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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목적

 m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CJKDLI, China-Japan-Korea

    Digital Library Initiative) 프로젝트 계속 추진 위한 실무자 회의 참석

 

【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

▪ (협정체결) ‘10. 8. 10.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 중국 국가도서관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목    적) 3국의 문화적, 과학적 유산에 대한 통합적이면서도 용이한 접근 제공

▪ (운영체계) 각국 프로젝트위원회(2명) 내 일반 실무반(2명), 기술 실무반(2명), 자원 실무반(2명)

               으로 구성되어 년 1회 회의(3국 순환 개최)

 출장기간

 m 기  간 : 2018. 7. 4.(수) ~ 7. 6.(금) (2박 3일) * 회의일 :７.５(목)

 출장지

 m (대상국가) 일본 도쿄

 m (방문기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출장자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김인숙 디지털기획과 사서사무관
  CJKDL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의제 제안,  
  실무 협의

김현옥 디지털기획과 주무관   CJKDL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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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일 자 지역 시 간 일 정 비 고

7.4.
(수)

김포 12:05-14:15 김포공항 출발-하네다 공항  KE5707 

도쿄 14:15-16:00 하네다 국제공항 – 호텔 이동  

7.5.
(목)

도쿄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10:00-10:05
도쿄국립국회도서관 방문
- 디지털정보자원부 회의장

at the South entrance of 
the NDL

10:05-10:15 환영인사

10:15-12:00 토론1 – 관리자 수준의 이슈 Conference room

12:00-13:20 《오찬》

13:30-16:00 토론2 – 실무자 수준의 이슈 Conference room

16:00-17:00 합의사항 확인 및 회의 종료

7.6.
(금)

도쿄 12:00-14:00 호텔-하네다 공항  

김포 15:40-18:00 하네다 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KE5710

 참석자 명단

 m 참석자 : 총 6명(CJKDLI 프로젝트 회의 실무반원: 한국2명/일본 4명)

소속 성 명 소속 및 직책 실무반

한국국립
중앙도서관

김 인 숙 디지털기획과 사서사무관 일반

김 현 옥 디지털기획과 주무관 일반

일본국립
국회도서관

마츠모토 다모쓰
(MATSUMOTO Tamotsu)  전자정보부 주임사서 일반

후쿠바야시 야스히로
(FUKUBAYASHI Yasuhiro)  전자정보부 전자정보기획과 과장 보좌 일반

오자와 코타
(OZAWA Kota)  전자정보부 전자정보서비스과 과장 보좌 기술

나카가와 사오리
(NAKAGAWA Saori) 전자정보기획과 제휴 협력 사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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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의안건 및 합의사항

 회의 안건 

 m CJKDLI 프로젝트 향후 추진 위한 운영 방향 논의

  -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대응방안 논의
  - 「CJK Digital Library」 포털 오픈 위한 향후운영 방안 논의
   ·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올해 말까지)하여 중국 측에  

 통지하고(8월 초), 이후 포털 오픈 시 일본과 협력 사항 논의

 

 ※ (추진배경) 중국 문화부에서 「한·중·일 디지털도서관(CJK Digiatal Library)」포털의 온라인 
서비스 승인을 갑작스럽게 거절(deny)하여(‘17.11.28.), 현재까지 제7회 「CJKDLI」 
연례회의와 프로젝트 추진이 일시 중단된 상태임

  합의사항

 

 ▣ 한국·일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내용을 중국 측에 통보 후, 그다음 단계를 추진하기로 함
 ㅇ 한중일 디지털 도서관 이니셔티브(CJKDLI)는 중국의 포털 구축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며, 중국의 상황이 언제라도 진척이 있다면 언제라도   
    동일하게 3국은 공통의 합의점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임
 ㅇ 중국(NLC)의 현재 상황*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올해 말까지)
  - 중국의 현재 상황 및 CJKDL 포털 오픈에 대한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설정
    * 현재상황 : 중국의 문화부로부터 진척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

  - 유예기간 중 한국과 일본은 포털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콘텐츠 
    확대 등 노력 예정
 ㅇ CJKDL 포털 오픈 시 중국의 디지털컬렉션 20종 포함, 2017년까지 한국,
    일본이 교환한 디지털콘텐츠(디지털컬렉션 80종, 서지메타데이터 2,000건) 
    오픈하길 희망함
 ㅇ 중국의 상황이 유예기간까지 진척이 없는 경우,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만  
    으로 포털 오픈
  - 포털 오픈은 한일 양국 논의 후 시기 결정 예정
  - CJKDL 포털 운영을 위한 실무 매뉴얼 작성 등 각국의 역할은 추후 논의
   · 포털 시스템 관련 문서는 한국이, 운영관련콘텐츠는 일본이 담당
 ㅇ CJKDL 포털 공개 전 중국에 최종 통지
 ㅇ 향후 CJKDLI 프로젝트 지속 및 확대(참여국가 등) 위한 운영 방향 
    계속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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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 계획

