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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목적

 ㅇ 제25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참가를 통한

     해외 도서관과의 정보 교류

 ㅇ 해외도서관과의 교류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 및 네트워크 강화

 ㅇ 우리도서관 국제협력사업 발표 

1. 출장개요

 ㅇ 기  간 : 2017. 5. 16.(화) ~ 2017. 5. 19.(금) / 3박 4일

 ㅇ 출장지 : 중국(베이징)

 ㅇ 출장자 : 이재선(자료관리 부장), 박정연(국제교류홍보팀 주무관)

 ㅇ 주요활동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참석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보고서 발표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간의 정보 교환  

Ⅰ   출장개요

[주요성과]

  ㅇ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주요국 도서관장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해외 도서관계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ㅇ 우리도서관의 국제협력분야의 다양한 사업 소개를 통해 

    국제도서관계에서의 우리도서관의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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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세부일정

월 일
(요일)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비고

5.16(화)

서울
(김포)

KE2851 09:20 o 김포공항 출발 

중국
베이징

10:30 o 베이징 도착 / 회의 등록 

5.17(수)

중국
베이징

08:45~18:00

o 제25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참석
  - 주제 : 국립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중국국가도서관 

18:00~20:00 o 환영만찬

20:00~21:30 o 예술센터행사 참석

5.18(목)

09:00~10:00 o 특별전 개막식 참석

중국국가도서관

10:00~12:00
o 국가전적박물관 전시 관람 및
  중국국가도서관 견학

13:00~16:00 o 문화 활동 자금성

5.19(금)

중국
베이징

KE0856 13:20 o 북경 출발

서울
(인천)

16:25 o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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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ㅇ 일  시 : 2017. 5. 16. (수) ~ 5.17.(목)

  ㅇ 장  소 : 중국국가도서관

  ㅇ 주  제 : 국립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Building Sustainable Regional Network of the 

              National Libraries)

  ㅇ 참석자 : 호주국립도서관 등 20개국 33명

2. 세부일정 : [붙임2] 참고

3. 회의 주요내용

 가. 환영사 및 개회사

  ㅇ 환영사

    - 발표자 : 于群(Yu Qun) (중국 문화부 차관보)

    - 내  용 : 디지털 건설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도서관은 인류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된 문화의 확산 및 사회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포럼에서 발표한‘평화적인 협력과 개방, 상호 이해 증진 

     교육’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에서 도서관 

     동료들과 다양한 협력을 해나갈 것임.‘한중일 국가도서관 디지

     털도서관 이니셔티브(CJK DLI) 사업은 좋은 사례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은 아태지역 국립도서관과 실리적인 

     협력과 사업을 증진하고, 직면해 있는 기회와 도전에 함께 대처

     할 것이며, 유구하고도 훌륭한 역사 문화의 증진을 위해 보다 더 

     공헌할 것임. 좋은 의견 교환과 성공적인 회의를 기원함.

    

Ⅲ   제25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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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 Donna Scheeder(IFLA회장)

    - 내용 : IFLA는 글로벌 리더들의 전문가 기구로 지역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촉진함.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화와 디지털

      화의 시대에 글로벌 도서관계는 당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또한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최선의 모형을 

      찾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함. IFLA Trands Report는 기술이 초래

      하는 사회변화와 전자책 문화 등에 도서관과 사서들이 대처 하

      도록 실행 강령 이행을 촉구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금 IFLA에서는 앞으로 10년간 도서관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Global Vision Project’를 

      6개 지역 회의로 추진하고 있음. 지역회의에 적극 참여하기 바람. 

      회의 결과를 취합하여 2018년 1월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람

  ㅇ 개회사

    - 의장 : Han Yongjin(중국국가도서관 관장)

    - 내용 : 중국국가도서관은 CDNLAO로부터 업무의 비전을 확장하고, 

      선진 경험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많은 혜택을 입었음. 중국국가도서관은 1989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 이 회의를 주최하여 회원으로서 기여함 

       중국에서는 며칠 전 일대일로 회의가 성공리에 끝났음. 이의 일

      환으로 앞으로 지역 내 문화교류, 우호관계 증진,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협력 사업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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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DNLAO 연례회의

  ㅇ 각국 대표단의 자기소개 및 인사 : 20개국 33명 참석

  ㅇ 제24차 CDNLAO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음 확인

  ㅇ 제25차 회의 의제 승인

    - 국립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ㅇ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2018년에는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 확인

    - 2019년 개최지는 지원 국가 없어 미정

    - 2020년 개최지는 비공식석상에서 파푸아뉴기니아 대표가 당국에 

      예산 요청할 예정이라며 개최의사 표명함

  ㅇ CDNLAO 발전 방안 토론

    - 중국 대표는 그동안 협력을 말해왔으나 이루어진 성과가 없음.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내주기 바람

    - 호주 대표는 지역내 구체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설 

      사무국이 없어 논의가 있더라도 진전이 없으므로 우선 

      CDNLAO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 있음

    - 일본대표는 사무국 설치를 논하기에 앞서 협력의 목표와 내용이 

      먼저 논의되어야 함. 현재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CDNLAO 뉴스레터 

      편집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 대표는 회원국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함.

