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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출장 목적

  디지털자료의 구축 현황 및 이용서비스 제공 사례 분석

  최신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시설 및 서고자동화 시스템 현황 조사

출장 일정

  출장기간: 2018. 12. 2.(일) ~ 12. 8.(토) / 5박 7일

  출장지: 호주 (시드니, 캔버라)

  방문기관

- 맥쿼리대학교 도서관 Macquarie University Library

-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UTS Library

- 호주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 호주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호주국립대학교 도서관 ANU Library

- 뉴사우스웨일즈주립도서관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출장자

성명 소속 및 직급 역할

엄지연
자료운영과 

주무관

◦ 차세대기술을 활용한 서고자동화시스템 운영 현황 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 로봇, VR 기술 등을 활용한 이용 서비스 제공 사례 연구 

곽경민
자료운영과 

주무관

◦ 전시자료의 디지털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사례 조사

◦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김수정
디지털정보이용과

주무관

◦ 선진도서관 디지털 자료 제공 및 컬렉션 제공 서비스 운영 현황 조사

◦ 디지털 자료 저작권과 제공 범위 관련 이슈 사항 및 조정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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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세부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
물

(직책포함)
12. 2(일) 인천 호주

(시드니)
OZ601 20:0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12. 3(월) 시드니 08:20 ◦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11:00~
17:00

맥쿼리
대학교 
도서관 방문

◦ 맥쿼리대학교 도서관 방문
- Automated Storage & Retrieval

System 및 VR, 3D 프린터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고 관리 및 이용환경 
제공 현황 조사

Jennifer
Bremner 등

12. 4(화) 시드니 10:00~
17:00

시드니과학
기술대학교 
도서관 방문

ㅇ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방문
- Library Retrieval System 적용 현황 
조사
-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Sally
Scholfield 등

12. 5(수) 시드니 캔버라 QF1461 06:20~
07:15

ㅇ시드니 → 캔버라

캔버라 10:00~
17:00

호주국립
박물관

◦ 호주국립박물관 방문
- 로봇을 이용한 투어 서비스 사례 
조사
- 전시자료의 디지털화 및 자료 제공 
사례 조사

Deborah Hill
등

12. 6(목) 캔버라 10:00~
17:00

호주국립
도서관

◦ 호주국립도서관 방문
- 서고 자료 이동을 위한 robot courier
활용 사례 조사
- Trove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자료 
제공 현황 조사

Di Pin
Ouyang등

12. 7(금) 캔버라 10:00~
17:00

호주국립대
학교 도서관

◦ 호주국립대학교 도서관 방문
-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사례 조사
- 서고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 조사

Heather
Jenks 등

12. 8(토) 캔버라 시드니 QF1461 08:20~
09:15

ㅇ캔버라 → 시드니

시드니 인천 OZ602 10:20~
19:00

◦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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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장세부내용

1. 맥쿼리대학교 도서관 

 

일반현황

  도서관명 : Macquarie University Library (개관연도 : 2011. 2.)

  주    소 : 16 Macquarie Walk, Macquarie University NSW, 2109

  전    화 : +61 2 9850 7500

  홈페이지 : https://mq.edu.au/library

  예산 및 장서량 : $7,800,000 / 2,069,629권 (*2018. 1. 기준)

  조직도 (*2018. 12. 기준,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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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개요

ㅇ일  시 : ‘18. 12. 3.(월), 11:00 ~ 15:00

ㅇ면담자 : Jennifer Bremner(Librar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Manager)

            Alison Briggs(Library Business Services Manager)

 

 서고 시스템

    2011년 맥쿼리대학교의 도서관 건물을 지을 때 Automated 

Storage Retrieval System을 도입하였으며, 설계부터 건설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었음. 

     * Dematic 제품, 97백만 달러

    현재 메인 도서관은 1개이며, 개가된 일부 자료 외 85만권 정도의 

자료가 서고에 보관되어 있음. 전체 수용 가능 자료수는 180만권 

정도임.

    서고에는 이용률이 낮은 도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용이 많아지

는 도서는 다시 개가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서고는 열람실과 인접해 있으며,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사서가 신

청내역을 프린트하여 서고에서 시스템을 조작하고 거의 수 초 내

에 책이 도착함. 서고 내에 직원이 상시 대기하지는 않으므로 신

청부터 대출까지의 시간은 통상 20분 정도로 안내함.

