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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은 양질의 외국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
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지식문화유산의 구심체로서 사명을 달성할 책무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아래와 같이 외국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타 주요국 국가도서관 
대비 외국자료 수집 현황이 저조한 상황임

- 2020년 6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소장자료 12,522,822책/점 중 외국서는 
1,524,690책/점으로 12.17%의 점유율을 차지함

- ‘19년 수집 44만책 중 외국자료 점유율 5%(22천책), 수집예산 투입률 34%(11억
원)임

◯ 결과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국에 비해 세계문헌 수집 기능 미약 서비스 부족 
진단(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을 받은 바 있으며, 외국도서 이용 저조에 따른 
장서개발 정책 재검토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평가를 통해 과거 외국자료의 수집현황을 평가하

고, 현재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 외국자료 이해관계자(이용자, 직원, 초점집단)에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외국자료에 

대한 이용목적, 이용행태 및 요구사항을 분석
- 외국자료 장서평가 및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외국자료 장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수집정책 및 수집전략을 마련 

1.2 연구의 내용  

1) 국내·외 현황 및 장서정책 분석
(1) 국내 유관 기관 외국자료 수집현황 및 이용자 특성 등 사례 조사
(2)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개발정책 비교 분석

2) 장서구성 현황 분석 및 이용자 조사·분석
(1)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서 장서 현황
(2) 외국자료 장서평가 (RLG Consp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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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 요구분석(이용자, 직원, 초점집단) 

3) 외국자료 장서정책안 및 장서개발 전략
(1) 중장기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및 단계별 전략 
(2) 신규이용자 유입을 확대하는 킬러콘텐츠(특화장서) 제시
(3)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외국자료 중점분야 및 장서개발지침안 도출

4)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 장서구성 방안 
(1)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수집 대상, 범위, 우선순위 등 중장기 장서개발 정책 및 

수집 지침안 제시
(2)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분포 현황 조사 
(3) 국내 기관 간 한국 관련 자료 장서개발 협력모형 제시
(4) 국제교환(국제기탁 포함)에 의한 수집 범위 및 방향 제시

2. 주요 연구결과

2.1 국내·외 장서정책 분석

◯ 서울대도서관은 2020년 3월 기준 전체 소장자료의 58.2%가 외국자료이며, 외국 
단행본의 주제별 분포는 사회과학 26.1%, 기술과학 24.5%, 순수과학 16.9% 순이
며, 언어별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학도서관은 전체 장서 가운데 약 30%가 외국자료이며, 주제별로 사회과학, 역
사학, 문학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NAL)은 2018년 12월 기준 전체 장서(도서) 가운데 외국서 비중은 약 
18%이며, 외국자료의 주제별 비중은 사회과학 66.1%, 역사 9.6%, 기술과학 7.4% 
순으로 많았음. 장서개발정책에서 외국서는 사회과학 주제를 우선수집하며, 의정활
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자료는 주제범위를 넓혀 수집함을 명시 

◯ 미국의 LC는 장서개발정책의 지역연구 관련 지침에서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유
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지역별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한
국학자료(Korean Studies)를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데, 인문학(40%), 사회과학
(40%), 그 외 총류, 과학 및 기술, 서지류(20%)의 주제별 자료구성비를 나타냄

◯ 영국의 BL은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의학(STM) 분
야 중 영어로 된 자료는 연구수준의 수집을 목표로 하며, 외국어로 된 인쇄자료는 
고등교육기관과 기타 연구도서관의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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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NDL은 외국자료의 수집과 목록을 전담하는 해외자료개발·메타데이터관리
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장서개발정책에 해외출판물에 대한 선별수집 지침을 명시하
고 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료를 집중 수집하되 영어와 불어로 된 자료를 
우선수집함

◯ 일본의 NLD는 외국자료의 경우 선택적 수집(2/5)와 적극적 수집(3/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점 수집할 분야는 ① 법령·의회 자료, ② 일본 관계 자료, ③ 
참고 도서, ④ 과학기술 관련 자료, ⑤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관계자료, ⑥ 아동서 
및 그 관련 자료, ⑦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자료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중국의 NLC는 192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정부간행물을 비롯한 외국자료를 대량으
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외국자료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초기에는 과학
기술과학 주제분야 외국자료 수집에 집중했는데, 현재는 인문·사회과학 주제에 중점
을 두고 있음

 
2.2 장서구성 현황 분석

◯ 2019년 12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서는 총 1,501,248책/점이며, 이외에 온라
인자료 약 300만여 건을 소장하고 있음

◯ 국외서는 전체 소장자료의 12% 정도를 매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 동양서가 
3~4%대, 서양서가 8%대의 비중을 보임 

◯ 본관이 보유한 외국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7%임. 다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2.37%로 다소 장서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 10년간 수집한 전체 장서 중에서 자료유형별로는 단행본 자료의 비중이 약 78%로 
가장 높으며, 연속간행물이 약 17%, 비도서가 약 5%의 순임. 또한 단행본과 연속간
행물의 경우는 구입의 비중이 각각 49%, 65% 정도로 상당히 높은 반면, 비도서는 
거의 대부분 교환 및 기증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특히, 단행본의 경우 
2016년부터 장서구입량이 증가하여 매년 평균 만권 이상을 수집하고 있음 

2.3 외국자료 주제별 장서평가

◯ 오프라인 단행본을 대상으로 컨스펙터스 장서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

◯ 1단계: 전문가(외국자료 수집업무 담당직원)의 판단에 의해 1차 현재장서수준을 도
출 

◯ 2단계: 주제별 소장장서 수(2020년 7월 30일까지의 주제별 단행본 장서 수 데이터)
를 조사하고, 1차적으로 도출된 현재장서수준을 연구진이 재검토하여 현재장서수준
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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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주제별 소장장서 수와 더불어 2015년 7월 3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최근 5년간 증가한 장서 수 데이터를 확보하여 장서증가율을 산출. 이 수치를 검토
하여 수집의지수준을 결정 

◯ 4단계: 도출된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을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용
자 만족도 평가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목표장서수준을 결정

◯ 컨스펙터스 평가 결과 현재장서수준이 4단계로 평가된 주제는 동양서와 서양서 모
두 사회과학과 예술분야에 불과하여, 현재의 집서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현재 장서개발지침은 총류와 종교(3단계 학교교육지원수준)를 제외하고 
모든 주제에 대해 4단계 연구수준으로 정의)

2.4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1) 설문조사 시사점 
◯ 설문참여자는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을 한 비율은 59.4%로 조

사됨.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을 한 이용자는 남성(67.9%), 50
대(69.6%), 60세 이상(67.2%), 박사 취득(69.5%), 연구자·연구원(82.8%)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

◯ 외국자료 이용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활용이 57.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 내 이용 49.3%으로 대부분 전자적인 방법과 도서관 내 이용을 
주로 시행하고 있음

◯ 도서관 기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32점이며, 수량 만족도 
3.28점, 전문성 만족도 3.43점, 다양성 만족도 3.32점,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3.19점으로 만족도 관련 전 항목이 보통 수준임

◯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의 외국자료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는 전문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현
재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 /정보원의 활용이 훨씬 편함이 36.4%를 차지하여 전문자
료의 확충과 활용방법의 편의성 향상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수집해야할 주제분야로서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4.14점,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3.69점,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3.70
점,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3.83점,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3.96점을 차지하여, 인문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2) 전문가 FGI 시사점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기본 원칙
- 기존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시의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아세안, 문화외교, 감염병, 사회과학, 과학기술, 4차 산업, 그린 뉴딜 등의 미래지
향적인 주제를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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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장서는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중점 주제
를 선정하고 집중 개발 필요

◯ 목표장서수준
- 해외자료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하여야겠지만, 수집장서의 질 보장 역시 중요

한 문제임
◯ 해외자료를 확대할 근거와 이용정책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이용량

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연구수준의 수집이 합당함. 다만 중점수집분야와 특화 분야를 정하여 

전략 방향을 우선 선정하여야 함
◯ 형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기본적으로는 일반자료에서는 일반도서, 회색문헌 자료를 수집하되 온라인자료는 

서비스 한계를 파악한 후에 수집함
- 저작권이 없는 완전공개자료는 온라인자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서비스범위에 제

한이 있는 해외자료인 경우 온라인자료 이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임
◯ 주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국가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제를 특화하여 수집함. 한국학, 특수범

주 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과학기술 자료 등의 주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집중 주제로 결정된 부분은 4단계 연구수준으로, 나머지 분야는 3(학습교육지원수

준) ~ 4(연구수준)단계로 수집하는 편을 제안함 
◯ 목표이용자 및 이용활성화 방안
-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수서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범위를 

넓히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확대 가능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자로 한정되어 있는 이용자층을 폭넓게 확대, 

장서의 질 관리와 컬렉션 구축 등의 활용도 향상, 대학도서관이나 RISS 등의 기관과 
협력 확대 등이 요구됨

3) 이용자 FGI 시사점
◯ 해외 자료 관련 도서관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임. 다만, 특정 주제에만 집중된 점, 

영어권으로 수집된 집서 수집 등이 만족스럽지 못함
- 편리성(사용자 접근성, 심도 있는 전문 자료 확보), 경제성(재정적 확대가 중요. 재

원의 범위 내에서 양질의 자료 확보), 도서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퇴직 교수들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장서 기증하길 바람
- 국제기구나 외국(대사관 포함)에서 발간한 자료의 관점 분석 필요

◯ 형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전자책이나 디지털자원, 온라인자원의 범위 확대 필요
- 도서관에서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전집류나 사전류 등 구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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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형태는 ‘학습교육지원수준’ 내지 ‘연구수준’을 보장해야 함
◯ 주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도서관이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분야를 특화하여 장서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

함. 추천하는 주제는 한국 관련 자료, 철학, 인문과학, 융합분야, 철학, 언어,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문학의 기초적인 부분임

- 주제별로 4단계 연구수준의 구비수준을 유지함

2.5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 장서구성 방안

1)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분포 조사
◯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2020년 4월 현재, 국외문화재는 21개국, 610곳에 

193,136점이 소재함
-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문헌 자료들은, 프랑스 및 일본에 의해 약탈 또는 반출

된 왕실 의궤 등과 달리, 실물 반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자료가 많음
- 따라서 일본 소장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하여 서지목록과 상세해제를 작성하고 디지

털이미지를 구축하여 그것을 홈페이지와 출판물의 형태로 국내·외 연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법적 문제에 구애됨 없이 해외 유출 자료를 귀환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 (디지털 반환)

◯ 온라인으로 공개된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는 지난 30여 년간 약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최근의 종합·평가에 따르면, 일본에서 간행된 고문헌 목록

은 약 80여 종에 이르나, 조사한 기관은 40여 곳에 불과하며, 현장방문조사를 한 
곳은 25여 개 기관임

- 특히 원문이미지의 입수는 추정 자료 총량의 약 6분의 1 정도에 불과함

2) 국내 기관 간 한국 관련 자료 장서개발 협력모형 제시
◯ 해외 소재 자료 조사·가치 판별·전산 시스템 구축·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외한국문화

재 지원 유관 기관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각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기관이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정보 교환을 해야 함
◯ 일본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조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관 기관들이 장기적 안목으

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원문
이미지를 확보·입수하도록 상호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는 기관별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여야 함. 그렇지 않다면 
2차, 3차 등 방문 조사가 불가피하고 또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



- vii -

기 위해 별도로 해외 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도 발생함 
◯ <한국고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 부합하는 서지목록 작성 필요 
◯ 원문이미지, 상세해제 등 완결성 높은 조사를 위한 협력 필요
◯ 조사결과 공유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http://www.

nl.go.kr/korcis)의 중앙 허브 기능 강화 필요

3. 외국자료 장서정책안 및 장서개발 전략

3.1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의 전략적 방향 

1)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략목표에 근거한 외국자료수집 방향성 제고 
◯ 국가지식자원의 망라적 수집 차원에서 한국학 지식정보자원의 발굴 수집을 강화해

야 하며, 특히 외국자료를 국가지식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가 문화·경제 발전, 미래 과학기술 발전, 인문학 연구 등에 기여) 

2) 외국자료 장서개발의 대상과 범주
◯ 기존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지침에서 정의한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주제별 

장서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양서, 동양서별로 주류 및 강목에 대한 
집서수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함(컨스펙터스 장서평가의 목표 장서수준 반영)

3) 중점수집자료의 체계화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비전·목표, 장서평가 결과, 이용자 조사 결과 및 FGI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를 각각 정의함
- 핵심자료: 인문, 예술, 정책자료
- 특성화자료: 한국학자료, 북한자료, 동북아·신남방·신북방 전략적 자료, 다문화자료 

4)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자료수집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측면에서 외국자료 수집방안을 강화
◯ 외국자료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외대출이 제한된 국내자료

와 차별화하여 외국자료 이용정책을 적극적 서비스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외국자료 주제분야별 수집 비율 가이드라인 
◯ 주제별 집서수준에 기반하여, 주류/강목별 최소·최대 수집비율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장서개발의 완성도와 균형성을 확보



- viii -

3.2 단계별 이행전략 

1)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개선

K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전체장서
대비비율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000 총류 4,357 3.67 43.18 2 2 2 2 4 3
100 철학 6,836 5.76 95.65 3 3 3 4 6 5
200 종교 2,966 2.50 56.60 3 4 4 2 4 3
300 사회과학 41,025 34.57 52.11 4 3 4 28 36 32
400 자연과학 1,298 1.09 32.04 2 2 2 1 3 2
500 기술과학 9,503 8.01 40.97 2 1 2 5 9 7
600 예술 9,496 8.00 52.89 4 4 4 7 11 9
700 언어 4,377 3.69 56.21 3 3 4 3 7 5
800 문학 10,029 8.45 45.79 3 2 4 7 11 9
900 역사 28,799 24.26 81.47 3 3 4 21 29 25

총합 118,686 100 58.26 　- - - - - 100

동양서 목표장서 수준 및 수집비율

D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전체장서
대비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000 총류 7,264 4.61 36.64 4 4 4 4 6 5
100 철학 6,655 4.22 40.85 2 3 3 2 4 3
200 종교 6,068 3.85 37.69 3 4 4 4 6 5
300 사회과학 57,721 36.64 26.64 4 4 4 30 36 33
400 언어 3,037 1.93 38.93 2 1 3 1 3 2
500 자연과학, 

수학 9,569 6.07 23.12 2 1 2 3 5 4
600 기술과학 20,901 13.27 28.58 3 2 3 12 16 14
700 예술 17,068 10.84 56.09 4 4 4 12 16 14
800 문학 16,222 10.30 40.18 3 4 4 9 13 11
900 역사, 지리 13,010 8.26 40.82 2 2 4 7 11 9

총합 157,515 100 33.50 　- -　 - - - 100

서양서 목표장서 수준 및 수집비율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기존 장서개발지침의 ‘외국

자료 개발지침’을 업데이트
하여 장서개발지침 재발간

- 장서개발지침 영문판 발간

- 특성화자료별 수집기관과
의 장서개발지침 공유 

- 외국자료 장서개발지침에 
근거한 특성화자료 협동수
서

- 기존 장서개발지침 개정 추
진(5년 주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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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수집분야 자료 수서 확대

3) 외국자료 서비스 정책 강화

4) 예산, 조직 및 인력 보강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핵심자료 주제분야 외국자
료 온라인 수서 확대

- 특성화자료 수집을 위한 디
지털협력프로젝트 기획

- 각 연도별 집중수집자료 지
정(사회적 현안 반영)

- 외국자료 추천위원회 재구
성

- 핵심자료 주제분야 4단계 
연구수준 수서 실행

- 특성화자료 수집을 위한 디
지털협력프로젝트 추진(해
외 관련 도서관 MOU 체결 
등)

- 외국자료 장서개발지침에 
근거한 특성화자료 협동수
서

- 기존 장서개발지침 개정 추
진(5년 주기 갱신)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외국자료 대출규정 신설
- 연구정보서비스 연계방안 

도출 및 시행
- 협약기관 외국자료 상호대

차 서비스 확대 

- 외국자료 개가제 및 큐레이
션 공간 확보

- 외국자료 우편택배 대출서
비스 등 외국자료 적극적 
이용정책 시행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외국자료의 적극적 서비스 
정책 실현을 통한 수요기반 
확보

- 핵심자료 주제분야 수서 확
대를 위한 예산 확보

- 핵심자료 주제분야 외국자
료 및 온라인 수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특성화자료 수집을 위한 예
산확보

- 각 연도별 집중수집자료 지
정을 위한 예산확보

- 핵심자료/특성화자료 담당 
인력 충원

- 외국자료 우편택배 대출서
비스 등 외국자료 적극적 
이용정책 시행

- 디지털화 수집/국제교환·기
탁·기증자료 담당 인력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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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양질의 외국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지식문화유산의 구심체로서 사명을 달성할 책무가 있음 

❍ 관련 근거
- 도서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정리

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후대의 이용을 위하여 보존하
며,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원․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아래와 같이 외국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타 주요국 국가도서관 대비 
외국자료 수집 현황이 저조한 상황임
-2020년 6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소장자료 12,522,822책/점 중 외국서는 

1,524,690책/점으로 12.17%의 점유율을 차지함
-‘19년 수집 44만책 중 외국자료 점유율 5%(22천책), 수집예산 투입률 34%(11

억원)임
-구입: 현재, 국외자료의 경우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나 한국인

이 저술한 한국 관련 자료를 최우선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국민의 조사 연구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제별 학술연구자료와 문화 예술분야 관련 전문서를 비롯

◈ 도서관법 <개정 2009. 3. 25.>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
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
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2016.2.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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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별 특화자료를 구입하고 있음 

-국제교환, 기탁: 국외 주요 도서관, 국제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환 및 기탁을 통하여 외국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각종 통계자료, 국제기구 간
행물 등을 수집함. 또한 총 18개 국제기구의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아 기탁 자
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제기구 기탁자료 475책을 수집하였음

-해외 한국학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에 소재한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 수
집하여 우리나라 근현대 기록자료 확충 및 한국학 연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2004년부터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
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는 미 행정부 생산 공문서
와 NARA 컬렉션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한국 근현대기 한
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1차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 누
리집에서 제공 중임.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8)

❍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은 외국자료의 장서개발 방향 및 범위, 수집전략 등을 지역별

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집하는 반면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 
정책은 주제별 학술연구 자료 구입 및 한국 관련 자료 수집으로 제한적인 특성이 있
음

(단위: 책·점·릴)
구분 한국서 일본서 중국서 서양서 고문헌 비도서 계

장서수 8,371,115 315,321 100,475 1,010,342 280,517 1710,827 11,788,597
비율(%) 71.0 2.7 0.8 8.6 2.4 14.5 1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8

[표 1-2] 장서구성현황

(단위: 책·점·릴)
구분 국내서 국외서 고문헌 비도서 계동양서 서양서
책 수 8,371,115 415,796 1,010,342 280,517 1,710,827 11,788,59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8

[표 1-1] 장서통계현황-총장서

(단위: 책)
구분 납본 구입 교환 기증 자체생산 계

국내서 269,801 58,926 - 17,278 - 346,005
국외서 1,290 19,803 1,524 4,464 - 27,081
아동서 22,960 18,601 - 2,448 - 44,009
고서 - 790 - 104 206 1,100
계 294,051 98,120 1,524 24,294 206 418,19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8

[표 1-3] 자료수집통계-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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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 현황 (국회도서관 2016)

-미국 의회도서관은 세계 각국의 100개가 넘는 주요도서관, 의회도서관, 학술지관 등
과의 국제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Acquisitions Program)을 통하여 국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외자료 수집을 위하여 세계 6군데에 국외수집기관을 설치·운영
하여 국외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있음. 그 결과 총 장서량의 23.7%를 국외자료로 구
성하고 있음

-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국외자료 수집에 관해 인문과학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학
술조사수준(3레벨) 이상의 집서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분야의 정
치·의회, 법률·행정 분야, 과학기술분야의 집서수준은 연구수준(4레벨)으로 국립국
회도서관의 주제별 집서수준 중 가장 높은 레벨에 해당함. 그 결과 국외자료가 총 
장서량의 35.1%를 차지함

-영국 국립도서관 또한 국외 지역학 장서를 특성화자료로 선정할 만큼, 국외자료 수
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영국 국립도서관이 특성화자료로 선정한 해외 
국가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인도, 이탈리
아, 스칸디나비아, 슬라브 및 동유럽 등이며, 주요 수집분야는 인문 및 사회과학분야
로, 언어, 문학, 민속학,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연구수준으로 수집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국에 비해 세계문헌 수집 기능 미약 서비스 부족 
진단(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을 받은 바 있으며, 외국도서 이용 저조에 따른 장
서개발 정책 재검토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1.2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평가를 통해 과거 외국자료의 수집현황을 평가하고, 
현재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 외국자료 이해관계자(이용자, 직원, 초점집단)에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외국자료에 대

국 가 외국자료 장서개발 정책
미국 전 세계의 지역 연구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영국

영국 및 아일랜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인도, 이태리, 
스칸디나비아, 슬래브 및 동유럽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장서의 개발역사, 
개발방향, 강점 등 구체적으로 기술

호주
호주 인접 지역과 국가를 중심으로 국외 장서 일반, 전자정보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수주제, 정부 및 국제기구 간행물, 신문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장서개발 목적, 범주, 
언어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일본 법령, 의회자료, 일본관계자료, 국제기관 및 외국 정부관계 자료 등의 주제나 분야에 
유의하여 매체를 불문하고 구입, 국제교환, 기증, 기타 방법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집

한국 외국에서 발행 자료 중 학술연구자료는 주제별로 선별하여 구입하고 한국 관련 
자료는 국가문헌 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입수

[표 1-4]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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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용목적, 이용행태 및 요구사항을 분석

❍ 외국자료 장서평가 및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외국자료 장서발전을 위
한 중장기적 수집정책 및 수집전략을 마련

❍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 대상 및 범위, 우선순위 선정 등 해외 소재 한국학 
관련 자료 장서구성 방안 제시

2. 연구의 내용
2.1 국내·외 현황 및 장서정책 분석
  1) 국내 유관 기관 외국자료 수집현황 및 이용자 특성 등 사례 조사
❍ 국내에서 외국자료를 수집하는 주요 기관의 현황과 그 기관의 주요 이용자의 특

성, 수집 방안 등을 사례로 조사하여 경쟁 기관과 서비스와 수집 범위에 대한 차
별성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함
-외국자료를 수집하는 국내 주요 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도서관, 국회도서관, 법

원도서관, 한국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도서관의 장서정책, 장서·예산·조직·이
용자 현황을 비교하여 차별화 요소를 도출함

  2)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개발정책 비교 분석
❍ 주요 국가도서관의 자국 이외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자료의 수집 관련 개발정책과 

지침안을 비교 분석함.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일본 
국립국회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프랑
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호주 국립도서관(National Lib
rary of Australia), 중국 국가도서관(中国国家图书馆) 등의 외국자료 장서개발정
책과 관련 지침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2.2 장서구성 현황 분석 및 이용자 조사·분석

  1)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서 장서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현황을 유형별, 주제별, 수집 방법별(구입, 기증, 

교환, 디지털화), 시기별 등으로 조사, 분석

  2) 외국자료 장서평가 (RLG Conspectus)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도서 장서개발정책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기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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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장서의 평가를 통해 도서관 장서에 대한 장서강도를 이
해하고 앞으로의 장서발전의 가능성을 파악해야 함. 따라서 주제별 장서 분석의 
표준화된 방법인 컨스펙터스 모형을 활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외국도서 장서수
준을 평가함

❍ 컨스펙터스(Conspectus)는 도서관이 가진 장서의 현재수준, 수집의지, 목표수준
의 강도를 평가하여 기술하는 하나의 도구임. 이를 이용하여 도서관은 장서를 주
제별로 구분하고, 각 주제에 대한 장서수준을 정해진 장서수준기호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장서기술과 장서평가를 동시에 수행함

❍ 구분 코드
-현재장서수준(current collection strength: CL):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장서에 대한 강도, 즉 장서의 질을 의미함
-수집의지수준(acquisition commitment: AC): 현행 수집 강도, 즉 특정 주제분

야의 장서개발에 현재 투자되는 예산 및 노력의 정도를 말함. 구입과 기증 등으
로 인해 새로운 장서가 추가되는 등의 수집 정보에 기반을 두며 향후 장서의 성
장방향성을 보여줌

-목표장서수준(collection goal or desired strength of collection: GL):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고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서를 구성하기 
위해 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장서수준을 의미함

❍ 장서수준기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 주제의 상대적인 규모와 성격을 객관적인 방법으

로 기술하기 위해 표준화된 장서수준기호(0~5)를 사용함
❍ 장서평가방법

-현재장서수준은 수서담당자의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수집의지수준은 자료
수집과 관련된 각종 정보(장서개발정책, 장서증가 및 제적데이터 등) 및 연차증
가율 등으로 판단함. 또한 목표장서수준은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이 결
정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설정하는데 이 때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 장서정책
의 변경사항,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1차적 현재장서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수집 담당부서의 1차적인 현재장서수준의 의견(주제별 현재 장서수준과 장서수
준기호 부여)을 반영하며, 주제별 소장장서 수를 조사하여 1차적으로 도출된 현
재장서수준을 수정·보완함

-주제별 소장장서 수와 더불어 최근 3년간 증가한 장서 수 데이터를 확보하여 장
서증가율을 산출하고, 이 수치를 검토하여 수집의지수준을 결정함

-도출된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을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용자 
조사의 결과 및 장서개발정책 등을 반영하여 목표장서수준을 결정함

  3) 이해관계자 요구분석(이용자, 직원, 초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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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설문조사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 
- 도서관 이용행태(도서관 이용목적, 이용빈도, 장서 만족도, 정보 요구), 유형별 장서개

발(인쇄자료 유형별 중요도, 전자자료의 중요도, 해외 자료 활용 비율, 활용 언어 비
율), 주제별 장서개발(주제 중요도, 특성화 주제 중요도, 장서 활용 시 건의사항), 인
적사항(연령, 학력 등)   

❍ 직원 설문조사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국립중앙도서관의 협조를 

통해 실시)  
- 해외 자료 관련 도서관 만족도(장서 만족도, 정책 방향), 유형별 장서개발(인쇄자료 

유형별 중요도, 전자자료의 중요도, 해외 자료 활용 비율, 활용 언어 비율, 유형별 구비
수준), 주제별 장서개발(주제 중요도, 특성화 주제 중요도, 주제별 구비수준, 장서 활
용 시 건의사항) 인적사항(연령, 사서경력, 직급, 담당업무) 

❍ 전문가/연구자/교수 및 정책고객대상 FGI 
- 전문가 FGI(1회): 문헌정보학 교수, 한국학 연구자 및 교수 등 전문가 5명 내외를 대

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 (논의안건: 목표장서수준, 형태별/주제별 중요도
와 구비수준)

- 정책고객대상 FGI(1회): 도서관 이용고객 가운데 정책분야의 다이용고객 5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 (논의안건: 해외 자료 관련 도서관 만족도(장
서 만족도, 정책 방향), 유형별 장서개발(인쇄자료 유형별 중요도, 전자자료의 중요도, 
해외 자료 활용 비율, 활용 언어 비율, 유형별 구비수준), 주제별 장서개발(주제 중요
도, 특성화 주제 중요도, 주제별 구비수준, 장서 활용 시 건의사항) 등

2.3 외국자료 장서정책안 및 장서개발 전략

  1) 중장기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및 단계별 전략
❍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안을 제시하고 단계

별 이행 전략 도출

  2) 국가 차원의 장서특성과 이용자 요구를 절충한 외국장서 비율 제시
❍ 외국장서 주제범위를 형태별·주제별로 구분하고 자료 간 적정 비율 제시

  3) 신규이용자 유입을 확대하는 킬러콘텐츠(특화장서) 제시

  4)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외국자료 중점분야 및 장서개발지침안 도출
❍ 장서개발지침안은「외국자료 수집 지침서」로 별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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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 장서구성 방안 

  1)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수집 대상, 범위, 우선순위 등 중장기 장서개발 정책 및 
수집 지침안 제시

❍ 국내·외 장서개발정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고, 이용자 요구분석, 전문가 F
GI 등 수요조사와 기초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한국 관련 자료 수집 
장서개발정책의 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

❍ 국내·외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 대상, 범위, 우선순위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
점을 적용한 장서개발정책과 수집 지침안을 제시함

  2)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분포 현황 조사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분포 현황 조사
❍ 국내 기관별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 현황 조사
❍ 중점수집이 필요한 한국 관련 자료 목록 조사

  3) 국내 기관 간 한국 관련 자료 장서개발 협력모형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공동수서를 기획하여 한국학 관련 기관의 협력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형감 있는 협력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
축함

❍ 국내 한국 관련 기관 목록을 생성하고 업무 유사도에 따라 협력을 단계화함. 각종 
도서관(국회도서관, 세종도서관 등)과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연구소 등)과 1단계 
협력방안을 마련함.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
교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와 대학도서관과 2단계 협력방안을, 향교사찰, 박
물관 (국립전주 박물관, 한솔박물관 등), 지자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와 3단
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제시함 

  4) 국제교환(국제기탁 포함)에 의한 수집 범위 및 방향 제시
❍ 전 세계 한국학 관련 기관과 기탁도서관프로그램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

본, 마이크로 형태 및 전자 형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정부간행물을 수집하고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운영하고 있는 협약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제교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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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문헌 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기존 국내 유관 기관 외국자료 수집 사례 및 이용자 특성 조사
❍ 주요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개발정책 비교 분석(수집방법, 대상, 특성)

3.2 장서 현황 분석 및 이용자 분석

❍ 외국장서 현황을 유형, 주제, 수집방법, 시기별 등으로 조사, 분석
❍ 컨스펙터스(Conspectus) 장서평가로 외국장서의 발전 방향 제시
❍ 분야별 전문가, 연구자, 교수 등 다양한 서비스 대상에게 국가도서관의 “목표장서수준”

에 대해 심층 면담 실시
❍ 이용행태 등 이용자 분석을 통한 이용자 개발 방안 제시

3.3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수집자료 현황 조사 및 중장기 개발 방안 제안

❍ 온라인 공개 해외 한국 관련 자료 현황 조사 및 국내 기관 사례 조사
❍ 한국 관련 자료수집(구입, 기증, 교환, 디지털화) 중장기개발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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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유관 기관 외국자료 수집 및 이용현황

1.1 서울대학교 도서관

1.1.1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 현황

❍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1946년 개교와 함께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출발하여 1992년
에 중앙도서관으로 개편하였으며, 현재는 본관과 관정관, 9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20년 3월말 기준, [표 2-1]과 같이 규장각,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포함
하여 도서 5,110,016권, 비도서자료 259,723점, 전자자료 367,022종, 연속간행물 3,387
종을 소장1)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도서관임

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no.142(2020), p.119~146.

Ⅱ 국내·외 장서정책 분석

[그림 2-1] 서울대학교 소장 외국도서(소장 e-book 제외)의 주제분야별 분포(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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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자료(책/종) 비도서 자료 

(점)
전자자료(종) 연속간행물(종)

국내서 국외서 e-Book 계 전자 저널 웹 DB e-Book 계 국내 국외 계
중앙도서관 1,322,817 1,512,126 500,813 3,335,756 172,976 32,353 138,321 185,028 355,702 725 1,529 2,254

분 관

사회과학 38,381 69,750 9 108,140 505 - - 9 9 75 7 82
경영학 42,509 35,436 - 77,945 1,655 - 9 - 9 77 9 86
농학 77,960 102,129 1 180,090 1,315 - - - 0 42 12 54

수의학 8,244 14,776 732 23,752 238 5 - - 5 10 8 18
음악 2,573 3,447 - 6,020 35,148 - - - 0 9 6 15
의학 43,500 172,708 13,822 230,030 889 672 3,877 6,693 11,242 139 178 317

국제학 13,991 50,637 - 64,628 6,037 2 2 - 4 58 96 154
치의학 15,087 19,538 2,872 37,497 585 33 3 - 36 11 31 42
법학 65,107 114,802 34 179,943 132 1 14 - 15 203 94 297
소계 307,352 583,223 17,470 908,045 46,504 713 3,905 6,702 11,320 624 441 1,065

합계 1,630,169 2,095,349 518,283 4,243,801 219,480 33,066 142,226 191,730 367,022 1,349 1,970 3,319
규장각 155,242 69,668 - 224,910 40,243 - - - 0 68 - 68

학과및연구소 - - - 644,305 - - - - 0 - - 0
총계 1,785,411 2,165,017 518,283 5,113,016 259,723 33,066 142,226 191,730 367,022 1,417 1,970 3,387

Ÿ 도서자료 : 단행본, 제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임. 도서자료의 e-Book은 구입하는 자료임(영구소장)
Ÿ 비도서자료 : 등록번호를 부여한 비도서자료 수
Ÿ 전자자료 : 디지털 형태로 제작,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권한을 획득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 종수, 전자자료의 e-Book은 구독하는 자료임
Ÿ 연속간행물 : 통계작성 기준 연도에 구독 중인 인쇄형 연속간행물 종수(신문, 잡지 등 포함)

[표 2-1] 서울대학교 자료유형별 장서수집 현황(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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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언어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문학 역사 고서 학위 

논문 e-Book 기타 계
국내서 104,843 58,875 36,759 418,711 35,466 44,581 206,978 78,652 186,924 133,572 12,850 339,684 15,729 461,464 2,135,088 
국외서 102,478 74,506 33,612 459,036 43,331 297,259 431,964 79,791 117,607 120,276 0 45,357 482,554 690,157 2,977,928 

계 207,321 133,381 70,371 877,747 78,797 341,840 638,942 158,443 304,531 253,848 12,850 385,041 498,283 1,151,621 5,113,016 

[그림 2-2] 서울대학교 소장자료(도서)의 주제분야별 분포(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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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외국 단행본은 위의 [그림 2-1~2]에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3월 

기준 사회과학 26.1%(459,036권), 기술과학 24.5%(431,964권), 순수과학 16.9%(297,2
59권), 역사 6.8%(120,276권), 문학 6.7%(117,607권) 순으로 많았으며, 언어 2.5%(43,
331권)와 철학 4.2%(74,506권), 예술 4.5%(79,791권)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국외 도서의 경우는 e-Book(영구소장)이 482,554권으로 전체 외국 단행본 가운데 
16.2%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소장자료의 언어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3]과 [표 2-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어를 제외할 
경우 영어가 62.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도서구입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
서 다수의 이용자가 요구하는 국내 및 영어권 자료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최근 지
역 연구의 다양성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연구자들의 자료수요를 일부 충족하기 위해 
칭화대학을 비롯하여 아시아대학연합 소속 대학인 북경대학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아랍
에미리트대학교, 뭄바이공과대학과의 원문복사협정을 추진한 바 있음2)

2)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no.142(2020), p.42~57.