      가능성 있는 협력 사업으로는 9월에 개설될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이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싱가포르 대표는 2006년부터 태국으로부터 이전한 IFLA의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 오랜 기간 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가 있

      는 지를 물었으나 희망하는 국가는 없었음. 싱가포르 국립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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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은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디지털도서관(ASEAN 

      Digital Library)’을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금년 7월 중 아세안 

      50주년을 기념하여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임

    - 호주 대표는 각국 대표들에게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록작성‘자원의 기술과 접근(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의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것인지 질문, 많은 고민들이 

      있으며,  RDA에 대한 각국의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으로 

      남태평양지역에서는 단지 RDA 사본을 나누어준 수준이고 일본이나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양 자료에 적용하고 있음을

      표명하였음

 다.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ㅇ 국립중앙도서관 

    - 2016년 9월 전자출판물 납본법 시행

    - 1980년 이전자료 보존을 위한 대량탈산장비 도입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고문헌과가 신설되고 연속간

      행물과 폐지 됨 

    - ISNI 부여기관으로 ISNI 생성 및 유지관리 시작 

    - OCLC WorldCat에 서지데이터 제공, NLK는 5 년 동안 약 150 만 개의 

      로마자 데이터를 제공 할 예정임

  ㅇ 호주국립도서관

    - 2013년 시작된 디지털도서관 기반 교체 사업(DLIR)을 2017년 6월 

      완성을 목표로 5단계 중에 4단계까지 완료하였음 

    - 2016년 2월 납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납본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는 미 출판된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및 

      보존을 지원 하는 차세대 웹 아카이빙 시스템 개발 및 배포에 집중

    - NLA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추가 자금을 지원 받는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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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0월 온라인 교육 자료인 디지털교실 개설, 도서관 소장  

      자료를 호주 교육과정에 맞도록 Trove를 통해 제공, 11개의 교과목과 

      몇 개의 추가 자원대한 링크 제공

  ㅇ 일본국립도서관

    - 신임관장 임명 : 2016년 4월 1일, Sawako Hanyu, Ph.D

    - 2016년 3월 국제어린이도서관(ILCL) 건물 리노베이션 완료 

      2015년에 별관(아치 빌딩)이 완성되었고, 2016년 2월 청소년연구실과 

      아동문학관이 개관

    - 2016년 9월 제2기 공사시작 : 교토 간사이관 

    - 2017-2020 새로운 중기비전 및 달성목표 수립

    - 일본목록규칙(NCR)개정판 2017년 발행 예정

  ㅇ 중국국가도서관

    - 자료 보존관 건설, 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승인되어 

      부지구입, 지반탐사 및 건축계획 완료

    - 외국문학자료 RDA 적용 정책 발표, 서지레코드 운영규칙 개발

    - 중국 고대도서보존 계획, 민국시대 문서보호 계획 실행 

    - 지하철 승객을 위해 베이징-홍콩 지하철과 협력하여 "M 지하철 

      도서관”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6년 IFLA 도서관 마케팅상 후보에

      오름 

    -  IFLA-PAC(preservation and Conservation)센터 설립

    - 해외 중국 고대도서 조사 및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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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제발표

  ㅇ 지역 교류와 협력 증진 - 중국국가도서관 사례 연구

    - 발표자 : Zhang xu(중국국가도서관)

    - 발표내용 

     · 중국국가도서관은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역 국립도서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30여 개 국립도서관과 MOU 및 업무협약 체결

     · 118개국 554개 기관과 자료교환

     · 양자 간 협력 프로그램 : 사서교환 연수(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협업 전시회 개최(뉴질랜드 국립도서관‘16.5, 호주  

        국립도서관‘15.12) 

     · 다자 간 협력 프로그램 : CDNLAO, 중국-일본-한국 디지털도  

        서관(CKLDLI)진행, 2012 중국 ASEAN 문화 포럼 개최, 2013 아시아 

        도서관장 포럼 개최, 2014 Trainin Program for DPRK Librarians, 

         The China-South Asia Library Management and Service Seminar 2016

     · 향후 협력방안 : CDNLAO 조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사무국 설치,

        실질적인 상호협력 실시 (직원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최신기술 

        공유 등), 디지털도서관 분야의 협력 강화(China-Japan-Korea Digital 

        Library project 사례처럼 협력이 가능할 것임) 

  ㅇ 중국국가도서관과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의 전시분야 협력활동

      (Boundless Love-Document Exhibition to Celebrate Rewi Alley’s

      120th Birthday)

    - 발표자 : Chris Szekely(뉴질랜드국립 알렉산더 턴블 도서관 관장 )