    서고에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는 일반도서, 마이크로필름, CD, 기

록물, 지도자료 등 다양하며 각 종류별로 상자에 보관하는데, 상

자의 높이와 자료의 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함.

※ 상자의 높이보다 큰 책은 운반 또는 적재시 파손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

    자료 인식과 관리에는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음.

    ASRS 사용 중 오류나 고장은 많지 않으나, 빈 상자에 책이 들어

가기 시작할 때 무게 차이로 상자가 기울어지거나 뒤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기계적 결함 역시 많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관리해주는 엔지니어가 있어 처리해줌. 크레인 작동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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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도서관 직원이 전원을 재부팅하는 정도는 가능함.

    서고의 방재 시스템은 화재 발생시 서고 내부의 철재 벽면이 1차

적으로 확산을 막아주며 스프링클러로 진압함. 책이 상자에 밀집

된 설계 구조는 산소량을 줄여 화재가 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

을 함. 

 

새로운 기술의 도입

    맥쿼리대학교 도서관은 관내 VR 및 3D 프린터 체험장을 제공하

고 있음.  

    * VR은 HTC Vive, 3D 프린터는 makerBot.com 제품

    VR 및 3D 프린터 체험장은 예약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사서

가 상주하지는 않는데, VR의 경우 체험 시 어지러움이나 컨디션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반자가 필히 함께 와야 이용이 

가능함. 

    체험장 이용시 사서가 별도 교육을 하지는 않으며, 이용자가 비치

된 매뉴얼을 보고 이용하도록 함.

    이용통계                               (2017. 11. 24. - 2018. 9. 17.)

구분 학생 대학교 직원 도서관 직원 합계

VR 156 39 36 231

3D프린터 124 35 63 222

 연구 데이터 관리

    맥쿼리의 연구원들은 ANDS(The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의 데이터 관리 가이드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가 

이드라인을 통해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면 연구 과정에 신뢰도  

가 높아지고, 정부 또는 외부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을 

더욱 더 쉽게 만들어 준다고 함.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 및 규

정 제공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현재 맥쿼리는 연구자와 학생들을 위해 오래된 연구 정보 관리 

- 8 -

시스템을 개선해 새로운 Research Portal을 운영하려고 기획 중에 

있음. 연구자들은 Research Portal에서 연구 보조금 지원을 신    

청하고, 연구 결과, 성과 및 상금 등을 기록하여 관리 가능.

    연구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 연구 데이터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데이터 손실이나 다른 연구 주  

    제와의 중복으로부터 보호되어 저작권 문제의 사전 방지 가능함.  

  - 또한 연구 데이터를 인용하고,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비슷한  

    관심 주제를 가진 다른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연구 지원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해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도서관은 이를 위해 포괄적인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음.

 

 Brunner Collection 

    이집트학 분야의 Hellmut Brunner 교수와 Emma Brunner-Trau 교

수의 기부금으로 조성되었고, 이집트 고고학을 위해 Runndle 재

단에서 자료를 구입하여 컬렉션을 확장시킴.

    도서관 2층 제한 구역 뒤에 있는 특별실에 위치함.

    맥쿼리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유일하게 브루너 컬렉션만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화 작업은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짐.

    Brunner Digitized Collection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자료는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만 이용 가능함.

    자료 접근은 원본 자료 구입 조건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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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ner Digitized Collection 화면>

 

 저작권 제공 범위 및 관련 이슈

    저작권법에 따라 학습 및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복제할 수 있음. 

전체 페이지의 10% 가량, 챕터로 구분되어 있다면 하나의 챕터만 

가능함.

    맥쿼리대학교 도서관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된 도서 챕터와 저

널 기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레포지터리인 ‘iShare’와 

‘Leganto’을 사용하고 있음.