  향후 추진 계획 

  m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 중국의 서지(메타)데이터(1,000건)을 숨기거나 삭제하고 디지털컬렉션만  
     유지 
   - 유예기간 동안 「CJKDL 포털」 디지털컬렉션(각국 20종) 및 서지(메타)데이터  
     각국 1,000건 구축 (※제6회 CJKDLI 프로젝트 합의사항에 근거)
   - 향후 중국의 협력 가능성 고려해 포털 구축

  m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제안 일부 동의(자국 콘텐츠 포함 거절) 또는
     무응답일 경우
   - 한국과 일본만의 콘텐츠로 포털 오픈 준비
    · 서지(메타데이터)는 OAI-PMH 하비스트 등 구현하여 1,000건 이상 입력 가능 
   - 중국의 소개페이지, 콘텐츠 등 관련 페이지 전부 숨기거나 삭제
   - 포털 운영 정책 수정, 포털 명칭 변경 등

  m 포털 내 남아있는 이슈사항 점검
   - 관리도구와 시스템 관련 사항은 한국이 지속적 개발(2018년까지) 
   - 운영관련 콘텐츠는 중국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본이 최소화 수정
   - 변형문자(중국어, 일본어 한자 유니코드) 논의
   - 검색논리(Search logic) 적용 방안 논의
   - 관리도구 기능 개선 등

  m 유예기간 이후 포털 오픈 준비 
   - 유예기간까지 중국의 진척사항 없다면 한일은 포털 오픈 실행 준비
   - 「CJKDL 포털」 운영 관리 및 역할 분담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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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의 세부 내용

 회의 내용

 1.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 협력 지속 강조
  m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CJKDLI)”는 중국의 「CJKDL포털」 구축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임을 전제함
  m 중국의 상황이 언제라도 진척이 있다면, 3국은 포털 오픈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공통의 합의점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임

 2. 중국 측에 유예기간 통지

 m 한국과 일본은 올해 말까지(2018.12.31.) 유예기간을 정하여 중국에 통지

 m 유예기간 종료 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디지털컬렉션 20종과 2017년까지 3국이  
   교환 자료 서지(메타)데이터 1,000건 포함하여 포털 오픈 희망함을 중국에 제안  

  가. (제안 동의) 중국이 한일 양국의 제안에 전부 동의한 경우 
   - 중국이 향후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과 일본은 「CJKDL포털」 오픈 준비 착수
   ※ 중국이 유예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국 측에서 유예기한을 정하기를 제안 
  나. (일부 동의) 중국이 자국의 콘텐츠 포함은 거절하되, 유예기간 동의
   -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만으로 「CJKDL포털」 오픈을 위해 준비할 것임
   - 포털 명칭, 사이트 소개 변경 등 중국 관련 항목 모두 삭제해야 할 것임
  다. (제안 거절) 중국을 제외한 포털 오픈에 아예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포털 오픈 불투명. 중국의 의견에 따라 재차 논의 필요
  라. (무응답일 경우) 중국이 유예기간 제안 자체에 아무 응답 않는 경우
    - 유예기간 종료 후 한일 양국이 합의한 시점 포털 오픈
    -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만으로 포털 오픈 준비
   ※ 만약 중국이 CJKDLI 프로젝트 탈퇴를 거론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3. 중국의 유예기간 동의 시 추진 사항(CJKDL 포털 계속 구축) 

 

 m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합의내용을 중국에 통지하고 중국의 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CJKDL포털」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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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안 동의 할 경우(2-가) 구축  
    - 중국이 향후 협력할 가능성 고려해 포털 구축
    - 포털 명칭, 운영관련 콘텐츠 등 수정 사항 없음
    - 각국 디지털컬렉션 20종, 서지(메타)데이터 1,000건 선정 구축 추진
      ※ 2016년 CJKDLI 연례회의 합의사항 근거

  나. 일부 동의(2-나) 또는 무응답일 경우(2-라) 구축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콘텐츠만으로 「CJKDL 포털」 구축
    - 포털 명칭, 사이트 소개 변경, 중국의 서지데이터 등 관련 항목 삭제 
    - 각국 디지털컬렉션 20종, 서지(메타)데이터 각국 1,000건 이상 구축
      (OAI-PMH 하비스트 수집 등 방법 이용)
  다. 중국 측이 제안 자체를 거절할 경우(2-다)
    - 일본과 재차 논의 필요
  라. CJKDL 포털 남아있는 이슈사항 점검 등
    - 포털 내 남아있는 이슈사항 점검
     ※ 간체 번체 변형한자, 검색(AND, OR), 관리도구 개발 등 논의 
    - 관리도구와 시스템 관련 사항은 한국이 지속적 개발(2018년까지) 
     - 운영관련 콘텐츠 등 중국의 입장이 표명될 때까지 수정사항 최소화(일본)

 4. CJKDL 포털 오픈 실행 준비(유예기간 종료 시)

 
 m 유예기간 종료 후 한국과 일본은 중국 측의 진척상황에 따라 포털 오픈 
    실행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에 포털이 오픈됨을 고지함

  가. 「CJKDL 포털」 운영 관리 및 역할 분담 재논의
    - 2017년 일본에서 제안한 ‘MOU(안)’(CJK 디지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양해
      각서)을 출발점으로 논의
    - 포털의 관리도구를 각국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포털의 실제 운영   
      협력 필요함  
  나. 유예기간 종료 시 중국의 진척사항 없다면 한일은 포털 오픈 실행 준비
    - 제안 동의(2-가) CJKDL 포털 명칭으로 오픈될 것임
    - 일부 동의(2-나) 포털 명칭, 소개 등 수정 후 오픈 준비 
    - 무응답일 경우(2-라) 포털 명칭, 소개 등 수정 후 오픈 실행될 것임
  다. 포털 오픈 실행 전 한일 양국은 중국 측에 포털이 오픈됨을 최종 고지
    - 포털 운영 방안, 오픈시점 등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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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의견

 
   「CJKDL포털」 계속적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협력 필요성 및 공감대 
      확인 계기 
   한일 양국은 현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점에 대한 차선책으로 유예 기간
     설정 등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하여 합의점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