    - 내용 

     · 중국국가도서관과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Rewi Alley 탄생 120

        주년 및 사망 30주년 기념전시회를 공동기획하고 개최하게

        되었음 

     · Rewi Alley는 뉴질랜드의 스프링필드라는 작은 마을 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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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의 초대관장을 역임하였음

     · 1927년 중국 정착한 뒤 60년간 생활하며 중국의 발전과 개혁에

        공헌하였음

     · 중국국가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동 전시회를 위해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담당자가 직접 중국국가도서관을 방문하여 Rewi  Alley의 

        사진 및 기록물을 함께 검토하고 연구함 

     ·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국국가도서관과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의

        노력을 볼 수 있음

  ㅇ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협력사례

    - 발표자 : 이재선(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 내용 

     · 인적교류 : 해외 한국학사서 워크숍(한국학 사서 단기연수),

        문화동반자사업(장기연수 5개월 간 진행), ASEAN 어린이 

        도서관 사서 연수 프로그램 소개

     · 자료교류 : Window on Korea(한국자료실 개실 및 자료지원),

        KORCIS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시스템), CJK Digital Library 

        Initiative (중국, 일본, 한국국립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 데이터교류 : OCLC worldcat에 서지레코드 제공시작(2016년~ ), 

        가상국제전거파일(VIAF)에 220,000개의 저자 데이터 제공(2015년

         4월~),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등록기관으로써 

         25,000개의 ISNI 번호 부여(2016년~ ) 

     · NLK는 2010년 국제교류홍보팀이 조직된 이후 국제협력분야 

        업무가 강화되었으며, 해외 우수사례연구를 통해 도서관을 계속 

        발전시켜왔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2017년 개관한 기록매체박물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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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18년 개최지 발표 및 폐회사 

  ㅇ 2018년도 개최지 : 미얀마 양곤 

     ※ 2019년도 개최지 미정

  ㅇ 폐회사 

    - 발표자 : Wei Dawei(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 내용 : 웨이 다웨이 부관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중국국가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연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번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특히 한국, 중국, 뉴질랜드의 

      발표를 통해 매우 자세한 도서관 간의 협력에 대한 경험을 공유

      하였음.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추천해주기 바라며 중국국가도서관도 

      더욱 노력해가겠음. 내년에 열릴 26차 회의를 초청해준 미얀마의 

      미야 우 관장께 감사 표명

      폐회에서는 앞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총정리하고 당일 회의 중 

      참가자들의 스냅 사진을 편집하여 화면으로 보여주었고 단체사

      진을 직접 배부하였음

4. 주요 문화 시설 및 활동 참관

 가. 중국국가도서관 예술센터 행사 참석

  ㅇ 신경극(新京劇) 관람

     중국국가도서관이 운영하는 국가도서관예술센터의 기부금 전달 

     행사 및 새로운 방식의 경극 ‘三國演義’를 공연에 회의 참가자 

     전원을 초대하여 북경시민과 함께 경극 공연을 관람하였음

※ 중국국가도서관 예술센터 개요

- 설립 : 2015. 1. 8. 도서관내 부지에 위치

- 시설규모 : 연면적 5,000㎡ / 수용인원 : 1,000명 /

최첨단 디지털 영상 및 음향 설비 갖춤

- 공연 내용 : 음악 콘서트, 경극 등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여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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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전시 개막식 참석 및 관람

  ㅇ Rewi Alley 특별전 (뉴질랜드국립도서관 협찬)

     중국국가도서관과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이 공동주최한“Rewi 

     Alley 탄생 120 주년 기념문서展” 개막식 참석 및 관람

    

다. 국가전적박물관(國家典籍博物館) 전시 관람

  ㅇ 2014. 9. 9. 개관 

    - 1986년 개관한 본관의 남측부분을 3년간 개수공사를 거쳐 중국

      국가도서관 105주년 기념일에 맞춰 개관함

    - 박물관은 중국 유일의 전적 박물관으로 연면적 11,549㎡에 9개 

      전시실을 갖추고 대중에게 보다 우아하고 쾌적한 문화행사 공간, 

      감상 환경을 제공

    - 전시물은 갑골, 금석탁본, 돈황문서, 선본고서, 고대지도, 명문가의 

      수고본, 서양 귀중자료, 도안집, 중국소수민족 문자의 고전 등 

      800점의 진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특히 디지털 기술을 가미한 전시 방식을 가미하여 중화문화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함

    - 본관 열람실은 이용자에게 1,000석의 좌석 제공, 무선 네트워크, 

      전자열람설비 편의 제공, 이용자석과 서가에 보조 조명설비, 이용 

      공간에 자연채광 도입 등 쾌적한 열람환경 제공

    - 본관을 리모델링을 계기로 본관은 주로 외국 문헌 및 중국내외의 

      문헌 컬렉션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국가전적박물관의 전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북측에 있는 신관(북관)에서는 중국어로 된 