순위 언어 소장책수 소장비율(%) 한국어 제외 비율(%)
1 한국어 1,318,878 48.34 -
2 영어 877,677 32.17 62.26
3 일본어 235,053 8.61 16.67

[표 2-2]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자료(도서)의 주요 언어별 분포(2018.12월말 기준)
[그림 2-3]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자료(도서)의 주요 언어별 분포(2018.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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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2019.3.1.~2020.2.29.) 도서자료 증가 책 수를 보면, 국내서가 28,208권(/종), 국외
서가 36,775권(/종)으로 전체 64,983권의 56.6%가 국외서이며, 2019년 자료구입비(결산
액 기준) 가운데 국내도서 구입비는 약 395,996천원, 국외도서구입비 1,303,766천원으로 
조사되었음

❍ 연간(2019.3.1.~2020.2.29.) 주제별 대출책수 현황은 [그림 2-4]와 같이 사회과학, 문학, 
예술, 기술과학, 철학, 순수과학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4 독일어 116,587 4.27 8.27
5 중국어 103,575 3.80 7.35
6 프랑스어 49,043 1.80 3.48
7 스페인어 9,568 0.35 0.68
8 러시아어 6,708 0.25 0.48
9 이탈리아어 2,741 0.10 0.19
10 라틴어 2,487 0.09 0.18
11 기타 6,234 0.23 0.44

계 2,728,551 100 100

[그림 2-4] 서울대학교 도서관 주제별 대출책수 현황(2019.3~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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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 단행본 자료 선정․구입 기준(2016.6.1. 개정)
제1조 기본원칙
제2조 학과․전공별 기본도서
제3조 강의용 도서 및 지정도서
제4조 신간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
제5조 희망도서(이용자 신청도서)
제6조 서울대학교 관련 도서
제7조 구입제외 도서
§ 연속간행물(인쇄․전자) 구독 지침(2017.6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독 절차
제4조 선정기준
  가. 학술지
  나. Database 및 e-Learning(동영상 교육자료)
제5조 선정 제외
제6조 구독 기관
§ 기증자료 처리 지침(2014.1.28개정.)
제1조 수집 대상 자료
제2조 수집 제외 자료
제3조 기증 방법
제4조 수집된 자료의 등록
제5조 등록 제외 자료의 처리
제6조 수증자료의 자산처리
제7조 기증자 예우
Ÿ 희망도서 구입 지침(2019.7.11. 제정)
제1조 기본원칙
제2조 선정·구입 기준
제3조 구입제외도서
제4조 전자책
제5조 기타
Ÿ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9조 자료의 교환, 이관 및 폐기
제9조 자료의 교환, 이관 및 폐기

[그림 2-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구성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그림 2-5]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16년 6월 개정된 「단행본 

자료 선정·구입 기준」, 「연속간행물(인쇄·전자) 구독 지침」, 「기증자료 처리 지침」과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제9조 자료의 교환, 이관 및 폐기 조항에 의거하여 장서개발을 
하고 있음. 국외서에 대한 별도의 장서개발지침은 규정하지 않으며, 단행본 및 희망도서 
구입지침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음

❍ 먼저, 단행본은 학과․전공별 기본도서(1종당 2책 확보 원칙), 신간 학술도서와 교양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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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선정 구입하며, 서울대학교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 서울대학교 발간 자료 및 소속 
교수의 저술도서는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다음으로 연속간행물은 동일 학술지의 경우 인쇄자료보다 전자자료를 우선 선정하며, 인
쇄형학술지 구독 시 온라인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학술지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은 학과(부) 추천을 우선으로 하고 인용지수나 유명 색인지 등재 여부, 이용
률, 학과(부) 간의 구독 형평성, 자료의 구독 조건(FTE 적용, 엠바고 설정, 멀티캠퍼스 제
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마지막으로 기증자료는 정부, 정부출연기관,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통계, 연감 등의 자료,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
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수증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과 범위
§ 단행본 자료 선정․구입기준(2016.6.1. 개정)

제1조. 기본원칙

1.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기관인 대학의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과 교
양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학술도서와 우수 교양도서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2. 대학도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우수한 내용의 도서로서 다수의 이용자가 장기간
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우선 구입한다.

3. 모든 도서는 신간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신간 구입
이 불가능한 경우 중고도서도 구입할 수 있다.

4. 모든 도서는 1책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도가 높은 도서는 추가로 구
입할 수 있다.

제2조. 학과․전공별 
기본도서

1. 기본도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도서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선정하여 구입한다.
- 각 학과․전공 교수가 추천하는 전공 관련 도서
-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강의교재 및 참고도서
- 학문 분야별로 학계의 평판이 높은 세계 유수의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소장

하고 있는 핵심 학술도서
2. 학과․전공별 기본도서는 종 당 2책을 확보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강의용 도서 
및 지정도서

1. 당해 학기의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참고도서와 지정도서, 강의 담당 교수가 구입 신
청한 강의용 도서나 참고도서는 매 강의 당 100만원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2. 수강 인원이 50명 이내인 강의는 종 당 2책을 구입하되, 5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초과 인원 매 50명마다 1책을 추가 구입한다.

3. 소장 중인 도서를 지정도서로 대체하는 경우 1책 이상은 일반 이용자가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확보한다. 

제4조. 신간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

1. 학술도서는 우리 대학에 관련 학과․전공이 설치된 주제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구입한다. 
- 관련 주제분야 전문가 및 주요 서평지․언론사 추천 도서
- 국내·외 주요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도서

[표 2-3] 서울대 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주요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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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대학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 
2. 교양도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지식과 교양 함양에 유용한 양서 위주로 구입하되 주요 
수상작, 주요 서평지 및 언론사 추천 도서, 유명 출판사나 저자의 도서 등을 우선 구
입한다.

제5조 
희망도서(이용자 신청 

도서)

1. 희망도서 중 학술도서는 신청자의 전공과 신청 도서의 주제가 일치하는 경우 신분별 
신청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하되, 내용의 질적 우수성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입 
여부를 판단한다. 
- 신청자의 소속/전공과 신청 도서의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용도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판단한다.
- 고가의 도서는 가격 대비 활용도를 감안하여 구입 여부를 판단한다. 

2. 희망도서 중 교양도서는 신청자의 소속/전공과 관계없이 구입한다. 
3. 신분별 연간 희망도서 신청 상한액은 교수 120만원, 대학원생, 조교 및 연구원 등은 
60만원, 학부생은 20만원으로 한다. - 단,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내용의 우수
성․활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입할 수 있
다.

제6조. 서울대학교 
관련 도서

1. 서울대학교에 관한 역사적 자료, 서울대학교 발간 자료 및 서울대학교 교수 저술 도
서는 망라적으로 구입한다.

제7조 구입 제외 도서

1. 대학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소장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 호의 도서는 구입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의 특수 취향이나 관심, 일시적 유행에 따른 희망도서
- 수험서, 만화 및 대학생 수준의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도서  

 (단, 대학생 수준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용 도서가 만화의 형식
으로 발간된 경우는 구입 가능)  

- 한시적으로만 유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 등 소장가치나 활용도가 극히 낮
다고 판단되는 도서

- 종교 관련 도서 중 경전(원전), 번역서, 주석서, 해설서 등을 제외한 선교용 
도서나 개인적 신앙기록 등

2. 위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서가 교육․연구 용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연속간행물(인쇄․전자) 구독지침(2017.6 개정) 
목적 Ÿ 이 지침은 연속간행물(인쇄 및 전자) 자료 구독의 일관성과 균형있는 장서개발 및 

구독비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Ÿ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연속간행물의 정의는 정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인쇄 

및 전자자료로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학술지, Database, e-Learning (동영상자료) 
자료 등을 말한다.

3. 구독절차

가. 학술지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매년 구독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제외’에 속하는 
경우 구독을 중지한다.

나. 신규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학과(부)장 명의의 공문으로 도서관에 제출한
다.

다. 신청자의 소속대학에 분관이 있는 경우, 분관에 자료를 신청하며 분관도서관은 구
독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단, 신청자료가 복합주제인 경우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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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서관은 ‘학술지 선정위원회’를 두어 구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마. 신규 구독인 경우 다른 분관들과 반드시 협의하여 중복 구독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선정기준

Ÿ 자료 유형별 선정기준
가. 학술지 
 2) 동일 학술지를 인쇄와 전자로 구독할 경우 전자학술지를 우선 선정 
   (단, 인쇄학술지 구독 시 온라인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3) 우선 고려사항
   ㉮ 학과(부) 추천 
   ㉯ Peer Reviewed 또는 인용지수
   ㉰ WOS, SCOPUS 등에 색인등재 여부
   ㉱ 이용률 
   ㉲ 학과(부)간의 구독 형평성 
   ㉳ 자료의 구독조건 (FTE 적용, 엠바고 설정, 멀티캠퍼스 제한, 컨소시엄 구성 등) 
나. Database 및 e-Learning(동영상교육자료)
 2) 우선 고려 사항
   ㉮ 학과(부) 추천 
   ㉯ 기획수서
   ㉰ 플랫폼
   ㉲ 이용대상의 포괄성 
   ㉳ 자료의 구독조건(FTE 적용, 멀티캠퍼스 제한, 동시 이용자수, 컨소시엄 구성 등) 
   ㉵ 부가 서비스 (이용통계, 아카이브, 이용교육, 모바일 지원 등)

제5조. 선정제외

가. 예산 부족으로 신규 자료 구독이 불가한 경우 
나. ‘학술지 선정위원회’에서 구독 중단을 결정한 경우 
다. 이용자가 극히 제한되어 문헌복사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  
라. 이용률이 계속 하락하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월 평균 다운로드 10건 이하, 또

는 전년 대비 이용률 50% 이상 감소한 경우) 
마. 연구과제(Project)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에만 이용하는 자료
바. 주제(내용)가 유사한 자료를 동시에 구독하는 경우로 이용이 낮은 자료

제6조. 구독기관 

가. 자료의 주제, 성격 및 이용대상 등에 따른 분담구독(중앙도서관과 분관)
  ① 다수의 학과(부) 주제가 융․복합된 자료 
  ② 분관이 없는 학문 및 주제분야
  ③ 색인․초록․인용 등 서지자료와 교양어학․사전․지도․통계자료 등의 참고자료
나. 분관 구독
  ① 분관 관련 학문 및 주제분야로 분관 구성원이 주이용 대상인 자료
  ② 분관의 특정 구성원만 이용하는 자료
다.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가격, 계약조건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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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구독한다.
라. 다음의 자료는 해당 학과에서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부학과 또는 특정 전공분야 구성원만 이용하는 매우 한정된 자료  
  ② 가격 $1,000 이하의 자료  

§ 기증자료 처리지침(2014.1.28개정.)

제1조. 수집대상자료

1. 정부, 정부출연기관,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
고서, 통계, 연감 등의 자료 

2.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3. 우리 대학의 교수(명예교수 포함), 동문 또는 학생이 기증하는 자료 
4. 희귀자료, 고서, 우리 대학의 역사 자료 및 기록물 등 학술적․역사적으로 소장할 가
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5. 기타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기획하여 수집하는 자료 

2조. 수집 제외 자료

① 도서관의 장서 수용 공간,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1. 이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2. 발행 후 5년이 지난 백과사전 및 사전류, 발행 후 10년이 지난 단행본 자료 등 시

간의 경과로 인해 학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3. 연속간행물 및 문고본 자료
 4. 파손․오손․낙장․낙서 등으로 인해 상태가 극히 불량한 자료
 5. 낱장자료․묶음자료․소책자(팜플렛), 복사(복제)자료, 홍보자료 등
 6. 타 대학의 석․박사학위 논문
 7. 장서인 등 타 기관 소장 자료 표시가 있는 자료 
 8. 개인 또는 동호회 등에서 저술한 문집, 자가출판물, 족보자료 등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9. 만화, 문제집, 수험서, 기타 대학도서관 장서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자료의 학술적․역사적 가치, 도서관의 정책 등에 따라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다.
§ 희망도서 선정 및 구입 지침(2019.7.11. 제정.)

제1조 기본원칙

① (연구·교육지원)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기관인 대학의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
행하고,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학술도서 및 우수 교양도서를 선정한다.

② (소장가치 및 활동도)대학도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질적 우수성을 갖춘 도서로
써 다수의 이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거나 이용 잠재성이 높은 도서를 선
정한다.

제2조 선정·구입 기준

Ÿ 구입 신청 도서는 각 기준에 따라 학술도서와 교양도서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이용
자가 신청한 도서의 구입 방법을 변경할 경우 신청자에게 사유를 공지한다.

① 학술도서는 대학의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학생의 학습, 교수· 연구원 등
의 전문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술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구입한다.

② 교양도서는 대학생 수준 이상의 지적, 문화적,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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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내용의 우수성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입한다. 또한, 신간 베스트셀러나 화
제성이 있는 도서의 경우라도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이용가치를 갖고 있는 도서를 선
정한다.

제3조 구입 제외 도서

① 개인의 특수 취향이나 관심, 일시적 유행에 따른 희망도서
  1. 육아, 가사, 요리, 인테리어, 취미, 건강관리(다이어트) 등
② 수험서, 만화 등 대학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
  1. 수험서, 각종 문제집 및 문제해설서
  2. 무협지, 판타지, 유해음란물, 로맨스, 라이트 소설류
  3. 아동/청소년 도서(전공학과 실습교재 제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4. 단, 교양/시사/학문적 가치를 갖춘 만화는 예외
③ 한시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담은 도서 등 소장가치가 극히 낮은 도서
  1. 기초어학교재(강의교재 제외), 여행서, 업무용 매뉴얼
  2. 투자, 투기, 재테크(부동산. 주식, 연금, 창업), 자기계발서(성공, 처세, 심리) 등
④ 종교 관련 도서 중 경전(원전), 번역서, 주석서, 해설서 등을 제외한 선교용 도서 

등
⑤ 기타 제외도서
  1. 형태상 소장 부적합 도서 : 스프링제본, 소형문고판 및 낱장자료 등
  2. 특정 출판관계자가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편집한 도서
  3. 그 외에 수서담당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도서

제4조 전자책

① 전자책은 인쇄본이 소장되지 않은 학술도서로써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활용 가능
한 강의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전자책 선정의 기본 원칙은 단행본 구입신청 기준을 따르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
라 선정한다.

  1.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강의교재(주교재)
  2. 강의용 참고도서(부교재 및 참고문헌)
  3. 신청자의 전공/연구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술도서
③ 단, 가격대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쇄본으로 변경하여 구입

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구입 제외 전자책은 다음과 같다.
  1. 인쇄본 소장 전자책(중앙 및 분관)
  2. 특정 리더기 탑재용으로 제공되는 전자책(kindle 등)
  3. 기타 단행본 구입제외도서 기준에 따른다.

제5조 기타 Ÿ 전집 및 고가도서, 품절·절판 등의 도서는 소장 가치 및 자료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
여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구입한다.



 II . 국내·외 장서정책 분석도서관 환경변화 분석 ∙  49

1.2 한국학도서관

1.2.1 자료 수집 현황

❍ 한국학도서관은 지난 197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원과 함께 개관하였으며, 현 도서관 건
물은 1981년 신축 개관(건축규모 8,132㎡)하였음

❍ 2019년말 기준 일반도서는 [그림 2-6]과 같이 국내서 328,464책, 동양서 77,835책, 서양
서 64,327책 등 총 470,626책을 소장하고 있음

❍ 그 외 문고본도서 67,016책, 장서각 이관고서 81,946책, 일반고서 25,570책 등 총 645,15
8책의 장서와 그 외 고문서 15,274점, 마이크로필름 33,132롤, 마이크로피시 3,118장, 기
타 비도서자료 6,869개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3)

❍ 또한,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 분야 주요자료를 디지털화하였는데, 본원 간행물 중심
의 본문정보 125,068면, 고문헌 해제정보 6,305면, 구 왕실도서관 소장자료인 장서각 고
문헌 원문화상정보 410만면, 그리고 우리 민족 구비문학을 집대성한 구비문학대계 녹취 
테이프인 오디오정보 1,500개 등을 한국학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음4)

❍ 한국학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7]과 같이 사회과학 30.4%
(145,465권), 역사 19.9%(95,244권), 문학 13.0%(62,038권), 총류 10.1%(48,520권) 
순으로 많으며, 자연과학 0.6%(3,026권), 기술과학 1.6%(7,472권), 언어 4.5%(21,362
권) 순으로 적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https://lib.aks.ac.kr/guide/Static.ax?page=Guide12_1>
4) <https://lib.aks.ac.kr/guide/Static.ax?page=Guide10>

[그림 2-6] 한국학도서관 일반도서(국내·외) 수집비중 분포(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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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도서관 연간(2019년) 대출자료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 24.3%(7,146건), 사회과학 21.9%(6,445건), 문학 13.9%(4,080건), 철학 
10.1%(2,970건), 예술 9.8%(2,888건) 순으로 많았으며, 비교적 소장자료 수가 적은 자연
과학 0.7%(219건), 기술과학 2.2%(658건)는 가장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2.2 한국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 한국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은 [표 2-4]에서 발췌·요약한 바와 같이 한국학 중심 연구
기관으로서의 목표, 목적 및 역할 수행에 부합하는 자료 및 전문성 있는 학술자료 등을 수

[그림 2-7] 한국학도서관 주제별 소장자료 분포(2019.12)

[그림 2-8] 한국학도서관 연간 대출자료의 주제별 분포 현황(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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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함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자료는 최우선으로 수집함을 일반기준
에서 명시하고 있음

❍ 특이한 사항은 중점주제별 수집자료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한국
학 관련 자료 특히, 한국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출판되는 자료의 수집하며 주제분야는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기본서 및 학술자료를 우선수집하되,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자
료 선정 기준(주제별 선정기준)」과 <장서 및 이용현황 분석>에 의한 수집을 규정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소장비율이 낮고 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한 전공 및 학술서 수집을 위한 우선순
위로 윤리학 > 음악 > 민속학 > 교육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사항임

❍ 또한,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와 저술 등 창조적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자료,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가치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 문화, 문학자료를 우선수집함을 명시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과 범위

일반기준

Ÿ 한국학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목표, 목적 및 역할 수행에 부합하는 자료 및 
전문성 있는 학술자료 등을 수집한다

Ÿ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자료는 최우선으로 수집한다
Ÿ 사상, 종교, 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초월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

료를 선정한다
Ÿ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출판문화협의회, 한국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저명한 독

서단체 등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추천, 권장
도서 등은 최대한 수집한다

Ÿ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자료는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고전으로 인정된 
저작과 우선수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자료는 발행 연도와 관계없이 수집한다

Ÿ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국자료는 이용자의 수요와 도서관 장서로서의 가치를 고
려하여 수집여부를 결정한다

Ÿ 도서관자료의 복본 수집과 관련하여 그 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존의 필요
성, 이용정도, 잠재적 수요, 복사 등에 따른 훼손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형별 
장서구성

일반자료
Ÿ 매월 출판 및 입수 현황을 조사하여 시기성을 잃지 않게 수집한다
Ÿ 출판협회, 교수신문, 서점 등의 출판 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Ÿ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 추천 권장도서 등은 복본을 구비할 수 있다

중점 
주제별 

수집자료

Ÿ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한국학 관련 자료
- 한국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출판되는 자료

Ÿ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기본서 및 학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 (주제별 선정기준) 참조

Ÿ <장서 및 이용현황 분석>에 의한 수집
- 상대적으로 소장비율이 낮고 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한 전공 및 학술서 수집(윤

리학 > 음악 > 민속학 > 교육학) 
학과전담 Ÿ 학부별, 전공별 도서구입비를 배정하여 해당 전공에 대한 도서를 균형있게 구비

[표 2-4] 한국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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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통한 수집 

자료

Ÿ 학부별, 전공별 기초이론 사상서 등
Ÿ 학부별, 전공별 연구조교와 상의 각 전공별 교수/학생들의 의견수렴 후 필요한 

자료를 구입
다문화 

및 
외국인학
생 지원 

자료

Ÿ 외국인 학생 지원도서(기초 어학 관련서 등)
Ÿ 연구와 저술 등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

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Ÿ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가치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 문화, 문학자료를 
우선수집한다

연구/강의 
지원 자료

Ÿ 강의지원 도서와 연구에 필요한 신청도서, 교수 추천도서 및 강의 계획서에 수
록된 참고 도서는 우선 선정한다

희망도서

Ÿ 희망도서 선정
- 신청자격: 원내 교직원, 학생, 연구원, 전문원 등이 추천한 도서는 정보제공의 

신속화를 위하여 우선 선정한다
Ÿ 희망도서 제한기준

- 기소장 자료,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자료
-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자기개발, 건강지침서 등
- 동일 주제의 무분별한 과다 신청 및 중복 신청도서 등
- 학술 및 학부별 전공 도서 외 인문교양서, 일반교양서 등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1인 월 5책 이내)
- 작품성이 낮은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각종 만화류
- 영리목적, 정치목적 자료,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자료
-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 연감, 백서, 보고서, 참고도서류
- 스프링, 제본, 낱장 리플렛, 책 크기가 너무 작은 자료, 소리가 나는 도서 등 

도서관에서 관리하기 힘든 형태의 자료
- 기타: <장서구성 배제원칙> 일반 기준에 준한다

전자자료

Ÿ 장서구성 및 배제에 있어서 일반 원칙을 따르되, 전자자료의 특성상 아래의 내
용을 적용한다

1) 온라인 전자자료
Ÿ 내용기준

- 이용자 구입 희망도서 가운데 전자책으로 발간된 자료를 선정한다
- 인쇄자료로 발간되어 도서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이용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인쇄자료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장서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한다

-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이 포함되도록 하되, 전자책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제분야의 자료를 선정한다

- 전자책의 본문 편집 구성이 컴퓨터 모니터 및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료를 선정한다

-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전자자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를 선
정한다

Ÿ 서비스 기능요건
- 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이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책 관리시스템 상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자료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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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회도서관

1.3.1 자료 수집 현황

❍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 기본방향은 첫째, 의회도서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
심의에 필요한 입법 관련 자료 및 현안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자료 위주의 국회도서관 컬렉
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타 도서관, 연구소 등에서 입수
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정보제공의 허브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은 자료수집 기본방향과 중점수집분야에 따라 구입, 납본, 기증, 교환 및 기탁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구입의 경우는 외국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추천위원단과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추천·심의·선
정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회도서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납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는 국내자료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수집하되, 시사성이 있는 일부 자료
는 구입으로 수집하고 있음

❍ 납본 수집의 경우「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간행물과 공공저작물은 무상
납본을 받았으며, 개인 및 단체기관의 자료는 기증으로 수집하고 있음

한다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통용되고 주요 O/S 프로그램과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

가 가능한 자료를 선정한다
- 전자자료의 파일이 다운로드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될 정도로 

크지 않은 자료를 선정한다
- PC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Ÿ 공급업체 선정기준
- 전자자료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원본 자료의 수급 체계가 갖추어진 업체를 선

정한다
-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자자료 납품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한다
-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들의 문의에 충실히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한다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자자료의 종수가 많고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 사용하고 있는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하기 쉽고,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 저자, 출판사 등 원 저작자와의 계약관계 및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마찰을 빚은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
- 전자책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제공할 경우 업무 환경에 적합한 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에 대해 저작권 확보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업체를 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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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은 외국의 의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자료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외국
의 정부간행물, 대학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고 있음

❍ 기탁은 국회도서관이 UN, EU 등 주요 국제기구의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각 기구의 발
간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2019년 12월말 기준 국회도서관은 [표 2-5]와 같이 도서 4,803,088권, 비도서자료 550,
154점, 전자파일도서 1,438,527권, 정기간행물 26,964종, 신문 1,029종을 소장하고 있
음5)

5) 국회도서관, 2019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서울: 동기관, 2020), p.161.

구분 소장자료수 비고
언어별 주제별

일반
도서
(권)

단행본 2,675,826 ·한국어(75%) 3,620,608권
·영어(14%)     670,802권
·일어(6%)      301,052원
·기타(5%)      210,626권

·사회과학(47%) 2,267,881권
·인문과학(28%) 1,320,603권
·순수·응용과학(25%) 1,214,604권

석·박사학위논문 1,754,969
제본정기간행물 372,293

소계 4,803,088
전자파일도서 1,438,527

비
도
서

(점)

전자자료 53,040
오디오비디오 89,806
마이크로폼 333,489

지도, 기타 자료 8,986
미술품 386

학술세미나자료 64,447
소계 550,154

합계(권/점) 6,791,769
디지털콘텐츠(건) 3,714,387
정기간행물(종) 26,964 ·국내 19,917종 ·국외 7,047종

신문(종) 1,029 ·국내 893종 ·국외 136종

[표 2-5] 국회도서관 유형별 소장자료 현황(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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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은 의회자료를 포함한 정책자료, 법률자료 등의 핵심장서 이외에도 사회적 현

안을 반영한 매년 「중점수집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수집하고 있음
[2019년도 중점수집분야]
Ÿ 지방분권 및 정치제도개혁 관련 자료
Ÿ 소득분배 및 사회복지 관련 자료
Ÿ 데이터·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료*
Ÿ 환경개발과 전 지구적 환경(생태계) 보전 관련 자료
Ÿ 도시재생, 관광산업 관련 자료
Ÿ 사회적 소수자 및 젠더적 분석자료
Ÿ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예측 및 미래학 자료
   * 2019년도 정부 추진 핵심선도분야: 초연결·지능화,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2018년도 중점수집분야]
Ÿ 헌법개헌 관련 자료
Ÿ 인공지능 및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자료
Ÿ 미래예측 및 미래학 연구자료
Ÿ 사회문제 및 복지 관련 자료
Ÿ 바이오산업(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관련 자료

[2017년도 중점수집분야]
Ÿ 국내·외 공공정책정보·법률·선거 관련 자료
Ÿ 영토, 통일, 한국학 관련 자료
Ÿ 개헌, 복지 관련 입법현안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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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도서)의 주제분야별 분포(2018.12)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국내서 115,906 103,154 90,337 1,269,050 184,792 868,008 267,184 95,681 328,143 160,882 3,483,137
국외서 31,771 20,568 8,833 504,981 15,645 56,821 16,212 8,055 27,460 73,680 764,026

계 147,677 123,722 99,170 1,774,031 200,437 924,829 283,396 103,736 355,603 234,562 4,2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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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소장 일반도서는 [그림 2-9]에 보는 바와 같이 국내서가 82.2%, 국외서가 1

7.8%의 비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6)

❍ 국회도서관은 사회과학 주제 장서가 총 장서의 41.7%(1,774,031권)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정보서비스의 특성상 사회과학 주제분야 국외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한편, 국외서의 경우 [그림 2-10]와 같이 2018년 12월 기준 사회과학 66.1%(504,981
권), 역사 9.6%(73,680권), 기술과학 7.4%(56,821권), 총류 4.2%(31,771권), 문학 3.
6%(27,460권) 순으로 많았으며, 언어 1.1%(8,055권)와 종교 1.2%(8,833권), 순수과학 
2.0%(15,645권), 예술 2.1%(16,212권)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국회도서관은 2019년말 기준 48개국 189개의 주요도서관과 자료교환 관계를 맺고 있으
며, 구입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외국의 의회,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간행물을 국제교
환을 통해 수집하고 협력하고 있음.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 베르나드스키 국립도서관, 리
투아니아 국립도서관, 리투아니아 비타우타스마그누스 대학도서관 등 3개 기관이 새롭게 
자료교환 기관으로 추가되는 등 자료교환을 통한 외국자료 수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16년 6월부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외국도서관 기증자료’를 게시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수집하는 주요 자료를 안내함으로써, 국회도서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자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국회도서관 영문 홈페이지 국제협력 부문에
서 국회도서관에서 발송한 국제교환자료의 목록데이터(MARC)를 제공하고 있음. 2019년 
말 기준 국제교환으로 발송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1,981건의 목록데이터(MARC)가 영

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18년도 국회도서관 통계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2-10] 국회도서관 소장 외국도서의 주제분야별 분포(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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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역별 국제자료교환 기관 현황과 교환·기탁·
기증 실적은 다음 [표 2-6~7]과 같음

❍ 국회도서관은 정책의제 및 입법동향의 다원화, 다양화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출
판유통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효과적인 자
료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반의 정보환경이 정착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
의 체계적 수집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1.3.2 국회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 국회도서관의 장서개발 대상은 국회도서관법 제2조(직무)에 명시된 도서관자료, 전자도서
관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에 명시된 납본자료를 근거하
고 있음. 이에 따라 2017년 제정된 국회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체계는 [그림 2-11]
과  같이 아래에 제시된 자료별 수집지침과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Ÿ 입법자료: 의회자료, 법률자료, 공공정책자료(국내·외 정부간행물 및 연구기관 발간자
료, 국제기구자료)

Ÿ 국내자료: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비도서(마이크로 형태자료, 시청각자료) 

Ÿ 국외자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간․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발
행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집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생산된 자료 

Ÿ 특성화자료: 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
Ÿ 전자자료: 디지털 파일자료, 네트워크형 온라인자료, 오프라인 전자자료
Ÿ 기타 자료: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모든 자료

구분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계
국가수 15 4 22 6 1 48

교환기관수 108 28 45 6 2 189

[표 2-6] 국회도서관 국제자료교환 기관 현황(2019.12)

구분 도서
(권)

정기
간행물(종)

회의록
(부)

마이크로
피시(점)

CD
(점)

DVD
(점)

기타 
비도서(점)

수집 3,813 677
(5,777권) 247 2,320 96 86 9

발송 3,017 8,382 - - - 750 -

[표 2-7] 국회도서관 국제자료 교환·기탁·기증 실적 현황(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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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에서 주제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국회도서관의 핵
심적 사명이 입법활동 지원임을 반영하여 사회과학, 인문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주제의 집
서를 우선수집함을 밝히고 있음. 이 가운데 국외자료와 특성화자료의 장서개발정책을 발
췌하여 정리하면 [표 2-8]에 정리한 바와 같음

❍ 국외자료는 사회과학을 우선수집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자료는 그 주제범위를 
넓혀 수집함. 국외자료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함을 명시하고 있음. 

❍ 언어별 수준은 기존의 장서구성 및 이용현황의 변화를 기초로 결정하며,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서의 비
중으로 수집함. 또한 주요 언어자료 이외에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등 기
타언어자료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집함을 명시함. 한편, 국제교환의 경우 국회의 미
래지향적인 외교역량 강화에 따라 언어 해독 여부의 범위를 초월하여 수집할 수 있음

❍ 수집매체는 동일 자료가 두 가지 이상의 매체로 동시 발행될 시, 인쇄매체를 우선수집함을 
원칙으로 함

❍ 국회도서관은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를 구분하여 중점수집자료로 정의하고 있음. 핵심자
료는 국회도서관에서 중장기적으로 국회도서관의 내부 장서 중 다른 분야에 비교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서해야할 장서를 의미하며 의회자료, 법률자료, 공공정책자료로 
구성하고 있음. 특성화자료는 타도서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특화된 고유의 장서를 의
미하며 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로 구성하고 있음 

Ⅰ.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1. 국회도서관의 비션과 비전
2. 목적
3. 기본방향
4. 기본원칙

Ⅱ.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
1. 수집방법별
2. 입법자료
3. 국내자료
4. 국외자료
5. 특성화자료
6. 전자자료

5. 특성화자료 기본지침
 1) 수집범위 및 기본지침
 2) 독도자료
 3) 통일자료
 4) 영토자료

Ÿ 자료별 정의와 수집지침 및 수집범위
를 제시함

[그림 2-11] 국회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구성체계

구분 주요 내용과 범위

4. 
국외
자료

수집
범위

Ÿ 국외자료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간·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Ÿ 국외자료의 수집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도서(학술서),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 Ÿ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위주로 수집하며, 거버넌스 자료, 

[표 2-8] 국회도서관 장서개발정책(국외자료 및 특성화자료) 내용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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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자료 등을 계속 발굴한다
Ÿ 사회과학분야 위주로 수집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중요한 경제학, 정치학, 법학 분야를 

우선수집한다
Ÿ 경제학, 정치학, 법학 분야의 장서는 전문적 장서를 구비한다
Ÿ 국가별 자료수집은 구가별, 언어별 배분에 주의하여 이용요구가 높으며 정보의 가치가 

높은 자료를 위주로 선택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서의 비중으
로 수집한다

Ÿ 주제에 따라 언어별 특정성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 주요 국가별 언어 배분에 주의한다
Ÿ 국외자료는 구입, 국제교환, 수증, 기탁에 의해 수집된다
Ÿ 구입에 의한 수집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국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부, 대학, 연구기관 및 일반 국민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Ÿ 국제교환에 의한 수집은 외국의 의회자료,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및 주요 학·협회자
료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Ÿ 국외자료의 전자자료화에 따라 인쇄자료를 교환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전자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Ÿ 국제교환은 언어 해독 여부의 범위를 초월하여 수집할 수 있다
Ÿ 수증에 의한 수집은 교환기관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이 기증한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수증자료의 주제범위는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및 원칙에 의거하며, 
최근 발간자료를 우선으로 수집하되,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경우 연도와 상관없이 수집
할 수 있다. 기타 도서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Ÿ 기탁에 의한 수집은 우리 도서관이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제기구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관리한다

Ÿ 국외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주요국의 주요 기관 및 국가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한
다

도
서

일
반
도
서

Ÿ 정의: 일반도서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데 기본이 되는 정보매체로서 일반교양서, 학
술서, 전문서 등 단행본 형태의 인쇄자료를 말하며,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Ÿ 수집지침
- 의회 및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자료, 학술적 조

사·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하드커버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최신판으로 수집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한

다
- 자료추천위원단이 추천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선정위원회 심의·검토를 거쳐 구입한

다
참
고
도
서

Ÿ 수집지침
- 사전, 백과사전, 서지, 통계, 연감, 백서, 서지, 목록, 색인 등을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주제 전 분야에 걸쳐 선별하여 수집한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서의 비중으로 수집한다

연
속
간
행
물

정
기
간
행
물

Ÿ 수집지침
- 입법지원 적합성, 신뢰도, 전문성, 이용가능성, 환경요소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입법

활동 지원에 적합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그 외 타 기관 구독여부, 가격인상 
추이, 사용언어의 문해 난이도를 참고할 수 있다

- 전자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신속성을 검토하여 수집한다
신
문

Ÿ 수집지침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서의 비중으로 신문을 수집한다. 이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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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전문지와 논평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집한다. 과거 
호는 엄선한 시문에 한하여 마이크로폼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5.
특성화
자료

수집
범위

Ÿ 특성화자료는 국회도서관의 특화된 컬렉션으로 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를 말한
다

Ÿ 특성화자료는 시대적 입법의제 및 현안 등을 고려하여 추후 수집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
지침

Ÿ 특성화자료의 수집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생산된 국내·외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Ÿ 납본, 수증은 물론 구입 등 적극적인 수집방법을 통해 관련 입법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특성화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독도
자료

Ÿ 정의: 독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Ÿ 수집지침

- 독도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과 지도, 세미나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독도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 특히, 입법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독도연구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수
집한다

통일
자료

Ÿ 정의：남북한 통일을 위한 입법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납북한 통일 관련 자료 
및 외국의 통일 관련 자료,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특수자료 및 비밀자료 포함)를 말한다

Ÿ 수집지침
-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입법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

는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 북한에서 출판한 자료는 그 형태나 발행 연도, 내용수준을 불문하고 망라적으로 수집

한다.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 사회문화, 지리 등 한국과 밀접히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북한에서 출판한 자료는 50페이지 미만의 자료나 만화, 교과서 등 국회도서관 수집제
외 자료로 수집대상으로 한다

- 국외자료 중 독일, 예멘, 베트남 등 통일국가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통일자료 중 특수자료와 비밀자료는 「국회보안업무규정」과 「국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내규」의 규정에 준해 수집 및 관리한다

