점, 공공도서관이 함께 하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연중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6)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 역량강화 

워크숍

공공·학교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의 직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2~11월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4)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프로그램 운영자 

워크숍

공공․학교도서관 연계(합동) 운영자 워크숍(권역별) 3~11월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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