    디지털자료는 저작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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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맥쿼리대학교 도서관 전경 ASRS 자료 보관 상자 모습

VR 및 3D 프린터 VR 체험 장비

VR 체험장 3D 프린터 작동 모습

3D 프린터 출력물 면담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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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일반현황

  도서관명 : UTS Library (개관연도 : 1984)

  주    소 : CNR Quay St & Ultimo Rd, Haymarket NSW 2007

  전    화 : +61 2 9514 3666

  홈페이지 : http://www.lib.uts.edu.au/

    예산 및 장서량 : $22,584,547 / 1,568,832권 
 
    조직 및 인원 : 104명 (*2018. 11. 기준, 정규직) 

 면담개요

ㅇ일  시 : ‘18. 12. 4.(화), 10:00 ~ 17:00

ㅇ면담자 : Sally Scholfield(Director Education & Research Services Unit)

          Jemima Mcdonald(Information Services Manager)

          Helen Chan(Sciences and Technology Team Leader)

            Rebecca Dale(Data Librarian)

            Marisa Rodriguez(LRS & Services Delivery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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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시스템

  UTS 도서관의 ASRS 서고 시스템은 2014년 도입되었으며, 완공에 

3년이 소요되었음.
* Dematic 제품

  서고에는 이용률이 낮은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메인 도서관

과 거리가 있어 이용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청된 도서를 모아서 2

시간 간격으로 운반차를 통해 이동하여 서비스함.

  인쇄자료, 마이크로필름, CD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총 500,000권가량 소장되어있음. 수용 가능한 최대 용량은 

1,000,000권 정도임.

  자료 인식은 RFID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번에 많은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자료의 추적을 통해 자료 이용 방식 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됨.

  서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는 거의 없으며, 발생한다면 

기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음.

 

새로운 기술의 도입

    UTS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로봇이나 3D 프린터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특히 3D 프린터의 경우 이

미 필요한 학부에서 도입하여 실습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에서의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사례로 도서관에서 안내를 담당하거나 프

로그래밍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Aldebaran Robotics사의 NAO 로

봇, 고서 등 훼손이 심한 자료들을 터치형의 유리 박스에서 전자

책 형태로 볼 수 있는 DatacomIT의 제품 MagicBox를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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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 Robot> <MagicBox>

 연구 데이터 관리

    ‘Stash’는 UTS 연구자의 연구 데이터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Stash’는 연구 데이터의 적절한 관리 및 큐레이션,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과의 연구 데이터 공유 등을 지원함.

    ‘Stash’의 목적은 연구 데이터의 관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의 

검색 및 연구 데이터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제공.

   

 

 UTS 연구자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Research Data Team은 연

구자들에게‘Stash’이용 방법 안내, 접근 허가 등을 제공함. 

‘Stash’에 제출된 연구 데이터는 데이터 사서에 의해 검토되며 

전체 과정의 시간은 2-4주 소요됨. 

   

 

 UTS의 연구자들은 RDMF를 통해 자신의 연구 진행 과정을 설계

하고, 정보를 기록하며 업데이트 가능.

   

 

 연구자들의 RDMF 수립을 위해 Research Data Team은 관련 교육 

및 관리를 지원함. 이 서비스는 UTS 소속의 모든 연구자와 학생

들에게 제공. 상담은 직접 방문 또는 ‘ASK A QUESTION’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됨.

   

 

 현재 연구자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기획 중에 있음.

   

 

 연구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저장 공

간 제공.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데이터에 맞는 저장 옵션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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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저장 가능. 데이터의 저장 공간

은 1024GB.

    연구 데이터의 저장 공간 제공을 통해 연구자들은 많은 돈을 절

약하고, 데이터 보안 및 품질 유지 등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남. 

  디지털컬렉션 서비스

    UTS 도서관은 전시자료 및 소장자료 디지털화, 웹아카이빙 등

의 방법으로 디지털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음.

    자료 입수 조건에 따라 접근 권한이 정해짐.

    디지털화 요청은 오로지 도서관 직원만 가능함.

    디지털컬렉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음. 

  - 중국도서관(China Library)

    ․ 중국과 관련된 5,000권 이상의 책과 시청각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디지털도서관은 745,000권 이상의 전자 자료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매년 업데이트됨. 관내 지정된 컴퓨터(7대)를 통해서만 디

지털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음. 

  - Golden Target Awards Collection(GTA)

    ․ 컨설턴트, 기업 및 비즈니스,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가 수행

한 캠페인 및 프로젝트를 전시함. 2011-2013년 자료를 스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UTS 교직원 및 학생만 이용가능함.

  - On the Fringes : South West Sydney 1994-2014

    ․ UTS 도서관에서 진행된 ‘Therese Sweeney’의 사진전을 디지

털컬렉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이용가능함.