※ Rewi Alley는 뉴질랜드출신의 저술가로 1927년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인들의 생활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음. 일본침략

기에 중국 산업협동조합 '겅호(Gung Ho / Work Together)'를 설립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에 관한 많은 저

술을 남겨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 중의 한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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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문헌의 대출과 열람, 전자저널, 시청각자료를 주로 서비스하는 

      일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신관(북관)의 중국어로 된 자료의 대출 및 열람 공간에는 최근 

      5년간 발행된 자료 50만 책이 비치되어 있음. 이용이 끝나고 5년 

      후에는 폐기됨. 납본부수 2부 중 1부는 영구보존을 위해 이용에  

      제공되지 않으며, 다른 1부는 자료실에 비치되어 5년이 경과한  

      도서가 폐기되는 시점부터 이용에 제공됨. 현재 보존관을 북경 외곽 

      2시간 반 거리에 건설 중임

    - 중국국가도서관 전체 시설의 총면적은 28만㎡로 세계 제3위 규모임

라. 문화활동 - 자금성(紫禁城, The Forbidden City) 관람 

  ㅇ 오랜 기간 중국 정치문화의 중심이었던 자금성을 방문하였음. 

     자금성은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고궁으로 

     과거 중국왕조가 이룩한 화려한 문화와 황실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볼 수 있었음

※ 자금성 개요

- 설립 : 명 1406년 착공 ~ 1420년 완공

- 면적 : 72만 5000㎡

- 내용 :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궁궐로

신해혁명이후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가 퇴위한 뒤,

고궁박물관으로서 많은 보물과 진기한 물품들을 전시하게 됨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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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DNL-AO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국립도서관들 간의 관계와 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회의로 이 지역 도서관들은 CDNL-AO

를 통해 업무 비전을 확장하고 선진 경험을 습득하고 있음.

ㅇ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CDNL-AO사무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후 논의가 필요함. 앞으로 우리관도 여건을 마련하여 국가대

표도서관으로서 차세대 리더 육성의 일환으로 CDNL-AO 사무국 유치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말레이시아국립도서관장은 우리관에 사무국 유치를 

적극 권하기도 하였음.

ㅇ 2017년 9월 홈페이지가 공식출범 예정인‘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

브(CJK DLI)  사업은 좋은 협력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았음. 삼국의 협

동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당초 우리관이 제안했던 ‘아시안 디지털

라이브러리’로서의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싱가포르국립도서관이 구축하고 아세안 10개국

이 참여하는‘아세안디지털도서관’과의 상호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다

고 판단함. 

ㅇ 시기적으로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관 디지털도서관의 기념국

제행사로서 외교부의 아세안기금을 지원 받아 ‘아세안+3(한중일)디지

털도서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고위직사서 연수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할 필요 있음.

ㅇ 도서관의 미래 발전을 위해 IFLA가 추진하는 ‘Global Vision 

Project’에 적극 참여할 필요 있음. 

ㅇ 중국국가도서관은 본관의 남측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9개의 

전시실을 갖춘 국가전적박물관관으로 개관하였음. 도서관 소장품 

전시를 통해 석기 탁본, 둔황 유서, 선본 고적 등 중국 고문헌을 

Ⅳ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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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고서와 외서 중심의 연구자서비스와 심도 있는 참

고봉사 서비스가 이루어짐. 북측 건물인 신관은 일반이용자들이 

국내서와 디지털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도

서관 이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음. 또한 도

서관 부지 내에 아트센터를 겸비하여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음

ㅇ 이번 회의에서 중국국가도서관은 참가자들에게 국가전적박물관의 

7개 전시실의 전시 관람, 자관 예술센터에서 신경극 공연 관람, 

자금성 방문을 제공하는 등 문화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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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오세아니아 도서관장 회의 

CDNL-AO 참석자 단체사진 CDNL-AO 회의전경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협력사례 발표 Rewi Alley 특별전 개막식

신경극 자금성

Ⅴ   사진



- 16 -

[붙임1] 제25회 CDNL-AO 회의 참석자 명단

구분 국가명 기관명 참석자명
1 호주 호주 국립도서관 1. Ms. Marie-Louise Ayres(관장)

2 부탄 부탄 국립도서관
2. Mr. Dorji Norbu(관장)
3. Mr. Galey Wangchuk(직원)

3 피지 피지 도서관서비스 4. Ms. Merewalesi Vueti(관장)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5. Ms. Woro Titi Haryanti(부관장)
6. Mr. Chaerul Umam(과장)
7. Ms. Marhamah Manatasa(직원)

5 일본 일본국립국회도서관
8. Ms. Nobuko Katayama(관서관 관장)
9. Mr. MasahiroKinosita(직원) 