영토
자료

Ÿ 정의: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분쟁을 주요내용으로 다운 
자료를 말한다

Ÿ 수집지침
-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내·외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 언어별 수집범위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다만,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등 기타어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
로 수집한다

- 구입, 수증, 국제교환을 통한 수집 외에도 중국, 일본 등 현지 출장을 병행하여 적극적
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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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개발정책 비교 분석

2.1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2.1.1 LC의 조직

❍ LC(Library of Congress)는 의회 및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 1800년 4월 24일 
개관하였음. LC의 설립·운영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는 ｢US Code｣의 ‘Title 2 : The Congr
ess’인데, 제5장(LC) 제132조에서 LC는 ‘일반도서관과 법률도서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현재의 LC는 본관에 해당하는  토마스 제퍼슨 빌딩(Thomas Jefferson Building, 1897년 
개관)과 2개의 별관인 존 아담스 빌딩(John Adams Building, 1938년 개관) 및 매디슨 빌
딩(The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1980년 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LC의 조직 구성은7)은 [그림 2-12]과 같이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서국(Office of Li
brarian), 운영지원국(Office of Chief Operating Office), 도서관장서·서비스본부(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Group) 산하에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법률도서관
(Library Services), 장애인서비스국(National Library Service for Blind & Print Disable
d)을 두고,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등
을 포함하여, 전체 3,443명의 부서별 인력 배치 현황은 [표 2-9]에 정리한 바와 같음

[그림 2-12] 미국 의회도서관 조직도(2020 회계연도 기준)

7) LC Financial reports : Fiscal Year 2020, 5~7. <https://www.loc.gov/static/portals/about/reports-and-budgets/documents/budg
ets/f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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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서관으로서 LC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는 사서국, 도서관장서·서비스
국, 관리국, 정보국 등과 세계 최대 법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법률도서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도서관 조직상에 포함되어 있는 감찰국 등 2,278명의 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
고 있음. 2020년에는 기존의 도서관서비스국, 법률도서관, 시각·독서장애인서비스국을 도
서관장서·서비스본부로 묶어 서비스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 외 의회조사국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데이터와 연구자료 제공 및 자료 
분석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며, 저작권국은 저작 및 창작자와 관련된 저작권 관리, 저
작권법과 정책에 대한 의회, 법원 및 행정기관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1.2 LC의 장서개발 현황

❍ 2019년 9월 기준 LC의 총장서는 [표 2-10]에 정리한 바와 같이 1억 7천만 점을 상회하
며, 그 가운데 일반도서는 약 2천 5백만 권에 달함. 전년대비 일반도서의 증가 책 수는 28
9,180권이며, 주제별 구성비는 [그림 2-13] 및 [표 2-11]에 도식화한 바와 같이 언어문
학류(15.0%), 사회과학(14.5%), 법학(12.1%), 역사(7.6%), 기술(6.2%)순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구 분 자료수 소 계 계
인쇄자료 일반도서 24,863,177 24,863,177

170,118,152기타
인쇄자료

대형도서
15,039,990 15,039,990

점자도서
인큐나블라
최소수준 목록(단행본

[표 2-10] LC 자료유형별 소장 현황(2019. 9)  

부서
직원수(FTE)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LC 

사서국(Office of Librarian) 189 197
운영지원국(Office of Chief Operating Office) 250 293
도서관장서·서비스본부(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Group)* 0 1,413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1,227 0
법률도서관(Law Library) 86 0
정보국(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 282 361
감사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12 14
                    소 계 2,047 2,278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420 429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604 621
장애인서비스국(NLS for BPD) 103 115

합 계 3,174 3,443
*2020회계연도 조직개편

[표 2-9] LC 조직 및 인력 현황(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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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
신문(제본)
팜플릿
기술보고서
기  타

비인쇄
자료

청각자료 4,233,807

130,214,955

동영상 1,849,175
사  본 73,908,819
지  도 5,617,774
마이크로폼 17,376,100
악 보 8,135,588
시각자료(사진, 포스터, 판화, 드로잉 등 17,075,339
기타(기계가독자료) 2,018,383

[그림 2-13] LC 인쇄자료의 주제별 구성비율(2019. 9)  

주 제 연간 증가책수 제적건수 총자료수 비율(%)
A (General Works) 660 0 500,301 2.0
B–BJ (Philosophy) 5,280 544 466,303 1.9 
BL–BX (Religion) 16,868 16,280 1,068,597 4.3 
C (History, Auxiliary Sciences) 2,109 195 332,851 1.3 
D (History, except American) 22,927 1,405 1,901,714 7.9 
E (American History) 4,460 0 356,232 1.4 
F (American History) 6,404 7 595,589 2.4 
G (Geography, Anthropology) 17,638 1,975 822,347 3.3 
H (Social Sciences) 30,798 10,104 3,595,343 14.5 

[표 2-11] LC 인쇄자료의 주제별 연차증가량 및 총장서수(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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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의 자료수집은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납본, 구입, 교환, 수증, 이관 등의 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수집분야는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과 국립
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담당하는 기술농업과 임상의학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8) 구체적으로 연간 2백만권 이상을 수집하는
데, 최근 3년간(2017~2019회계연도) LC가 입수한 자료는 [표 2-12]에 정리한 바와 같
음9)

❍ 납본을 통한 자료수집은 1870년의 ｢저작권법｣에서 LC를 납본도서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시
작되었고,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407조는 국내에서 출간․배포되는 모든 저작물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오프라인 전자출판물 등)의 최우량판(best edition) 2부(녹음물은 
레코드 2매와 부속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LC 저작권국(Copyright Office)에 납
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개정된 저작권규칙은 온라인 출판물은 제외하였으나, 
2010년 초에 저작권 규칙을 다시 개정하여 온라인 전자출판물도 납본대상에 포함시킴으
로써 2010년 2월 24일부터 납본이 시작되었음10)

❍ 구입을 통한 자료수집의 경우는 신간 출판물은 전 세계 벤더를 대상으로 구매협약을 맺고 
8) <https://www.loc.gov/acq/>
9) <https://www.loc.gov/static/portals/about/reports-and-budgets/documents/budgets/fy2021.pdf>에서 발췌·정리함.
10)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0-01-25/pdf/2010-1202.pdf>

구분 2017 2018 2019

구입
예산 지출 634,425 549,962 623,518
기타 지출 11,164 7,073 5,602

기부금·기탁 2,238 1,492 4,617
소계 647,827 558,527 633,937

그 외

교환 54,041 55,650 52,124
이관 58,631 66,706 62,274
수증 936,110 955,459 1,096,866
CIP 94,386 94,165 117,925
납본 658,045 736,833 727,427
소계 1,801,213 1,906,813 2,056,616

계(권) 2,449,040 2,467,340 2,690,553

[표 2-12] LC의 수집방법별 자료입수 현황(2017~2019) 

J (Political Science) 6,593 422 942,679 3.8 
K and LAW (Law) 26,219  0 3,006,466 12.1
L (Education) 6,072   1,044 636,183 2.6 
M (Music) 18,877 0 892,432 3.6
N (Fine Arts)   12,438 750 841,211 3.4
P (Language and Literature)  70,393 856 3,731,752 15.0 
Q (Science)   9,144 2,640 1,423,551 5.7 
R (Medicine) 6,255 1,288 643,462 2.6 
S (Agriculture)  2,422 127 492,906 2.0 
T (Technology)  10,795 3,190 1,543,945 6.2
U (Military Science) 1,728 45 251,549 1.0 
V (Naval Science) 587 271 119,460 0.5 
Z (Bibliography) 4,013 0 698,304 2.8 

계 364,025  427 24,863,17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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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희귀서나 유럽권 출판물 등은 벤더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 자료이관을 통한 자료수집의 경우는 2014년 9월 이후부터 연방 도서관으로부터 자료이관

은 받지 않으며 그 이유는 중복자료가 많음에 기인함
❍ 국제교환을 통한 자료수집은 주로 국제교환서비스(IES : International Exchange Servic

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LC의 IES 사무국과, 국가출판물국( Governmen
t Printing Office), 미국무성 조약국(Department of State agent for treaties)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인쇄자료 형태는 물론이며 온라인 디지털 자료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
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50여 개국의 국가도서관이 주로 
자료교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미국 정부간행물을 비
롯한 공식 정부간행물을 수령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외국자료 수집을 위해서 1962년부터 6개의 해외 사무소(브라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
아, 케냐, 파키스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집 방법으로 입수가 어려운 외국자료
의 수서, 편목, 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해외사무소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및 남아메
리카 등 76개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특히 「서아프리카프로젝트(West Africa Projec
t)」, 「협동수서프로그램(Cooperative Acquisitions Program :　CAP)」등을 통하여 미국 
내의 연구도서관을 비롯한 100여개 기관과 함께 외국자료 입수 및 MARC 레코드의 공유 
등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아프리카프로젝트」는 세네갈 다카르에 있는 미국해외연구센터협의회(CAORC), 서
아프리카연구협회(WARA), 서아프리카연구센터(WARC)와 함께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
한 한시적인 파일럿 프로젝트임. 관련 지역 연구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당 지역 출판물
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구매,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현지 자료를 입수하고 있음  

❍ CAP는 외국자료의 수집을 희망하는 미국 내 100여 개의 연구기관과 함께 하는 협동수서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관이 자료구입비, 배송비, 행정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간 단위
로 기탁(deposit)하면 LC 해외사무소가 일괄하여 자료수집 및 외국 사무소에 고용된 직원
이 서지레코드 작성 등의 업무를 과정을 거친 뒤에 개별 기관으로 제공하고 있음

❍ LC 해외사무소에서 최근 3년 동안 수집한 외국자료는 다음 [표 2-13]에 정리11)한 바와 
같음. 외국자료의 수집범위는 해외자료의 수집은 정부간행물, 비상업출판물, 상업출판물, 
신문, 잡지, 학술저널을 포함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모든 주제의 자료 포괄하며, 지도, DV
D, CD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수집한 외국자료는 해당 이들 국가
의 역사, 정치,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원이나 의회, 연구도서관에 제공하고 있음 

11) Library of Congress, Fiscal 2018 Budget Justification(Washington, D.C. : LC, 2018), p. 153 Library of Congress, Fiscal 2019 
Budget Justification(Washington, D.C. : LC, 2019), p. 157 ; Library of Congress, Fiscal 2020 Budget Justification(Washington, 
D.C. : LC, 2020), p. 147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구분 2017 2018 2019
단행본(권) LC 소장용 47,721 45,979 43,008

CAP 협력기관 제공용 159,827 112,394 124,371
연속간행물(권)

(신문 포함)
LC 소장용 138,226  123,658 138,082

CAP 협력기관 제공용 165,811  135,208 142,568

[표 2-13] LC 해외사무소의 외국자료 수집 현황(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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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LC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체계

❍ LC의 장서개발정책의 공식 명칭은 ‘장서정책선언(Collections Policy Statements)’이며, 1
993년 수립되었으나, 2008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0년 현재까지 세부 개정된 현황은 [그림 2-14]와 같이 서론, 66개의 주
제, 매체 및 자료유형과 9개의 추가지침 등을 총 7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은 CPS의 용도, 목적,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2-14]와 같이 총 6개 영
역(예술·인문과학, 법률·지역연구, 인문학, 법률·국제기구·정부간행물, 과학·기술·공학·수
학, 사회과학, 특수자료 및 포맷)의 총 75개(본문의 주제 및 매체별 지침 65개 + 부록지침 
6개)로 구분하고 있음 

서지레코드 생성 및 갱신(건) 49,266 49,266 60,311
매체변환(페이지) 2,264,386 2,146,446 2,007,999

영인/마이크로필름(점) 7,026 6,254 5,978

주제, 매체 및 자료유형
(66개)

추가지침
(9개)

Ⅰ. 범위(Scope)
Ⅱ. 연구 강도(Research strengths)
Ⅲ. 일반수집정책(General collection policy)
Ⅳ. 최우량판, 선호매체(Best editions and preferred 
formats)
Ⅴ. 수집정보원 : 현재와 미래(Acquisition sources: 
current and future) 
Ⅵ. 집서수준(Collecting levels) 

[그림 2-14] LC CPS의 구성체계 및 개발지침 기술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주제분야)

1. 
Arts and
Humanities
(예술·사회과학)

Children’s Literature
Classics and the Ancient, Medieval, and Byzantine Worlds
Dance
Fantasy and Science Fiction
Fine and Decorative Arts—Books and Periodicals
Folklore and Folklife
General Works
Literature and Language
Music
Telephone and City Directories
Theater

2.
Law,

Government Publications—Foreign
Government Publications—United States

[표 2-14] LC CPS(2008년판, 2020년까지 일부 개정 포함)의 영역 구성체계 



68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법률·국제기구·정
부간행물)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3. 
S c i e n c e , 
T e c h n o l o g y ,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
수학)

Agriculture
Chemical Sciences
Computer Science, Telecommuni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okery, Nutrition and Food Technology
Earth Sciences
Environmental Sciences
History of Science and History of Technology
Human Nutrition and Food
Life Sciences
Mathematics
Medicine
Physics and Astronomy
Science—General
Standards
Technical Reports, Working Papers and Preprints
Technology

4. 
Social Sciences
(사회과학)

Anthropology, Archeology and Ethnology
Economics and Business
Education
Genealogy
Geography and Cartograph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Bibliography
Local History
Military Science
Naval Science
Numismatics and Philately
Philosophy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Religion
Societies and Associations
Sociology
Sports and Recreation
United States History

5. 
Special Topics 
and Formats
(특수주제·유형)

Analog Geospatial Materials*(기존 지도자료와 공간정보자료에서 2017.8 수정
됨)
Comics and Cartoons
Countries and Regions with Acquisitions Challenges*(기존 ‘개발도상국’ 에서 
2017.7 수정됨)
Digital Geospatial Materials*(기존 ‘개발도상국’ 에서 2017.7 수정됨)
Dissertations and Theses
Ephemera
Eth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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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CPS는 자료의 영역별(또는 주제나 매체) 수집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도서관그룹
(Research Library Group)이 제시한 컨스펙터스(Conspectus)를 준용하여 [표 2-15]와 
같은 집서수준(Collecting Levels)12)을 LCC에 근거한 각 주제별 분류기호에 표기하여 수
집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음. 2015년에 장서개발국(Collection Development Office)이 LC
의 장서개발정책을 개정할 때 장기 프로젝트로 RLG 컨스펙터스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
였으나, 계속 유지하기로 함 

12) <https://www.loc.gov/acq/devpol/cpc.html>

Fine and Applied Arts—Non-Book Materials (Graphic Arts)
Manuscripts
Moving Images Material
Newspapers—Foreign
Newspapers—United States
Periodicals of General Content
Photography (Non-Book Materials)
Sound Recordings and Radio
Translations
Veterans History Project

6. 
Supplementary 
Guidelines
(추가지침)

Book Jackets
Datasets*
Electronic Resources
Independently Published and Self-Published Textual Materials* 
Lesser Known Languages
Library of Congress Publications and Other Content*
Microforms—Quality
Non-Library Materials
Web Archiving 

* 2017∼19년 일부 삭제, 수정 혹은 추가됨

기호 집서수준 내 용
0 제외수준 Ÿ 수집범위에서 벗어나 수집하지 않음
1 최소수준 Ÿ 매우 기본적인 자료 외에는 거의 선택하지 않음

Ÿ 외국 법률 컬렉션(법률과 법령 포함)

2 기초정보수준
Ÿ 한 주제에 관하여 입문적인 지식과 개요를 제공함
Ÿ 사전, 백과사전, 중요 작품의 선별판, 설문조사, 핸드북, 일부 정기간행물
Ÿ 법률 컬렉션의 경우, 미국 법률 관련 일부 단행본 및 가제식 자료, 외국 

법률의 사례 보고서 및 요약집이 해당  

3 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Ÿ 한 주제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완하는데 적합함
Ÿ 전문적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낮은 수준
Ÿ 독립연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은 물론 공공․특수도서관 이용자의 학문적 요

구를 지원하는데 적합함
Ÿ 법률 컬렉션의 경우, 외국 법률 관련 일부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이 해당

4 연구수준 Ÿ 연구보고서, 새로운 연구결과, 과학적 검증결과, 기타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
보는 물론 학위논문과 독립연구에 필요한 주요 정보원을 포함함

[표 2-15] LC의 장서개발을 위한 집서수준과 컨스펙터스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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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LC의 특화장서(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 LC의 1993년 버전(2008년 일부 개정) CPS의 경우는 총 7개 영역(미국연구, 지역연구, 
인문학, 법률과 정부간행물, 과학기술, 사회과학, 특수자료 및 포맷) 61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지침을 제시13)하였는데, 이 가운데 2. 지역연구 관련 지침은 [표 2-16]과 같이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지역별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제
시하고 있음

❍ 현재는 1993년 버전의 LC CPS는 「Master List of Collections Overviews」로 LC홈페이
지에서 장서의 범위, 규모, 연구지원 강점, 컬렉션의 특징, 전자정보원, 장서구성의 약점/제
외 등의 순서로 해당 주제분야에 대한 장서개요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학(Korean Stu
dies)의 Collection Overview14)를 발췌·정리하면 [표 2-17]과 같음 

13) <https://www.loc.gov/acq/devpol/colloverviews/>
14) <https://www.loc.gov/acq/devpol/colloverviews/korean.pdf>

영역 세부 영역(주제분야)

Area Studies
(지역연구)

Ÿ Australia/New Zealand 
Ÿ Anglophone Commonwealth : Great Britain/Ireland 
Ÿ Anglophone/Commonwealth Literature 
Ÿ Canadian Studies 
Ÿ Chinese Studies 
Ÿ European Studies 
Ÿ Hebraica and Judaica Studies 
Ÿ Japanese Studies 
Ÿ Korean Studies 
Ÿ Luso-Hispanic Studies 
Ÿ Near East Studies 
Ÿ South Asia Studies 
Ÿ Sub-Saharan Africa 
Ÿ Tibetan Studies 

[표 2-16] LC CPS(1993년 버전, 2008년 일부 개정)의 지역연구 구성체계 

Ÿ 박사과정 및 기타 순수연구를 지원함 
Ÿ 해당 주제의 참고문헌, 전문서적, 핵인 및 초록집, 역사연구를 위한 소급자료, 

미국 정부간행물과 외국법률컬렉션이 여기에 해당

5 망라적 수준

Ÿ 도서관이 매우 제한된 주제분야에 대하여 모든 실용 언어로 쓰인 기록지식 
즉 모든 주요 자료를 소장하고자 노력함

Ÿ 한 주제분야에 관한 전문장서를 유지하며 자료를 포괄적으로 소장하는데 목
적을 둠

Ÿ 법률 컬렉션의 경우, 필사본, 학위논문, 비법률적 자료까지 포함됨



 II . 국내·외 장서정책 분석도서관 환경변화 분석 ∙  71

영역 내용

Ⅰ.범위
(Scope)

Ÿ 1950년대 초반 LC의 동양자료부 소속 일본자료팀에서 한국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함. 당시 대부분의 한국 관련 자료는 일본어로 된 자료를 수집하였음

Ÿ 1964년 조직개편으로 중국·한국자료부로 이관됨
Ÿ 1989년 한국국제문화학회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1990년에 한국자료팀이 발

족함
Ÿ 1966년 9월 한미협정체결로 한국정부간행물을 다량 입수하게 됨
Ÿ 캐나다인 선교사 James S. Gale을 통하여 1920년대 한국인과 문화에 대한 

다량의 도서(한자본)를 입수함 

Ⅱ.규모
(Size)

Ÿ 비교적 늦게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자료 가운
데 상당한 수집규모를 갖추고 있음

Ÿ 다수의 19세기초 원본자료를 포함하여 2007년 기준 약 264,000권의 단행본
과 6,800종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음

Ÿ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1920년대 신문 2,500릴을 소장하고 있음
Ÿ 한국의 고전, 역사, 문학, 예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 주제자료를 폭넓게 

소장하고 있음
Ÿ 한국이민자가 증가하고, 한국경제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학자료의 요

구가 늘고 있음
Ÿ 연평균 약 5,000권의 단행본과 4,200종의 연속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음

Ⅲ.연구지원 
강점

(General 
Research 

Strengths)

Ÿ 다수의 영어로 기술된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Ÿ 약 9,000권의 영어로 된 한국 관련 장서
Ÿ 아시아지역자료실(Asian Division Reading Room)홈페이지를 통하여 한국자

료 서지 4,800건의 검색이 가능함
Ÿ 한국지도와 지리서, 희귀 판본, 사진 등을 다수 소장함
Ÿ 한국자료는 인문학(40%), 사회과학(40%), 그 외 총류, 과학 및 기술, 서지류

(20%)의 주제별 자료구성비를 나타냄

Ⅳ.특징
(Areas of 

Distinction)

Ÿ 희귀서
-Han’guk Ch’odae Kidokkyo Munso: The Library’s Christian Korean 
Collection (한국초기 기독교 컬렉션)
-Minjuhwa Undong Collection(민주화운동 컬렉션) 
Ÿ 북한자료 
- 조선인민주의공화국(DPRK) 관련 자료 약 10,000점 소장
-1940년대~1960년대 북한 발행 연속간행물 소장
-1950년대 이전 발간(전쟁으로 소실된 희귀본 다수) 북한자료

Ⅴ.전자정보원
(Electronic 
Resources)

Ÿ 지리·지도자료실 소장 한국 관련 지도와 지도첩, 아시아자료실 소장 한국 귀
중서 등을 다수 디지털화하여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하
고 있음

Ÿ Soviet Korean Bibliography: 우즈베키스탄에서 입수한 80인의 
Soviet-Koreans(고려인)지도자에 대한 전기서를 디지터화 하였으며, 북한
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수록되어 있음

Ÿ Korean Serials Database: 북한 연속간행물 200종 포함 6,800종 
Ÿ 남북한의 다수의 학술지와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신문

과 저널 데이터베이스는 Pyongyang Times(영문판)도 포함하고 있음 
Ÿ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학술지 약1,200종 

원문제공) 

[표 2-17] LC Collection Overview :  Korean Studies 발췌·정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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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LC의 인터내셔널 컬렉션(International Collections)15)에는 [그림 2-15]와 같이 아
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자료실(reading room)에서 그동안 수
집한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각 지역별 자료실은 지역연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표 2-18]에 정리한 바와 
같이 해당지역/국가, 언어, 문화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브리핑 제공, 특정 도서관의 자원에 
대한 안내서의 제작을 비롯한 심도 있는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장품 개발과 보존, 협력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리 및 지도, 필사본, 영화, 방송 및 녹음자료, 음
악, 사진, 귀중본 등 상당수의 비영어권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15) <https://www.loc.gov/rr/coll-international.html>

Ÿ Chosun Daily Newspaper Archive  
Ÿ DBpia(학술지 약700종 원문제공)
Ÿ KRPia

Ⅵ.약점/제외
(Weaknesses/
Exclusions)

Ÿ 다큐멘터리 필름, 음악, 포스터 등 비도서자료는 빈약함
Ÿ 영화, 방송, 녹음자료 등의 수집을 확대하고자 협력 중임
Ÿ 북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중이나, 북한을 통한 직접 자료수집은 불가한 

상황임
Ÿ 한국 이외 즉,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한국 커뮤니티에서 발행된 자료의 입수

를 위한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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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영역(주제분야)

아시아자료실

Ÿ 아시아 자료실에는 130개 이상의 아시아 언어(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티벳
어, 힌두어, 타이어 등)로 된 4백만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Ÿ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티벳, 아시아 아메리칸 태평양
섬지역 등으로 컬렉션을 구분하고 있음 

Ÿ 오픈액세스, 무료공개 DB 등 전자정보원, 국가/지역별 서지·색인·신문·희귀
서 등 주제분야별 리서치 가이드(research guide), 디지털컬렉션 제공

Ÿ 1964년까지 북한이 발간한 149종 4,200권의 연속간행물을 디지털화해서 서
비스하고 있는데, 북한 관련 세계적인 컬렉션으로 평가받고 있음. 북한이 발
간한 1948~1964년 발간된 283종의 연속간행물을 이용 가능함

[표 2-18] LC 인터내셔널컬렉션의 자료실별 서비스 현황

[그림 2-15] LC의 인터내셔널 컬렉션(International Collections)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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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및 
중동 자료실

Ÿ 1978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그레브, 중동에서 중
앙아시아까지 77개국의 아프리카 중동지역 자료를 수집함 

Ÿ 소장자료는 아프리카(Africa section), 히브리어(Hebraic section), 근동
(Near East section)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Ÿ 이 지역에 관련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특별 이벤트 및 출판물을 개발하고, 미국과 해외의 다른 기관 및 
학술적, 전문적 협회와 협력하고 참여함

Ÿ 2019년 기준 약 650,000권의 이 지역 주제장서를 소장하고 있음
Ÿ 약 6,500권의 참고정보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 신간 학술지도 

수집하고 있음 

유럽 자료실 Ÿ LC가 소장한 광범위한 분량의 유럽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Ÿ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 주제 전문사서가 참고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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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약 3,500,000권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관련 장서를 소장하며, 역사, 문
학, 사회과학 주제를 집중 수집함

Ÿ 디지털 혹은 디지털 형태로 매체변환한 유럽지역/국가 디지털 컬렉션을 서비
스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자료실

Ÿ 1939년 HispanicSociety in New York의 이름을 따서 자료실 서비스를 시작
했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등 루소-히스패닉 컬렉션을 수집함

Ÿ 약 6,000권의 참고도서 소장,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아메리카 관련 오디오 
컬렉션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됨

Ÿ  Mexican Revolution newspaper clippings도 중요한 컬렉션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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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2.2.1 BL의 조직

❍ BL(The British Library)은 1972년 「영국국가도서관법」이 제정되고 1973년 7월 개관
하였으나, 영국왕실문고, 대영박물관도서관, 국립과학기술참고도서관, 영국신문도서관 등
이 기능적으로 흡수․통합되었으며, 1997년 서고와 도서관 기능을 완전히 독립시킨 국가도
서관 신관이 신축되어 오늘날의 BL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현재는 St. Pancras의 BL과 
Boston Spa의 BL North, Colindale의 British Library Newspapers, 로 구성됨16) 

❍ BL은 현재 고대 예술품을 포함한 필사본, 지도, 신문, 잡지, 악보, 그림, 특허 등 약 1억7천
만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4개 영역(아시아 및 아프리카 컬렉션, 현대 영국 컬렉션
(1999년 이후 출판물 혹은 1949년 이후 필사본 및 문서), 유럽 및 미국 컬렉션, 서양고전
컬렉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 2023년에 개관 50주년을 맞이하는 BL은 ‘Living Knowledge’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6가지 핵심주제(국가장서관리, 연구지원, 비즈니스, 문화, 학습, 국제화) 
영역에 대한 행동전략을 제시하고 있음17). 특히 국가장서관리와 관련하여 2023년까지 
<오디오 및 녹음 음악 컬렉션>의 수집, 보존, 접근을 위한 문제 해결에 치중할 계획이며, 
영국 내에서 생산된 디지털 콘텐츠(born-digital contents) 등 비인쇄형 자료의 법적 납본
과 장기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보스턴 스파에 있는 BLDS
S은 장서관리역량을 확장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자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
음

❍ BL은 세계의 지적,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자국 내의 모든 계층
을 봉사대상자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 각국의 정보 요구자에게도 원격대출 및 원문제공서비스(I
LL/DDS)를 실시하는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BL의 조직은 [그림 2-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서국과 운영국으로 나뉘며, 사서국 산하
에 비즈니스부(Business audience), 장서·큐레이션부(Collections and curation), 장서관
리부(Collection management), 문화·학습부(Culture and learning), 디지털학술부(Digital 
scholarship), 국제지원부(International engagement), 연구·고등교육지원부(Research an
d HE)가 있으며, 운영국 산하에 상업서비스부(Commercial services), 자산시설관리부(Es
tates and facilities), 재정법률지원부(Finance legal services and procurement), 인력자
원관리부(Human resources), 운영부(Operations), 독자참고서비스부(Reader and refere
nce services), 위기관리부(Risk management and assurance), 보안안전부(Security and 
safety management), 기술부(Technology), 관장 직속으로 운영마케팅부(Corporate affai
rs and marketing), 개발·기금모금부(Development and fundraising), 거버넌스부(Govern

16) History of the British Library, <http://vll-minos.bl.uk/aboutus/quickinfo/facts/history/>
17) <https://www.bl.uk/about-us/ou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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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 전략개발부(Strategy develop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2.2 BL의 장서개발 현황

❍ BL은 납본,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법적 납본과 구입이 수집자
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법적 납본18)은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제2
8장 제4조 1∼4항(자료를 출판한 자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모든 자료의 최우량판 1
부를 BL에 납본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부보고서, 시험지, 포스터, 캘린더 등을 제외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의 90% 이상을 수집하고 있음19). 2013년 6월부터「Legal Depo
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2013)」에 근거하여 디지털 및 온라인자
료 즉, 비인쇄자료(웹사이트, 블로그, 전자저널, CD-ROM 등)의 법적 납본도 수행하고 있
음20)

❍ 납본 수집은 BL 본관과 BL North가 나누어 수행하는데, 모든 인쇄물 및 마이크로자료는  
BL North에 있는 납본사무소(Legal Deposit Office)에서, 신문자료는 신문납본처(British 
Library Newspapers)가 담당하며,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은 전자매체처리팀(E-media Pro
cessing Team)이 분산형으로 수집하고 있음. 지난해 법적 납본을 통해서 약 50만권을 수
집하였으며, 영국 웹사이트에서 100 테라바이트(terabytes)의 전자자료를 수집하였음.21) 
최근 2년간(2017~2019) 법적 납본을 통한 자료수집 현황 및 BL의 장서현황은 [표 2-1
9] 및 [표 2-20]에 정리한 바와 같음22)

18) 영국 연방(UK)은 BL 이외에,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웨일즈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Wales), 옥스퍼드대학의 보들레이언도서관(Bodleian Libraries, Oxford), 캠브리지대학도서관(University Library, Cambridge), 트
리니티대학도서관(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도 법적 납본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19) Graham Shaw, “The British Library’'s Collection and Collecting Policy,” (Mar. 2008). <http://poldoc.enssib.fr/sites/poldoc.enss
ib.fr/files/poldoc/documents/blcollectionspolicy.pdf>

20) <https://www.legaldeposit.org.uk/electronic/index.html>
21) <https://www.bl.uk/about-us/our-story/facts-and-figures-of-the-british-library>

[그림 2-16] BL의 조직도 현황(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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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BL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체계23)

❍ BL의 장서개발정책은 [그림 2-17]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일반정책은 개요, 목적, 법적 납
본, 구입자료, 수증과 영구대여, 자료수집에 관한 윤리적 정책, 전시를 위한 대출, 중복(복
본), 보존과 폐기, 협력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음. 또한 일반정책에 근거한 특수장서개발정
책으로 국가·지역별 및 주제·자료유형별 20개의 세부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22) <https://www.bl.uk/bibliographic/pdfs/british-library-annual-statistics-2018-19.pdf>
23) <http://vll-minos.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index.html>

자료유형 2018/19 2017/18
단행본(인쇄형) 80,470 72,859 
연속간행물(인쇄형) 119,336 120,221 
단행본(전자형) 130,158 142,045
연속간행물(전자형) 112,239 105,795
지도와 지도첩 903 1,019 
악보 1,418 2,693 
신문(호수) 88,906 101,228 
대본(Playscripts) 150 150

계 533,580 546,010

[표 2-19] BL의 법적납본을 통한 자료수집 현황(2017∼2019)

자료유형 소장책수(권, 점) 연차증가량2018/19 2017/18
Monographs 16,123,900 15,756,786 367,114
Serial titles(all) 857,878 853,449 4,429
Manuscripts (single and volumes) 388,694 386,765 1,929
India office records 414,159 414,108 51
Philatelic items 8,329,632 8,327,634 1,998
Cartographic items 4,610,947 4,581,222 29,725
Music scores 1,630,542 1,628,622 1,920
Sound discs 1,588,270 1,580,210 8,060
Sound tape items 260,303 259,220 1,083
Digital Audio Files 178,302 153,764 24,538
Videos 43,299 42,948 351
Digital Video Files 67,417 59,090 8,327
Prints and drawings 33,386 33,327 59
Photographs 351,799 327,788 24,011
Patent specifications 70,461,569 70,362,318 99,251
Reports in microform 10,433,593 10,433,593 0
Full-text UK Doctoral Theses 205,899 166,834 39,065
Theses in microform 111,100 111,100 0

Total 116,090,689 115,478,778 611,911

[표 2-20] BL의 자료유형별 소장현황(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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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영국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현행자료와 소급자료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영국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자
료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음

❍ 미국,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의학(STM) 분
야 중 영어로 된 자료는 연구수준의 수집을 목표로 하며, 외국어로 된 인쇄자료는 고등교
육기관과 기타 연구도서관의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음. 한편, 영국 문화유산
에 해당하는 비도서자료는 문서관의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구입을 통한 수집은 ① 신간 외국어로 된 자료,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영어자료, ② 
기존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주제·시대·자료유형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역사적 기
록, ③ ILL/DDS를 위한 납본자료는 중복 입수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음

❍ 수증을 통한 자료수집은 구입을 위한 예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서개발정책의 일반적인 
지침에 준하여 수행하되 영구대여의 방식으로 수집하며, 통상 중복 수집은 하지 않고 있음

❍ BL에 편입된 자료는 통상 폐기하지 않으며, 폐기는 ｢British Library Act(1972)｣ 및 BL이
사회의 정책에 따르고 있음

❍ 협동장서개발은 구입대상 장서로 제한하며 비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도서관과 협력하
고 있음. 기본적으로 RSLG(Research Support Libraries Group)의 제안을 존중하며, 그 외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The Natural History Museum, Th
e 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School of Advanced Studi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등 4개 기관과 협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음 

❍ 또한 특수장서개발지침 혹은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국가·지역별, 자료유형·주제별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치중하며, 자료유형별로는 필사본과 초기 인쇄본을 
강조하고 있음. 주제별 정책의 경우, 과학․기술․비지니스와 음악에 한하여 세부지침을 두고 
있으며 망라적 수집 혹은 선택적 수집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컨스펙터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웹 아카이빙의 경우 영국 전역의 다양한 삶, 관심, 활동을 함께 반영하는 사이트를 수집하
고 있음. 영국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집·보존하여 현재의 이용

Ÿ BL 장서의 목적
Ÿ 법적 납본
Ÿ 구입자료
Ÿ 수증과 영구대여
Ÿ 자료수집에 관한 윤리적 

정책
Ÿ 전시를 위한 대출
Ÿ 중복(복본)
Ÿ 보존과 폐기
Ÿ 협력활동
Ÿ 특수장서개발정책특수장서개발정책

Ÿ 영국·아일랜드
Ÿ 아시아·아프리카
Ÿ 네덜란드
Ÿ 프랑스
Ÿ 독일
Ÿ 그리스(현대)
Ÿ 스페인
Ÿ 이탈리아
Ÿ 스칸디나비아
Ÿ 동유럽

Ÿ 과학, 기술, 비지니스
Ÿ 필사본
Ÿ 음악
Ÿ 특허
Ÿ 우표류
Ÿ 초기 인쇄본
Ÿ 지도
Ÿ 신문
Ÿ 녹음 아카이브
Ÿ 웹 아카이빙

[그림 2-17] BL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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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물론 후대의 연구원,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UK web archive>에는 사서, 큐레이터, 혹은 분야별 전문가가 선별한 웹페이지를 
100여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2.2.4 BL의 특화장서(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 장서개발정책에서 해외자료는 영국을 제외하고 9개 영역(아시아·아프리카, 네덜란드, 프
랑스, 독일, 그리스(현대), 스페인,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동유럽)으로 구분하며, 주제·
형태별로 세부지침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특화장서열람실(Special 
Collections Reading Room)에서 이용 및 상호대차/문헌배달서비스(ILL/DDS), 참고서비
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국가·언어 및 자료 주제·형태별 특화컬렉션 및 서비스 내용을 
발췌·정리하면 [표 2-21]과 같음