  - Special and Rare Books Collection – Internet Archive
    ․ 아동소설, 호주 교육, 시, 미술 및 일러스트와 관련된 특별도서 

및 희귀본을 디지털화 시켜 컬렉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이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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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S Kuring-gai Campus Photo Archive

   ․ 2015년 말, Kuring-gai 캠퍼스 폐쇄를 기념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

이 UTS 아카이브 컬렉션에서 선택한 사진을 디지털화함. 플리커

(flicke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모두 이용가능함.

<UTS 도서관 디지털컬렉션 화면>

 디지털저작권 제공 범위 및 관련 이슈

    UTS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자료(전자저널, e-Book, 스트리

밍 비디오 및 데이터베이스) 교육·학술적 목적으로 제공하며, 호

주 및 196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 UTS 정책을 따르고 있음.

  호주 저작권법에 따라 학습 및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복제할 수 

있음. 전체 페이지의 10%, 챕터로 구분되어 있다면 하나의 챕터

만 복사 가능함.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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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UTS 도서관 전경 도서관 내 게시판

열람실 내부 자료검색 및 원문이용석

서고의 자료 보관 상자 자동화 서고 설비

대표 면담자와 함께 서고 시스템 담당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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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국립박물관 

 일반현황

  기 관 명 : NMA,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개관연도 : 2001)

  주    소 : Lawson Crescent Acton Peninsula, Canberra ACT 2601

  전    화 : +61 2 6208 5000

  홈페이지 : https://www.nma.gov.au

  예산 : $51,029,000

  조직도 (*2018. 11. 기준)

  

 

  

 면담개요

ㅇ일  시 : ‘18. 12. 5.(수), 10:00 ~ 17:00

ㅇ면담자 : Deborah Hill(International & Domestic Engagement Manager)

            Robert Bunzli(Learning Services and Community Outreach Manag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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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정책 및 디지털컬렉션 서비스

    호주국립박물관은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따라 장기보존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허나, 박물

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전시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아님.

    디지털 5개년 전략(2016-2020)에 따라 호주국립박물관은 디지털자

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 리뉴얼 및 ‘Collection 

Online Project’를 진행 중에 있음.  

    호주국립박물관 내부에 촬영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전문 

포토그래퍼가 소장품 및 전시자료를 다각도로 촬영하여 이미지파

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작업을 위해 별도의 건물에 촬영 장비를 갖춘 포토스튜디오 작업

장을 가지고 있으며, 촬영에 의해 이미지화된 파일은 장서관리시

스템을 통해 웹사이트에 업로딩함.

    업로딩 된 자료는 박물관 홈페이지 및 ‘Collection Explorer’에

서 이용가능하며, 현재 ‘Collection Explorer’에는 소장 컬렉션

의 40%(87,367건) 정도가 업로드 되어 있음.

    또한 업로드 된 자료 중 데드링크(dead-link)가 발생할 경우, 콘텐

츠매칭시스템에서 알려주며, 알림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함.  

    뉴질랜드국립박물관의 ‘Te Papa’ 컬렉션도 유사한 사례이므로, 

디지타이징 컬렉션으로 참고해볼만한 사이트임.

    저작권 문제의 경우, 호주국립박물관이 모든 자료의 저작권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Collection Explorer’의 일부 이미지는 

공용 도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CCL'(Creative Commons 

License)’으로 다운로드 및 사용할 수 있음. 다른 모든 이미지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 등)로 각종 전

시 및 컬렉션을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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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시 운영

    호주국립박물관은 오프라인 전시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특별전(Special exhibitions)과 과거 전시(Past exhibitions) 및 상설

전시(Exhibitions always showing)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대부분 오프라인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형태. 국립 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시 주제는 모두 호주의 역사를 

다룬 내용임.

    온라인 전시에서는 주요한 인물 또는 소장품에 대한 설명과 함  

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오디오 등도 함께 게시. 동영상의 경우, 

소장품을 다양한 각도로 자세하게 찍어 실제 소장품을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온라인 전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운영하는 이유는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국

립박물관의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온라인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임.

    ‘Collection Explorer’을 통해 호주 국립 도서관의 소장품을 온

라인으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 소장품의 형태

는 사진, 편지, 포스터 등 매우 다양함. 현재 87,367건의 소장품을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호주국립박물관의 ‘Collection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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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지 위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크게 자료

의 형태, 인물, 장소, 시대 카테고리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소장

품 검색 가능. 

    온라인으로 구축된 소장품의 경우, 저작권 이용 및 제한 여부가 

함께 표시됨.‘Reuse Image’라고 표시된 경우, 바로 관련 이미

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 가능함.

