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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일정표

행사명_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일  시_  2019년 11월 27일(수), 13:30~18:00 

장  소_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일정표_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 참가자 등록

사회_ 

조혜린

(기획

총괄과

사무관)

14:00~15:00 60′ 시상식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제13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시상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

 ￭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자 표창

 ￭ 제12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시상

 ￭ 책나래 서비스 우수 운영도서관 표창

 ￭ 대체자료 공유 협력 우수기관 표창

15:00~15:05 5′ 인사말씀
 ￭ 인사말씀 

   /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15:05~15:20 15′ 휴  식  

15:20~16:30 70′ 특  강
 ￭ 트렌드 코리아 2020

   /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16:30~17:15 45′
사  례

발  표

 ￭ 제13회 도서관 우수 현장사례

 ￭ 제12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17:15~18:00 45′ 리셉션  ￭ 소통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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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식

§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제13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시상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협력업무 유공자 표창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

§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자 표창

§ 제12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시상

§ 책나래서비스 우수 운영도서관 표창

§ 대체자료 공유 및 협력 우수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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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코리아 2020』

최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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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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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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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혜 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15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16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17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18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19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0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21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2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23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4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25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6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27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28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29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30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31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32



사례발표 /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다 : 전시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의 진화

33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사례
발표
2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이 경 자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사례발표 /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37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38



사례발표 /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39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40



사례발표 /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41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42



사례발표 /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43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44



사례발표 /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45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46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사례
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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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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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자료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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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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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부담(이용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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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지자체 비용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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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현황

(‘19. 10. 31. 기준)

연도
참여도서관 수 신청건수(건) 제공건수(건)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2015 747 132 879 11,354 3,999 15,353 6,560 2,387 8,947

2016 801 140 941 13,211 4,289 17,500 8,008 2,527 10,535
2017 871 110 981 14,728 4,816 19,544 9,395 2,996 12,391

2018 916 115 1,031 18,329 6,566 24,895 10,909 4,173 15,082

2019 955 119 1,074 22,245 6,938 29,183 12,989 4,818 17,807

* 비용지원 : 왕복 택배비 3,000원 지원
(지원지역 : 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 인천시 소재 참여도서관, 여수시립도서관(6개관), 목포공공
도서관, 정읍시립도서관, 광양시립도서관, 한밭도서관,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소속 회원)
※ 이용자부담금액 :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4,500원⟶1,500원/대학소장자료: 4,900원⟶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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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CDRS) 자료운영과

□ 운영목적

  ㅇ 국내 도서관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한 대국민 지식 및 학술

정보 서비스 제공

  ㅇ 온라인 협력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도서관 실무자 역략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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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와 온라인

정보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참고서비스

□ 운영현황

  ㅇ 운영기간 : 2008. 5. ~ 계속

  ㅇ 운영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공공도서관 등 629개관

  ㅇ 질의응답 : 16,114건(2019. 10. 기준)

  ㅇ 지식정보DB : 3,368건(2019. 10. 기준)

□ 업무흐름

□ 운영업무

  ㅇ 이용자 질의에 대하여 지식 및 학술정보 제공

  ㅇ 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정보DB 구축

  ㅇ 참여 공공도서관을 위한 실무자 교육

  ㅇ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협력업무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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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기획총괄과

□ 목적

  ㅇ 도서관 및 문화기관 현장의 우수사례 및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실용성 

있는 도서관 개선과제 개발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과 문화기관의 특성을 연계한 우수사례를 발굴함으

로써 지역문화커뮤니티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및 인식 제고

  ㅇ 사서, 문화기관 종사자, 도서관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기회 제공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제고

□ 사업개요

  ㅇ 공모부문 : 현장사례연구 및 논문

  ㅇ 공모대상

     - 사서, 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 ｢도서관법｣상 기타 직렬 종사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종전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 도서관에 관심 있는 모든 국내 대학 및 대학원(박사과정 포함)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공동 참여할 경우 5인까지 가능하며 공모 접수일현재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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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상내역 : 8편 이내

    - 최우수상 1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 당선사례비 200만원) 

    - 우수상 2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 당선사례비 150만원)       