구분 특징

동아시아

Ÿ 중국, 일본, 한국, 만주, 몽골의 필사본, 인쇄본, 정기간행물, 녹음자료, 지도, 신문, 
아카이브 등 자료를 수집

Ÿ Korean Collection 
- 단행본 약 15,000권, 필사본 50권, 연속간행물 500종, 정부간행물 및 신문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15세기~19세기 목판본 125권
- 북한자료: 단행본, 노동신문을 비롯한 신문 및 연속간행물 소장
- 1910년 이후 발행된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BL OPAC에서 검색 가능
- 1900년 이전 발행 자료 다수 소장
- 필사본 등은 ‘Archives and Manuscripts’에서 검색 및 이용가능 

Ÿ Chinese Collection
- 단행본 약 100,000권, 연속간행물 2,500종 이상 소장함
-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을 통하여 수집한 1820~1910년대 간행된 Peking 

Gazette (Jingbao)를 비롯한 중국신문과 연속간행물, 19세기 후반 지방지 등을 
소장함

Ÿ Japanese Collection
- 8세기부터 현대까지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전자자료 소장함
- 단행본 80,000권, 연속간행물 6,000종, 정부간행물 및 20종의 일본신문 등
- 에도시대 도서 및 필사본
- 동인도회사와 일본의 관계(1600-1623) 관련 문서

[표 2-21] BL의 국가·지역 및 주제·자료유형별 특화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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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Ÿ 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관련 자료를 소장함
Ÿ USA collections 

- 초기 식민지 시대 자료부터 현대 자료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미국 관련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단행본, 잡지, 악보, 지도, 저널 및 팜플렛, 필사본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관련 장서를 수집함

- BL에 등록한 이용자는 1800년 이전 인쇄자료, 신문컬렉션, 미의회발간자료를 포
함한 Archive of Americana 등 디지털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음

Ÿ Australia and New Zealand collections 
- 대영박물관으로부터 수증한 영국식민지 시절 호주 관련 자료를 다수 소장함
- 호주, 뉴질랜드 식민지 정착시대, 과학적 탐험, 남극탐험 자료
- 호주, 뉴질랜드 정부간행물, 통계, 법률 자료도 다수 소장함

Ÿ Latin American collections 
- 16세기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라틴아

메리카컬렉션(멕시코, 중남미 전체)을 보유함
- 유럽의 정복과 식민주의, 아메리카의 가톨릭교회, 노예제와 폐지, 독립운동, 그리

고 현대 경제, 정치와 사회 등 방대한 주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지원서비스가 가
능함

Ÿ Canadian collections 
- 영어권 캐나다 자료와, 불어권 캐나다 자료를 동시에 방대하게 수집함
- 캐나다 역사와 관련된 단행본, 잡지, 악보, 지도, 저널 및 팜플렛, 필사본, 지도, 

사진, 우표, 녹음자료, 원주민 관련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함
- 1895~1923까지 캐나다 식민지 개척시대 사진자료와 디지털로 변환된 아카이브 

자료가 탁월한 평가를 받음



82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정부간행물
(영국 및 
전세계)

Ÿ 중세 영국의회 자료를 비롯한 영국 정부간행물. 서유럽, 아프리카, 호주·뉴질랜드,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간행물을 폭넓게 수집함

Ÿ BL의 강점으로 이 공식 자료가 신문 논평에서 제시되며, 영국과 해외의 광범위한 
학술지와 연구자료에서 분석되며, 저명한 정치인들의 발표자료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과학, 기술, 
비지니스

Ÿ 수집된 자료는 높은 기술적 기준을 자랑하며, 현재의 연구개발에 적절한 수준임. 
주로 법적 납본을 통하여 수집되며, 학문별 균형집서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입방식
으로도 수집함. 수집한 자료는 과학열람실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ILL/DDS를 지
원하기 위하여 개발함

Ÿ 도서의 경우 영어로 기술된 도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망라적으로 수집
함. 적절한 영어도서가 없을 경우에 프랑스 및 독일의 도서를 매우 선택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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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함. 기타 언어로 된 도서는 자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수집함
Ÿ 연속간행물의 경우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든 연속간행물은 

언어를 불문하고 망라적으로 수집하며, 상업지와 전문출판물 뿐만 아니라 심사제
가 있는 학술지를 포함하며, 전자잡지 비중도 높이고 있음

Ÿ 전자자원을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이용자 등록을 통한 접근 허락이 필요함

음악

Ÿ 음악 관련 주제 인쇄본 약 150만건과 음악사본 약 10만건을 소장하고 있음. 인쇄장서의 
시대별 소장범위는 1573년부터 현재까지이며, 모든 국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사본의 
소장범위도 비슷하며, 작곡가․연구자․연주단체의 필사된 악보․스케치․서신․자료와 음악출판
사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포함함

Ÿ BL에 소장중인 주요 참고장서와는 별개로 BL North에 연주를 위한 대출목적의 약 135,000
점(악보 포함)을 소장하고 있음

필사본
Ÿ 영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필사본과 보존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Ÿ 비영국권 자료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매우 선택적으로 수집 
Ÿ 중세 및 초기 필사본, 근대 역사 관련 필사본, 근대 문학 필사본 수집 우선 수집

지도
Ÿ 역사적 자료부터 현대 자료까지 방대한 규모의 지도자료를 수집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 컬렉션으로 평가받음
Ÿ 영국지도 및 출판물은 법적 납본방식, 국방부의 기증자료, 구입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함

웹 아카이빙

Ÿ 영국 웹사이트를 수집의 대상으로 하며 과학, 기술, 의학, 비즈니스, 사회과학, 예술
과 인문학을 포함한 지식 및 인간 활동의 스펙트럼을 선택적으로 수집함

Ÿ 연구 및 회색문헌(보고서와 기타 문헌)을 출판하는 사이트의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며, 웹사이트를 선정․수집하여 축적하고 접근성을 제공할 때 납본규정에 근거하
여 각각 책임성의 측면에서 다른 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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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호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3.1 NLA의 조직

❍ 호주의 국가도서관인 NLA(National Library of Australia)는 1901년 호주연방이 성립된 
후에 건립된 연방의회도서관(Commonwealth Parliamentary Library)을 기원으로 하며, 
이후 국가도서관의 역할, 지배구조, 재정관리 등을 규정한 ｢National Library Act, 1960｣
에 근거하여 1968년 캔버라의 Lake Burley Griffin에 건립되었으며,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의 적용을 받고 있음24)

❍ 국가도서관법인 ｢National Library Act, 1960｣ 제6장은 NLA의 기능으로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음
① 호주 및 호주국민과 관련된 도서관 자료의 망라적 집서를 포함하여 국가장서를 유지․개

발함
② 호주의 국민과 기관들이 국가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제공함 
③ 도서관은 서지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도서관 문제 및 자료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의회

도서관, 연방기관, 보호령, ｢Public Service Act 1999｣에 규정된 기관에게 제공함 
④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행정당국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도서관학의 발전을 포함한 도서

관 문제에 협력함
❍ 현재 NLA의 조직구조는 [그림 2-18]과 같이 장서국(Collection), 고객관리국(Engageme

nt), 협력국(Collaboration), 운영국(Corporate), 디지털국(Digital)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
히 외국자료의 수집과 목록을 전담하는 해외자료개발·메타데이터관리부(Overseas Collect
ions and Metadata Management)가 장서국 아래 조직되어 있음

24) <https://www.nla.gov.au/about-us/organisational-structure>
[그림 2-18] NLA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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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NLA의 장서개발 현황

❍ NLA는 법적 납본, 구입, 교환, 수증 등의 방법으로 호주의 중요한 지식문화유산인 도서, 
잡지, 전자자원, 구술기록, 단명자료, 필사본, 지도, 음악, 신문, 공연예술, 그림 등을  수집․
개발하고 있음. 최근 NLA의 자료유형별 소장 현황은 [표 2-22]와 같음

❍ 납본 수집의 경우는 ｢Copyright Act, 1968｣에 근거하여 자국에서 출판되는 자료(도서, 잡
지, 지도, 신문, 인쇄형 음악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호주에서 생산된 디
지털 출판물의 경우도 납본 수집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자책과 인터넷 자원들도 포괄적 
수집(comprehensive collections)을 하고 있음

❍ 해외자료 구입을 위하여 NLA(인도네시아 지역 사무소 포함)는 장서개발정책에 준하여 제
목별로 자료를 선정하며, 작성된 프로파일에 따라 상업적 벤더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UN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출판물은 주로 수증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음

2.3.3 NLA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체계25)

❍ NLA의 장서개발정책은 국가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생산된 자료 및 해외자료에 
대한 수집의 범위와 특성을 정의한 것으로서 NLA의 직원, 다른 도서관, 독자, 일반대중에
게 국가장서의 범위와 깊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집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NLA의 장서개발정책은 2016년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CDP는 2020년에 최종 개정된 내용

25)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s://www.nla.gov.au/sites/default/files/collection_developme
nt_policy_revised_2_july.pdf>

자료유형 소장책수(권, 점) 연차
증가량 2018/19  2019/20

Monographs
(including microforms, e-books & 
ephemera)

3,645,660 3,709,116 63,456

Serials(including newspapers)* 210,845 211,780 935
Serials, Current 36,421 33,637 -2,784
Serials, Non-current 174,424 178,143 3,719
Oral History recordings 24,403 25,388 985
Music scores 236,452 237,781 1,329
Pictures 1,555,607 1,598,100 42,493
Maps 782,249 784,329 2,080
Aerial photographs 862,316 862,318 2
Digitised collection items 406,055 545,377 139,322
Videos 43,299 - -
Digital Video Files 67,417 - -

Total      7,717,579   7,973,819 256,240
*권수가 아니라 개별 타이틀 종수임

[표 2-22] NLA의 자료유형별 소장 현황(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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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음. 전체 구성은 [그림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문, 일반원칙, 수집방
법, 수집대상, 선별수집의 5개 대영역으로 구성됨 

❍ 서문(Introduction)에는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배경, 장서구축환경 설명, 실물장서와 디지
털 장서의 통합수집, 온라인장서개발, 원주민 자료의 수집에 관한 내용 등 2020년 개정된 
CDP의 일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음. 2020년 개정된 일반원칙에는 자료수집의 목적, 범
위, 도덕적 수집, 집서수준(포괄적 수집, 대표자료 수집, 선택적 수집), 호주자료와 해외자
료의 일반적 수집지침, 우선고려사항, 자료유형, 관리, 다른 수집기관과의 협동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특히 집서수준은 [표 2-23]과 같이 포괄적 수집(comprehens
ive collections), 대표자료 수집(representative collections), 선택적 수집(selective colle
ctions)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가도서관으로 가능한 포괄적으로 수집, 자료의 유형, 주제, 
저자별로 NLA의 관리 범주에 드는 대표적인 자료의 수집, 혹은 특별하게 중요하게 인식되
거나 수집해야할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 등 3단계로 집서수준을 나누어 실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반원칙(Principles)에는 수집 목적, 수집범위, 호주와 해외자료를 구분한 일반 수집 지
침, 우선고려사항, 자료유형, 협동수집, 원주민 자료 수집원칙 등을 수록하고 있음

❍ 수집방법(How we collect)에서는 일반적인 장서개발 즉, 납본, 구입, 기증, 협동수서 등의 
세부지침을 기술하고 있음

❍ 수집대상(What we collect)에서는 11개의 자료유형별(도서, 정기간행물, 정부간행물, 음
악, 지도, 웹사이트, 단명자료, 사진, 호주 소급자료, 구술사 및 민속자료, 필사본) 세부지침

1. 서문
2. 일반원칙
3. 수집방법

4. 수집대상
Ÿ 도서
Ÿ 정기간행물(신문, 

학술지, 잡지 포함)
Ÿ 정부간행물
Ÿ 음악
Ÿ 지도
Ÿ 웹사이트
Ÿ 단명자료
Ÿ 사진
Ÿ 호주 소급자료
Ÿ 구술사 및 민속자료
Ÿ 필사본

5. 선별수집 :  해외출판물

Ÿ 아시아·태평양 지역

Ÿ 그 외 지역

Ÿ <2. 일반원칙>에는 자료수집의 목적, 수집범위, 도덕적 수
집, 집서수준(포괄적수집, 대표자료 수집, 선택적 수집), 호
주자료와 해외자료의 일반적 수집지침, 우선고려사항, 자료
유형, 관리, 다른 수집기관과의 협동수집, 원주민자료 수집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Ÿ <4. 수집대상>에는 수집자료 유형별 세부정책으로 정의와 
범주, 현황, 수집의지, 우선고려사항, 협동수서 등의 세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Ÿ <3. 수집방법>에는 수집전략, 방법, 자료수집을 위한 접근 
범위, 법적 납본, 구입, 자료수증 관련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Ÿ <5. 선별수집 :해외자료>에는 자료별 세부정책으로 정의
와 범주, 현황, 수집의지, 우선고려사항, 협동수서 등의 세
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그림 2-19] NLA의 장서개발정책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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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정의와 수집범위, 현황, 수집의지, 협동수집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해외자료는 2개 영역(아시아·태평양지역자료와 그 외 세계)으로 구분하여 세부지침을 기
술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표 2-24]에 기술한 바와 같음

구성 주요 내용

일반

목적

Ÿ 도서관은 해외자료를 선별 수집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
에서 호주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Ÿ 호주 및 호주인과 관련된 장서를 포괄적으로 구축하고, 호주학 분야의 연구자 
요구에 서비스해야 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충족시키는 자료, 해외에서 
출판된 호주에 관한 자료, 해외에서 호주인이 출판한 자료, 영어 외의 언어로 된 
번역물로서 호주인이 저자인 저작물 등을 수집함

Ÿ 인도네시아, 중국, 동티모르와 태평양 지역 자료의 수집에 치중하며, 호주에 영향
을 미친 세계적 사건과 이슈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Ÿ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학 분야의 참고정보원과 도서를 집중 수집하며, 호주의 
역사,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함

Ÿ 참고자료는 가능하면 디지털 형태로 수집하며, 인문, 예술, 사회과학분야의 학제
적인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함

언어

Ÿ 도서관은 주요 출판국가, 특히 북미와 영국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함
Ÿ 영어와 불어로 된 자료를 우선 수집하면서 다른 국가의 자료 중에서 중요하거나 

독창적인 것은 그 지역 토착어로 된 자료를 수집함
Ÿ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자료에 집중함
Ÿ 호주 원주민 자료부터 유럽 식민지 관련 자료까지 호주 역사, 사회, 발전에 영향

을 준 자료를 수집함

아시아·
태평양

일반
Ÿ 인도네시아, 중국, 태평양 지역 국가의 단행본, 지도, 연속간행물, 신문 등 자료 

수집하며,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우선 수집함
Ÿ 멀티미디어, 그림, 단명자료, 웹사이트 등도 수집함

인도네시아

Ÿ 현재 NAL의 인도네시아컬렉션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지원 도서관 중 하나로 평
가되고 있음

Ÿ 특히 1999년 이후 민주화 및 선거 관련 단명자료, 포스터, 팜플렛 등의 수집
Ÿ 인도네사아 현대 문학, 특히 소설을 집중 수집
Ÿ 소수민족 및 소수언어, 원주민 예술과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이 자료는 인

터넷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중국
Ÿ 현재 NAL의 중국컬렉션은 역사, 문화 및 최신 이슈 정보원을 풍부하게 수집하고 

있음
Ÿ 중국자료는 인문학보다 역사 및 사회과학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집하며,  

1911년 이후의 중국 문화와 예술 분야 대표 저작을 수집함

[표 2-24] NLA 장서개발정책(해외자료 : 일반, 아시아, 기타 주변국)의 주요 내용 발췌·요약 

집서수준 내 용
포괄적 수집

(comprehensive collections)
인쇄 및 디지털 형식으로 호주인이 출판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법적인 책임에 근거한 호주출판자료의 포괄적 수집

대표자료 수집
(representative collections)

출판 혹은 미공간 자료 가운데 특정 주제, 인물, 그룹 혹은 이슈에 관련
된 자료 가운데 NLA가 수용가능한 대표적 자료를 수집

선택적 수집
(selective collections)

선택과 책임의 핵심 원칙에 근거하여 주제, 유형, 인물, 장소, 사건, 국가
적 중요한 이슈 등 선별적 수집이 필요한 영역의 자료 

[표 2-23] NLA의 장서개발을 위한 집서수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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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NLA의 특화장서(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 장서개발정책에서 해외자료는 2개 영역(아시아·태평양지역자료와 그 외 세계)으로 구분하
여 세부지침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집한 외국자료는 특화장서열람실(Special Co
llections Reading Room)에서 국가/언어별로 이용 및 상호대차/문헌배달서비스(ILL/DD
S), 참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국가 및 언어별 컬렉션 및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
면 [표 2-25]와 같음

Ÿ 현대 중국의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초기역사에 관한 중요한 저작물 수집
Ÿ 중국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저작물을 수집하며, 중국과 현대 중국의 발전, 세계에

서의 위치 등을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폭넓게 이해하도록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함

Ÿ 중국어와 영어로 기술된 자료 수집함

태평양 지역

Ÿ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타, 피지, 동티모르, 뉴칼레도니아 등 멜라네시
아 국가자료의 입수를 중점적으로 함

Ÿ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이 이미 하와이컬렉션을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 
자료는 수집하지 않음

Ÿ 지역 언어와 문학작품 및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문화 관련 이슈 관련 자료를 
수집함

Ÿ 해당지역 토착어로 된 자료도 선별적으로 수집하지만, 영어와 불어로 기술된 자
료를 선호함

협력

Ÿ 호주 내의 기관 및 해외의 태평양 지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함

Ÿ 해외기관으로부터 수집한 4만점 이상의 필사본과 문서 마이클로필름릴을 소장하
고 있음 

Ÿ 영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인 「Australian Joint Copying Project(1948-1997)」
를 통하여 복사본을 확보하였으며, Pacific Manuscripts Bureau와 지속적으로 협
력하며 태평양 지역 자료(필사본, 문서, 희귀본)의 복사본을 입수하고 있음

그 외 
세계

우선수집
Ÿ 정치, 역사, 정부, 국제관계, 환경, 에너지, 자원, 경제, 부역, 원주민, 민주주의 

발전, 보건, 음악, 예술, 사회, 문화 등 호주와 관련된 이슈와 토픽 자료를 수집함
Ÿ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 남극 관련된 자료를 검토함

수집의지

Ÿ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사 및 호주와 관련된 자료 수집함
Ÿ 한국의 전략 및 지역적 이슈와 관련된 자료 수집함
Ÿ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관련 자료 수집
Ÿ 인문, 사회, 예술, 호주와 관련된 연구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참고정보원을 중점 

수집함
Ÿ 온라인자료로 입수를 선호함

영역 세부 영역(주제분야)
 Asian 

collections 
Ÿ NLA 아시아 컬렉션은 19세기 이후 현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Ÿ 체계적인 수집은 1950년대부터 시작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의 역사, 정치, 

현재의 이슈,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주제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표 2-25] NLA 특화장서(외국자료)컬렉션의 자료실별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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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서, 학술지, 정부간행물, 잡지, 신문, 원문DB, 전자책, 지도류, 웹아카이브, 
단명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음

Ÿ 12세기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런던선교협회의 19세기 
중국활동에 관한 기록인 「London Missionary Society collection」, 19세기 
일본의 목판본인 「Japanese woodblock print collection」등이 대표 
소장품으로 알려져 있음

Ÿ 한국, 일본, 중국, 동티모르, 버마, 캄보디아 등 국가별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음

 Korean 
collection 

Ÿ 사회과학, 인문과학, 특히 경제, 통계, 정치와 정부, 정부간행물, 외교관계 
문서와 법률, 한국사, 전기와 고고학, 언어와 문학, 철학, 종교와 미술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가장 대규모 한국학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Ÿ 도서, 학술지, 신문, DVD, 단명자료 위주로 소장하고 있음
Ÿ 1950년대 이후 자료는 주로 남한에서 입수한 자료이며, 최근 북한 관련 

자료의 입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Ÿ 현대 남한 관련 자료는 온라인자료(전자책이나 온라인 DB)를 입수하는 

것으로 정책적 방향을 전환했으며, KSDC(Korean Social-Science Data 
Centre)를 구독하고 있음

Ÿ 특히 1984년 NLA가 Jessie McLaren으로부터 수증받은「 McLaren Human 
Collection」은 1490년대의 한국 귀중본도 포함되어 있음. 선교활동으로 
한국에 1911년부터 30년간 거주하였으며, 체류기간동안 수집한 한국, 일본, 
중국 관련 귀중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Ÿ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아카이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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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collection

Ÿ 태평양 지역,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호주와 역사적으로 오랜 관련성이 
있는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Ÿ 인쇄자료: 태평양　지역의 초기 기록물부터 현대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수천 
권의 책, 신문 및 저널

Ÿ 필사본: 개인적 혹은 전문적인 태평양 및 파푸아뉴기니 지역과 관련된 많은 
호주인들의 필사원고, Pacific Manuscripts Bureau(PMB)과 Australian 
Joint Copying Project(AJCP)시리즈의 마이크로필름 자료 소장

Ÿ 사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림 및 사진 등을 수집, 디지털화 작업도 수행 중
Ÿ 지도: 희귀하고 아름다운 지도와 최근 자료
Ÿ 아카이브: NLA가 선별적으로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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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 National Diet Library, Japan)
2.4.1 NDL의 조직

❍ 1948년 설립된 NDL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전문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
에 서서 헌법이 서약한 일본의 민주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사명으로 하여 여기에 
설립된다’고 설립 이념을 강조하고, 제2조에는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하며 국회
의원의 직무 수행에 기여함과 더불어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대하여, 또 일본국민에게 이 
법률이 규정하는 도서관봉사를 제공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임무가 국회, 정부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임을 밝히고 있음

관장

부관장
총무부 (인원 : 117명)
-충무과, 기획과, 인사과, 회계과, 관리과, 지부도서
관협력과
조사·입법조사국 (인원 : 185명)

수집서지부 (인원 : 162명)
-수집·서지조정과, 국내자료과, 축차간행물·특별
자료과, 외국자료과, 자료보존과

이용자서비스부 (인원 : 174명)
-서비스기획과, 서비스운영과, 도서관자료정비과, 
복사과, 인문과, 과학기술·경제과, 정치사료과, 음
악영화자료과

전자정보부 (인원 : 62명)
-전자정보기획과, 전자정보유통과, 전자정보서비
스과, 시스템기반과, 차세대시스템개발연구실

관서관 (인원 : 125명)
-총무과, 문헌제공과, 아시아정보과, 수집정리과, 
도서관협력과, 전자도서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 (인원 : 38명)
-기획협력과, 저료정보과, 아동서비스과

행정·사법 각 부분의 지부도서관 27개

[그림 2-20] NDL 조직도 및 인력배치 현황(2018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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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L의 조직은 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그림 2-20]에 보는 바와 같이 
관장, 부관장 아래의 동경본관 하부조직은 5개 부국(총무부, 조사·입법조사국, 수집서지부, 
이용자서비스부, 전자정보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865명의 인력으로 구성
됨.26) 다른 국가와 달리 NDL 산하에 행정·사법부의 27개 지부도서관이 따로 구성되어 있
음

❍ NDL은 수집서지부에서 일본 내에서 발간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고, 고서, 희귀서, 필사
본, 해외장서를 구입 및 기증받으며, 관서관의 아시아정보과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
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Asi
aLinks서비스를 비롯하여 아시아 관련 정보서비스 기관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강화에 힘
쓰고 있음 

2.4.2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개발 현황

❍ 일본의 NDL이 국내 출판물을 최대한 수집․보존하고 그것을 DB화하여 전국서지를 작성하
며 국회, 행정 및 사법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국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 납본
(납입),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납본 즉, 납입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이에 근거한「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르는 
출판물의 납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납입 다음으로 구입에 의한 자료수집방식
에 주력하고 있음, 고서나 외국자료 등은 교환 및 수증 방식 외에 구입하고 있는데 과학기
술분야의 연속간행물, 사회과학분야의 도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NDL이 수집한 자료의 점유비율을 비교하면 [표 2-26]2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납본수집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할 정도로 NDL 장서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으
며, 구입이 19%, 기증이 5%, 국제교환이 3%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도 구입자료(143,427권,점) 가운데 외국자료 구입은 비중이 75.6%에 달하고 있어 
외국자료는 주로 구입을 통하여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 입수자료 가운데 도서의 언어별 분포(서지레코드를 기준)를 살펴보면, [표 2-2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 이외 외국어 자료는 19.5%에 달하고 있음. 특히 관서관은 
95%의 도서자료 신규레코드가 외국도서인 것으로 조사됨

26) 国立国会図書館, 国立国会図書館年報 : 平成30年度(東京 : 国立国会図書館, 2018), p.111.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
idepo_11423572_po_nen30.pdf?contentNo=1>

27) 国立国会図書館, 国立国会図書館年報 : 平成30年度(東京 : 同圖書館, 2018), p. 104~105.

수집방식
자료유형

연간 자료수집 현황(2018년)
 NLD 
소장수

(2018년말)
구 입 납입

(24조, 
24조의 2)

납 입(25조) 기 증 국제
교환국 내 외 국 유 상 무 상 국 내 외 국

도서 화한서(和漢書) 18,552 4,301 31,894 80,583 30,508 8,086 1,605 750 8,513,039 

[표 2-26] NDL의 자료수집 방식별 연차증가량과 누적 소장책수(제1종 자료, 201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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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구성체계

❍ NDL의 자료수집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자료수집지침」은 1993년 관장결정 제2호
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수차 개정되었음. 가장 최근의 개정된 2017년 3월의 지침은 
[표 2-28]에 정리한 바와 같음28)

❍ 자료수집지침은 총9개(1. 수집목적과 기본방침, 2. 국내자료 및 전자정보, 3. 외국자료 및 
28) <https://www.ndl.go.jp/jp/collect/collection/policy.html>

(책) 양  서 88 19,387 841 411 352 66 1,383 2078 2,841,255 
소 계 18,552 4,301 31,894 80,583 30,508 8,152 2,988 2828 11,354,294 

축차
간행
물

(점)

국내간행잡지 15,655 0 72,737 26,324 142,164 2,485 3  0 8,461,286 
외국간행잡지 0 27,034 0 0 1 0 5464 8,715 3,889,292
국내간행신문 124 0 5,515 9,970 120,368 40 0 0 4,137,744 
외국간행신문 0 56,598 0 0 0 0 2,117 3,594 2,056,709 

소 계 15,779 83,632 78,252 36,294 262,533 2,525 7,584 12,309 18,545,031 

비도
서

자료
(점)

마이크로자료 224 162 0 743 631 74 8 9,152 9,137,645 
영상자료 1 0 275 10,247 843 223 0 0 365,598 
녹음자료 2 0 95 14,669 1,200 83 0 0 762,661 

기계가독자료 41 89 1,917 3,065 1,267 70 6 30 157,533 
지도자료 1 896 1,835 2,654 19 43 402 0 580,608 
악보자료 0 0 0 787 1 0 0 0 20,285 

카드식자료(매) 0 0 5 23 6 1 0 0 40,672 
정지화상자료(매) 5 0 24 82 26 1,336 1 1 161,549 

박사논문(점) 0 0 0 0 0 1,334 0 0 596,153 
문서류 276 0 0 0 0 13,338 0 0 409,666 

점자․대활자자료
(책) 0 1 295 897 299 1 0 0 43,525 
기 타 0 0 0 0 0 0 0 2,011,796 

계 34,969 108,468 115,433 150,455 297,685 27,190 10,989 24,320 44,187,016 

구분
2018년 연간 신규 서지레코트  NLD 전체 

서지레코드수
(2018년말)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

도서관 소계

도서
일본어 126,423 954 - 127,377 5,018,667

일본어 
이외

중국어·한국어 186 9,096 573 9,855
1,914,213아시아 제언어 이외 외국어 12,075 8,233 - 20,308

아시아 제언어 - 737 125 862
소계 138,684 19,020 698 158,402 6,932,870

잡지
일본어 1,917 - - 1,917 -

일본어 
이외

중국어·한국어 - 50 3 53 -
-아시아 제언어 이외 외국어 92 35 127

아시아 제언어 - 5 - 5 -
소계 2,009 85 3 2,097 -

신문
일본어 87 - - 87 -

일본어 
이외

중국어·한국어 - 4 - 4 -
-아시아 제언어 이외 외국어 1 - - 1

아시아 제언어 - - - 0 -
소계 2,096 89 3 2,188 -

[표 2-27] NDL 도서 및 연속간행물의 언어별 분포(2018년말 서지데이터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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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4. 입법관계자료 등 5. 복제에 의한 장서의 유지, 6. 계약에 근거한 이용제한 7. 
도서관 등과의 협력, 8. 자료수집방침서 작성, 9. 지침개정)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국내자료는 일본의 문화재 및 정보자원으로서 폭넓게 수집하고, 외국의 자료와 국내 및 외
국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집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도서관이면서 
의회도서관이기 때문에 입법관계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함

❍ 한편, NDL은 자료수집지침과 함께 장서개발정책에 해당하는「자료수집방침서」를 업무
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수집방침서는 2013년 전부개정 되었으며 2017년 
3월부터 시행되었음29)

❍ [그림 2-21]에 제시한 바와 같이「자료수집방침서」는 총 5개장(서문, 수집의 기본방침, 
국내자료 및 전자정보,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 입법관계자료)로 나누어 규정하며, 각 자료
의 주제 및 유형별로 수집대상과 수집수준(컨스펙터스)를 명시하고 있음 

❍ 1장 서문 내용에 의하면 이 자료수집방침서는 자료수집지침(1993년 관장결정 제2호)제8
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제시
하는 것이며,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했음을 밝히고 있음 
(1) 외부에 NDL의 수집 방침을 알기 쉽게 전달할 것
(2) 직원의 업무 매뉴얼로서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것
(3)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국가 전체의 자료 수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29) <https://www.ndl.go.jp/jp/collect/collection/pdf/housin.pdf>

목 차 주요 내용

1. 수집목적과
기본방침

Ÿ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와 인터넷 및 기타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발신된 자료와 동등한 내용을 가진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수집은 시
대의 진전에 대응한 장서의 구축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립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하는 국립국회도서관(이하 "관"이라 한다)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실시하며, 국내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및 정보자원으로서 폭넓
게 수집하고, 외국의 자료와 국내 및 외국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2. 국내자료
및 전자정보

Ÿ 새로 간행,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송신된 국내 자료는 발행자 기증이나 유증, 
법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한 납입 또는 법 제25조의 3 또는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한 기록에 의하는 것 외에 이용과 보존을 위해 복본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입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미입수 국내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마
이크로필름화, 전자화, 기타의 방법으로 수집에 노력한다. 국내의 전자정보는 관이 그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을 도모한다

3.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

Ÿ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는 다음에 열거된 주제나 분야에 특히 유의하여 구입, 국제교환, 
기증, 기타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을 도모한다. 이 경우, 관이 그 제공하
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 또는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전자정보가 있을 경우 그 이용을 도모
하는 것을 우선한다
․ 법령․의회자료
․ 일본 관련 자료
․ 참고도서 
․ 과학기술 관련 자료 

[표 2-28] 일본 NDL의 자료수집지침 주요 내용(2017년 3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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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관 및 외국 정부 관련 자료
․ 아동서 및 관련 자료 
․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자료 

4. 입법관계
자료 등

Ÿ 전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나 정보
는 그 형태, 종류 등에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하거나 이용을 도모한다

5. 복제에 
의한 장서의 

유지 
Ÿ 수집한 국내 자료는 장서로서 원 자료의 보존 또는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마이크로필름화, 전자화,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한다
6. 계약에 

근거한 
이용제한

Ÿ 구입, 기증, 기타 계약에 따라 수집할 자료 및 전자정보(제4항에 규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계약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이 수집한 
자료 및 전자정보가 국민의 문화재로서 축적하고 그 현황을 보존하여 장래에 걸쳐 널리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7. 도서관 
등과의 협력

Ÿ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전국의 각종 도서관 또는 자료 소장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
하고, 수집 협력체제의 확립을 도모한다

8. 자료수집
방침서 작성

Ÿ 본 지침에 근거하여 수집해야 할 자료 및 수집하거나 이용을 도모해야 할 전자정보의 
형태, 종류, 범위, 언어, 주제 및 우선순위, 기타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수집 
방침서를 별도로 정한다

9. 지침개정 Ÿ 이 지침은 이용자의 요청 출판물의 다양화, 인쇄 기술이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하여 대체로 다섯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을 실시한다

1. 서문
 1.1 배경 
 1.2 구성 
2.수집의 기본방침 
3. 국내자료 및 전자정보 
 3.1 일반 
 3.2 납본대상의 출판물 
 3.3 납본제도 시행 이전의 출판물 
 3.4 인터넷자료 
 3.5 온라인자료 
 3.6 타 기관이 보유하는 전자정보 
 3.7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3.8 컬렉션으로서의 수집 
 3.9 복본의 정비 
 3.10 기타 수집대상인 국내자료 
4.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 
 4.1 일반 
 4.2 도서 등 
 4.3 잡지 
 4.4 신문 
 4.5 온라인데이터베이스 
 4.6 컬렉션으로서의 수집 
 4.7 복본의 정비 
5. 입법관계자료 
 5.1 수집대상 
 5.2 수집수준

1) 수집 대상
2) 수집 수준(컨스펙터스 적용)
Ÿ [0/5]수집제외:수집하지 않으며, 기증도 받지 

않음
Ÿ [1/5]엄선 수집: 사료 가치, NDL 장서 구성상

의 필요성, 타관 소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엄선하여 수집·수증 받음

Ÿ [2/5]선택적 수집 : 평가·선택하여 수집(간행 
년도와 예산, 입수 방법(국제 교환, 기증 이외
는 불필요 등)에 의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Ÿ [3/5]적극적 수집: 다양한 출판정보를 모아 
해당 자료군에서 가치있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집

Ÿ [4/5]포괄적 수집 : 해당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

Ÿ [5/5]망라적 수집: 해당 자료의 전부를 수집
함. 또한 수집에 있어서 국내 도서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수준 항목에서 따로 표시하여 구분함

[그림 2-21] NDL 자료수집방침서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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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외국자료의 자료수집방침을 정리하면 [표 2-29]와 같음. 구체적으로 외국자료
수집 일반, 도서, 잡지, 신문,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컬렉션, 복본으로 대별하여 각 유형별, 
주제별 수집대상자료와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외국자료의 수집방침에서는 자료유형별(도서, 잡지, 신문, 온라인자료, 입법자료, 컬렉션)
로 대구분 한 다음 도서와 잡지는 학문영역별(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기술)로 각각 NDC
의 강목을 기준으로 조합하여 구체적인 수집방침을 기술하고 있음

❍ 컬렉션은 10개(4.6.1 의회 및 법령자료, 4.6.2 일본 관련 자료, 4.6.3 과학기술 관련 자료, 
4.6.4 관청자료 및 국제기구 자료, 4.6.5 아동서 및 그 관련 자료, 4.6.6 아시아 관련 자료, 
4.6.7 일본점령관계자료, 4.6.8 이민 관련 자료, 4.6.9 지도자료, 4.6.10 서양고서)로 구분
하여 수집대상과 수집수준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수집대상과 수집수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자료의 경우는 선택적 수집(2/5)와 적
극적 수집(3/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도서의 주제별 수집수준은 [표 2-30]
에 조사한 바와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4.1 
일반

4.1.1 
현황 및 
적용범위 

Ÿ 개관(1948년) 이전의 외국자료는 제국 도서관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중심이
다. 메이지기에 받아들인 것은 영어로 된 인문사회과학서가 많으며, 다이쇼기 
이후의 수입자료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포함한 각 분야의 기본적인 원저를 소
장하고, 일본 관련 자료도 널리 소장하고 있다.  개관 후의 수입 자료로는 입법 
관계, 각국 정부의 정책, 국제 관계, 경제·사회, 과학기술 관계를 중심으로 소장
한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주요국 외 아시아 지역 발행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Ÿ 잡지, 특히 학술지는 국제적인 학술정보 유통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중점적으
로 수집하며, 분야별로는 국정심의 중점사항과 관련된 사회과학분야 및 국가 
과학기술진흥시책에 준해 과학기술 분야 잡지의 내실화에 힘써왔다.