    소장품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돈이 필요함. 자체예산으로 부족하여 기부도 받고 있음.

  새로운 기술의 도입

    호주국립박물관에서는 지난 6년간 로봇을 이용한 투어 서비스를 

진행하였음. 도슨트가 이동이 가능한 영상 전송형 로봇과 함께 

박물관 내를 돌아다니며 전시 자료를 원격으로 보여주면서 자료

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 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박물관에 방문

하지 않고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음.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설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도슨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면의 학습 아이콘을 통해 스스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임.

     * 관련 기술의 회사로는 Double Robotics, Anybots 등이 있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기술의 발달로 소형의 핸드폰 및 

탭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기존에 

주문 제작했던 로봇의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는 로봇을 

대체하여 zoo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비디오 교육을 하고 있음.

    기술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그 좋은 예가 본 박물관에서 제공하

고 있는 프로그램인 Kspace Interactive Adventure Game임.

    Kspace는 5세-12세 아이들을 위한 게임 체험장으로 총 3단계의 

체험을 제공하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로봇을 만들어 호주의 역사

적 장소들을 방문하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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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이들은 협동 게임을 즐기면서 호주의 역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Kspace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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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호주국립박물관 전경 디지털자료 면담자들과 함께

박물관 내 전시공간 박물관 투어 담당자와 함께

총괄 담당자와 함께 로봇 관련 면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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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국립도서관 

 일반현황

  도서관명 : NLA,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개관연도 : 1968)

  주    소 : Parkes Pl W, Canberra ACT 2600

  전    화 : +61 (0)2 6262 1111

  홈페이지 : https://www.nla.gov.au

  예산 및 장서량 : $73,123,000 / 약 1,000만권 (*2018. 6. 기준)

  조직 및 인원 : 382명 (정규직 직원, *2018. 6. 기준)

 면담개요

ㅇ일  시 : ‘18. 12. 6.(목), 10:00 ~ 17:00

ㅇ면담자 : Di Pin Ouyang(Asian Collections Manager)

           Ji-yeon Cho(Korean Librarian)

           Hilary Berthon(Trove Outreach Assistant Director)

           Elizabeth Baillie(Overseas Collection Management & Metadata Branch Director)

             Heather Clark(Reader Services Branch)

          Rod Stroud (Collection delivery & Storage)

관장

장서관리
국내장서 및

이용자 서비스
국가장서접근

관리자 및

공공프로그램
정보기술 협력서비스

․ 국내장서 관리

․ 외국장서 및

메타데이터 관리

․ 보존 서비스

․ 이용자 서비스

․ 지도자료

․ 그림 및 필사본

․ 구술역사 및 민담

․ 디지털화 및 

원문제공

․ 디지털 서비스
․  협력 서비스
․ TROVE

․ 관리자 지원

․ 지역사회 지원

․ 전시

․ 출판, 판촉  및 

홍보

․ 제품 개발

․ IT 서비스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

․  관리 및 회계

․  시설 및 안전

․  인사

․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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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 시스템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30여년간 밀집서가를 사용하고 있음. 자동

화된 서고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음. 

    특이한 점은 국립도서관임에도 더이상 듀이분류를 적용한 청구기

호로 배열하지 않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수입연도-일련번호’

를 부여하여 배가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에게 청구기호의 분류번

호가 어렵고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직원들이 책을 찾기 

쉬운 방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함.

    서고 내에는 2016년 도입된 운반용 로봇이 총 4대 있으며, 서고의 

각 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함. 단, 자료를 서

가에서 꺼내고 다시 배가하는 작업은 직원이 하고 있음.

    운반용 로봇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고 내의 이동 동선을 

따라 설치된 레일 위로 다니는 형태의 운반기를 사용했었기 때문

에, 로봇을 이용하게 된 후에도 인력 운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서고 내의 이동 경로는 모두 평지이며 경사로나 문턱 등이 없어 로봇이 

이동하기에 장애가 없음. 로봇은 충전식이며 스스로 정해진 자리에 돌아

가 충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음.

    호주국립도서관은 본관 외에 차로 30분 거리에 이용률이 낮은 자

료를 보관하는 저장 서고가 2군데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에 두 번 본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고 있음. 한번 대출한 책

은 7일간 관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연장하고 싶을 경우 반납 

후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디지털화 정책 및 서비스

    디지털화 현황 및 장서 규모 : 2,643,324점 / 5 petabytes (*2018. 6. 기준)

    2000년 대 초, 미래 세대를 위한 자료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 프로

젝트를 시작함.  