    - 장려상 5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장, 당선사례비 100만원) 

       ※ 지도교수상 (국립중앙도서관장 상패) *대학(원)생 논문 우수상 이상 수상작에 한함 

       ※ 시상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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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디지털기획과

□ 사업 목적

  ㅇ 데이터 기반의 도서관 운영 과학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ㅇ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아이디어 및 활용 사례 발굴

  ㅇ 우수 활용사례를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화 및 빅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 공모 내용

  ㅇ 공 모 명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ㅇ 공모분야 : 도서관 빅데이터(도서관 정보나루, 솔로몬 등) 우수 활용사례 및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부문

  ㅇ 공모대상 :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전 관종 도서관, 민간기업, 개인(또는 팀)

※ 최근 3년 이내 수상기관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사서 개인 자격으로는 공모 가능

  ㅇ 시상규모 : 총 7개 팀(활용사례 부문 3개팀, 아이디어 부문 4개팀)

구  분
규모

훈  격 포상금 비고
활용사례 아이디어

대    상 1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각 100만원

최우수상 1 1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상 각 50만원

우 수 상 1 2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상 각 30만원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 사서가 과학적으로 도서관 경영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시스템

‣ 도서관 정보나루: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 

연구자, 개발자, 일반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http://data4library.kr)

□ 빅데이터 수집 현황

(‘19. 11. 14. 기준)

참여도서관 장서 회원 대출

943개관 90,564,234건 25,571,311명 1,268,069,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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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디지털기획과

□ 사업 목적

  ㅇ 대학 및 연구소에서 생산된 국가지식정보를 발굴․개방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액세스(Open Access)기반 지식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및 확산

□ 사업 내용

  ㅇ 오픈액세스 지식정보의 효율적 서비스 및 유통확대

    - OAK 리포지터리 구축 및 보급

    - 기관 리포지터리 메타데이터 수집 및 통합검색 서비스

    - 구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용 확대

    - 국내 OA학술지 XML원문 제공 서비스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보 DB구축 및 서비스

  ㅇ OAK 거버넌스 체제 운영 및 홍보 활동

    - 우수 리포지터리 운영기관 및 오픈액세스 협력 기관 유공자 표창

    - OAK 리포지터리 보급 협약식 및 운영기관 워크숍, OAK 콘퍼런스 개최

    - OAK 운영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다양한 행사 참여 및 홍보 활동 등

□ 서비스 현황

(‘19. 11월 기준)

OAK 리포지터리 보급 통합검색 서비스 OA학술지 XML서비스 학술지 저작권 정보서비스

50개 기관 77만 건 88종 11,189건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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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책나래 (장애인 대상 도서관자료 무료택배서비스) 지원협력과

□ 사업 목적 

  ㅇ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도서관 자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

로써 장애인의 공평한 지식정보 접근 및 독서문화 향유권 보장 

□ 사업 내용

  ㅇ 내    용 : 도서관 방문․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 

택배로 집까지 제공

  ㅇ 참여기관 : 전국 공공․대학․장애인 도서관 880개관(2019.11월 현재)

      ※ 연중 참여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상이등급 1-7급), 거동불편자(장기요양대상자)

  ㅇ 제공자료 : 관외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자료

  ㅇ 대출권수 및 기간 :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름

  ㅇ 비용지원 : 왕복 택배비는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

□ 책나래 서비스 우수 운영도서관 포상

  ㅇ 대    상 : 책나래 서비스 참여도서관

  ㅇ 선정시기 : 매년 10월 중 

  ㅇ 포상규모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10개관

  ㅇ 선정기준 : 책나래 실적, 실적 향상도, 시스템 활용도, 홍보 등

  ㅇ 선정방법 : 책나래 시스템 통계 추출 및 선정대상 도서관 홈페이지 조사

  ㅇ 평가기간 : 전년도 10월 ~ 당해연도 9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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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지원협력과

□ 사업 목적 

  ㅇ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다양한 성과 공유

  ㅇ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인서비스 사례 개발․보급 및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문화프로그램 확산 유도

  ㅇ 도서관의 장애인 독서문화진흥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적 역할 및 인식 제고