6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10. Ms. Jaesun Lee(자료관리부장)
11. Ms. Jeong-yeon Park(직원)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국립도서관
12. Ms. Nafisah bt Ahmad(관장)
13. Ms. Beghum Ulfhat Shehnaaz(직원)

8 몽골 몽골국립도서관
14. Ms. Ishinhorloo Bayarhuu(관장)
15. Ms. Bayaraa Bat-Erdene(직원)
16. Ms. Bota Shukirkhan(직원)

9 미얀마 미얀마국립도서관 17. Ms. Mya OO(관장)
10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 18. Mr. Chris Szekely(알렉산더텀블 분관장)
11 파푸아뉴기니 도서관아카이브부 19. Mr. KaKaito Kasi(관장)
12 필리핀 필리핀국립도서관 20. Ms. Dolores D. carungui, DPA(과장)

13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도서관
21. Ms. Tay Ai Cheng(관장)
22. Ms. Julia Chee(부장)
23. Ms. Soh Lin Li(과장)

14 솔로몬제도 국립도서관서비스 24. Ms. Margaret Talasasa(매니저)
15 스리랑카 국립도서관 문서서비스관 25. Mr. Walimunige Sunil(관장)
16 태국 태국국립도서관 26. Ms. Vassana Ngamduangchai(과장)
17 동티모르 동티모르국립도서관 27. Mr. Joao Fatima da Cruz(관장)
18 투발루 투발루국립도서관 28. Mr. Noa Petueli Tapumanaia(직원)

19 베트남 베트남국립도서관
29. Ms. Kieu Thuy Nga(관장)
30. Ms. Bui Thi Thuy(과장)
31. Ms. Le Duc Thang(과장)

20 중국 중국국가도서관 32. Mr. Han Yongjin(관장)
21 IFLA 33. Ms. Donna Scheeder(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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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25회 CDNL-AO 세부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5.16(수)

09:30~10:00
개회식
- 환영사(중국문화부차관보, IFLA 회장)
- 개회사((의장: Sun Yigang)

10:00~10:15 사진촬영, 다과

10:15~13:00

연례회의
- 대표단소개
- 제24차 CDNL-AO 회의록 채택
- 제25차 회의 의제 승인
- 2018년, 2019년 2020년 개최국 선정
- CDANLAO 발전방안 토론
- 국가보고서 보고

13:00~14:00 점심

14:00~16:00

주제발표
- 중국국가도서관
- 뉴질랜드국립도서관
- 한국국립중앙도서관

16:00~16:30 휴식

16:30~18:00
개최지 발표 및 폐회
- 2018년 개최지 발표
- 폐회사

18:00~20:00 저녁만찬

20:00~21:00 문화행사 참석

5.17(목)

09:00~10:00 Rewi Alley 특별전 개막식 참석

10:00~12:00 국가전적박물관 전시 관람 및 신관(북관) 견학

12:00~13:00 점심

13:00~17:00 문화 활동(자금성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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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주요국 국가보고서 내용

□ 호주국립도서관(NLA)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호주국립도서관은 1901년에 설립 된 연방 의회도서관으로 설립 

     1960년 국립 도서관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의회도서관과 분리 됨

2. 주요 통계(2015~2016)

 ㅇ 예산 : 2015-2016년 호주국립도서관 영업이익 $66,054만(정부책정액 

    $4,874만, 외부수익 $17,314만), 도서관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 

    정부지원금 $9,679만)

 ㅇ 직원 : 평균 414 명 

 ㅇ 방문자수 : 483,000여 명(공개 행사 참여자 3만 여명)

 ㅇ 등록된 자원봉사자 75 명, 2015-2016 기부시간 9,000시간 이상

 ㅇ 디지털자원 봉사자는 신문 오류 수정, 태그와 댓글 달기 등의 활동을 

    통해‘트로브(Trove)’에 기여함, 2008년 6월 이래 디지털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도의 가치는 $3,750만 이상으로 추정됨

 ㅇ 웹 사이트 하루 평균 방문수 77,000회 

 ㅇ NLA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현재 

    Trove를 통해 거의 2천 2백만 페이지 (2억 4천만 건 이상의 기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음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 개요 

 ㅇ 디지털도서관 기반 교체 사업(DLIR)

   - 디지털도서관 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기존의 시스템을 교체하는 

     중점사업으로 디지털 보존기능, 온라인 납본, 다양한 디지털형태의 

     자료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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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에 시작되어 2017년 6월 완성을 목표로 5단계 중에 4단계까지 

     완료하였음. 디지털화에서 최종 사용자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제공함

   - 현재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그림, 원고, 

     지도, 낱장 악보, 디지털화 된 관보, 구술기록을 저장하는 작업 지원

   - 2016년 2월 납본법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납본지원 시스템 제공 

   - 이후에는 미 출판된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및 보존을 지원 하는 차세대 

     웹 아카이빙 시스템 개발 및 배포에 초점을 둘 예정

   -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종 사용자 액세스도 

     최적화 됨 

 ㅇ 온라인 교육자원(Online education resource) 