    소장 자료, 국내 신문, 저널 및 컬렉션 등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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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디지털화는‘Trove Outreach’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도서관 소장 자료의 경우, 자체 DLI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지

털화 하고 있으며, 신문 및 관보의 경우 지역도서관과 디지털 파

트너십을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함. 지역 내 발간된 신문의 

원본을 수집하고 보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제작함. 신문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독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

지 않음. 

      *팩티바(factiva) 는 호주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을 모아놓은 사이트로

       호주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함. 호주국립도서관도 팩티바를 구독하고 있음.

    디지털화 우선순위는 호주에서 발간된 자료이며, 최근에는 국외 

장서도 디지털화 작업에 들어감.

    도서관내에 디지털화 작업장을 두고 있으며, 자동화 북스캐너, 지

도 스캐너 등 모든 매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화 작업은 도서관 내부에서 진행됨. 디지털화된 이

DLIR program

· DLIR 프로그램은 Digital Library Infrastructure Replacement의 약어로, IT 부문이 수행한 가장 큰 프로젝트임. 

· 2011년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말에 개발 완료.

· 호주 및 호주 국민과 관련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수집, 보존, 디지털 형식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

· 향후 10년 동안 대량으로 증가하는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집 및 관리를 보장하고, 미래에 

 도입될 새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화된 도서, 저널, 관보, 사진, 필사본, 지도, 지도, 악보, 단명자료 및 

 디지털콘텐츠(전자출판물, 기록물, 웹사이트) 등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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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판독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함.

    호주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펀딩을 받아 디지털화 사업을 수행함. 

    디지털화된 자료는 도서관 목록 및‘Trove’를 통해 서비스됨

    디지털콘텐츠 관리 측면에서 데드링크는 큰 난제임. 현재 트러스

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돌려서 데드링크를 체크하고 있으며, 데

드링크 발생 시 시스템에서 알려주면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저작권 제공 범위 및 관련 이슈

    호주국립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호주 내에서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며, 디지털화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함. 호

주저작권법은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이는 

아직까지 호주 내에서는 법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지

지 않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화에 관한 저작권 법률의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임.

    이에 관한 도서관의 입장은 저작권에 대한 우선권은 작가, 출판사

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디지털화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내용이 명확해진다면, 작가 및 출

판사의 승인을 얻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함.

    호주 내 다른 기관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인쇄물의 경우, 연구 및 

학술목적으로 이용 시, 전체 페이지의 10% 가량 복제가 가능함.

    또한 전자자료(e-Book, 저널, 데이터베이스 등)의 경우 관련 기관 

및 업체와 맺은 라이센스 협약을 통해,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 받은 

이용자라면 호주 내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온라인 전시 운영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현재 ‘A meeting of two cosmologies’, 

‘The death of the Hawaiian Royals’등 호주와 호주인의 역사

를 다룬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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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책에서 발췌한 이미지와 내용을 위주로 전시 페이지를 구

성했고, 상세한 설명을 함께 게시함. 

    온라인 전시는 상설로 계속 그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도서관 홈

페이지는 물론 블로그, 매거진 등을 통해 홍보. 

    전시 내용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 가능함. 이와 함께

    현재 오프라인에서 운영 중인 전시 ‘Cook and the Pacific’는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감상 가능.

  ‘Trove’운영 현황

   ‘Trove’는 호주국립도서관과 관리하는 웹사이트. 책뿐만 아니라 

정부보고서, 지도, 그림 등 다양한 자료의 검색을 지원하고 원문

을 제공함.

    호주국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 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온라인 자원을 수집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특히 정부보고서의 경우 대부분이 원문으로 제공되고, 디지털화된 

신문 기사의 양 역시 방대함.

    책의 경우, 호주의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검색결과를 FRBR 형식으

로 검색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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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호주국립도서관 본관 전경 면담자와 함께

디지털전시관 운반용 로봇

서고 내 밀집서가 한인사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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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국립대학교 도서관

 일반현황

  도서관명 : Chifley Library, ANU Library (개관년도 : 1968. 2.)