□ 공모 개요

  ㅇ 공모기간 : 매년 8~9월 중

  ㅇ 공모대상 :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장애인․학교․대학도서관 등

  ㅇ 공모내용 :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운영 성공 사례 

    - 장애인 독서문화진흥 또는 책(정보자료)를 매개로한 장애인서비스 운영사례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과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1~11회)｣ 수상사례를 도서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

    - 장애인서비스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 배치, 장애인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제고 사례 등

  ㅇ 시상내역 : 6개관 이내

    - 최우수상 : 1개관(국립중앙도서관장상 표창, 당선사례비 150만원)

    - 우 수 상 : 2개관(국립중앙도서관장상 표창, 당선사례비 100만원)

    - 장 려 상 : 3개관(국립중앙도서관장상 표창, 당선사례비 70만원)

  ㅇ 사례집 발간․배포 : 300부(12월중)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nld.nl.go.kr) 정보마당-발간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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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체자료 공유 및 협력 우수기관 포상 자료개발과

□ 추진 목적

  ㅇ 장애인 대체자료의 공개, 공유, 협력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기여한 

기관 격려 및 사기 진작

  ㅇ 미참여 기관의 참여 확대 유도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활성화 기반 조성

     ※ 포상근거 : 도서관법 제45조 제2항 5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추진 개요

  ㅇ 포상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단체) 1개관(포상금 100만원)

  ㅇ 포상자격 및 대상자

    - 포상자격 : 대체자료 공유 및 협력 우수 기관

    - 포상대상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참여 기관

  ㅇ 포상시기 및 방법

    - 포상시기 : 매년 11월경 *2017년 신규 포상

  ㅇ 선정기준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대체자료 목록정보 및 원문공개 우수 기관

    - 대체자료 공개 및 협력 업무 수행을 통해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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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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자료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연중

자료운영과

(02-3483-8832)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도서관 및 문화기관 현장의 우수사례 및 혁신 아

이디어 발굴을 통한 실용성 있는 도서관 개선과

제 개발을 위한 공모

7-8월
기획총괄과

(02-590-0799)

국가자료종합목록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

국가자료종합목록 고품질화를 위한 종합목록 

참여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올바른 목록작성 및 KOLIS-NET 시스템 교육 

상반기
국가서지과

(02-590-0597)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 및 학술정보에 대

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

공하는 참고서비스

연중
자료운영과

(02-590-0584)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통한  장애인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지자체 매칭 50%, 최대 15백만원)

연중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81)

장애인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국 공공․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장애인의 독서 흥미 

유발 및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11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7)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업무 성과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공모․시상 및 보급  
8-9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7)

책나래 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장기요양대상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 택배로 

집까지 제공

※ 참여도서관: 880개관(‘19. 11월 현재)

연중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7)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자 협력 워크숍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논의 등    

2회

(5월, 

10월)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5)

장애인 온라인 상담 

시스템 보급(무료) 

장애인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전국 도서관에 

온라인상담시스템(채팅, 수어영상, 원격지원)을 

무료로 보급 

연중

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02-3483-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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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사정에 따라 계획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일정
담당부서

(연락처)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고품질화를 위한 서지 및 

소장 데이터 관리 사업 추진

- 종합목록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 개최

- 대체자료공유협력 우수기관 포상 

3~11월 

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02-590-0729)

KOLASⅢ

(운영자 교육)
KOLASⅢ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 교육 상·하반기

정보시스템운영과

(02-3483-8877)

KOLASYS-NET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이해 및 활용 증진

작은도서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3, 6, 9월

정보시스템운영과

(02-3483-8877)

책이음 

(운영자 교육) 
책이음서비스 개요 및 운영･관리 교육 상·하반기

정보시스템운영과

(02-590-0727)

공공도서관 등 

주요기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구축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 수집･공유를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코리안메모리) 구축 및 디지털화 

지원

-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기관 지역･희귀자료 

등 디지털화 지원 및 공동활용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협력 및 협의체 

운영 

3~12월
디지털기획과

(02-590-6315)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및 아

이디어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빅데이터 활용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

8-9월
디지털기획과

(02-59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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