Ÿ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전자저널, 초록·색인 등의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 후 외국의 자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들 전자정
보의 비중이 증가해왔다

Ÿ 본 장에서는 외국의 자료 및 전자정보로서 일본 외에서 발행 또는 작성된 자료 
및 일본 내 외국대사관 등에서 발행 또는 작성된 자료 및 국외로부터 발신된 
전자정보를 취급한다. 또한, 국내 출판물이라도 해외기관의 소장자료를 매체
로 변환한 복제물에 대해서는 그 수집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 
다룬다

4.1.2 
수집방법 
및 기본 

방침 

Ÿ 외국의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 심의에 기여하는 자료, 학술적 조사·연구에 기여
하는 자료, 일본 관련 자료 및 참고서비스에 기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
다. 또한 정부간행물 등의 국제교환기관 및 국제기구 간행물의 기탁도서관으
로서 특색 있는 수집을 실시한다. 컬렉션으로서 수집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자료군 가운데 중점적으로 수집할 자료는
(1) 법령·의회 자료, (2) 일본관계 자료, (3) 참고 도서, (4)과학기술 관련 
자료, (5)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관계자료, (6)아동서 및 그 관련 자료, (7)아
시아를 주제로 하는 자료로 한다. 이들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자료군 외에 국

[표 2-29] NDL 자료수집방침서(제4장 외국자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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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심의 과제에 준거한 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기술 각 분야에 관한 국제적
으로 평가가 높은 광범위한 학술연구서, 논문 등을 수집한다

Ÿ 자료 형태는 도서에 한정하지 않고, 잡지, 신문, 전자정보 및 기타 자료를 수집
한다

Ÿ 수집은 인쇄자료 등의 경우 구입, 국제교환, 기증에 의해, 전자정보는 라이센스 
계약 기타 방법으로 실시한다. 컬렉션의 하나로 수집하는 일본점령 관련 자료 
및 이주민 관련 자료는 타기관의 소장자료를 매체로 변환한 복제물의 수집을 
주로 실시한다

Ÿ 최근 외국의 자료 및 전자정보는 정부·국제기관 간행물, 학술논문 분야에서 
무료로 상당한 자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며, 자료의 수집 또
는 이용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보 환경의 큰 변화를 염두에  
디지털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기반을 구축한다

Ÿ 외국의 자료 전반의 수집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1) 언어에 대해서는 원어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하나, 편리성을 고려하여 국

제적으로 평가가 높은 것, 주요 언어(영·독·불·중·한) 번역 자료도 포함하여 
수집할 것

(2) 내용이 동일하고 매체가 다른 경우, 어느 매체의 것을 1부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정보의 이용가능성에 유의할 것

(3) 기록집, 통계집, 자료집 등 대량의 소급분 마이크로 자료는 전자정보에 의
한 이용가능성에 유의하여 수집할 것

(4) 패키지 전자자료 가운데, 음악 CD·DVD 등의 녹음 자료·영상 자료는 원칙
적으로 수집하지 않을 것

(5) 악보, 레코드, 슬라이드, 포스터, 사진, 영화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말 것

4.2 도서 등

4.2.1 일반

Ÿ 각종 조사의 기초자료로서 참고 도서(사전, 사전, 서지, 통계, 연표, 연감 등)에 
중점을 두어 수집한다. 기타 일반도서 등은 각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평가가 
높은 연구서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최신자료를 수집한다

Ÿ 도서 등(잡지, 신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외국의 자료 및 전자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이하의 점에 유의한다
(1) 원칙으로서 하드·커버 형태를 수집할 것
(2) 데이터가 갱신되는 자료, 전자정보는 가능한 한 최신판까지 갖출 것
(3) 가제식 자료는 원칙적으로 항상 최신판을 유지하고 관리가 가능한 것을 

수집조건으로 할 것
(4) 전자책은 인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 제공되는 경우에 본문의 전문검색, 

사실정보 DB, 원격복사 서비스 등의 가능여부와 이용조건, 가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5) 패키지DB 등 전자출판물은 국제교환 등으로 수집하는 것 이외에는 대체자
료,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할 것

4.2.2 
사회과학

4.2.2.1 일반
Ÿ 사회과학분야는 국정 심의와 가장 관련된 분야다
Ÿ 참고도서는 주요 언어의 것을 중심으로 폭넓게 수집하며, 수집 수준은 포괄적 

수집[4/5]으로 한다
Ÿ 참고도서 이외의 일반도서는 4.2.2 이후의 수집 수준에 따라 수집한다
Ÿ 연구서는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새로운 동향을 취급한 것, 서평 

등에 의해 일정한 평가를 받은 것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Ÿ 국정심의에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수집대상으로 하는 국가 및 지역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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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 EU에 중점을 두어 수집한다. 또한 연구서 등은 반드시 이들 국가 및 
지역의원의 저작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언어로의 저작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
다

4.2.2.2 정치·의회·외교
Ÿ 의회제도 및 입법상황: 포괄적 수집[4/5]
Ÿ 미국 대통령 및 주요국 내각제도: 적극적 수집[3/5]
Ÿ 정당, 선거 및 정치자금: 적극적 수집[3/5]
Ÿ 각국의 정치제도·사정: 선택적 수집[2/5]
Ÿ 일본관계 외교 문서: 포괄적 수집[4/5]
Ÿ 제정치, 안전보장 및 국제테러 대책: 선택적 수집[2/5]
Ÿ 정치사, 외교사 및 군사사: 선택적 수집[2/5]
Ÿ 저명한 정치가 및 군인의 일기, 회상기 및 전기류에 유의

4.2.2.3 법률·행정
Ÿ 헌법 및 의회법: 포괄적 수집[4/5]
Ÿ 주요국 행정조직: 적극적 수집[3/5]
Ÿ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선택적 수집[2/5]
Ÿ 기타 법률, 행정·사법제도: 선택적 수집[2/5]
Ÿ 국제법 등 국정심의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법령에 관한 자료, 저명한 행정

관의 일기, 회상기 및 전기류에 유의

4.2.2.4 경제산업
Ÿ 각국 및 각 경제권의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적극적 수집[3/5]
Ÿ 인구, 국토, 경제정책, 경제협력, 국제금융, 무역, 금융, 재정, 세제, 기업경영회

계, 운수교통정보통신, 광공업, 자원에너지, 농림수산업 및 식량: 적극적 수집
[3/5]

Ÿ 경제이론 및 경제사: 선택적 수집[2/5]
Ÿ 산업관계 등 실용적인 정보를 게재하는 자료: 엄선 수집[1/5]
Ÿ 재정, 세제, 기업·경영·회계, 정보통신 및 광공업에 관한 자료에 특히 유의한다

4.2.2.5 사회노동
Ÿ 가계 소비자, 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사회복지, 보건의료제도, 환경문제 

및 노동문제: 적극적 수집[3/5]
Ÿ 사회과학일반, 사회학, 사회집단, 사회병리, 토지 및 주택, 사회조사, 도시문제

에 관한 자료 및 변동이 현저한 지역의 사회상황에 관한 자료: 선택적 수집
[2/5]

Ÿ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사회복지, 보건·의료제도, 환경문제 및 노동문제에 관
한 자료에 특히 유의

4.2.2.6 교육·스포츠
Ÿ 각국의 교육정책, 교육제도, 교육사,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적극적 수집

[3/5]
Ÿ 교육이론, 교육사회학, 학교경영, 사회교육, 체육스포츠, 교육과정, 교과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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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선택적 수집[2/5]

4.2.3
인문과학

4.2.3.1 일반
Ÿ 인문과학 분야는 학술적 조사연구 전반의 기초적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 자

료군이다
Ÿ 참고도서는 기본적인 것을 폭넓게 수집하며, 수집수준은 적극적 수집[3/5]
Ÿ 일반도서는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연구서를 중심으로 4.2.3.2 이후의 수

집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수집한다. 수집에 있어서는 국가의 도서관으로서 일
본의 문화·사상·학술 등에 영향을 미쳐 온 문헌이나 관계 자료에 특히 유의한
다. 또한 문화진흥정책, 언어정책 등 국정심회의와 관련된 분야에도 유의한다

Ÿ 국가 및 지역으로는 영․미․독․불․이․가․러․중․한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다. 저작집, 
전집, 총서류는 수록된 저작물의 수준이 높고 서평 등에 있어서 평가가 높은 
것을 수집의 조건으로 한다

4.2.3.2 역사·지리
Ÿ 각국의 주요 인명록 및 인명사전: 적극적 수집[3/5]
Ÿ 역사학, 고고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 선택적 수집[2/5]

4.2.3.3 철학 종교
Ÿ 철학, 철학사, 사상사, 종교학, 종교사·사정 등: 선택적 수집[2/5]

4.2.3.4 예술·언어·문학
Ÿ 주요 언어(영, 독, 불, 이, 서, 러, 중, 한) 사전류: 적극적 수집[3/5](주요 언어 

이외는 선택적 수집[2/5])
Ÿ 예술학·미학, 예술사, 건축, 공예, 회화, 음악 등: 선택적 수집[2/5]
Ÿ 언어학, 문학사, 문학이론 등: 선택적 수집[2/5]

4.2.3.5 학술일반 저널리즘, 출판 및 독서
Ÿ 학술단체, 도서관, 박물관, 문서관, 국제기구, 출판사 등: 적극적 수집[3/5]
Ÿ 학술일반, 저널리즘, 출판, 독서 및 서지학: 선택적 수집[2/5]
Ÿ 주요국 백과사전, 종합연감: 적극적 수집[3/5] (주요국 이외는 선택적 수집

[2/5])

4.2.3.6 도서관 정보학
Ÿ 각국의 도서관 동향에 관한 자료, 도서관 정보학의 연구 동향에 관한 기본 문

헌, 국립도서관의 연보, 주요국의 도서관 통계, 법규류·기준 등: 적극적 수집
[3/5]

Ÿ 도서관협회 간행물: 선택적 수집[2/5]
Ÿ 중요도 높은 연구개발보고서, 국제회의 회의록 등: 엄선수집[1/5]
Ÿ 각국의 도서관 사정이나 도서관 운영 동향에 관한 자료, 도서관 정보학의 연구 

동향에 관한 기본 문헌 수집에는 특히 유의한다

4.2.3.7 서지 및 목록
Ÿ 각국의 전국서지, 종합목록, 출판목록: 포괄적 수집[4/5]
Ÿ 인터넷상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수집하지 않는다. 

일반도서는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연구서를 중심으로 4.2.3.2 이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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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수집한다. 수집에 있어서는 국가의 도서관으로서 일
본의 문화·사상·학술 등에 영향을 미쳐 온 문헌이나 관계 자료에 특히 유의한
다. 또한 문화진흥정책, 언어정책 등 국정심회의와 관련된 분야에도 유의한다

Ÿ 국가 및 지역으로는 영․미․독․불․이․캐․러․중․한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다
Ÿ 저작집, 전집, 총서류는 수록된 저작물의 수준이 높고 서평 등에 있어서 평가가 

높은 것을 수집의 조건으로 한다

4.2.4 
과학기술

4.2.4.1 일반
Ÿ 국가의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의 거점 중 하나로, 국내 제일선의 

연구자 이용을 상정한 고도의 자료·정보 수집과 함께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등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정보 수집을 실시한다

Ÿ 참고도서는 조사를 위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수집수준은 포괄적 
수집[4/5]

Ÿ 연구서는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새로운 동향을 취급한 것은 서평 
등에 의해 일정한 평가를 받은 것을 중심으로, 4.2.4.2 이후의 수집 수준에 따
라서 수집한다. 이 때, 각 분야의 기본적인 데이터집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또, 국제적으로 널리 활동하는 학회와 협회에서 발행하
는 자료는 수집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학제적 연구 영역의 중요성이 
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 등과의 경계 영역(재해, 환경, 식품, 의료 등 
)에 유의한다. 국정심의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한다

Ÿ 회의록, 기술보고서, 박사논문, 규격 등의 과학기술 관련 자료는 컬렉션으로서 
별기한다(4.6.3 참조)

Ÿ 과학기술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국가 및 지역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평가가 
높은 학술적 연구의 성과물 등을 수집하지만, 주요 언어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4.2.4.2 과학기술 일반
Ÿ 과학기술 일반에 관한 참고 도서: 포괄적 수집[4/5]
Ÿ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동향, 공업재료 및 재해방재: 적극적 수집[3/5]
Ÿ 과학기술사: 선택적 수집[2/5]
Ÿ 특히 공업재료의 물성 데이터에 관한 자료에 유의

4.2.4.3 수학·우주과학·물리학·지구과학
Ÿ 에너지 및 지구환경: 적극적 수집[3/5]
Ÿ 상기 이외의 수학, 우주과학, 물리학 및 지구과학: 선택적 수집[2/5]
Ÿ 에너지 및 지구환경에 관한 자료는 공학, 화학, 생물, 농학 등 학제적 연구성과

에 유의

4.2.4,4 공학
Ÿ 정보통신공학 및 전기전자공학의 최신 연구동향에 관한 자료, 환경, 에너지: 

적극적 수집[3/5]
Ÿ 상기 이외의 건설공학, 기계공학, 운수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 및 

원자력공학: 선택적 수집[2/5]

4.2.4.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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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식품 및 재료(무기, 유기, 금속 등): 적극적 수집[3/5]
Ÿ 상기 이외의 화학·화학공업, 섬유공학, 식품공학, 금속·광산공학 및 인사공학: 

선택적 수집[2/5]
Ÿ 재료의 물성 데이터 및 화학물질의 독성·안전성 등의 데이터에 관한 자료에 

유의한다

4.2.4.6 생물학·농학
Ÿ 생화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농림수산학의 시험·실험 등의 데이터에 관한 자료: 

적극적 수집[3/5]
Ÿ 상기 이외의 생물학, 농림수산학: 선택적 수집[2/5]

4.2.4.7 의·약학
Ÿ 인체의 구조 기능 면역, 의화학: 적극적 수집[3/5]
Ÿ 주요국 의약품집·약학사전, 의약품의 독성·안전성 데이터집, 약품제조학 등 

약학에 관한 자료: 적극적 수집[3/5]
Ÿ 질병의 치료법에 관한 자료: 엄선 수집[1/5]
Ÿ 상기 이외의 의학: 선택적 수집[2/5]

4.2.4.8 기타
Ÿ 심리학, 군사공학 등: 선택적 수집[2/5]
Ÿ 인류학에 관한 자료: 엄선 수집[1/5]

4.3 잡지

4.3.1
일반

Ÿ 외국잡지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연구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수집해 온 자료군 중 
하나이다. 수집대상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중요도가 높고 이용이 
많은 잡지(핵심잡지)를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것, 기본적인 학술잡지, 기간 학회지, 기요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대상
으로 한다. 분야별 수집대상 및 수집수준은 도서 등에 준하되(4.2 참조) 수집
에 있어서는 국정심의에 필요한 사회과학분야 및 과학기술분야의 잡지에 중점
을 두고 수집하다

Ÿ 또한 일본학협회가 해외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잡지는 일본관계 자료(4.6.2 참
조)에 해당하므로 수집에 유의한다. 개별 잡지 수집 시에는 다음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계약전자저널의 이용가능성(인쇄자료 등에 한한다.)
(2) 오픈액세스 저널의 이용가능성
(3) 이용동향
(4) 대표적인 초록·색인지 및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 채록 여부
(5) 해당 분야에서의 중요도
(6) 타기관에서의 소장현황

4.3.2 
전자저널

Ÿ 학술출판사 등이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연구에 유용한 플랫폼 및 타이틀을 선
정해 도입한다. 수집 대상 및 수집 수준은 잡지의 일반 지침과 동일(4.3.1 참
조)하지만 학회가 제공하는 것에 유의한다. 플랫폼, 각 타이틀의 이용권 계약
에 있어서는 영구적 접속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다수의 외국 잡지
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구 접속권의 보증이 없는 연간 이용
권 계약의 전자저널도 함께 정비한다. 전자저널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심사
형 학술잡지 등을 포괄적으로 수록했는지를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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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선정한다
Ÿ 인쇄자료 등과 전자저널이 모두 간행된 경우에는 제공범위, 원격복사 등의 이

용조건, 비용의 관점에서 제약이 없는 한 전자저널을 우선한다. 영구 접근권이 
있는 소급파일의 계약은 이용가능성, 컬렉션으로서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선정하다

Ÿ 전자 저널의 이용권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원격 복사로의 이용, 의원회관에
서 국회의원의 이용을 배려해 체결한다

4.4 
신문

4.4.1 
수집대상

Ÿ 해외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점적으로 수집해 온 분야로 전후 발행
된 미국·유럽의 일반지가 중심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일반지도 소장한다

Ÿ 구미의 신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제공이 일반
적이며, 신문의 수집에 있어서도 원지, 마이크로자료에서 온라인 데이터베이
스에서의 이용 제공으로 전환한다. 단, 주요국(영·미·독·프랑스·이·가·러·중·
한)의 대표지 중 이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면 이미지 제공에 유의한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아울러 종합적인 정보 자원의 구축
을 도모해 인터넷 등에서는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각종 정보 등을 게재하는 
신문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4.4.2
수집수준

Ÿ 주요국 대표지: 적극적 수집[3/5]
Ÿ 주요국 업계지, 주요 지방지 및 특정 주제를 다룬 신문: 엄선 수집[1/5]
Ÿ 주요국 외 대표지: 엄선 수집[1/5]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Ÿ 해외의 일본어신문(邦字紙): 적극적 수집[3/5]
Ÿ 과월호: 엄선 수집[1/5] * 대표지로 이용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한다

4.5 
온라인 

데이테베이
스

4.5.1
수집대상

Ÿ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와 사실 데이터베이스 2종
류가 있다(전자저널 및 신문은 4.3.2 및 4.4 참조).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학술정보 조사연구에 필수불가결한 수단
이 되고 있으며, 전자저자내셔널과 링크시킴으로써 고도의 정보 검색·제공 기
능을 발휘한다. 사실형 데이터베이스는 각국의 법령 정보, 의회 정보, 기업 정
보, 과학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 잡지 등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많아 고도의 조사 연구에 불가결하다

Ÿ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에서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 사실형 데이터베이스에
서 제공되는 것과 동등의 정보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향에 있다. 유상인 것을 
도입하는 경우는 이러한 정보와의 비용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비교를 실시해,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별하고 선정한다. 이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용동
향을 고려해 선정한다

4.5.2
수집수준

Ÿ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 선택적 수집[2/5]  *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
지만, 인터넷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하여 우위성이 높은 것에 유의한다

Ÿ 법령, 의회, 국제정치 및 국제기관의 사실형 데이터베이스: 선택적 수집[2/5]  
* 국회 서비스 중 이용이 많은 것에 특히 유의. 무상 제공도 도입 대상으로 
한다 

Ÿ 경제, 산업, 기업정보 사실형 데이터베이스: 엄선 수집[1/5] * 속보성, 포괄성
이 높은 것에 유의한다

Ÿ 과학기술계 데이터집: 엄선 수집[1/5] * 포괄성이 높은 것에 유의한다

4.6 컬렉션
4.6.1 

의회자료 
및 

법령자료

4.6.1.1 수집대상
Ÿ 영․미․독․프랑스 의회자료 및 법령자료는 18~19세기 이후의 기본적 자료를 폭

넓게 수집하였다. 기타 국가들과 합하여 의회자료는 70여 개국, 법령자료는 
150여 개국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군은 각국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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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인쇄자료 등은 (1) 편리성, (2) 컬렉션의 계속
성, (3)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의 장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집한
다. 인쇄자료 등과 동등한 내용의 유료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권 계약을 체결한다

4.6.1.2 수집수준
Ÿ 수집수준은 다음과 같다(인터넷상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한다)
Ÿ 주요국 의회의 회의록 및 의회문서 등: 포괄적 수집[4/5] (주요국 이외는 적극

적 수집[3/5])
Ÿ 주요국 현행 종합법령집: 포괄적 수집[4/5]
Ÿ 주요국의 종합 법령집(연간 법령집을 포함한다.), 관보, 법률공보(제정 순법령

집을 포함한다.), 각종 법령집 및 조약집: 적극적 수집[3/5](주요국 이외는 선
택적 수집[2/5])

Ÿ 미·독·가·호·스위스 등 연방 국가의 주 차원의 종합 법령집: 선택적 수집[2/5]
Ÿ 영·미의 기본적 판례집: 엄선 수집[1/5]. 다만, 국정의 논점이 되는 분야는 선

택적 수집[2/5]

4.6.2 
일본 관련 

자료

4.6.2.1 수집대상
Ÿ 일본 관련 자료란 일본어 자료, 언어를 불문하고 일본을 주제로 하는 자료 및 

저자가 일본인 또는 일본계인 자료를 말한다. 동일본대지진 기록(3.8.9 참조) 
등을 포함해 구식민지 관계자료(3.8.3 참조), 서양고서(4.6.10 참조)도 포함
한다. 또한 해외의 일본어신문(邦字紙)은 4.4를 참조한다

Ÿ 구미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에 의한 일본연구에 관한 자료, 일본인 저작의 외국
어 번역 및 일본인에 의한 외국어 저작물을 수집한다. 연구기관에 의한 출판물 
등 비매품의 자료는, 국제교환을 활용해 수집하고 있다

4.6.2.2 수집수준
Ÿ 일본 관계자료 일반: 포괄적 수집[4/5]
Ÿ 일본인 저작의 번역서(중역서 포함) 및 아동서: 적극적 수집[3/5]
Ÿ 일본인 저작 만화 번역: 선택적 수집 [2/5]
Ÿ 미를 위한 자료, 실용서, 일본어 교재 및 여행 가이드북: 엄선수집[1/5]
Ÿ 개별 잡지 논문·기사: 수집대상에서 제외 [0/5]
Ÿ 국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국가 전체의 컬렉션 구축에 힘쓴다

4.6.3 
과학기술 
관련 자료

4.6.3.1 수집대상
앞에서 기술한 과학기술 관련 도서, 잡지(전자저널 포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리포트(PB, AD, DOE, NASA 등의 리포트), 국제원자
력기구(IAEA)의 INIS 리포트와 같은 기술보고서, 국제회의 등의 회의록, 학회보
고서(SAE보고서(자동차기술자협회) 등), 박사논문 및 주요규격(ISO(국제표준
기구), IEC(국제전기표준회의))로 구성하는 자료군이다. 이 자료군에서도 인터
넷상에서의 유상·무상으로 제공이 늘어나고 있어 (1) 편리성, (2) 컬렉션의 계속
성, (3)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의 장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수집한다

4.6.3.2 수집 수준
수집 수준은 다음과 같다(인터넷상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한다)
Ÿ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인 학회의 연차회의 및 기타 중요도가 높은 회의의 회

의록: 포괄적 수집[4/5] * 특히 정보통신공학 및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회의록
에 유의



104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Ÿ 국제규격: 적극적 수집[3/5](국가규격은 선택적 수집[2/5]) *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이용권 계약과 비교·평가할 것

Ÿ 미국 및 유럽국가 과학기술분야 박사논문: 엄선수집[1/5] * 일본인 학위논문 
수집에 유의

Ÿ 특허자료: 수집대상에서 제외 [0/5]

4.6.4 
관청자료 

및 
국제기구 

자료

4.6.4.1 수집대상
Ÿ 관청자료(외국정부 관계자료)는 영․미․독․불․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주요 자료를 

주로 국제 교환을 통해 수집해 왔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자료를 주로 소장하
고 있으나, 영국에 대해서는 19세기 후반 이후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Ÿ 국제기구자료는 NDL이 국제기구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제연합
(UN) 및 그 전문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WHO) 등 및 유럽연합(EU) 등의 자료를 주로 소장하고 
있다. 특히 UN에 대해서는 문서, 공식기록출판물 등의 기본적 자료를 소장하
고 있다

Ÿ 이 자료군은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이 급속히 진전하고 있어, 인쇄 자료 등은 
(1) 편리성, (2) 컬렉션의 계속성, (3)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의 장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집한다. 인쇄자료 등과 동등한 내용의 유상 전자정
보가 있을 경우 우선 이용권 계약을 체결한다

4.6.4.2 수집수준
수집수준은 다음과 같다(인터넷상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한다).
Ÿ 주요국 주요 관청의 연보 및 기본통계: 포괄적 수집[4/5]
Ÿ 주요국의 기타 자료 또는 주요국 이외의 관청 자료: 선택적 수집[2/5]
Ÿ 국제기구 자료(목록류, 공식기록, 연보, 통계, 회의록, 리포트 등): 포괄적 수집

[4/5]
Ÿ NDL이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및 이에 준한 기관의 자료: 포괄적 

수집[4/5]
Ÿ NDL이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및 그에 준한 기관의 자료 중 기탁

으로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 적극적 수집[3/5]* 특히 UN 및 EU의 자료에 유의
한다

4.6.5 
아동서 및 
그 관련 

자료

4.6.5.1 수집대상
아동서에 대한 적용 범위는 별기(3.8.7.1 참조). 관련 자료란 아동서·아동문학, 
아동문화, 전승문학 등을 주제로 하는 자료 및 아동의 독서·아동도서관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아동서 연구에 중요한 각국의 기본적인 아동서를 소장한다. 전 세계 150여 개국 
및 지역 아동서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기본적인 연구자료를 소장한
다. 단, 각국의 교과서·학습참고서 및 아동 녹음자료·영상자료는 소장하지 않는다.

4.6.5.2 수집 수준
Ÿ 각국의 아동문학사상 주요 작품이나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등: 적극적 수집

[3/5]
Ÿ 권위 있는 아동서상 수상 작품이나, 일본어 작품을 오리지널로 하는 번역 작

품: 적극적 수집[3/5]
Ÿ 일본어로 번역된 아동서 원서: 선택적 수집[2/5]
Ÿ 만화: 선택적 수집[2/5] * 아동문학사상 평가에 유의
Ÿ 타국의 아동 서적을 원작으로 한 번역 작품: 수집 대상에서 제외 [0/5]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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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은 제외)

Ÿ 관련 자료(기본적인 참고도서 및 연구서): 선택적 수집[2/5] * 수집에 있어서
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정기적인 기증을 의뢰하고, 주일대
사관이나 해외 국립도서관·아동서 전문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활용한다

4.6.6 
아시아 

관련 자료

4.6.6.1 수집대상
Ÿ 아시아 관련 자료란 아시아 지역을 주제로 한 자료 및 아시아 언어로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 지역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중동·북아프리카로 한다.

Ÿ 주로 NDL 개관 후 수집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현지어 자료 및 구문 자료
를 소장하고 아시아 지역 이외에서 발행된 아시아 관계 자료를 소장한다. 현지
어자료는 중국어자료가 전체의 약 80%, 한국어자료가 약 10%, 기타 아시아 
언어 자료가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현지어 이외의 자료는 영어가 주를 이
룬다. 신문에 대해서는 별기한다(4.4 참조)

Ÿ 국정 심의에 기여하는 국가·지역·언어·분야의 수집에 중점적으로 하며, 정보 
자원으로서의 특징을 내도록 노력해 왔다

4.6.6.2 수집수준
Ÿ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최신 동향에 관한 자료: 적극적 수집[3/5] 

* 중점을 두고 수집하는 국가·지역은 중국 및 한국, 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로 한다

Ÿ 아시아 지역의 문화 및 역사와 관련된 자료: 선택적 수집[2/5] * 중점을 두고 
수집하는 국가·지역은 중국 및 한국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이다

Ÿ 참고도서, 관청출판물, 자(사)요집, 통계 등: 적극적 수집[3/5]
Ÿ 잡지 연감: 선택적 수집[2/5] * 과학기술 분야도 포함한다. *국내 유연기관과 

제휴해, 각 기관의 장서의 특성을 살려 국가 전체적으로의 아시아 자료를 구축
한다. NDL은 국내 유관 기관과의 경쟁이 적은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특색있는 
정보자원을 구축한다

4.6.7 
일본점령
관계자료

4.6.7.1 수집대상
Ÿ 일본점령관계자료란 연합국에 의한 일본 본토점령 및 미국에 의한 오키나와 

통치에 관계하는 미국 등 통치국 측의 정부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자료 등을 말
한다. 또한 1945년부터 1949년에 걸쳐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어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의 검열을 받은 자료(미국 메릴랜드 대학 소장 
플랑게문고) 등도 포함한다

Ÿ GHQ/SCAP 문서, 류큐열도 미국국민정부 문서(USCAR 문서), 국제검찰국 문
서(IPS 문서), 플랑게문고(도서, 잡지, 신문·통신 및 아동서), 기타 관계국의 
대일 외교 관계 자료 등을 주로 복제한 마이크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디지털화 자료를 수집모여 있다

4.6.7.2 수집 수준
Ÿ 미국 국립공문서관(NARA) 소장 육해군 등의 관계자료: 적극적 수집[3/5]
Ÿ 프랑게문고 도서: 적극적 수집[3/5]
Ÿ 기타 기관이 소장한 관계 문서 컬렉션: 선택적 수집[2/5]

4.6.8 이민 
관련 자료

4.6.8.1 수집대상
Ÿ 이민관계자료는 메이지기 이후의 주로 북미·중남미로의 일본인의 집단 이민에 

관련된 문서자료, 도서·잡지자료 등을 말한다
Ÿ 북미·중남미의 일본계 이민자료에 대해 하와이, 브라질 및 미국 서해안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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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민자료를 중심으로 소장한다

4.6.8.2 수집수준
Ÿ 주로 현지의 관계기관 보존 도서, 잡지, 신문 등의 간행물, 일기, 기록, 기타 

문서류: 적극적 수집[3/5]

4.6.9 
지도자료

Ÿ 4.6.9.1 수집대상
Ÿ 세계 각국의 기본도와 그에 준하는 것, 내셔널 아틀라스, 도시지도, 주제도 등

을 수집한다
Ÿ 세계 150여 국·지역의 기본도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지질도 등 각 분야에 관

한 주제도, 도시지도, 국가별 지도 등도 소장한다
Ÿ 이 자료군은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어, 인쇄자료 등은 (1) 

편리성, (2) 컬렉션의 계속성, (3)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의 장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수집한다

Ÿ 4.6.9.2 수집수준
Ÿ  세계각지의 기본도, 도시지도, 국가별 지도 등: 선택적 수집[2/5]
Ÿ  지질도 등 각 분야에 관한 주제도: 엄선 수집[1/5]* 표준적인 것인지 여부에 

유의한다

4.6.10 
서양고서

4.6.10.1 수집대상
Ÿ 서양고서란 1830년 이전에 서양에서 간행된 도서를 말한다
Ÿ 출판·인쇄사상 대표적인 도서, 서지학·도서관학 관계도서, 일본 관계자료(서양

인의 동양기행·여행기나 난서 등), 박물관 등 과학사상의 중요한 도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약 2,400 타이틀을 소장하였으며, 약 20%는 귀중서 또는 
준귀중서로 지정되어 있다

4.6.10.2 수집수준
Ÿ 출판문화사상 중요한 도서, 서지학 도서관학 관계도서, 일본 관계자료, 과학사 

관계도서: 엄선수집[1/5]  * 일본 관계자료는 국내 유연기관과 연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수집한다

4. 7
복본의
정비

4.7.1 목적
Ÿ 도쿄 본관, 간사이관 및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의 국회서비스, 내관 이용 및 원

격 이용을 비롯한 도서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자료
를 복본으로 정비한다

4.7.2 
수집대상 
및 수준

4.7.2.1 도쿄 본관
Ÿ 도쿄 본관 각 전문실에서 열람용으로 개가하는 자료: 엄선수집[1/5]
Ÿ 간사이관 소장과 중복되는 잡지: 엄선 수집[1/5] * 국정심의에 유용하거나 매

우 이용빈도가 높은 것에 한정하도록 유의. 전자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4.7.2.2 관서관
Ÿ 참고도서류, 도서관·도서관 정보학 관계자료, 학술적 조사연구에 유용한 자료: 

선택적 수집[2/5] * 도쿄 본관 소장 및 간사이관 이용상황에 유의

4.7.2.3 국제어린이도서관
Ÿ 「아동서연구자료실」, 「어린이방」, 「세상을 아는방」등의 열람용 자료, 

학교도서관 대출용 자료: 선택적 수집[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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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집수준

[1/5]
(엄선
수집)

[2/5]
(선택적 
수집)

[3/5]
(적극적 
수집)

[4/5]
(포괄적 
수집)

사회
과학

정치
의회

의회제도 및 입법상황: 포괄적 수집[4/5] ￭
미국 대통령 및 주요국 내각제도 ￭
정당, 선거 및 정치자금 ￭
각국의 정치제도·사정 ￭
일본 관계 외교 문서 ￭
제정치, 안전보장 및 국제테러 대책: 선택적 수집 ￭
정치사, 외교사 및 군사사: 선택적 수집 ￭

법률
행정

헌법 및 의회법: 포괄적 수집[4/5] ￭
주요국 행정조직 ￭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
기타 법률, 행정·사법제도 ￭

경제
산업

각국 및 각 경제권의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적극적 수집[3/5] ￭
인구, 국토, 경제정책, 경제협력, 국제금융, 무역, 
금융, 재정, 세제, 기업경영회계, 운수교통정보통
신, 광공업, 자원에너지, 농림수산업 및 식량

￭

경제이론 및 경제사 ￭
산업관계 등 실용적인 정보를 게재하는 자료 ￭

사회
노동

가계 소비자, 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사회복
지, 보건의료제도, 환경문제 및 노동문제 ￭
사회과학일반, 사회학, 사회집단, 사회병리, 토지 
및 주택, 사회조사, 도시문제에 관한 자료 및 변동
이 현저한 지역의 사회상황에 관한 자료