  주    소  : JB Chifley Building, 15 Concessions Lane, Acton AT 2601

  전    화 : +61 2 6125 4428

  홈페이지 : https://anulib.anu.edu.au

  시    설 : 치플리도서관(중앙도서관)외 4개의 분관, 1개의 저장소 

  장 서 량 : 약 250만권

  특    징 : Art & Music Library, Chifley Library, Hancock Library,

Law Library, Menzies Library 등 총 5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인쇄 자료를 보관하는 저장소(Print

Repository)가 별도로 위치함.

 면담개요

ㅇ일    시 : ‘18. 12. 7.(금), 10:00 ~ 17:00

ㅇ면담장소 : 치플리도서관 내 사무실 

ㅇ면 담 자 : Elke Dawson(Open Research Manager)

              Heather Jenks(Library Service Associate Director)

 서고 시스템

  치플리도서관이 2018년 2월 홍수로 인해 대규모로 자료를 유실

하였음. 약 130,000권의 단행본, 비도서, 희귀본 등이 홍수에 의

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건물이 노후화한 

것이 영향이 있다고 함.

  현재 각각의 단과대학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도서관들을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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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며, 이 과정에 자동화된 서고 시

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나 예산의 문제로 검토 중에 있음.

  대학교 부지와 20km 거리의 Hume에 위치해 있는 ANU Print

Repository에 장서의 약 80%가 소장되어 있으며, 운반차를 통해 

매일 치플리 도서관으로 자료를 배달하고, 자료의 스캔 요청이 들

어오면 스캔한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는 업무도 수행함.

  Print Repository에는 1990년 이전에 발행된 연속간행물, 온라인 

자료가 있는 1989년 이후 출판된 연속간행물, 그리고 단행본을 포

함하여 이용률이 낮은 장서 등이 보관되어 있음.

<ANU Print Repository 내부> <ANU Print Repository 외부 전경>

 연구 데이터 관리

  ‘DMPTool’은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관리 계획을 수립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 호주국립대학교는 DMPTool 서비스의 참여 기관으

로,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DMPTool의 이

용을 권장하고 있음.

    연구자들은 DMPTool을 통해 연구 데이터 관련 윤리 및 법률 준

수 가이드를 제공받음. 또한 연구데이터의 저장 및 보안, 데이터 

공유 관리가 가능함.

    특히 연구 자금의 지원 및 예산 관리 등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장점임.

    현재 DMPTool 사용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연구데이터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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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후에는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것으

로 예상됨.

  ANU는 연구자 및 학생의 연구 데이터 관리 및 저장을 위해 내․외
부에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OneDrive 라이브러리’는 ANU에서 관리하며, 연구데이터 저

장은 물론 외부 연구자들과 데이터 공유 및 협력을 지원함. 이

러한 연구 데이터의 파일 업로드, 동기화 및 공유를 위해 최대 

25GB의 저장 공간 제공.

    - ‘ANU Data Commons’역시 연구 데이터의 저장 및 보안, 공

유 를 지원함. 데이터 저장 포맷의 제한이 없으며, 정확한 데이

터  검색 및 브라우징이 가능함. 

    - ‘ANU Open Research repository’역시 연구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함. 개방형 플랫폼으로 연구데이터의 접근 및 배포 

를 지원함.

  디지털화 정책 및 서비스

    디지털화 사업은 ANU 도서관의 전략 계획의 핵심 목표를 지원함. 

특히 컬렉션의 디지털화는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

음.

  - 연구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의 연구 목표를 지원하고 강화시켜 온라인 접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킴.

  - 디지털화를 통해 유일본 및 희귀본 자료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

음.

  - 국내외 중요한 컬렉션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각 대학 및 전 세계의 연구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도울 것

임.

    디지털화는 모든 자료에 대해 이루어지지는 않음. 학술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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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계획에 명시된 우선순위 및 디지털화 된 자료의 가용성

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ANU 도서관 

및 기록관의 희귀본 및 특수자료 위주로 진행됨.

    이미 디지털화 되어있거나,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 디지

털화 작업에 의해 원본 자료가 손상될 수 있다면 우선순위가 낮

아지며, 디지털화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 지정 요소로 고려되지 않음.

    현재 ANU 도서관 내 디지털화 팀에 의해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음. 디지털화 작업은 도서관 내부에서 진행되며, 2명의 

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작업량이 많지는 않음.

    디지털화 된 자료는 오픈리서치저장소에 저장되어 관리되며, 품질 

관리 또한 여기서 엄격하게 이루어져 디지털화 된 자료는 거의 

오류가 없는 편임.