   - 2015년 10월 온라인 교육 자료인 디지털교실 개설, 도서관 소장 

    자료를 호주 교육과정에 맞도록 Trove를 통해 디지털화 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함 

    (www.nlag.gov.au/digital-classroom)

   - 현재 11개의 교과목과 기타 정보원에대한 링크 제공(역사, 지리, 

    영어, 미술, 시민, 시민권 교육과정을 위한 자료 등)

   - 이 플랫폼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영어, 원주민의 역사, 1차 세계대전 

     탐구 등 새로운 교과목이 추가 될 예정 임

4. 수집 및 관리 부분 발전 사항

 ㅇ 전자 출판물에 대한 납본법 시행

   - 전자 출판물의 납본법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2016년 2월에 발효

    되어 국립도서관이 인쇄물이나 디지털형식의 모든 호주 출판물을 

    수집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음

   - NLA는 발행자가 디지털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전자납본 서비스를 개발함. 전자납본 서비스는 출판자가 납본 

    조건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능률적인 거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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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출판사를 위해 일괄 납본 절차를 제공 

   - 전자출판물 납본시행 1년후 인 2017년 2월에 5,000권 이상의 서적, 

     보고서, 저널, 잡지, 상업 지도를 포함하여 6,200권 이상의 전자

     출판물을 수집함. 상업출판물 75%, 정부간행물 20%, 비상업적인 

     출판물 5% 정도 임 

   - 전자출판물 납본 서비스 및 대량납본을 통해 연속간행물 675종5,300건 

     이상이 납본되었고, 이는 도서관의 전체적인 납본의 17%임  

 ㅇ 웹 사이트 수집 : 도서관은 2016 년 상반기에  호주 웹 도메인 수집을 

    통해 약 7억 개의 파일을 수집. 2017년 2월 전체 도메인 수집이 시작 

     Internet Archive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목표는 9억 ~ 10억 

     개임

5. 장서 접근제공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ㅇ 납본 된 전자 출판물에 대중의 접근성 

   - 전자납본 서비스 및 일괄 전자납본 프로세스는 직원의 업무처리를 

    최소화하고 납본 후 바로 대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완전한 end to end(종단간) 시스템의 첫 단계임 

   - 발행자가 전자출판물 납본 할때 공개 수준 선택 

   - 2017년 2월, 2,500개 이상의 자료를 일반인들이 Trove를 통해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음 

   - 상업출판물의 경우 복사 및 전자배포를 방지하며 국립도서관 내

    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ㅇ 디지털화

   - NLA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추가 자금을 지원 받는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 의회문서(1901년~2012년)와 연방정부의 공보(1958년~2012년)를 온

     라인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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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마이크로필름 자료 중 1560년~ 1984년 

    사이의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에 관련 기록물(약 10,000릴)을 디

    지털화 하는 공동프로젝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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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립국회도서(NDL)관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은 국회 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국회의원의 입법 연구도서관으로서 기능하며 

    대중에게 일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2. 주요통계

 ㅇ 예산 : 19,556,320,000엔(한화197,561,855,904원)

 ㅇ 직원 : 888명 

 ㅇ 장서현황 : 41,881,649 책 

 ㅇ 디지털콘텐츠 : 2,620,000 점 

 ㅇ 방문자수 : 722,062 명

 ㅇ 웹사이트 : 18,754,491 page views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 개요

 ㅇ 국제어린이도서관(ILCL) 리뉴얼

   - 2015년에 별관(아치 빌딩)이 완성되었고, 2016년 2월 청소년연구실과 

    아동문학관이 개관하는 등 건물개조를 마치고 2016년 3월 완전히

    재개되었음

 ㅇ 신임관장 임명 : 2016년 4월 1일, Sawako Hanyu, Ph.D

 ㅇ 2016년 9월 제2기 공사시작 : 교토 간사이관 

 ㅇ 2017-2020 새로운 중기비전 및 달성목표 수립

4. 수집 및 관리 부분 발전 사항

 ㅇ NDL은 납본에 의한 자료수집범위를 디지털 자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일본 내 출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월 

    까지 구입 가능하거나 DRM으로 보호되고 있는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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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서 접근제공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ㅇ 일본목록규칙(NCR)개정

   - NDL은 일본도서관협회와 협력하여 NCR을 수정하고,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요건(FRBR)에 기반 한 서지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고자 함 

   - 2017년 발행 예정

 ㅇ 무료 데이터 서비스

   - NDL은 서지정보나 기타 공개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함

 ㅇ 도서관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전송 서비스

   - 일본 내 공공 및 대학 도서관에 디지털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

   - 2017년 3월 현재 NDL이 보유하고 있는 절판 된 약 147만 개의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일본의 800개 이상의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음