￭

교육
스포츠

각국의 교육정책, 교육제도, 교육사,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
교육이론, 교육사회학, 학교경영, 사회교육, 체육스
포츠, 교육과정, 교과서 및 특수교육 ￭

인문
과학

역사
지리

각국의 주요 인명록 및 인명사전 ￭
역사학, 고고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

철학
종교 철학, 철학사, 사상사, 종교학, 종교사·사정 ￭
예술·
언어
문학

주요 언어(영, 독, 불, 이, 서, 러, 중, 한) 사전류 ￭
예술학·미학, 예술사, 건축, 공예, 회화, 음악 ￭
언어학, 문학사, 문학이론 ￭

학술일반
저널리즘
출판 독서

학술단체, 도서관, 박물관, 문서관, 국제기구, 출판
사 ￭
학술일반, 저널리즘, 출판, 독서 및 서지학 ￭
주요국 백과사전, 종합연감 ￭

도서관
정보학

각국 도서관 동향자료, 연구동향에 관한 기본서․국
립도서관연보, 통계, 법규․기준 ￭
도서관협회 간행물 ￭
주요 연구개발보고서, 국제회의록 ￭

서지
목록 각국의 전국서지, 종합목록, 출판목록 ￭

[표 2-30] NDL 외국자료(도서)의 주제별 수집수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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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특화장서(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 및 자료의 디지털화, 탐색방법의 개선 등을 통한 이용하기 쉬운 
환경·수단의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또한 재해 기록 및 교훈을 후세에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 관서관의 아시아정보실에서는 [표 2-31]과 같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
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실에서 열람 및 복사, 도서관간의 대출, 문서나 전화를 이용한 참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음. 'AsiaLinks를 비롯한 정보발신형 서비스, 국내의 아시아정보 취급 기관과의 연계 및 협
력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언어 도서
(권)

연속간행물/
연감(종)

신문
(종)

동아시아
중국어 364,912 4,444 (2,016) 374 (78)
한국어 51,786 2,999 (1,148) 178 (34)
몽골어 876 19 (3) 6 (2)
기타 76 6 (4) 0 (0)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말레이어 20,034 234 (88) 18 (3)

베트남어 5,886 153 (79) 17 (4)
태국어 5,560 117 (46) 6 (2)

[표 2-31] 관서관 아시아정보실 소장자료의 언어별 분포(2020.3 기준)

과학
기술

과학기술
일반

과학기술 일반에 관한 참고 도서 ￭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동향, 공업재료 및 재해방
재 ￭
과학기술사 ￭

수학·우주과
학·물리학·
지구과학

에너지 및 지구환경 ￭
상기 이외의 수학, 우주과학, 물리학 및 지구과학 ￭

공학
정보통신공학 및 전기전자공학의 최신 연구동향에 
관한 자료, 환경, 에너지 ￭
상기 이외의 건설공학, 기계공학, 운수공학, 정보통
신공학, 전기전자공학 및 원자력공학 ￭

화학
식품 및 재료(무기, 유기, 금속 등) ￭
상기 이외의 화학·화학공업, 섬유공학, 식품공학, 
금속·광산공학 및 인사공학 ￭

생물학
농학

생화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농림수산학의 시험·실
험 등의 데이터에 관한 자료 ￭
상기 이외의 생물학, 농림수산학 ￭

의학
약학

인체의 구조 기능 면역, 의화학 ￭
주요국 의약품집·약학사전, 의약품의 독성·안전성 
데이터집, 약품제조학 등 약학에 관한 자료 ￭
질병의 치료법에 관한 자료 ￭
상기 이외의 의학 ￭

기타 심리학, 군사공학 ￭
인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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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국국가도서관(中国国家图书馆,  National Library of China)

2.5.1 NLC의 조직

❍ 중국의 국가도서관인 NLC(National Library of China)는 1909년 경사도서관(京师图书
馆)으로 설립되어 1912년 정식 개관하였으며, 그 뒤 1949년 국립북경도서관(国立北京图
书馆), 1998년 중국국가도서관(中国国家图书馆)으로 몇 차례의 개칭을 거치며 오늘에 이
르고 있음

❍ NLC는 본관(총관)과 분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본관은 북경시 해전구에 있으며, 분관인 고
적관(古籍館)은 북경시 서성구에 위치하고 있음. 본관은 1987년에 개관한 남관(NLC sout
h area)와 2008년에 완공된 북관(NLC north area)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남관에 있는 제1 외국간행물 열람실은 문학, 예술, 법률, 중국학을 제외한 사회과학 외국서
를 소장하고 있으며, 제2 외국간행물 열람실은 과학기술 주제분야 국외서(서양서, 일본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를 소장하고 있음. 그 외 대만·홍콩·마카오 간행물 열람실, 희귀도서
특별열람실, 둔황·투르판 문학열람실이 있음

❍ 북관에는 중국도서, 중국참고도서, 중국정기간행물, 논문자료실, 시청각자료실, 중국소수
민족언어자료실 등이 있음

❍ NLC의 ‘외국자료 수집 및 편목부’는 [그림 2-22]과 같이 서양서 수서, 서양서 편목, 러시
아 단행본 수서 및 편목, 동양언어권 자료수서 및 편목, 서양언어·신문·정기간행물 수서 및 
편목, 자료교환팀,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간행물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주요각국 
언어(English, Japanese, Russian, French, German, Spanish, Italian, Arabian, Korean, Vi

버마어 1,977 111 (4) 5 (1)
크메르어 332 6 (2) 1 (1)

타갈로그어 250 13 (2) 4 (1)
기타 245 9 (6) 1 (1)

남아시아
힌디어 1,050 16 (9) 3 (1)
벵골어 573 11 (7) 1 (1)

우르두어 137 3 (1) 3 (1)
기타 253 13 (4) 4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페르시아어 3,319 61 (12) 12(2)

아랍어 2,965 83 (23) 7 (5)
터키어 2,347 53 (22) 4 (2)

히브리어 112 13 (1) 1 (1)
기타 66 11 (0) 1 (0)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어 376 1 (1) 0 (0)
타지크어 182 2 (1) 0 (0)
카자흐어 166 5 (4) 0 (0)

아르메니아어 115 1 (1) 0 (0)
우즈베크어 109 2 (2) 0 (0)
조지아어 74 3 (0) 0 (0)

기타 80 3 (1) 0 (0)
계 463,858 8,392(3487) 646(142)

* 괄호안은 계속 구독 타이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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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amese, Hindi, Thai, Mongolian)권 전담 사서가 있어 수서와 편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5.2 NLC의 장서개발 현황30)

❍ NLC의 자료유형별 및 디지털자료의 소장 현황은 [표 2-32] 및 [표 2-33]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19년 말 기준 총장서수는 40,364,223권(점)이며, 은허(殷墟)갑골(胛骨)부터 700
여 년 전 남송(南宋)황실의 집희전(緝熙澱)장서도 수장하고 있으며, 현대의 도서 이외에 
선본 고적, 금석 탁본, 고대지도, 돈황유서, 소수민족 자료, 필사본, 혁명역사문헌, 족보, 선
본고적 등 희귀서 260여 만 책(건)을 소장하고 있음

❍ 192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정부간행물을 비롯한 국외서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현
재 전체 소장장서 가운데 국외서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기억(中國記念) 프로젝트(Chinese Memory)」를 통하여 중국 현시대의 주요 사건
과 중요 인물 등을 중심으로 구술영상·음향 등 문헌사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기존 자료의 디지털 변환을 통하여 연간 2,158TB 이상의 디지털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30) <http://www.nlc.cn/newen/newVisitUs/nlcrs/owoflycs/>

구분 언어 세구분 소장권수(권/점)

도서

중국어
일반도서(민국시대 지장본 포함) 10,485,419
일반도서(민국시대 선장본 포함) 1,677,854
일반도서(타이완, 홍통, 마카오, 해외) 387,210
소계 12,550,483

외국어
서양언어(영어, 불어, 독어, 기타) 2,388,275
러시아(슬라브어 포함) 683,911
일본어 및 동양언어 1,235,897

[표 2-32] NLC의 자료유형별 소장 현황(2019.12)

[그림 2-22] NLC의 외국자료수서·편목부의 업무분장 내용



 II . 국내·외 장서정책 분석도서관 환경변화 분석 ∙  111

소계 4,308,083
소계 16,858,566 

정기간행
물

중국어 중국어 정기간행물 8,703,666
외국어 외국어 정기간행물 7,121,293

  소계 15,824,959
신문 중국어 중국어 신문 193,441

외국어 외국어 신문 102,238 
  소계 295,679

희귀서  

선본고서(including Ancient Rare Books, 
New Rare Books, Rare Books in Foreign 
Languages)

399,557

지도(중국어 및 외국어 포함) 184,741
사진자료(Photographs, New Year 
Pictures, Engineering Drawings, and 
others)

172,858

탁본 자료 등 330,832 
필사본, 서간문 110,919
소수민족 관련 문서, 자료 242,300 
둔황유서, 투르판 문서, 자료 29,966 
족보, 지방지자료 140,723 
기타 특수 컬렉션(호화장정판 등) 12,627 
학위논문 및 기타 중국자료 2,801,001
도서관학 관련 자료 45,841
국제기구 및 정부간행물 자료 635,014

  소계 5,106,379
마이크로폼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1,692,794

시청각자료
Sound Recordings, Video Recordings, 
CD, Microgroove Records, MP3, LD, 
VCD, VHD, DVD

470,202

전자자료 CD-ROM 외 115,644
계   40,364,223

구분 세구분 소장책수(권, 점)
도서 전자책 2,078,165
정기간행물 전자잡지 56,882
신문 전자신문 2,924

특화 컬렉션

지방지 6,946
금석탁본 23,995
갑골문 6,575
갑골문 탁본 10,775
사진 7,264
희귀서 23,304
둔황 문서 10,521
필사본 및 서한 274
족보 5,741
학위논문 8,472,795

[표 2-33] NLC 전자자료 유형별 소장현황(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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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는 중국 고서, 현대 디럭스판 또는 한정판, 근대 지방지와 족보, 둔황(dunang)에 관한 
자료, 저명한 작가의 원고, 1911년 이전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문서, 정부 수반이나 유명인
의 사진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국제적 인물, 오디오/비디오 자료의 경우, 도서관
은 이용자의 사용 연령에 따라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화, 사회, 예술 분야의 대표작품을 
선별적으로 수집함

❍ 마이크로폼 자료의 경우 중국 정기간행물, 중국과 중국 관련 자료, 유엔과 일부 외국 정부
의 자료, 극동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함

❍ 전자출판물의 경우, 도서관은 합법적인 보증금 사본을 받고, 참고서적, 고서적, 중요 데이
터베이스, 중요 전문 전자저널 등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음

2.5.3 NLC 외국도서 장서개발정책31) 

❍ NLC의 장서는 영구보존용, 기본장서용, 열람용, 대출용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보존용 
장서는 장기보존하며 대출하지 않고, 기본장서용 자료는 관내 열람이 허용되며 보존용 장
서와 함께 NLC의 영구보존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NLC는 납본, 기증, 구입을 통하여 수집하며, 국외서의 경우는 구입, 기증, 국제교환의 방식
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특히, 중국농업과학원, 중국의료원 의학도서관, 중국지질도서관, P
LA 군사과학원과 협력을 통하여 농업과학, 의학, 지질학, 군사과학 주제 자료수집에 주력
하고 있음  

❍ NLC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은 모든 중국 출판물을 완전하게 수집하며 외국 출판물에 
대해서는 질적 우수성을 확보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원칙을 통하여 NLC는 중
국 출판물과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중국과 중국인에 관한 모든 출판물의 중심 수집기관을 
지향하며, 중국 고서, 동양학, 미술사, 고고학, 둔황 문서, 자연사, 족보, 지방지, 연감 등의 
전통자료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NLC는 중국내 출판물을 납본을 받은 후, 영구보존용, 기본장서용, 열람/대출용으로 분류하
며, 열람과 대출 목적으로 중국 단행본을 추가로 구입하고 있음

❍ 또한, 중국 박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연구논문을 모두 수집하고, 중국 관련 석사학위 논문
과 해외 박사학위 논문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31) Ben Gu, 2011, “Collection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Changing Rol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East Asian 
Library Resources Group of Australia Newsletter, No.5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2008336_Collection_De
velopment_in_the_Digital_Age_Changing_Roles_of_the_National_Library_of_China>

회의보고서 7,575,528
기타 70,865
소계 16,214,583

시청각자료 비디오 1,880,861
오디오 189,057

 
디지털자료 소장량 (TB) 2158.83
데이터베이스 수(Out-sourced Databases) 251



 II . 국내·외 장서정책 분석도서관 환경변화 분석 ∙  113
❍ 한편, NLC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출판된 학술서적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출판된 모든 서적들을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NLC는 외국자료 수집을 위해서 다음 [표 2-34]와 같이 4단계 수집수준을 제시하고 있음. 

1단계인 포괄적 수집을 위한 자료는 저명한 공산주의 지도자의 저작 및 관련 자료, 과학기
술 및 인문·사회과학분야 주요 저작, 법률 자료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2단계 핵심 수집자
료는 중요 학술서적 즉, 해외 중국어 간행물 및 중국 서적의 외국 번역, 해외 중국어 작품, 
주요 문예학교 대표작, 도서관·정보학 주제 단행본, 주변국 관련 서적 등이 해당됨. 3단계
는 선별적 수집으로 일부교과서나 문학작품 등이 해당되며, 4단계는 수집 제외 자료를 명
시하고 있음

❍ NLC는 1949∼1978년까지 외국자료 수집의 약 80%를 과학기술과학 주제분야에 집중했
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수집 주제를 조정해 왔으며, 현재는 인문·사회과학 주제에 중
점을 두고 있음.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 구독은 인쇄자료는 줄이고, 대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독을 늘이고 있으며, 국립과학기술도서관(NSTL)과 기타 도서관 컨소시엄을 통하
여 인쇄 학술지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음. 한편 NLC는 전략적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주
제분야의 인쇄형 학술지 구독을 확대하고 있음

2.5.4 NLC 특화장서 서비스 현황

❍ NLC는 중국 고대 문헌의 수집과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림 2-23]처럼 ‘Chinese 
Memory’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국고서, 희귀서의 온라인 전시, 자료의 디지털화 등 활발한 

구분 수집자료

1단계
포괄적 수집

(comprehensive 
collection)

Ÿ 칼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블라디미르 레닌, 요셉 스탈
린, 마오쩌둥 및 기타 저명한 공산주의 지도자 관련 저작

Ÿ 중국 및 중국 관련 간행물
Ÿ 외국정부 수반 또는 주요 정당 지도자 관련 자료
Ÿ 노벨상 수상자 등 주요 수상자의 작품
Ÿ 과학기술분야 주요 저작
Ÿ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저명한 사상가의 저작
Ÿ 국제법 및 협정, 다양한 국가의 헌법, 중요한 법률 및 규정
Ÿ 중요 백과사전, 사전, 연감 등

2단계 핵심 수집
(key collection)

Ÿ 중요 학술자료가 해당되며 핵심 수집자료로 간주함. 주로 해
외 중국어 간행물 및 중국 서적의 외국어 번역, 해외 중국어 
작품, 주요 문예 대표작, 도서관·정보학 주제 단행본, 주변국 
관련 서적 등 

3단계 선별적 수집
(selective collection) Ÿ 일부 교과서, 문학작품, 인기 서적

4단계 수집 제외
(lowest level) Ÿ 일반 어린이 도서, 교과서, 특허, 달력 등 

[표 2-34] NLC 장서개발정책(외국자료) 수집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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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변환을 통한 서비스, 외국소재 중국고서의 디지털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음.32) 이 프로젝트에는 프린스턴대학도서관, 컬럼비아대학도서관, 중국과학아카데미도서
관 및 베이징대학교도서관 등이 초기 멤버로 참여하여 외국소재 중국문헌의 발굴과 목록
구축 작업을 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북미지역 소재 중국자료에 대한 상당수의 접
근점이 확보된 상황임

 
❍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중국고서보존프로젝트(Ancient Books Preserv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 중이던 둔황문서를 고해상도 디지털파일로 반환받은 
바 있으며, 2015년부터 NLC는 본격적으로 디지털협력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진 중국 고대 자료의 발굴 및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대중에게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33)

32) <http://www.nlc.cn/newen/cm/>
33) <http://www.nlc.cn/newen/au/int/index_8.htm>

[그림 2-23]「중국기억(中國記念) 프로젝트(Chinese Memory)」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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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NLC 특화장서 서비스 화면

[그림 2-25] 중국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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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국내·외 주요 기관별 외국자료 장서개발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국내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외국자료 수집기관인 서울대도서관은 2020년 3월 기준 

전체 소장자료의 58.2%가 외국자료이며, 외국 단행본의 주제별 분포는 사회과학 26.1%, 
기술과학 24.5%, 순수과학 16.9% 순이며, 언어별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순으
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입자료는 주로 학과·전공별 기본도서와 강의용 도서 및 지정
도서, 연구지원, 희망도서로 구성됨

- 한국학도서관은 전체 장서 가운데 약 30%가 외국자료이며, 주제별로 사회과학, 역사학, 문
학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장서개발지침에서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자료는 최우선으로 수집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서의 경우는 이용자의 수요와 도서관 장
서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한국학 관련 
자료, 한국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출판되는 자료,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기본서 및 학술
자료를 중점 수집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NAL)은 2018년 12월 기준 전체 장서(도서) 가운데 외국서 비중은 약 18%이
며, 외국자료의 주제별 비중은 사회과학 66.1%, 역사 9.6%, 기술과학 7.4% 순으로 많았음. 
장서개발정책에서 외국서는 사회과학 주제를 우선 수집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 
자료는 주제범위를 넓혀 수집함을 명시하고 있음. 국회도서관에서 중장기적으로 국회도서
관의 내부 장서 중 다른 분야에 비교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할 핵심자료와 특성
화자료(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를 구분하여 중점수집자료로 지정하고 있음

- 미국의 LC는 장서개발정책의 지역연구 관련 지침에서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지역별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는「Master List 
of Collections Overviews」에서 장서의 범위, 규모, 연구지원 강점, 컬렉션의 특징, 전자정
보원, 장서구성의 약점/제외 등 세부지침을 명시 있음. LC의 인터내셔널 컬렉션(Internation
al Collections)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자료실(reading 
room)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한국학자료(Korean Studie
s)를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데, 인문학(40%), 사회과학(40%), 그 외 총류, 과학 및 기술, 
서지류(20%)의 주제별 자료구성비를 나타냄

- 영국의 BL은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의학(STM) 분야 중 영
어로 된 자료는 연구수준의 수집을 목표로 하며, 외국어로 된 인쇄자료는 고등교육기관과 
기타 연구도서관의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음. 구입을 통한 수집은 ① 신간 외
국어로 된 자료,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영어자료, ② 기존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
기 위한 주제·시대·자료유형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역사적 기록, ③ ILL/DDS를 위한 납본자
료는 중복 입수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음. 해외자료는 영국을 제외하고 9개 영역(아시아·아
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동유럽)으로 구분
하며, 주제·형태별로 세부지침을 기술하고 있음. 특화장서열람실(Special Collections Readi
ng Room)에서 이용 및 상호대차/문헌배달서비스(ILL/DDS), 참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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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Korean Collection을 운영하고 있음(단행본 약 15,000권, 필사본 50권, 연속간행물 500
종, 정부간행물 및 신문 등)

- 호주의 NDL은 외국자료의 수집과 목록을 전담하는 해외자료개발·메타데이터관리부가 조직
되어 있으며, 장서개발정책에 해외출판물에 대한 선별수집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아
시아·태평양 지역 자료를 집중 수집하되 영어와 불어로 된 자료를 우선수집하며, 중요하거
나 독창적인 것은 그 지역 토착어로 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한국학자료는 사회과학과 인
문과학을 중점 수집하는데, 특히 경제, 통계, 정치와 정부, 정부간행물, 외교관계 문서와 법
률, 한국사, 전기와 고고학, 언어와 문학, 철학, 종교와 미술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일본의 NLD는 외국자료의 수집방침에서 자료유형별(도서, 잡지, 신문, 온라인자료, 입법자
료, 컬렉션)로 대구분 한 다음 도서와 잡지는 학문영역별(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기술)로 
각각 NDC의 강목을 기준으로 조합하여 구체적인 수집방침을 기술하고 있음. 외국자료의 경
우는 선택적 수집(2/5)와 적극적 수집(3/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점 수집할 분야
는 ① 법령·의회 자료, ② 일본 관계 자료, ③ 참고 도서, ④ 과학기술 관련 자료, ⑤ 국제기
관 및 외국정부 관계자료, ⑥ 아동서 및 그 관련 자료, ⑦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자료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중국의 NLC는 192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정부간행물을 비롯한 외국자료를 대량으로 구입
하기 시작하여 외국자료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자료는 구입, 기증, 국제교
환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함. 특히, 중국농업과학원, 중국의료원 의학도서관, 중국지질도서
관, PLA 군사과학원과 협력을 통하여 농업과학, 의학, 지질학, 군사과학 주제 자료수집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저명한 공산주의 지도자의 저작 및 관련 자료,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과학분야 주요 저작, 법률 자료 등은 포괄적으로 수집함을 명시하고 있음. 초기에는 과학기
술과학 주제분야 외국자료 수집에 집중했는데, 현재는 인문·사회과학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상으로 주요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개발 현황 및 시사점을 분석·정리하면 다음 [표 
2-3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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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미국) BL(영국) NLA(호주) NDL(일본) NLC(중국) NAL(한국)

조직
ㆍ도서관장서·서비스관
리국
ㆍ6개의 해외 사무소

ㆍ장서·큐레이션부
ㆍ국외서수집·메타데이
터관리부
ㆍ해외지역사무소

ㆍ수집서지부 외국자료
과
ㆍ아시아정보과(관서
관)

ㆍ외국자료수서·편목부 ㆍ자료수집과

외국자료 
장서개발정

책

ㆍ장서개발정책→Area 
Studies(지역연구): 호
주, 영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
롯한 14개 국가/지역별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제시

ㆍ장서개발정책→특수
장서개발지침에서 9개 
국가·지역별 세부정책
(영국·아일랜드, 아시
아·아프리카,네덜란드,
프랑스,독일,그리스,스
페인,이탈리아,스칸디
나비아,동유럽) 제시

ㆍ장서개발정책→
5. 선별수집(해외출판
물):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 외 지역

ㆍ자료수집지침→
(3. 외국자료및 전자정
보)
ㆍ 자료 수 집방 침서 →
(4. 외국자료 및 전자정
보)

ㆍ장서개발정책→외국
자료수집정책

ㆍ장서개발정책→
(4.외국자료, 5. 특성화
자료) 내에 기술

컨스펙터스
준용

○ × △ ○ △ ○

- -
3단계(포괄적 수집, 대
표자료 수집, 선택적 수
집)

5단계(외국자료의 경
우는 선택적 수집(2/5)
와 적극적 수집(3/5) 
수준이 대부분)

4단계(1단계 포괄적 수
집, 2단계 핵심수집, 3
단계 선별적 수집, 4단
계 수집제외)

-

외국서 비중 24% - -  19.5%  40% 17.8%
중점수집주

제 ㆍ사회과학, 법학, 역사 ㆍ과학, 기술, 의학 ㆍ영어, 불어 우선수집 ㆍ사회과학, 기술과학 ㆍ인문·사회과학 ㆍ사회과학(정치, 경
제, 법학)

한국학 및 
특화자료 

여부

ㆍ인터내셔널 컬렉션
ㆍKorean Studies ㆍKorean Collection 

ㆍ특화장서열람실(Spe
cial Collections Readin
g Room)에서 국가/언
어별
ㆍKorean collection 

ㆍ아시아 관련 자료(중
국 80%, 한국 10%, 기
타 10%), 관서관 아시
아정보실

ㆍ중국고서의 수집과 
디지털화 주력

ㆍ특화자료(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 
및 매년 중점수집분야 
지정

[표 2-35]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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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서 장서 현황
m  수집 현황
  1) 전체 외국서 장서 현황

-2019년 12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서는 총 1,501,248책/점이며, 이외에 온라인
자료 약 300만여 건을 소장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이 매년 발행하는 연보의 장서통계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년간 
국립중앙도서관 총 장서수 및 외국서의 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표 3-2]와 같음. 
이를 보면, 국외서는 전체 소장자료의 12% 정도를 매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 동양
서가 3~4%대, 서양서가 8%대의 비중을 보임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본관의 
외국서 소장현황에 대해서, 특히 오프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은 2020년 6월 30일 현재(입수일 기준) 총 820,016책/점의 외국
장서를 소장하고 있음. 그 중 인쇄자료 형태의 단행본이 242,434책, 연속간행물이 502,

Ⅲ 장서구성 현황 분석

구분 동양서* 서양서* 온라인자료**
총 장서수 426,161책 1,075,087책 3,007,794건

*본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포함
**본관, 디지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온라인자료 포함

[표 3-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총 외국장서

(단위: 책/점)
연도 총장서 외국서

동양서 서양서 합계
2010년 7,998193 335,580 4.2% 670,808 8.4% 1,006388 12.6%
2011년 8,456,439 343,844 4.1% 712,479 8.4% 1,056,323 12.5%
2012년 8,908,987 353,069 4.0% 760,814 8.5% 1,113,883 12.5%
2013년 9,374,473 364,764 3.9% 792,328 8.5% 1,157,092 12.3%
2014년 9,858,984 375,174 3.8% 834,706 8.5% 1,209,880 12.3%
2015년 10,325,195 385,834 3.7% 870,626 8.4% 1,256,460 12.2%
2016년 10,786,993 393,407 3.6% 901,961 8.4% 1,295,368 12.0%
2017년 11,264,763 404,545 3.6% 944,988 8.4% 1,349,533 12.0%
2018년 11,788,597 415,796 3.5% 1,010,342 8.6% 1,426,138 12.1%
2019년 12,307,623 426,161 3.5% 1,075,087 8.7% 1,501,248 12.2%

[표 3-2] 연도별 국립중앙도서관(세종도서관 포함) 외국서 소장비율



120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577책/부이며, 시청각자료, 오프라인 전자자료, 마이크로자료 등 비도서자료가 75,000
여 점임

-본관이 보유한 외국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7%임. 이에 비해 [표 3-2]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종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총장서 및 외국서의 10
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면 각각 4.78%, 4.38%임. 물론, 이 데이터들을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렵지만 본관의 외국장서 증가율이 전체 장서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2.37로 다소 장서증가율이 높
아지고 있음

  2) 연도별 장서수집 현황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이 구입, 기증, 교환 등의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외국서를 수집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5]와 같음

(단위: 책/점)
구분 구입 기증 교환 총 장서수

도서
단행본

일반 135,811 51,462 48,439 235,712
고서 836 50 786 0

석/박사 
학위논문 5,886 4,774 425 687

소계 140,635 52,673 49,126 242,434
연속 

간행물
잡지 125,440 7,049 66,729 199,218
신문 280,998 4,594 6,582 292,174
기타 8,299 1,401 1,485 11,185
소계 414,737 13,044 74,796 502,577

비도서

시청각자료 565 514 945 2,024
오프라인 전자자료 5,260 191 5,730 11,181

마이크로자료 2,102 5 56,906 59,013
녹음자료 13 2,291 147 2,451

기타 비도서 54 281 1 336
소계 7,994 3,282 63,729 75,005

[표 3-3]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소장 외국장서 현황

(단위: 책/점, %)
연도 장서량 증가량 증가율

2010년 690,347 5,850 0.84
2011년 697,303 6,956 0.99
2012년 709,514 12,211 1.72
2013년 714,255 4,741 0.66
2014년 721,710 7,455 1.03
2015년 736,442 14,732 2.00
2016년 747,621 11,179 1.49
2017년 774,346 26,725 3.45
2018년 796,458 22,112 2.77
2019년 813,911 17,453 2.14

[표 3-4]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소장 외국서 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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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집한 전체 장서 중에서 자료유형별로는 단행본 자료의 비중이 약 78%로 가
장 높으며, 연속간행물이 약 17%, 비도서가 약 5%의 순임. 또한 각 유형별로 수집방
법에 따른 수집자료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은데,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의 경우는 구입의 비중이 각각 49%, 65% 정도로 상당히 높은 반면, 비도서는 거의 
대부분 교환 및 기증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단행본의 
경우 2016년부터 장서구입량이 증가하여 매년 평균 만권 이상을 수집하고 있음

(단위: 책/점)

연도
구입 기증 교환

단행본 연속 
간행물 비도서 단행본 연속 

간행물 비도서 단행본 연속 
간행물 비도서

2010년 68 18 3 36 65 0 2,608 0 3,054
2011년 156 73 0 481 0 487 3,038 2 2,721
2012년 393 713 0 2,557 117 0 3,596 2,217 2,620
2013년 81 2,323 0 407 3 33 1,449 87 360
2014년 96 120 0 2,926 808 265 1,419 197 1,626
2015년 266 967 0 5,750 1,244 1,171 2,048 482 2,798
2016년 4,750 60 0 2,423 403 6 1,019 176 2,338
2017년 11,623 7,438 43 3,743 123 1 1,654 349 1,746
2018년 12,963 159 14 5,651 0 0 1,687 12 1,624
2019년 11,113 0 0 2,822 24 1 1,462 24 2,004

[표 3-5] 2010~2019 수집방법별 자료수집 현황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구입 41,504 11,871 60

기증 23,870 2,787 1,964

교환 19,980 3,546 3,546

구입 기증 교환

[그림 3-1] 2010~2019 수집방법별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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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6]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외국서 수집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임. 구입예산은 매년 평균 약 10억여 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정도가 단
행본, 약 12%가 연속간행물 구입에 사용되고 있음

  3) 외국단행본 수집 및 이용현황
-국립중앙도서관(본관)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구입방식으로 입수하

여 장서로 등록한 외국단행본 총 35,699책을 대상으로 주제별, 언어별 장서 수 및 이
용통계를 분석함

m 주제별 구입장서수 및 이용통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서는 2017년 이후부터 거의 모든 외국자료를 서고로 옮겨, 이

용자는 데스크에서 이용신청을 해야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통계를 이용하여 
자료 이용현황을 분석함. 다만, 2017년도에는 일부 최신 국외서(발행된 지 6개월까지
의 신간서, 사회과학분야는 3개월까지)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개가제로 제공한 바 있
어, 실제 이용건수에서 다소 누락된 이용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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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14000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구입 단행본 기증 단행본 교환 단행본

[그림 3-2] 2010~2019 외국단행본 수집현황

(단위: 천원)
연도 자료구입 예산* 자료교환 예산**단행본(비율) 연속간행물 소계

2015년 1,116,549(91%) 115,617(9%) 1,232,166 210,497
2016년 790,000(88%) 109,825(12%) 899,825 31,000
2017년 780,214(85%) 134,045(15%) 914,259 31,000
2018년 876,134(87%) 125,500(13%) 1,001,634 28,000
2019년 882,909(87%) 137,330(13%) 1,020,239 28,000
총합계 4,445,806(88%) 622,317(12%) 5,068,123 328,497

*순수자료구입비 및 운송비, MARC와 TOC구축 등의 비용 포함
**교화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총 예산

[표 3-6] 2010~2019 수집방법별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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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일반 이용자들과 다르게 연구정보실의 연구자에게는 1일 20
책까지 대출하고 있으며, 최대 60일까지 연구정보실 데스크에 맡겨두고 대출 및 가반
납을 반복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이
용자의 대출건수와 별도로 연구정보실 연구자들의 대출건수 및 대출기간 중 가반납건
수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음

-먼저, 주제별 구입장서수는 사회과학분야의 장서수가 동양서 6,492책(47.8%), 서양
서 총 6,831책(3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
과학의 뒤를 이어, 동양서에서는 역사(13.7%), 기술과학(10.9%), 예술(9.3%)의 순
으로 장서수가 많았으며, 서양서에서는 예술(17.1%), 기술과학(14.7%), 문학(8.1%)
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입장서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동양서의 경우 사회과학분야의 이용률(31.9%)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문학(29.4%), 역사(14%), 예술(8.4%), 기술(7.
5%)의 순이었음. 이를 보면 사회과학분야는 구입책수 및 이용건수가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나, 이용자들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특히 문학, 역사분야의 도서를 많이 이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비해 서양서의 경우는 구입장서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과학분야임에도 불구
하고 이용률은 예술(32.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과학(21.7%), 
사회과학(13.3%)의 순이었음. 그러나 연구자들은 사회과학분야의 대출건수 및 가반
납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이용자들의 이용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제구분(KDC) 구입책수 대출건수 연구정보실 
대출건수

연구정보실 
가반납건수

총류 113(0.8%) 9(1.0%) 5 20
철학 826(6.1%) 26(3.0%) 0 0
종교 270(2.0%) 2(0.2%) 0 0

사회과학 6,492(47.8%) 274(31.9%) 4 7
자연과학 110(0.8%) 1(0.1%) 0 0
기술과학 1,484(10.9%) 64(7.5%) 0 0

예술 1,258(9.3%) 72(8.4%) 6 67
언어 359(2.6%) 38(4.4%) 0 0
문학 808(5.9%) 252(29.4%) 1 1
역사 1,868(13.7%) 120(14.0%) 2 22

총합계 13,588(100%) 858(100%) 18 117

[표 3-7] 2017~2019 국외서 주제별 자료구입 및 이용현황(동양서)

주제구분(DDC) 구입책수(%) 대출건수(%) 연구정보실 
대출건수

연구정보실 
가반납건수

총류 913(4.1%) 118(4.1%) 16 76
철학 1,022(4.6%) 103(3.6%) 24 206
종교 973(4.4%) 178(6.2%) 0 0

사회과학 6,831(30.9%) 382(13.3%) 68 483
언어 461(2.1%) 28(1.0%) 3 5

자연과학 1,495(6.8%) 94(3.3%) 14 107

[표 3-8] 2017~2019 국외서 주제별 자료구입 및 이용현황(서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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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학 3,251(14.7%) 627(21.7%) 11 63
예술 3,775(17.1%) 932(32.3%) 26 100
문학 1,780(8.1%) 232(8.0%) 51 73
역사 1,610(7.3%) 189(6.6) 6 52

총합계 22,111(100%) 2,883(100%) 219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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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7~2019 국외서 주제별 자료구입 및 자료실 대출건수 현황(동양서)

[그림 3-4] 2017~2019 국외서 주제별 자료구입 및 자료실 대출건수 현황(서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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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별 구입장서수 및 이용통계

-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입 외국단행본을 본문 언어별로 구분하여 구입책수 및 이용현황
을 분석하였음. 구입책수를 보면 영어자료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일본
어로 이 둘을 합치면 전제 구입장서 중 이들 언어의 자료가 27,209(77.6%)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용률 역시 영어(56.1%), 일본어(18.2%)는 거의 유사
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독일어, 러시아어 자료의 경우 구입장서 수에 비해 다소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본문언어 구입책수(%) 대출건수(%) 연구정보실 
대출건수

연구정보실 
가반납건수

영어 18,061(51.5%) 2,078(56.1%) 216 1,118
일본어 9,148(26.1%) 673(18.2%) 17 116
중국어 3,798(10.8%) 185(5.0%) 1 1
독일어 2,732(7.8%) 436(11.8%) 0 0

프랑스어 625(1.8%) 91(2.5%) 1 5
러시아어 343(1.0%) 234(6.3%) 0 0

기타 351(1.0%) 7(0.2%) 0 0

[표 3-9] 2017~2019 국외서 언어별 자료구입 및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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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7~2019 국외서 언어별 자료구입 및 자료실 대출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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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자료 주제별 장서평가
2.1 컨스펙터스 장서평가 

  1) 컨스펙터스의 정의
-컨스펙터스(Conspectus)는 미국연구도서관협회가 협동장서관리를 위해 회원도서관 

소장장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한 평가 및 기술의 도구로 지금까지 장서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장서평가 및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널리 이용되어 오
고 있음

-컨스펙터스는 사전적으로 ‘개관, 개요, 요약’을 의미하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주
로 장서에 관한 개요, 요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컨스펙터스에 대해 Ferguson, Grant 
and Rustein(1998)34)은 “과거의 장서에 대한 심도(past collecting depth)인 기존장
서강도와 현재의 장서수집에 대한 심도(current collecting depth)인 현재 개발중인 
장서의 강도를 제시하는 하나의 개요”라고 설명하였으며, Powell and Bushing(199
2)35)는 “컨스펙터스란 표준화되어 있는 정의를 이용하여 도서관 장서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조직화된 과정이며, 이러한 컨스펙터스 방법론은 협동장서개발업
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이다.”라고 정의하였음. 또한 박진희(1998)36)는 “컨스펙
터스란 도서관 장서를 주류, 강목, 요목별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장서에 대한 개요
나 요약을 제시한 것이다. 장서에 대한 개요나 요약이란 컨스펙터스 주제번호별로 장
서의 현재장서수준(CL), 수집의지수준(AC), 목표장서수준(GL)을 표준화된 장서수
준기호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서수준기호로는 등간척도로 구성된 ‘0’에서 ‘5’
까지의 기호가 사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컨스펙터스는 주제별 장서수준을 평가하여 기술해주는 도구로, 이에 따르면 크게 
현재 도서관 장서의 수준, 수집의지,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장서의 목표수준에 대해 
표준화된 장서수준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장서의 강도를 제시할 수 있음 

  2) 컨스펙터스의 구성
-컨스펙터스는 주제분류기호(subject classification code), 주제기술어(subject descri

ptor), 장서수준(collection level), 장서수준기호(collection level code), 언어범위기
호(language coverage code), 장서설명(comment)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➀ 주제분류기호와 주제기술어
-컨스펙터스는 도서관 장서를 주제별로 평가하고 기술하는 도구이므로, 주제분류기호 

34) Ferguson,A.W. Grant,J. and Rustein,J.S. 1988. “The RLG Conspectus: Its Use and Benefit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9(2): 197-206.
35) Powell,N. and Bushing, M. ed.1992. WLN Collecting Assessment Manual, 4th ed. Lacey, Wash.: Western 
Library Network.
36) 박진희. 1998. 컨스펙터스방법을 이용한 장서평가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5(2). 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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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제기술어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임. 주제분류기호는 각 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표의 기호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주류, 강목, 요목의 계층구조를 가짐. 예를 들
어, WLN Conspectus의 경우 24개의 주류, 500여개의 강목, 7,000여 개의 요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강목수준에서, 전문도서관은 장서
심도에 따라 주류, 강목, 요목수준으로 구분하여 장서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박진
희, 1998). 컨스펙터스 주제기술어는 분류표의 주제기술어와 거의 일치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함

   ➁ 장서수준과 장서수준기호
-컨스펙터스는 각 주제별 장서수준을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장서수준기호라는 표

준화된 척도를 이용하여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와 도서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서의 능력의 정도를 기술함

   ➂ 장서수준
-현재장서수준(Current Collection Level, CL): 현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용 가능한 장서에 대한 강도, 즉 장서의 질을 의미함
-수집의지수준(Acquisition Commitment Level, AC): 현재 개발 중인 자료를 수

집하려는 의미수준을 의미함. 즉 특정 주제분야의 장서개발에 현재 투자되는 예
산 및 노력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구입과 기증 등 새로운 장서의 수집정보에 
기반하여 향후 장서의 성장방향성을 가늠함

-목표장서수준(Collection Goal and Desired strength of Collection Level, GL):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고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서를 구
성하기 위해 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장서수준을 의미함

   ➃ 장서수준기호
Ÿ 컨스펙터스의 종류별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장서수준기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RLG Conspectus: 미국 의회도서관, 호주 국립도서관 등 대규모 도서관에서 사용

하고 있으며, 장서수준을 ‘0’에서 ‘5’까지의 등간척도로 구성된 6개의 장서수준기
호로 표시하고 있음. 각 장서수준기호의 부여기준은 다음 [표 3-10]과 같음 

장서수준기호 내용

0
Out of Scope (범위 외)
- 수집범위에서 벗어나는 주제분야의 장서로 이 분야의 자료는 의도적으로 수집하

지 않는다. 
1

Minimal Information Level (최소정보수준)
- 최저수준으로 주제에 관한 최소한의 의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이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2 Basic Information Level (기본정보수준)

- 한 주제에 관하여 입문적인 지식과 개요를 제공한다.