    ANU 도서관의 디지털화 팀은 호주대학도서관사서협회(CAUL)에 

의해 호주국립도서관과 더불어 디지털화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함.

    디지털화된 자료는 ANU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대부분의 자료는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니라도 접근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함. 그러나 일부 자료의 경우 문

화적 민감성, 기밀, 또는 저작권 상의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기도 

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소셜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주

기적으로 신간자료에 대해 업로드하며 홍보를 진행함. 

  저작권 제공범위

    ANU 도서관은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196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다른 규정은 없었음.

    자료 복제 및 기타 규정은 호주 내 타 기관과 동일함.



- 33 -

 관련 사진

치플리도서관 전경 도서관 내부

회의 모습 디지털 작업장 내 서고

연구데이터서비스 면담자와 함께 디지털화 서비스 면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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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사우스웨일즈주립도서관 

 일반현황

  도서관명 : State Library of NSW. (개관연도 : 1826)

  주    소 :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전    화 : +61 2 9273 1414

  홈페이지 : https://www.sl.nsw.gov.au/

  시    설 : 미첼도서관, 딕슨도서관 등 2개 건물 

  예산 및 장서량 : $98,928,000 / 약 600만권 (*2018. 6. 기준)

  조직 및 인원 : 299명 (*2018. 6. 기준)

 특징

  1800년대에 개관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시드니의 대표적 도서관

이며, 갤러리를 운영하여 다양한 전시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양식의 건축물로 지어진 미첼도서관 옆에 현대식으로 지은 

딕슨도서관이 위치하여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보여줌.

 사명

  동시대 및 역사적 지식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제공

  호주 유산의 수집과 보존

  문화적 대상으로서 역할 수행 

  뉴사우스웨일즈 공공도서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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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뉴사우스웨일즈주립도서관 출입구 열람실 내 포토존 

마리바셔총독열람실 앞에서 도서관기념품샵

열람실 내부 관내전시장(입체경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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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장성과 및 시사점

  호주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연구 데이터 

관리는 연구 데이터의 고품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의 

업데이트 및 공유를 통해 협력 및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 

  호주의 대학교 도서관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해 

계획 설계부터 저장 공간 제공, 출판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향후 연구데이터 관리 지원은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및 상담을 넘어 

온라인을 통한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

고 있음. 이러한 연구자 중심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도입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음.

  호주의 국립기관에서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동영상, 이미지 등을 제공하며 오프라

인 전시의 현장감을 온라인 전시에서 역시 느낄 수 있음. 또한 종료

된 과거 오프라인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온라인으로 재구성하여 게

시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풍부한 전시 컨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함.

  온라인 전시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이용자도 전시를 참여

하게 즐길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 전시의 방문객 관리, 소장품 훼

손 등의 단점을 방지할 수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다양한 온라

인 전시 컨텐츠를 개발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

이고, 온라인 문화의 장으로써의 공간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동화된 서고 시스템을 도입한 대학교 도서관들의 경우 대부분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서고에 보관 및 제공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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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스템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았고 시스템 안정성에 있어서

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

  자동화된 서고 시스템은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

입시 드는 높은 비용 부분, 설계부터 구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

는 점, 기계적 문제로 자료가 훼손될 가능성 등을 생각했을 때, 각 

도서관의 장서량과 이용률 및 비용 대비 경제성 등에 대한 다각적 

고려가 필요해 보임.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도서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한 

가지의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

닌, 그 도서관의 서비스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선

택하여 도입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새로운 것들을 보

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얻

을 수 있고 도서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었음.

  국내의 경우 대부분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관외에서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상태임. 호주국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카드소지자이

면 관외에서 자유롭게 온라인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점이 인상 깊

었음. 우리나라도 저작권 문제 해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외에서도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음.

  호주국립도서관에서 자료이용 시, 특히 비도서 자료 취급과 관련

하여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자료 이용보다는 보존의 개념

이 우선시 되었고, 이용자에게도 실물자료가 아닌 디지털파일 형

태로 원본자료를 변환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우리도

서관도 자료가 서비스되는 도중 발생하는 분실, 자료 손상 및 훼

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도서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파일로 변환하여 

서비스 시키는 것을 크게 고려해 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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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경우 국립도서관을 주축으로 각 지역도서관, 대학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원의 수집, 보존, 서비

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국내의 경우도 고품질의 디

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유대를 맺고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