    해외 도서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확장 예정

6. 기타 서비스 발전 사항 

 ㅇ 2016년 3월 NDL 영어 트위터 계정 시작 

 ㅇ 2017년 1월 음악 및 시청각 자료실 개선

7. 유관기관 협력사항(도서관, 기록원, 박물관) 

 ㅇ 국내 협력

   - 주요 현립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관장 연례회의 개최 

   - 연수프로그램 제공 약 50회 

 ㅇ 재해지역 도서관 지원

   - 2016년 4월 구마모토지진으로 손상된 구마모토 현립도서관의 소장

    자료복원을 지원함

   - 동일본 대지진 아카이브 관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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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협력

 ㅇ CDNLAO 뉴스 레터

   - NDL은 CDNLAO 뉴스레터 및 웹 사이트를 담당하여,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국립도서관 및 기타기관에 유용한 정보 게시

 ㅇ 이웃 국가와의 협력

   - 2016년 NDL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 입법연구원과의 

    상호방문 프로그램을 개최

   - 중국국가도서관과 상호방문프로그램을 위해 중국국가도서관에 대표단 파견

 ㅇ 한중일 디지털 도서관 이니셔티브 (CJKDLI)

   - 제6차 CJKDLI 회의는 2016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음

    한․중․일 3개의 국립도서관은 2017년 9월 CJK디지털도서관 공식 

    오픈을 목표로 합의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소개페이지와 사이트 

    정책 등을 구성 할 예정임

 ㅇ 국립도서관, 의회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과의 협력

   -  NDL은 디지털도서관, 보존과 보호, 온라인 갤러리 등의 분야에서 

     이들 도서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도서관과 의회도서관과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 하고 있음

   - 2016년 5월에 체결 된 상호협정에 따라 도서를 교환함

   - NDL의 연구입법관리국은 일본국제협력기구의 협력사업인 "국회 

    도서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와 협조하여 베트남 국회에 

    직원을 파견 함

   - NDL의 연구 및 입법참고국은 2016년 10월에 유럽의회기술평가

    (EPTA)에 준회원으로 가입

   -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해외 일본학 사서들을 위한 연

    수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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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도서관 국가보고서

1. 정부와의 관계 

 ㅇ 국가 입법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

 ㅇ 도서관 법제 지원 및 경력 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

2. 주요통계

 ㅇ 직원 : 1,529 명

 ㅇ 장서현황 : 364,600,000 책

 ㅇ 디지털자원 : 1323.35TB

 ㅇ 신규 이용증 발급 건수 : 507,600 개

 ㅇ 방문자 : 5,639,900 명

 ㅇ 자료이용 : 24,756,100 회

 ㅇ 참고상담 : 약 1,044,600 건

 ㅇ 웹사이트 방문자: 1,300,000,000 건

3. 최근 주요 발전 사항 개요

 ㅇ 국가도서관 자료보존관 건설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는 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승인 됨 

   -  건축면적 60,800평방미터로 부지구입, 지반탐사 및 건축계획 완료

 ㅇ 중국 전통문화고전 백서 편찬프로젝트

   - Yuan Xingpei가 이끄는 편찬위원회에 의해 2016년 초 시작

   - 첫 번째 그룹은 올해 10 월에 출판 예정임

 ㅇ 중국 고대도서보존 계획  

   - "국가 귀중본 고문헌 목록"과 "국가고문헌 요보호기관" 출판함

   - 고문헌 수집기관 1,218개처 등록 완료 

   - 전국 고문헌 조사․등록 데이터베이스에 0.13백만 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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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고 42개 조직의 조사데이터 70,000 개가 추가됨

   - 중국 고문헌 데이터베이스는 17,000점 이상의 고문헌 디지털 자료를 제공,  

   - 8개의 국립 골동품복원예술 학교를 설립함

 ㅇ 민국시대 문서보호 계획

   - 일본 전쟁 범죄자 재판 자료 수집, 편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국 문서에 대한 일본의 조사내용 분류 및 디지털화

   - 일본 세균전 관련 파일 11,000장 디지털 촬영, 민국시대의 문서 

     220 만장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디지털화하기 시작 함

4. 수집 및 관리 부분 발전 사항

 ㅇ 도서관 자료 구축

   - 2016년 서적 수집은 74.1%에 달함

   - 17,094가지 유형의 고대 서적과 특수 컬렉션 30,869권, 갱신 된 

     119가지 중국어 및 외국어 데이터베이스, 59,966 가지 유형의 문헌, 

     981 시간의 비디오 자원 및 마이크로필름으로 변환 된 3.93 백만 

     페이지의 디지털 처리를 검토했음. 37.45TB의 자원을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약 251 시간의 구술기록 및 비디오 데이터를 기록함

 ㅇ 도서관 자료 관리

   - 디지털도서관 메타데이터 처리코드 개발 

   - 외국문학자료 RDA 적용 정책 발표, 서지레코드 운영규칙 개발

   - "Wen Jin Search Engine"을 이용해 3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National Library Literature Resources Integration Program"을 