[표 3-10] RLG Conspectus 장서수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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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N Conspectus: RLG Conspectus의 장서수준기호를 확장 발전시킨 형태로, 장
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11개의 장서수준기호를 사용하고 있음. 
각 장서수준기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 [표 3-11]과 같음

- 주제를 소개하고 정의하기 위한 자료로서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나타낸다. 대학 2학년까지의 교육을 받은 일반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도움이 되는 장서로 구성한다.

3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학습 및 교육지원수준)
- 한 주제분야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장서이다.
- 전문적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다.
- 대학과 대학원 교육은 물론 공공 및 특수도서관 이용자의 학문적 요구를 지원하

기에 적합하다.

4
Research Level (연구수준)
- 박사과정 및 독립 연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출판 자료를 포함하는 장서이다.
- 연구보고서, 새로운 연구결과, 과학적 검증결과, 기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는 물론 학위논문과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정보원을 포함한다.

5

Comprehensive Level (망라적 수준)
- 특별히 정의된 지식 분야의 장서로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실용 언

어로 쓰인 기록지식, 즉 모든 중요자료를 소장하고자 노력한다.
- 현 주제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장서를 유지하기에 적합하며, 자료를 포괄적으로 

소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장서수준기호 내용
0

Out of Scope (범위 외)
- 수집범위에서 벗어나는 주제분야의 장서로 이 분야의 자료는 의도적으로 수집하

지 않는다. 

1
Minimal Information Level (최소정보수준)
- 최저수준으로 주제에 관한 최소한의 의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이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 최소정보수준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1a
Minimal Information Level, Uneven Coverage (불균형 최소정보수준)
-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를 극소수 선택한다.
- 주제에 관한 내용이 비체계적으로 나타난다.

1b
Minimal Information Level, Even Coverage (균형적 최소정보수준)
- 해당 주제분야의 자료를 극소수로 선택하지만 그 분야의 기본적인 저자, 일부 핵

심저자가 장서에 포함되며, 광범위한 주제범위를 다룬다.
- 특정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Basic Information Level (기본정보수준)
- 한 주제에 관하여 입문적인 지식과 개요를 제공한다.
- 주제를 소개하고 정의하기 위한 자료로서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나타낸다. 대학 2학년까지의 교육을 받은 일반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도움이 되는 장서로 구성한다.

2a
Basic Information Level, Introductory (입문단계의 기본정보수준)
- 하나의 주제를 소개하고 정의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 한 주제에 관한 개론적인 과목에 등록한 학생이나 한 주제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

[표 3-11] WLN Conspectus 장서수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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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언어범위기호
-언어범위기호는 각 주제별 장서의 언어범위특성을 나타내는 기호를 말함. 언어범위기

호는 장서수준기호와 결합하여 표기하며, 주로 장서수준 ‘3’ ~ ‘5’(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 망라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장서가 구축되어 있는 연구도서관에서 이용함. 예
를 들어 언어범위기호 ‘E’는 영어자료 위주의 장서를 의미하며, ‘F’는 영어자료 이외의 
외국어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장서, ‘W’는 여러 언어로 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선택하고 있는 장서를 의미함

보를 원하는 이용자를 지원하기에 적합하다.

2b
Basic Information Level, Augmented (고급단계의 기본정보수준)
- ‘2a’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 고등교육을 받은 이용자 혹은 전문대학생, 대학 학부생에게 기초정보를 지원하기

에 적합하다.

3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학습 및 교육지원수준)
- 한 주제분야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장서이다.
- 전문적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다.
- 대학과 대학원 교육은 물론 공공 및 특수도서관 이용자의 학문적 요구를 지원하

기에 적합하다.

3a

Basic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초급단계의 학습 및 교육지원수준)
- 한 주제분야의 기본적인 주제나 핵심주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유지하는게 적

합하다.
- 평생교육 수강자의 몇몇 초보적인 독립연구에 관한 요구를 지원하고, 대학학부 

하급학년의 교과과정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

3b

Intermediate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중급단계의 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 한 주제분야에서 기본적인 주제 혹은 핵심주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 학부의 상급학년 교과과정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나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3c

Advanced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고급단계의 학습 및 교육지원수
준)
- 한 주제분야 중에서 핵심주제 및 2차 주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유지하기에 

적합하다.
- 연구도서관 내의 주제전문가의 연구와 같이 전문적인 연구는 물론 석사과정을 지

원하기에 적합하다.

4
Research Level (연구수준)
- 박사과정 및 독립 연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출판 자료를 포함하는 장서이다.
- 연구보고서, 새로운 연구결과, 과학적 검증결과, 기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는 물론 학위논문과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정보원을 포함한다.

5

Comprehensive Level (망라적 수준)
- 특별히 정의된 지식 분야의 장서로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실용 언

어로 쓰인 기록지식, 즉 모든 중요자료를 소장하고자 노력한다.
- 현 주제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장서를 유지하기에 적합하며, 자료를 포괄적으로 

소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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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➅ 장서설명
-표준화된 장서수준기호를 이용하여 장서에 대해 기술하는 경우 장서의 특수환경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스펙터스에서는 따
로 추가적인 장서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RLG Conspectus에
서는 ‘비고(commentary or comments)’ 항목을 두어 비교적 자유롭게 장서에 관한 
추가 설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

2.2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컨스펙터스 평가
2.2.1 평가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외국자료의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 및 목
표장서수준을 평가,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주제별 
장서수준(목표장서수준)을 설정하고자 함 

  1) 컨스펙터스 선정
-장서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유형, 규모,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컨

스펙터스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 한정된 
전문적 장서가 아닌 연구도서관 수준의 장서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RLG Conspectus
의 6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37)

  2) 주제분류
-주제분류는 기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설정

하였음. 외국자료는 본문에 쓰인 언어에 따라 한자문화권 언어, 즉 한국어(북한), 중
국어, 일본어 자료인 경우는 동양서, 그 이외의 언어로 쓰인 자료는 서양서로 구분하
고 있으며 각각 다른 분류법으로 분류 및 정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동양
서는 KDC 6판, 서양서는 DDC23판을 사용하여 각각 10개 주류와 각 주류의 하위 세
부주제(강목 이하)로 구분하였음. 물론 동양서와 서양서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제분류표의 개발도 고려되었으나, 실제 외국자료 수집 시 동양서와 서양서를 구분
하여 입수하고 있으므로 각각 따로 장서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되리라는 판단 하에 각각의 주제별 장서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장서평가 대상 및 방법
Ÿ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단행본을 대상으로 컨스펙터스 장서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

으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
-첫째,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1차 현재장서수준을 도출하였음. 전문가는 현재 국립중

37) 장혜란 외3인.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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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도서관 소장 외국자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수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제별 현재장서수준의 평가 및 장서수준기호 
부여를 의뢰하였음

-둘째, 주제별 소장장서 수(2020년 7월 30일까지의 주제별 단행본 장서 수 데이터)를 
조사하여 1차적으로 도출된 현재장서수준을 연구진이 한 번 더 검토하여 현재장서수
준을 결정하였음

-셋째, 주제별 소장장서 수와 더불어 2015년 7월 3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최
근 5년간 증가한 장서 수 데이터를 확보하여 장서증가율을 산출하였음. 이 수치를 검
토하여 수집의지수준을 결정하였음

-넷째, 도출된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을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용자 
만족도 평가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목표장서수준을 결정하였음. 이 목표장서수준은 
장서개발정책의 주제별 세부지침에 활용하였음

2.2.2 평가결과

  1) 현재장서수준
Ÿ 일반적으로 컨스펙터스에서 현재장서수준은 소장자료의 양과 질을 표준서지와 비교

하여 소장비율을 산출하거나 전문가의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자료 단행본의 현재장서수준을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담당자의 정성평가를 통해 주제별로 ‘0’부터 ‘5’까지의 장서수준을 1차적으
로 도출하였음. 1차로 도출된 현재장서수준은 단행본의 주제별 장서량 및 각 주제분
야의 외국자료 추천위원 운영 여부 등을 반영한 것임. 연구진은 주제별 장서수를 기반
으로 이를 한 번 더 검토하여 최종 현재장서수준을 결정하였으며, 동양서와 서양서의 
장서 수 및 비율, 현재장서수준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12~13]과 같음

Ÿ 장서평가에서 주제분류는 앞서 ‘2.2.1 평가 설계’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동양서는 
KDC 6판, 서양서는 DDC 23판을 이용하여 10개 주류와 각 주류의 하위 세부 주제로 
구분하였음. 강목까지는 각 분류표를 그대로 따랐으며,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개발지침의 내용 및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요목
을 추가하였음

Ÿ 예를 들면,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18)”의 ‘주제별 집서수준’에는 철
학부분에 다음과 같은 지침이 나옴

-“동양철학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특히 한국철학은 조선시대의 철
학파와 관련된 국내·외 소급자료 및 현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 “동양철학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4단계를 목표로 수집한다. 다만, 한국의 조선시
대 철학파를 연구하였거나 관련성이 높은 외국자료는 소급자료와 현재자료를 포함하
여 5단계를 지향한다.”

Ÿ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동양서 주제분류에서 강목 ‘150 동양철학’ 밑에 ‘151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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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152-153 중국철학, 일본철학’ 등의 요목을 추가했으며, 서양서 주제분류에서는 
강목 ‘180 고대, 중세&동양철학’ 밑에 묘목 ‘181 동양철학’을 추가하였음

Ÿ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수집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목 ‘790 레크리
에이션 및 공연예술’ 밑에 ‘791-792 대중연예, 연극’, ‘796 체육, 스포츠’를 추가하는 
등 따로 주제별 수준을 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주제를 요목까지 반영하였음

Ÿ 결과로 도출된 [표 3-12]의 현재장서수준을 보면 동양서의 경우, 각 주제별 장서수
준은 ‘1’에서 ‘4’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서수준별 해당 세부주제의 수를 보면 ‘1’
에 해당하는 세부주제가 36개 항목, ‘2’가 25개, ‘3’이 27개, ‘4’가 33개로 주제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 중에서도 특히 ‘4’수준이 많은 주제분야는 사회
과학으로 강목에서 ‘통계자료’, ‘법률, 법학’, ‘국방, 군사학’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강목별로 ‘4’수준이 많은 주제분야는 사회과학에 이어 ‘예
술’, ‘기술과학’ 순이었음. 이와는 반대로 강목 레벨에서 ‘1’수준이 가장 많은 주제분야
는 언어분야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4’, ‘한국어’가 ‘3’, ‘영어’가 ‘2’수준이었으며 나
머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은 모두 ‘1’에 머물러 있었음. 또
한 장서수준이 ‘0’인 강목으로는 ‘090 향토자료’, ‘270 힌두교, 브라만교’가 있었음

Ÿ 서양서의 경우 역시 주제별 장서수준은 ‘1’에서 ‘4’ 사이이며, 동양서에서 ‘4’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사회과학분야는 서양서에서도 동일하게 ‘4’수준이 가장 많은 주제분야
였음. 또한 ‘1’수준이 가장 많은 주제분야로는 언어와 총류가 있었으며, 특히 언어분야
에는 유일하게 강목 레벨에서 ‘4’수준 이상인 주제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반
적으로 낮은 주제수준을 보였음

KDC 내용
동양서

장서수
(~2020.
07.30)

전체장서
대비비율

각 주류별 
세부주제의 

비율

현재
장서
수준

000 총류 209 0.18% 4.80% 2
　 004-005 컴퓨터과학 145 0.12% 3.33% 2

010 도서학, 서지학 779 0.66% 17.88% 3
　 015 국가별서지 및 목록 79 0.07% 1.81% 1

020 문헌정보학 1,014 0.85% 23.27% 4
030 백과사전 370 0.31% 8.49% 2

　 031-03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361 0.30% 8.29% 2
040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53 0.04% 1.22% 1

　 041-04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53 0.04% 1.22% 1
050 일반 연속간행물 172 0.14% 3.95% 2

　 051-05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148 0.12% 3.40% 2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113 0.10% 2.59% 2

　 061 아시아 8 0.01% 0.18% 1
　 062-067 각국 일반학회, 단체 0 0.00% 0.00% 0

070 신문. 언론. 저널리즘 230 0.19% 5.28% 2
　 071 아시아 91 0.08% 2.09% 1
　 072-077 각국의 신문 7 0.01% 0.16% 1

080 일반 전집. 총서 525 0.44% 12.05% 3

[표 3-12] 주제별 현재장서수준(동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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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향토자료 0 0.00% 0.00% 0

합계 4,357 3.67% 100.00% 　
100 철학 169 0.14% 2.47% 3
110 형이상학 133 0.11% 1.95% 3
120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33 0.03% 0.48% 1
130 철학의 세계 20 0.02% 0.29% 1
140 경학 411 0.35% 6.01% 3
150 동양철학, 동양사상 1,787 1.51% 26.14% 4

　 151 한국철학, 사상 212 0.18% 3.10% 3
　 152-153 중국철학, 일본철학 1,529 1.29% 22.37% 4

160 서양철학 197 0.17% 2.88% 3
　 162-166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철학 등 142 0.12% 2.08% 3

170 논리학 24 0.02% 0.35% 1
180 심리학 1,471 1.24% 21.52% 4
190 윤리학, 도덕철학 708 0.60% 10.36% 3

합계 6,836 5.76% 　 　
200 종교 210 0.18% 7.08% 3
210 비교종교 210 0.18% 7.08% 3
220 불교 883 0.74% 29.77% 4
230 기독교 1,338 1.13% 45.11% 4
240 도교 163 0.14% 5.50% 3
250 천도교 1 0.00% 0.03% 1
260 - 17 0.01% 0.57% -
270 힌두교, 브라만교 0 0.00% 0.00% 0
280 이슬람교. 회교 23 0.02% 0.78% 1
290 기타 제종교 121 0.10% 4.08% 2

합계 2,966 2.50% 　 　
300 사회과학 1,653 1.39% 4.03% 4
310 통계자료 104 0.09% 0.25% 1

　 311 아시아 17 0.01% 0.04% 1
　 312-317 각국의 통계자료 0 0.00% 0.00% 0

320 경제학 12,811 10.79% 31.23% 4
　 325 경영 3,832 3.23% 9.34% 4

330 사회학, 사회문제 5,612 4.73% 13.68% 4
340 정치학 6,807 5.74% 16.59% 4
350 행정학 981 0.83% 2.39% 4
360 법률, 법학 3,047 2.57% 7.43% 4

　 369 각국 법 및 예규 335 0.28% 0.82% 3
370 교육학 2,715 2.29% 6.62% 4
380 풍습, 예절, 민속학 2,323 1.96% 5.66% 4
390 국방, 군사학 788 0.66% 1.92% 3

합계 41,025 34.57% 　 　
400 자연과학 252 0.21% 19.41% 2
410 수학 115 0.10% 8.86% 2
420 물리학 79 0.07% 6.09% 1
430 화학 60 0.05% 4.62% 1
440 천문학 124 0.10% 9.55% 3
450 지학 168 0.14% 12.94% 2
460 광물학 13 0.01% 1.00% 1
470 생명과학 148 0.12% 11.40% 2
480 식물학 164 0.14% 12.63% 2
490 동물학 175 0.15% 13.48% 2

합계 1,298 1.09% 　 　
500 기술과학 253 0.21% 2.66% 2
510 의학 2,555 2.15% 26.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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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농업, 농학 1,714 1.44% 18.04% 4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1,787 1.51% 18.80% 4
540 건축, 건축학 734 0.62% 7.72% 4
550 기계공학 321 0.27% 3.38% 2
560 전기공학, 전자공학 236 0.20% 2.48% 2
570 화학공학 241 0.20% 2.54% 2
580 제조업 148 0.12% 1.56% 2
590 생활과학 1,514 1.28% 15.93% 4

합계 9,503 8.01% 　 　
600 예술 1,558 1.31% 16.41% 4
610 - 316 0.27% 3.33% -
620 조각 및 조형미술 182 0.15% 1.92% 3
630 공예, 장식미술 756 0.64% 7.96% 4
640 서예 330 0.28% 3.48% 3
650 회화, 도화, 디자인 1,502 1.27% 15.82% 4
660 사진예술 231 0.19% 2.43% 3
670 음악 2,034 1.71% 21.42% 4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208 0.18% 2.19% 3
680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 1,246 1.05% 13.12% 4
690 오락, 스포츠 1,010 0.85% 10.64% 4

　 691 오락 123 0.10% 1.30% 2
합계 9,496 8.00% 　 　

700 언어 539 0.45% 12.31% 3
　 701 언어학 460 0.39% 10.51% 3
　 703 사전 17 0.01% 0.39% 1
　 709 언어사 및 언어정책, 언어행정 14 0.01% 0.32% 1

710 한국어 339 0.29% 7.75% 3
720 중국어 1,752 1.48% 40.03% 4
730 일본어 및 기타 아시아제어 817 0.69% 18.67% 4

　 739 기타 아시아 제어 18 0.02% 0.41% 1
740 영어 363 0.31% 8.29% 2
750 독일어 21 0.02% 0.48% 1
760 프랑스어 12 0.01% 0.27% 1
770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2 0.00% 0.05% 1
780 이탈리아어 1 0.00% 0.02% 1
790 기타 제어 22 0.02% 0.50% 1

합계 4,377 3.69% 　 　
800 문학 553 0.47% 5.51% 3

　 801 문학이론 61 0.05% 0.61% 3
　 802 문장작법, 수사학 223 0.19% 2.22% 3
　 809 문학사, 평론 131 0.11% 1.31% 3

810 한국문학 2,101 1.77% 20.95% 4
820 중국문학 2,672 2.25% 26.64% 4
830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3,470 2.92% 34.60% 4
840 영미문학 413 0.35% 4.12% 2
850 독일문학 195 0.16% 1.94% 2
860 프랑스문학 92 0.08% 0.92% 1
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 2 0.00% 0.02% 1
880 이탈리아문학 9 0.01% 0.09% 1
890 기타 제문학 107 0.09% 1.07% 2

합계 10,029 8.45% 　 　
900 역사 612 0.52% 2.13% 3

　 901-902 역사철학 및 이론, 역사보조학 210 0.18% 0.73% 3
　 909 세계사 313 0.26% 1.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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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아시아 12,526 10.55% 43.49% 4

　 911 한국 1,668 1.41% 5.79% 4
　 912-913 중국, 일본 10,475 8.83% 36.37% 4

920 유럽 199 0.17% 0.69% 2
930 아프리카 21 0.02% 0.07% 1
940 북아메리카 50 0.04% 0.17% 1
950 남아메리카 11 0.01% 0.04% 1
960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7 0.01% 0.02% 1
970 - 0 - - -
980 지리 1,831 1.54% 6.36% 4
990 전기 759 0.64% 2.64% 3

　 999 계보, 족보 117 0.10% 0.41% 2
합계 28,799 24.26% 　 　
총합 118,686 100.00% 　 　

DDC 내용
서양서

장서수
(~2020.
07.30)

전체장서
대비비율

각 주류별 
세부주제의 

비율

현재
장서
수준

000 총류 2,180 1.38% 30.01% 4
　 004-006 컴퓨터과학 1,827 1.16% 25.15% 4

010 서지학 640 0.41% 8.81% 3
　 015 특정지역 및 국가서지 40 0.03% 0.55% 1

020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1,660 1.05% 22.85% 4
030 백과사전 117 0.07% 1.61% 1

　 031-03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10 0.07% 1.51% 1
040 - 0 0.00% 0.00% -
050 일반 연속간행물 22 0.01% 0.30% 1

　 051-05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2 0.01% 0.17% 1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162 0.10% 2.23% 1

　 061-06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6 0.00% 0.08% 1
070 뉴스, 저널리즘, 출판 380 0.24% 5.23% 3

　 071-07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40 0.03% 0.55% 1
080 일반 전집 25 0.02% 0.34% 1

　 081-08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9 0.01% 0.26% 1
090 필사본. 희귀본 24 0.02% 0.33% 1

합계 7,264 4.61% 　 　
100 철학 162 0.10% 2.43% 2
110 형이상학 271 0.17% 4.07% 2
120 인식론 508 0.32% 7.63% 2
130 초심리학, 신비주의 161 0.10% 2.42% 1
140 철학학파 195 0.12% 2.93% 1
150 심리학 2,063 1.31% 31.00% 4
160 논리학 103 0.07% 1.55% 2
170 윤리학 878 0.56% 13.19% 3
180 고대, 중세 & 동양철학 435 0.28% 6.54% 3

　 181 동양철학 193 0.12% 2.90% 1
190 근대서양철학 955 0.61% 14.35% 3

　 191-19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731 0.46% 10.98% 3
합계 6,655 4.22% 　 　

200 종교 314 0.20% 5.17% 3
210 종교철학 및 이론 153 0.10% 2.52% 1

220-280 기독교 3,534 2.24% 58.24% 4

[표 3-13] 주제별 현재장서수준(서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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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기타 종교 1,334 0.85% 21.98% 3
　 294 불교 414 0.26% 6.82% 2
　 297 이슬람교. 회교 319 0.20% 5.26% 2

합계 6,068 3.85% 　 　
300 사회과학 8,984 5.70% 15.56% 4
310 일반통계 97 0.06% 0.17% 1
320 정치학 5,552 3.52% 9.62% 4
330 경제학 16,982 10.78% 29.42% 4
340 법학 7,113 4.52% 12.32% 4

　 341 여러 국가의 법 1,633 1.04% 2.83% 4
350 행정학, 군사학 3,438 2.18% 5.96% 4
360 사회문제 및 서비스 6,359 4.04% 11.02% 4
370 교육학 5,048 3.20% 8.75% 4
380 상업. 무역. 통신. 교통 1,803 1.14% 3.12% 4
390 풍습. 민속학 712 0.45% 1.23% 3

합계 57,721 36.64% 　 　
400 언어 359 0.23% 11.82% 2

　 403 사전 4 0.00% 0.13% 1
410 언어학 804 0.51% 26.47% 2
420 영어 853 0.54% 28.09% 3
430 독일어 119 0.08% 3.92% 1
440 프랑스어 121 0.08% 3.98% 1
450 이탈리아어 32 0.02% 1.05% 1
460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79 0.05% 2.60% 1
470 라틴어, 고대 이탈리아어 28 0.02% 0.92% 1
480 희랍어 31 0.02% 1.02% 1
490 기타 언어 415 0.26% 13.66% 2

　 495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언어 192 0.12% 6.32% 1
합계 3,037 1.93% 　 　

500 자연과학, 수학 956 0.61% 9.99% 2
510 수학 2,081 1.32% 21.75% 4
520 천문학 456 0.29% 4.77% 3
530 물리학 1,510 0.96% 15.78% 4
540 화학 800 0.51% 8.36% 3
550 지구과학 1,031 0.65% 10.77% 4
560 고생물학 75 0.05% 0.78% 1
570 생물학 1,802 1.14% 18.83% 4
580 식물학 322 0.20% 3.37% 3
590 동물학 536 0.34% 5.60% 3

합계 9,569 6.07% 　 　
600 기술과학 157 0.10% 0.75% 3
610 의학 6,033 3.83% 28.86% 4
620 공업, 공학 3,844 2.44% 18.39% 4
630 농업. 농학 2,391 1.52% 11.44% 4
640 가정학 968 0.61% 4.63% 2
650 경영 및 보조서비스 6,019 3.82% 28.80% 4
660 화학공학 797 0.51% 3.81% 3
670 제조업 129 0.08% 0.62% 1
680 특수제조업 248 0.16% 1.19% 2
690 건축공학 315 0.20% 1.51% 3

합계 20,901 13.27% 　 　
700 예술 1,697 1.08% 9.94% 4
710 조경. 도시계획 388 0.25% 2.27% 2
720 건축술 1,923 1.22% 11.27% 4
730 조형미술, 조각 408 0.26% 2.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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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집의지수준
-수집의지수준은 평가대상 장서의 기존 장서 수와 최근 5년간 증가한 장서 수를 바탕

으로 산출한 장서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수집의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석시점으로부터 1~2년 이내의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국
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앞서 장서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교환 
및 기증으로 수집되는 단행본 수가 많았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외국단행본 구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구입 장서량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구입을 통해 어떠한 주제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는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의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분석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740 도화 및 장식미술 1,382 0.88% 8.10% 3
750 회화 1,046 0.66% 6.13% 3
760 판화 127 0.08% 0.74% 1
770 사진 981 0.62% 5.75% 3
780 음악 3,537 2.25% 20.72% 4
790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예술 2,872 1.82% 16.83% 4

　 791-792 대중연예, 연극 1,626 1.03% 9.53% 4
　 796 체육, 스포츠 976 0.62% 5.72% 3
　 793-795 게임, 오락 105 0.07% 0.62% 1

합계 17,068 10.84% 　 　
800 문학 1,428 0.91% 8.80% 3

　 801 철학, 이론 166 0.11% 1.02% 2
　 808 수사학, 전집 617 0.39% 3.80% 3
　 809 문학사. 평론 623 0.40% 3.84% 3

810 미국문학 2,231 1.42% 13.75% 4
820 영국, 고대영국문학 2,490 1.58% 15.35% 4
830 독일문학 1,071 0.68% 6.60% 4
840 프랑스문학 685 0.43% 4.22% 3
850 이탈리아, 루마니아문학 140 0.09% 0.86% 1
860 스페인, 포르투갈 문학 1,196 0.76% 7.37% 3
870 고대 이탈리아, 라틴문학 83 0.05% 0.51% 1
880 고대 그리스문학 215 0.14% 1.33% 2
890 기타 제문학 3,314 2.10% 20.43% 4

　 895 동남아시아 문학 1,963 1.25% 12.10% 4
합계 16,222 10.30% 　 　

900 역사, 지리 641 0.41% 4.93% 2
　 901 철학, 이론 104 0.07% 0.80% 1
　 909 세계사 423 0.27% 3.25% 2

910 지리. 여행 1,516 0.96% 11.65% 4
　 915 아시아지리, 여행 474 0.30% 3.64% 3

920 전기, 계보 246 0.16% 1.89% 2
930 고대세계사 781 0.50% 6.00% 3
940 유럽역사 2,694 1.71% 20.71% 4
950 아시아역사 2,733 1.74% 21.01% 4

　 951-952 중국 및 인접지역, 일본 1,412 0.90% 10.85% 4
960 아프리카역사 231 0.15% 1.78% 2
970 북아메리카역사 1,489 0.95% 11.45% 4
980 남아메리카역사 203 0.13% 1.56% 2
990 기타 지역사 63 0.04% 0.48% 1

합계 13,010 8.26% 　 　
총합 157,51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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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길게 설정하였음. 동양서와 서양서의 주제별 장서증가율 및 수집의지수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4~15]와 같음

-장서증가율을 살펴보면 우선 동양서의 총 장서증가율이 58.26%, 서양서 총 장서증가
율이 33.5%로 동양서의 증가율이 약 1.7배 정도 높았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류별 장
서증가율을 보면 동양서의 경우, 철학분야가 95.65%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그 다
음이 역사 81.46%, 종교 56.6%, 언어 56.21%, 예술 52.89%의 순이었음. 이에 비해 
서양서는 예술분야가 56.0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철학 40.85%, 역사 40.82%, 
문학 40.18%, 언어 38.93%의 순으로 나타났음

-수집의지수준은 전체장서의 증가율과 주류별 증가율을 기준으로 결정함. 세부주제의 
증가율이 전체장서의 증가율과 해당하는 주류별 증가율 둘 다 보다 높을 경우는 수집
의지수준을 한 단계 높게 결정했으며, 둘 다 보다 낮은 경우는 현재장서수준을 유지하
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집의지수준을 한 단계 낮게 부여하였음

-예를 들어, 동양서 기술과학분야의 경우, ‘540 건축, 건축학’의 증가율이 166.91%로 
동양서 전체 장서증가율인 58.26%와 기술과학분야 증가율인 40.97%보다 높은 수치
이므로 입수의지수준을 한 단계 높임. 이에 반해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제
조업’ 등 세부주제의 증가율이 동양서 전체 장서증가율과 기술과학분야 증가율 보다 
늦은 주제는 한 단계 낮췄음. 그 이외의 주제들의 수집의지수준은 현재장서수준과 동
일하게 유지하였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부주제의 증가율이 전체 장서증가율과 주류별 증가율보다 더 높
은 경우에도 이미 장서수준이 ‘4’인 경우는 ‘5’로 상향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4’를 유지
했으며, 반대로 세부주제의 증가율이 전체 장서증가율과 주류별 증가율보다 더 낮더
라도 기존 장서주준이 ‘1’인 경우에는 그대로 ‘1’을 유지하였음

KDC 내용
장서수
(~201
5.7.30)

최근 5년 
증가한 
장서수

(2015.7.
31~202
0.07.30)

증가율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000 총류 135 74 54.81% 2 2
　 004-005 컴퓨터과학 87 58 66.67% 2 3

010 도서학, 서지학 606 173 28.55% 3 2
　 015 국가별서지 및 목록 55 24 43.64% 1 1

020 문헌정보학 878 136 15.49% 4 3
030 백과사전 284 86 30.28% 2 1

　 031-03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276 85 30.80% 2 1
040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32 21 65.63% 1 2

　 041-04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32 21 65.63% 1 2
050 일반 연속간행물 9 163 1811.11% 2 3

　 051-05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7 141 2014.29% 2 3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79 34 43.04% 2 1

[표 3-14] 주제별 현재장서수준(동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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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 아시아 5 3 60.00% 1 2
　 062-067 각국 일반학회, 단체 0 0 0.00% 0 0

070 신문. 언론. 저널리즘 127 103 81.10% 2 3
　 071 아시아 40 51 127.50% 1 2
　 072-077 각국의 신문 5 2 40.00% 1 1

080 일반 전집. 총서 386 139 36.01% 3 2
090 향토자료 0 0 0.00% 0 0

합계 3043 1,314 43.18% 　 　
100 철학 103 66 64.08% 3 3
110 형이상학 65 68 104.62% 3 4
120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3 30 1000.00% 1 2
130 철학의 세계 10 10 100.00% 1 2
140 경학 214 197 92.06% 3 3
150 동양철학, 동양사상 777 1,010 129.99% 4 4

　 151 한국철학, 사상 35 177 505.71% 3 4
　 152-153 중국철학, 일본철학 722 807 111.77% 4 4

160 서양철학 111 86 77.48% 3 3
　 162-166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철학 

등 84 58 69.05% 3 3
170 논리학 10 14 140.00% 1 2
180 심리학 806 665 82.51% 4 4
190 윤리학, 도덕철학 554 154 27.80% 3 2