     개발했으며, ALEPH 시스템에서 40만 개가 넘는 자체구축 디지털 

     자원 및 논문의 통합 및 게시 작업을 완료함

   - 초기 불교 경전을 포함한 고대도서 및 귀중본 2,600여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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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서 접근제공 관련 새로운 발전 사항

 ㅇ 자료 조사 및 출판

   -  중국 고대도서보존 계획, 민국시대 문서보호 계획, 자료조사 및 출판 등 

     주요 문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통문화고전 편찬 및 출판 

 ㅇ 주제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문화 창조 제품 개발

   - 도서관 고서적을 바탕으로 문화 창작물을 디자인하고 제작 함  

6. 기타 서비스 발전 사항 

 ㅇ 디지털 문화 서비스 

   - 양질의 디지털자료를 전국 여러 곳의 도서관에 공유하고, 소수민족

     언어자원을 소수민족 지역에 배포하는 등 맞춤형 디지털 자료를 

     배포하는 디지털 도서관 진흥 프로젝트 실시

 ㅇ 전국민 독서 서비스

   -  National Library MOOCs 1주년 기념 "제11회 웬진(Wen Jin) 도서상 

     시상식 및 특별행사를 기획하고, 120여개 도서관에서 수상작 전시회 

     개최, 온라인 강의 제공 43회, 실시간 이벤트 실시

   -  지하철 승객을 위해 베이징-홍콩 지하철과 협력하여 "M 지하철 

     도서관”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6년 IFLA 도서관 마케팅상 후보에

     오름

   -  노인 간병수업, 아동온라인 독서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실시 

 ㅇ 혁신적 서비스

   -  국립도서관 과학평가센터를 설립하여 과학적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제공, 다양한 유형의 정보 상담실시 함 

   -  도서관 관련 학생들과 기타 관련기관들과 도서관 혁신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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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관기관 협력사항(도서관, 기록원, 박물관) 

 ㅇ 국내 도서관과의 협력

   - 공공도서관의 의사결정 고문 서비스, 참고정보 네트워크, 마이크로

     필름 복제센터 등과 같은 협력 사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

   - 자원개발, 기술개발, 사서교육 등 모든 도서관들과 협력   

   - 2016년 중국국가도서관 공동목록센터는 2,150명의 회원과 2,722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음 

   - 국가전적박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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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제협력

 ㅇ 중국국가도서관은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과의 문화교류 기능 

    및 심층적인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함

 ㅇ 2016년 말까지 45개국과 직원교환 및 협력관계를 수립했으며, 

    117개 지역 552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ㅇ 중국정부의 "Belt and Road"전략에 대응하여 이집트, 알제리, 포르투갈 

    및 기타 관련 국가 또는 지역 도서관과 협력각서 체결

 ㅇ 이란 국립도서관과 협력하여 "Beautiful Iran"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호주국립도서관과 협력하여 "청제국 : Life of Qing 1644-1911“

    전시회를 개최

 ㅇ  IFLA-PAC(preservation and Conservation)센터 설립

 ㅇ 해외 중국 고대도서 조사 및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 실행 

   - 하버드옌칭연구소 희귀본 및 중요 문헌 수집 

   - 프랑스국립도서관 둔황 필사본 디지털파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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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방문기관 정보

< 중국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 >

 1. 일반현황
  ㅇ 소    속 : 문화부
  ㅇ 연    혁 : 1912년 개관
  ㅇ 설립목적 : 국내외 도서와 문헌의 수장과 보호, 전국의 문헌 보호
                작업의 지도와 협력, 국가기관과 일반대중에 정보제공
  ㅇ 구    성 : 남관(국가전적박물관), 북관(신관), 어린이도서관(신관 1층),
                고적관
  ㅇ 이용시간 : 09:00~21:00(월~금), 09:00~17:00(토,일)
  ㅇ 주    소 : 33 Zhongguancun S St, ZiZhu Qiao, Haidian Qu, 
                Beijing
  ㅇ 홈페이지 : http://www.nlc.cn/

 2. 주요서비스
  ㅇ 중앙정부 입법지원서비스
  ㅇ 모든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교육제공
  ㅇ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문헌정보서비스, 참고서비스, 학술활동 지원
  ㅇ 일반대중 대중의 학습 및 연구를 위한 문헌정보서비스 및 문화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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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CDNL-AO 개최 예정지 및 개최지

회의 일자 장소 주최
제27회 2019 미정 미정

제26회 2018 미얀마 미얀마국립도서관

제25회 2017 중국, 베이징 중국국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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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도서관 파키스탄/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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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국립도서관제3회 1985.11.18~11.23
일본, 도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제2회 1982.11.15~11.19

호주, 캔버라 호주  국립도서관제1회 1979.05.14~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