합계 3494 3,342 95.65% 　 　
200 종교 98 112 114.29% 3 4
210 비교종교 92 118 128.26% 3 4
220 불교 517 366 70.79% 4 4
230 기독교 982 356 36.25% 4 3
240 도교 94 69 73.40% 3 4
250 천도교 1 0 0.00% 1 1
260 - 17 0 0.00% - -
270 힌두교, 브라만교 0 0 0.00% 0 0
280 이슬람교. 회교 9 14 155.56% 1 2
290 기타 제종교 84 37 44.05% 2 1

합계 1894 1,072 56.60% 　 　
300 사회과학 1,249 404 32.35% 4 3
310 통계자료 80 24 30.00% 1 1

　 311 아시아 12 5 41.67% 1 1
　 312-317 각국의 통계자료 0 0 0.00% 0 0

320 경제학 8,737 4,074 46.63% 4 3
　 325 경영 2,743 1,089 39.70% 4 3

330 사회학, 사회문제 3,621 1,991 54.98% 4 4
340 정치학 4,282 2,525 58.97% 4 4
350 행정학 631 350 55.47% 4 4
360 법률, 법학 1,879 1,168 62.16% 4 4

　 369 각국 법 및 예규 278 57 20.50% 3 2
370 교육학 1,474 1,241 84.19% 4 4
380 풍습, 예절, 민속학 1,465 858 58.57% 4 4
390 국방, 군사학 520 268 51.54% 3 2

합계 26,971 14,054 52.11% 　 　
400 자연과학 174 78 44.83% 2 2
410 수학 84 31 36.90% 2 2
420 물리학 72 7 9.72% 1 1
430 화학 54 6 11.11% 1 1
440 천문학 61 63 103.28% 3 4
450 지학 133 35 26.3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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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광물학 12 1 8.33% 1 1
470 생명과학 114 34 29.82% 2 1
480 식물학 123 41 33.33% 2 2
490 동물학 156 19 12.18% 2 1

합계 983 315 32.04% 　 　
500 기술과학 221 32 14.48% 2 1
510 의학 1,672 883 52.81% 4 4
520 농업, 농학 1,174 540 46.00% 4 4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1,474 313 21.23% 4 3
540 건축, 건축학 275 459 166.91% 4 4
550 기계공학 243 78 32.10% 2 1
560 전기공학, 전자공학 200 36 18.00% 2 1
570 화학공학 197 44 22.34% 2 1
580 제조업 120 28 23.33% 2 1
590 생활과학 1,165 349 29.96% 4 3

합계 6741 2,762 40.97% 　 　
600 예술 973 585 60.12% 4 4
610 - 316 0 0.00% - -
620 조각 및 조형미술 138 44 31.88% 3 2
630 공예, 장식미술 530 226 42.64% 4 3
640 서예 238 92 38.66% 3 2
650 회화, 도화, 디자인 910 592 65.05% 4 4
660 사진예술 170 61 35.88% 3 2
670 음악 1,290 744 57.67% 4 4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71 137 192.96% 3 4
680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 871 375 43.05% 4 3
690 오락, 스포츠 602 408 67.77% 4 4

　 691 오락 102 21 20.59% 2 1
합계 6211 3,285 52.89% 　 　

700 언어 343 196 57.14% 3 3
　 701 언어학 280 180 64.29% 3 4
　 703 사전 13 4 30.77% 1 1
　 709 언어사 및 언어정책, 언어행정 9 5 55.56% 1 1

710 한국어 285 54 18.95% 3 2
720 중국어 951 801 84.23% 4 4
730 일본어 및 기타 아시아제어 599 218 36.39% 4 3

　 739 기타 아시아 제어 12 6 50.00% 1 1
740 영어 275 88 32.00% 2 1
750 독일어 11 10 90.91% 1 2
760 프랑스어 9 3 33.33% 1 1
770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2 0 0.00% 1 1
780 이탈리아어 1 0 0.00% 1 1
790 기타 제어 12 10 83.33% 1 2

합계 2802 1,575 56.21% 　 　
800 문학 383 170 44.39% 3 2

　 801 문학이론 37 24 64.86% 3 4
　 802 문장작법, 수사학 155 68 43.87% 3 2
　 809 문학사, 평론 99 32 32.32% 3 2

810 한국문학 1,587 514 32.39% 4 3
820 중국문학 3,072 1,600 52.08% 4 4
830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2,362 1,108 46.91% 4 4
840 영미문학 221 192 86.88% 2 3
850 독일문학 167 28 16.77% 2 1
860 프랑스문학 68 24 35.2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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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 1 1 100.00% 1 2
880 이탈리아문학 5 4 80.00% 1 2
890 기타 제문학 94 13 13.83% 2 1

합계 8251 3,778 45.79% 　 　
900 역사 347 265 76.37% 3 3

　 901-902 역사철학 및 이론, 역사보조학 111 99 89.19% 3 4
　 909 세계사 190 123 64.74% 3 3

910 아시아 6,642 5,884 88.59% 4 4
　 911 한국 1,138 530 46.57% 4 3
　 912-913 중국, 일본 5,251 5,224 99.49% 4 4

920 유럽 82 117 142.68% 2 3
930 아프리카 15 6 40.00% 1 1
940 북아메리카 33 17 51.52% 1 1
950 남아메리카 8 3 37.50% 1 1
960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3 4 133.33% 1 2
970 - 0 0 0.00% - -
980 지리 1,444 387 26.80% 4 3
990 전기 528 231 43.75% 3 2

　 999 계보, 족보 78 39 50.00% 2 1
합계 15870 12,929 81.47% 　 　

　 76,260 44,426 58.26% 　 　

DDC 내용
장서수(
~2015.
7.30)

최근 5년 
증가한 
장서수

(2015.7.
31~202
0.07.30)

증가율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000 총류 1,413 767 54.28% 4 4
　 004-006 컴퓨터과학 1,169 658 56.29% 4 4

010 서지학 591 49 8.29% 3 2
　 015 특정지역 및 국가서지 40 0 0.00% 1 1

020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1,417 243 17.15% 4 3
030 백과사전 91 26 28.57% 1 1

　 031-03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85 25 29.41% 1 1
040 - 0 0 0.00% - -
050 일반 연속간행물 20 2 10.00% 1 1

　 051-05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1 1 9.09% 1 1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126 36 28.57% 1 1

　 061-06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5 1 20.00% 1 1
070 뉴스, 저널리즘, 출판 264 116 43.94% 3 4

　 071-07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28 12 42.86% 1 2
080 일반 전집 22 3 13.64% 1 1

　 081-08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7 2 11.76% 1 1
090 필사본. 희귀본 17 7 41.18% 1 2

합계 5,316 1,948 36.64% 　 　
100 철학 111 51 45.95% 2 3
110 형이상학 179 92 51.40% 2 3
120 인식론 337 171 50.74% 2 3
130 초심리학, 신비주의 134 27 20.15% 1 1
140 철학학파 141 54 38.30% 1 1
150 심리학 1,453 610 41.98% 4 4

[표 3-15] 주제별 현재장서수준(서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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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논리학 89 14 15.73% 2 1
170 윤리학 628 250 39.81% 3 3
180 고대, 중세 & 동양철학 316 119 37.66% 3 3

　 181 동양철학 146 47 32.19% 1 1
190 근대서양철학 682 273 40.03% 3 3

　 191-19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509 222 43.61% 3 3
합계 4725 1,930 40.85% 　 　

200 종교 173 141 81.50% 3 4
210 종교철학 및 이론 104 49 47.12% 1 2

220-280 기독교 2,472 1,062 42.96% 4 4
290 기타 종교 1,078 256 23.75% 3 2

　 294 불교 326 88 26.99% 2 1
　 297 이슬람교. 회교 254 65 25.59% 2 1

합계 4407 1,661 37.69% 　 　
300 사회과학 6,978 2,006 28.75% 4 4
310 일반통계 84 13 15.48% 1 1
320 정치학 3,978 1,574 39.57% 4 4
330 경제학 14,389 2,593 18.02% 4 3
340 법학 5,164 1,949 37.74% 4 4

　 341 여러 국가의 법 1,365 268 19.63% 4 3
350 행정학, 군사학 2,925 513 17.54% 4 3
360 사회문제 및 서비스 5,237 1,122 21.42% 4 3
370 교육학 3,332 1,716 51.50% 4 4
380 상업. 무역. 통신. 교통 1,545 258 16.70% 4 3
390 풍습. 민속학 582 130 22.34% 3 2

합계 45,579 12,142 26.64% 　 　
400 언어 272 87 31.99% 2 1

　 403 사전 4 0 0.00% 1 1
410 언어학 573 231 40.31% 2 3
420 영어 559 294 52.59% 3 4
430 독일어 93 26 27.96% 1 1
440 프랑스어 93 28 30.11% 1 1
450 이탈리아어 28 4 14.29% 1 1
460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75 4 5.33% 1 1
470 라틴어, 고대 이탈리아어 15 13 86.67% 1 2
480 희랍어 26 5 19.23% 1 1
490 기타 언어 315 100 31.75% 2 1

　 495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언어 133 59 44.36% 1 2
합계 2,186 851 38.93% 　 　

500 자연과학, 수학 861 95 11.03% 2 1
510 수학 1,526 555 36.37% 4 4
520 천문학 363 93 25.62% 3 3
530 물리학 1,225 285 23.27% 4 4
540 화학 651 149 22.89% 3 3
550 지구과학 922 109 11.82% 4 3
560 고생물학 55 20 36.36% 1 2
570 생물학 1,470 332 22.59% 4 3
580 식물학 253 69 27.27% 3 3
590 동물학 446 90 20.18% 3 2

합계 7,772 1,797 23.12% 　 　
600 기술과학 125 32 25.60% 3 2
610 의학 3,952 2,081 52.66% 4 4
620 공업, 공학 2,944 900 30.57% 4 4
630 농업. 농학 2,143 248 11.57% 4 3
640 가정학 772 196 25.3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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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표장서수준 
-목표장서수준은 앞서 도출한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을 기반으로 하고 본 연구

650 경영 및 보조서비스 5,082 937 18.44% 4 3
660 화학공학 661 136 20.57% 3 2
670 제조업 98 31 31.63% 1 1
680 특수제조업 204 44 21.57% 2 1
690 건축공학 274 41 14.96% 3 2

합계 16,255 4,646 28.58% 　 　
700 예술 910 787 86.48% 4 4
710 조경. 도시계획 312 76 24.36% 2 1
720 건축술 1,428 495 34.66% 4 3
730 조형미술, 조각 297 111 37.37% 2 2
740 도화 및 장식미술 1,025 357 34.83% 3 2
750 회화 623 423 67.90% 3 4
760 판화 99 28 28.28% 1 1
770 사진 785 196 24.97% 3 2
780 음악 1,836 1,701 92.65% 4 4
790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예술 1,875 997 53.17% 4 4

　 791-792 대중연예, 연극 934 692 74.09% 4 4
　 796 체육, 스포츠 737 239 32.43% 3 2
　 793-795 게임, 오락 74 31 41.89% 1 1

합계 10935 6,133 56.09% 　 　
800 문학 983 445 45.27% 3 4

　 801 철학, 이론 128 38 29.69% 2 1
　 808 수사학, 전집 485 132 27.22% 3 2
　 809 문학사. 평론 355 268 75.49% 3 4

810 미국문학 1,604 627 39.09% 4 4
820 영국, 고대영국문학 1,765 725 41.08% 4 4
830 독일문학 442 629 142.31% 4 4
840 프랑스문학 459 226 49.24% 3 4
850 이탈리아, 루마니아문학 101 39 38.61% 1 1
860 스페인, 포르투갈 문학 1,124 72 6.41% 3 2
870 고대 이탈리아, 라틴문학 64 19 29.69% 1 1
880 고대 그리스문학 166 49 29.52% 2 1
890 기타 제문학 2,433 881 36.21% 4 4

　 895 동남아시아 문학 1,463 500 34.18% 4 4
합계 11572 4,650 40.18% 　 　

900 역사, 지리 459 182 39.65% 2 2
　 901 철학, 이론 81 23 28.40% 1 1
　 909 세계사 296 127 42.91% 2 3

910 지리. 여행 1,093 423 38.70% 4 4
　 915 아시아지리, 여행 320 154 48.13% 3 4

920 전기, 계보 211 35 16.59% 2 1
930 고대세계사 475 306 64.42% 3 4
940 유럽역사 1,983 711 35.85% 4 4
950 아시아역사 1,822 911 50.00% 4 4

　 951-952 중국 및 인접지역, 일본 927 485 52.32% 4 4
960 아프리카역사 169 62 36.69% 2 2
970 북아메리카역사 1,180 309 26.19% 4 3
980 남아메리카역사 170 33 19.41% 2 1
990 기타 지역사 53 10 18.87% 1 1

합계 9,239 3,771 40.82% 　 　
　 117,986 39,529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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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시된 장서개발 전략 내용을 고려하
여 결정하였음

-먼저, 모든 주제분야의 목표장서수준은 과거나 현재보다 장서수준이 더 저하되지 않
고 보다 높은 수준을 추구해가야 하는 목표치이므로 각 분야의 현재장서수준과 수집
의지수준 중에서 수준이 높은 쪽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외국자료 개발전략 내용을 반영하였음. 본 연
구에서는 외국자료 장서개발 전략 구축을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및 이용자 
FGI를 진행하고(구체적인 내용은 “4장 이해관계자 요구분석”을 참조), 이 결과를 반
영하여 중점적으로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자료를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로 나눠
서 제시하였음. 이 중 특히 핵심자료는 중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다른 주제분
야에 비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서해야할 장서영역이므로 장서수준에 이를 
반영하였음. 핵심자료의 주제영역으로 선정된 주제의 목표장서수준은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되, ‘3’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역사, 문학, 예술,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였으며, 
철학에서 동양철학, 종교에서 한국 관련 종교자료로 동양서의 경우 천도교, 언어에서 
언어 및 언어학 자료, 사전자료, 한자권 언어자료, 한국어 관련 언어자료 등에 해당하
는 강목 주제의 수준을 상향조정하였음. 다만, 이미 수집수준이 ‘4’인 주제영역의 경우
는 그대로 ‘4’를 유지하였음. 이는 국외자료의 경우, 망라적인 수집이 현실상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임

-또한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이 ‘0’인 주제들이 있었으나 수집제외대상으로 간
주하는 주제는 아니므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여 ‘1’로 설정하였음

-결과로 도출된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의 주제별 목표장서수준은 다음 [표 3-16], 
[표 3-17]과 같음

KDC 내용 목표장서수준
000 총류 2

　 004-005 컴퓨터과학 3
010 도서학, 서지학 3

　 015 국가별서지 및 목록 1
020 문헌정보학 4
030 백과사전 2

　 031-03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2
040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2

　 041-04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2
050 일반 연속간행물 3

　 051-05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3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2

　 061 아시아 2
　 062-067 각국 일반학회, 단체 0

070 신문. 언론. 저널리즘 3
　 071 아시아 2
　 072-077 각국의 신문 1

080 일반 전집. 총서 3

[표 3-16] 주제별 목표장서수준(동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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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향토자료 0
100 철학 3
110 형이상학 4
120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2
130 철학의 세계 2
140 경학 3
150 동양철학, 동양사상 4

　 151 한국철학, 사상 5
　 152-153 중국철학, 일본철학 4

160 서양철학 3
　 162-166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철학 등 3

170 논리학 2
180 심리학 4
190 윤리학, 도덕철학 3
200 종교 4
210 비교종교 4
220 불교 4
230 기독교 4
240 도교 4
250 천도교 3
260 - -
270 힌두교, 브라만교 1
280 이슬람교. 회교 2
290 기타 제종교 2
300 사회과학 4
310 통계자료 3

　 311 아시아 3
　 312-317 각국의 통계자료 3

320 경제학 4
　 325 경영 4

330 사회학, 사회문제 4
340 정치학 4
350 행정학 4
360 법률, 법학 4

　 369 각국 법 및 예규 3
370 교육학 4
380 풍습, 예절, 민속학 4
390 국방, 군사학 4
400 자연과학 2
410 수학 2
420 물리학 1
430 화학 1
440 천문학 4
450 지학 2
460 광물학 1
470 생명과학 2
480 식물학 2
490 동물학 2
500 기술과학 2
510 의학 4
520 농업, 농학 4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4
540 건축, 건축학 4
550 기계공학 2
560 전기공학, 전자공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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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화학공학 2
580 제조업 2
590 생활과학 4
600 예술 4
610 - -
620 조각 및 조형미술 4
630 공예, 장식미술 4
640 서예 4
650 회화, 도화, 디자인 4
660 사진예술 4
670 음악 4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4
680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 4
690 오락, 스포츠 4

　 691 오락 2
700 언어 4

　 701 언어학 4
　 703 사전 3
　 709 언어사 및 언어정책, 언어행정 1

710 한국어 5
720 중국어 4
730 일본어 및 기타 아시아제어 4

　 739 기타 아시아 제어 1
740 영어 2
750 독일어 2
760 프랑스어 1
770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1
780 이탈리아어 1
790 기타 제어 2
800 문학 4

　 801 문학이론 4
　 802 문장작법, 수사학 4
　 809 문학사, 평론 4

810 한국문학 4
820 중국문학 4
830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4
840 영미문학 4
850 독일문학 3
860 프랑스문학 3
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 3
880 이탈리아문학 3
890 기타 제문학 3
900 역사 4

　 901-902 역사철학 및 이론, 역사보조학 4
　 909 세계사 4

910 아시아 4
　 911 한국 5
　 912-913 중국, 일본 4

920 유럽 4
930 아프리카 3
940 북아메리카 3
950 남아메리카 3
960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3
970 - -
980 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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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전기 4

　 999 계보, 족보 3

DDC 내용 목표장서수준
000 총류 4

　 004-006 컴퓨터과학 4
010 서지학 3

　 015 특정지역 및 국가서지 1
020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4
030 백과사전 1

　 031-03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
040 - -
050 일반 연속간행물 1

　 051-05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1

　 061-06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
070 뉴스, 저널리즘, 출판 4

　 071-07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2
080 일반 전집 1

　 081-08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
090 필사본. 희귀본 2
100 철학 3
110 형이상학 3
120 인식론 3
130 초심리학, 신비주의 1
140 철학학파 1
150 심리학 4
160 논리학 2
170 윤리학 3
180 고대, 중세 & 동양철학 3

　 181 동양철학 4
190 근대서양철학 3

　 191-19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3
200 종교 4
210 종교철학 및 이론 4

220-280 220기독교 4
290 기타 종교 4

　 294 불교 3
　 297 이슬람교. 회교 3

300 사회과학 4
310 일반통계 3
320 정치학 4
330 경제학 4
340 법학 4

　 341 여러 국가의 법 4
350 행정학, 군사학 4
360 사회문제 및 서비스 4
370 교육학 4
380 상업. 무역. 통신. 교통 4
390 풍습. 민속학 4
400 언어 3

　 403 사전 3
410 언어학 4

[표 3-17] 주제별 목표장서수준(서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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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영어 4
430 독일어 1
440 프랑스어 1
450 이탈리아어 1
460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1
470 라틴어, 고대 이탈리아어 2
480 희랍어 1
490 기타 언어 3

　 495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언어 3
500 자연과학, 수학 2
510 수학 4
520 천문학 3
530 물리학 4
540 화학 3
550 지구과학 4
560 고생물학 2
570 생물학 4
580 식물학 3
590 동물학 3
600 기술과학 3
610 의학 4
620 공업, 공학 4
630 농업. 농학 4
640 가정학 2
650 경영 및 보조서비스 4
660 화학공학 3
670 제조업 1
680 특수제조업 2
690 건축공학 3
700 예술 4
710 조경. 도시계획 3
720 건축술 4
730 조형미술, 조각 3
740 도화 및 장식미술 4
750 회화 4
760 판화 3
770 사진 4
780 음악 4
790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예술 4

　 791-792 대중연예, 연극 4
　 796 체육, 스포츠 4
　 793-795 게임, 오락 1

800 문학 4
　 801 철학, 이론 3
　 808 수사학, 전집 4
　 809 문학사. 평론 4

810 미국문학 4
820 영국, 고대영국문학 4
830 독일문학 4
840 프랑스문학 4
850 이탈리아, 루마니아문학 3
860 스페인, 포르투갈 문학 4
870 고대 이탈리아, 라틴문학 3
880 고대 그리스문학 3
890 기타 제문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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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동남아시아 문학 4

900 역사, 지리 4
　 901 철학, 이론 3
　 909 세계사 4

910 지리. 여행 4
　 915 아시아지리, 여행 4

920 전기, 계보 3
930 고대세계사 4
940 유럽역사 4
950 아시아역사 4

　 951-952 중국 및 인접지역, 일본 4
960 아프리카역사 3
970 북아메리카역사 4
980 남아메리카역사 3
990 기타 지역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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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1. 이용자 요구 분석
1.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수집과 제공 방법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국자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함

❍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수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조사내용
❍ 설문은 기본 인적 사항, 외국자료이용행태, 유형별 외국자료 수집, 주제별 장서개발, 

자유의견,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등 총 6개 파트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함

구 분 설문내용 문항수

기본 인적 
사항

성별

5문항
나이

최종학력
직업

(연구자의 경우) 연구분야

외국자료이
용행태

외국자료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경험

8문항

이용자대상

외국자료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빈도
외국자료 이용방법

외국자료 만족도 (5문항)
외국자료의 형태와 주제 (서술식)

불편한 사항이나 보완내용 (서술식)

비이용자대상

외국자료 이용빈도
외국자료 검색 방법

외국자료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인지도

비치희망도서 이용의향
주 이용 도서관의 외국자료 만족도 (5문항)

외국자료 필요도

[표 4-1]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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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상과 방법
❍ 조사기간: 2020년 8월 25일(화) ~ 9월 10일(목) / 17일간
❍ 조사대상: 외국자료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
❍ 설문방법: 설문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설문

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함 
❍ 홍보방법: 온라인 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 공지를 게시하고 회원을 대상으

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 홍보함
❍ 참여내용: 이용자 설문은 총 394건 응답하였으나 중복참여 15건을 제외한 379건을 

분석함

4) 응답자 특성 

구 분 설문방법
설문대상 외국자료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
설문기간 2020년 8월 25일(화) ~ 9월 10일(목) / 17일간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
설문회수 총 379건 분석 (394건 응답 가운데 15건 중복) 

[표 4-2] 설문 대상과 방법

외국자료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서비스

유형별 
외국자료 

수집

외국 일반자료의 중요도

5문항
일반자료의 활용도

온라인자료의 중요도
온라인자료의 활용도

외국자료의 언어

주제별 
장서개발

외국자료의 주제
4문항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의 분야

외국학술자료 가운데 중점수집분야
일반대중 외국자료 가운데 이용하고 싶은 분야

자유의견 자유 의견 1문항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외국 소재 한국 자료에 대한 국가/지역 정보
4문항소장기관(도서관, 문서관 등)

자료명 또는 주제
제안 이유

　 사례수 비율
전  체 (379) 100.0

성별 남성 (193) 50.9
여성 (186) 49.1

연령
19~29세 (69) 18.2

30대 (73) 19.3

[표 4-3]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응답자 특성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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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자료 이용행태

1.2.1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 경험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을 한 비율은 59.
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을 한 이용자는 남성(67.9%), 
50대(69.6%), 60세 이상(67.2%), 박사 취득(69.5%), 연구자·연구원(82.8%)에서 상대
적으로 높음

[그림 4-1]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 경험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40대 (87) 23.0
50대 (92) 24.3

60세 이상 (58) 1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9.8

대학원 재학 (52) 13.7
석사 취득 (86) 22.7
박사 취득 (128) 33.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6.9
교수 (70) 18.5

공무원/교사 (55) 14.5
경제활동 종사자 (70) 18.5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4.5
기타 (2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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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빈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가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
한 빈도는 6개월 1~3회가 과반 이상인 54.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월 1~
3회(26.2%), 주 1~3회(8.4%)와 거의 사용 안함(8.4%), 거의 매일(2.2%) 순임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6개월 1~3회 이용하는 이용자
는 60세 이상(61.5%), 석사 취득(6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79) 59.4 40.6

성별 남성 (193) 67.9 32.1
여성 (186) 50.5 49.5

연령
19~29세 (69) 37.7 62.3

30대 (73) 57.5 42.5
40대 (87) 62.1 37.9
50대 (92) 69.6 30.4

60세 이상 (58) 67.2 32.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4.0 46.0

대학원 재학 (52) 42.3 57.7
석사 취득 (86) 61.6 38.4
박사 취득 (128) 69.5 30.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82.8 17.2
교수 (70) 62.9 37.1

공무원/교사 (55) 58.2 41.8
경제활동 종사자 (70) 58.6 4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0.9 59.1
기타 (27) 63.0 37.0

[표 4-4]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 경험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2]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빈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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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이용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의 외국자료 이용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전자
책 활용이 57.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 내 이용 49.3%, 도서관 
외 대출(책바다, RISS) 28.4%, 우편복사서비스 8.4%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활용하여 외국자료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는 30대(71.4%), 40대(72.2%) 박사 취득(67.4%), 연구자·연구원
(7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거의 
매일 주 1~3회 월 1~3회 6개월 1~3회 거의 

사용 안함
전  체 (225) 2.2 8.4 26.2 54.7 8.4

성별 남성 (131) 2.3 9.2 29.0 55.0 4.6
여성 (94) 2.1 7.4 22.3 54.3 13.8

연령
19~29세 (26) 3.8 11.5 23.1 50.0 11.5

30대 (42) 4.8 7.1 19.0 57.1 11.9
40대 (54) 0.0 7.4 35.2 53.7 3.7
50대 (64) 1.6 10.9 29.7 51.6 6.3

60세 이상 (39) 2.6 5.1 17.9 61.5 12.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4.9 8.2 27.9 49.2 9.8

대학원 재학 (22) 0.0 13.6 27.3 45.5 13.6
석사 취득 (53) 0.0 9.4 17.0 64.2 9.4
박사 취득 (89) 2.2 6.7 30.3 55.1 5.6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3.8 13.2 22.6 56.6 3.8
교수 (44) 0.0 4.5 27.3 56.8 11.4

공무원/교사 (32) 6.3 3.1 37.5 46.9 6.3
경제활동 종사자 (41) 0.0 9.8 29.3 51.2 9.8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2.6 5.3 26.3 57.9 7.9
기타 (17) 0.0 17.6 5.9 58.8 17.6

[표 4-5]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빈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그림 4-3]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이용방법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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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국자료 만족도

1)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국자료 

수량의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28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40.4%, 
보통 40.9%, 만족하지 않음 18.7%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의 수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51.3%) 석사 취
득(45.3%), 교수(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활용

도서관 내 
이용

도서관 외 대출
(책바다, RISS)

우편복사
서비스

전  체 (225) 57.8 49.3 28.4 8.4
성별 남성 (131) 58.0 51.1 26.0 9.9

여성 (94) 57.4 46.8 31.9 6.4

연령
19~29세 (26) 46.2 30.8 61.5 7.7

30대 (42) 71.4 33.3 26.2 9.5
40대 (54) 72.2 53.7 27.8 7.4
50대 (64) 51.6 51.6 21.9 9.4

60세 이상 (39) 41.0 69.2 20.5 7.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42.6 57.4 34.4 4.9

대학원 재학 (22) 50.0 45.5 40.9 18.2
석사 취득 (53) 62.3 47.2 28.3 3.8
박사 취득 (89) 67.4 46.1 21.3 11.2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75.5 47.2 15.1 9.4
교수 (44) 59.1 40.9 34.1 13.6

공무원/교사 (32) 50.0 50.0 31.3 3.1
경제활동 종사자 (41) 46.3 65.9 24.4 9.8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52.6 42.1 50.0 7.9
기타 (17) 52.9 52.9 11.8 0.0

[표 4-6]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이용방법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복수응답)

[그림 4-4]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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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43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47.6%, 보통 37.3%, 만족하지 않음 15.1%로 조사됨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225) 7.1 33.3 40.9 17.3 1.3 
성별 남성 (131) 6.9 36.6 37.4 16.8 2.3 

여성 (94) 7.4 28.7 45.7 18.1 0.0 

연령
19~29세 (26) 7.7 42.3 23.1 23.1 3.8 

30대 (42) 7.1 28.6 42.9 21.4 0.0 
40대 (54) 7.4 25.9 46.3 18.5 1.9 
50대 (64) 6.3 32.8 45.3 15.6 0.0 

60세 이상 (39) 7.7 43.6 35.9 10.3 2.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9.8 32.8 39.3 14.8 3.3 

대학원 재학 (22) 9.1 27.3 45.5 18.2 0.0 
석사 취득 (53) 3.8 41.5 34.0 18.9 1.9 
박사 취득 (89) 6.7 30.3 44.9 18.0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3.8 24.5 52.8 18.9 0.0 
교수 (44) 9.1 40.9 36.4 13.6 0.0 

공무원/교사 (32) 12.5 31.3 34.4 18.8 3.1 
경제활동 종사자 (41) 4.9 36.6 46.3 12.2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7.9 39.5 26.3 21.1 5.3 
기타 (17) 5.9 23.5 47.1 23.5 0.0 

[표 4-7]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225) 40.4 40.9 18.7 3.28 56.9 
성별 남성 (131) 43.5 37.4 19.1 3.29 57.3 

여성 (94) 36.2 45.7 18.1 3.26 56.4 

연령
19~29세 (26) 50.0 23.1 26.9 3.27 56.7 

30대 (42) 35.7 42.9 21.4 3.21 55.4 
40대 (54) 33.3 46.3 20.4 3.19 54.6 
50대 (64) 39.1 45.3 15.6 3.30 57.4 

60세 이상 (39) 51.3 35.9 12.8 3.44 60.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42.6 39.3 18.0 3.31 57.8 

대학원 재학 (22) 36.4 45.5 18.2 3.27 56.8 
석사 취득 (53) 45.3 34.0 20.8 3.26 56.6 
박사 취득 (89) 37.1 44.9 18.0 3.26 56.5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28.3 52.8 18.9 3.13 53.3 
교수 (44) 50.0 36.4 13.6 3.45 61.4 

공무원/교사 (32) 43.8 34.4 21.9 3.31 57.8 
경제활동 종사자 (41) 41.5 46.3 12.2 3.34 58.5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47.4 26.3 26.3 3.24 55.9 
기타 (17) 29.4 47.1 23.5 3.12 52.9 

[표 4-8]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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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59.0%), 

교수(63.6%), 공무원/교사(56.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225) 10.7 36.9 37.3 14.7 0.4 
성별 남성 (131) 10.7 39.7 35.9 13.0 0.8 

여성 (94) 10.6 33.0 39.4 17.0 0.0 

연령
19~29세 (26) 11.5 42.3 26.9 15.4 3.8 

30대 (42) 9.5 33.3 47.6 9.5 0.0 
40대 (54) 13.0 25.9 40.7 20.4 0.0 
50대 (64) 9.4 39.1 37.5 14.1 0.0 

60세 이상 (39) 10.3 48.7 28.2 12.8 0.0 
최종
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14.8 32.8 44.3 6.6 1.6 
대학원 재학 (22) 13.6 27.3 50.0 9.1 0.0 
석사 취득 (53) 7.5 41.5 34.0 17.0 0.0 
박사 취득 (89) 9.0 39.3 31.5 20.2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3.8 34.0 39.6 22.6 0.0 
교수 (44) 13.6 50.0 27.3 9.1 0.0 

공무원/교사 (32) 21.9 34.4 28.1 12.5 3.1 
경제활동 종사자 (41) 9.8 31.7 53.7 4.9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10.5 39.5 31.6 18.4 0.0 
기타 (17) 5.9 23.5 47.1 23.5 0.0 

[표 4-9]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225) 47.6 37.3 15.1 3.43 60.7 
성별 남성 (131) 50.4 35.9 13.7 3.47 61.6 

여성 (94) 43.6 39.4 17.0 3.37 59.3 

[표 4-10]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점)

[그림 4-5]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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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32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41.3%, 보통 39.6%, 만족하지 않음 19.1%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51.3%), 
교수(5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
19~29세 (26) 53.8 26.9 19.2 3.42 60.6 

30대 (42) 42.9 47.6 9.5 3.43 60.7 
40대 (54) 38.9 40.7 20.4 3.31 57.9 
50대 (64) 48.4 37.5 14.1 3.44 60.9 

60세 이상 (39) 59.0 28.2 12.8 3.56 64.1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47.5 44.3 8.2 3.52 63.1 

대학원 재학 (22) 40.9 50.0 9.1 3.45 61.4 
석사 취득 (53) 49.1 34.0 17.0 3.40 59.9 
박사 취득 (89) 48.3 31.5 20.2 3.37 59.3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37.7 39.6 22.6 3.19 54.7 
교수 (44) 63.6 27.3 9.1 3.68 67.0 

공무원/교사 (32) 56.3 28.1 15.6 3.59 64.8 
경제활동 종사자 (41) 41.5 53.7 4.9 3.46 61.6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50.0 31.6 18.4 3.42 60.5 
기타 (17) 29.4 47.1 23.5 3.12 52.9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225) 10.7 30.7 39.6 18.2 0.9 
성별 남성 (131) 10.7 32.1 38.2 18.3 0.8 

여성 (94) 10.6 28.7 41.5 18.1 1.1 
연령 19~29세 (26) 15.4 26.9 34.6 19.2 3.8 

[표 4-11]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그림 4-6]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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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국자료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1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36.9%, 보통 40.9%, 만족하지 않음 22.2%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60세 이
상(46.2%), 교수(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0대 (42) 7.1 31.0 40.5 19.0 2.4 
40대 (54) 11.1 29.6 38.9 20.4 0.0 
50대 (64) 7.8 29.7 46.9 15.6 0.0 

60세 이상 (39) 15.4 35.9 30.8 17.9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13.1 29.5 42.6 13.1 1.6 

대학원 재학 (22) 18.2 22.7 36.4 22.7 0.0 
석사 취득 (53) 7.5 34.0 34.0 24.5 0.0 
박사 취득 (89) 9.0 31.5 41.6 16.9 1.1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5.7 26.4 39.6 26.4 1.9 
교수 (44) 11.4 40.9 40.9 6.8 0.0 

공무원/교사 (32) 12.5 31.3 37.5 15.6 3.1 
경제활동 종사자 (41) 12.2 29.3 46.3 12.2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15.8 26.3 36.8 21.1 0.0 
기타 (17) 5.9 29.4 29.4 35.3 0.0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225) 41.3 39.6 19.1 3.32 58.0 
성별 남성 (131) 42.7 38.2 19.1 3.34 58.4 

여성 (94) 39.4 41.5 19.1 3.30 57.4 

연령
19~29세 (26) 42.3 34.6 23.1 3.31 57.7 

30대 (42) 38.1 40.5 21.4 3.21 55.4 
40대 (54) 40.7 38.9 20.4 3.31 57.9 
50대 (64) 37.5 46.9 15.6 3.30 57.4 

60세 이상 (39) 51.3 30.8 17.9 3.49 62.2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42.6 42.6 14.8 3.39 59.8 

대학원 재학 (22) 40.9 36.4 22.7 3.36 59.1 
석사 취득 (53) 41.5 34.0 24.5 3.25 56.1 
박사 취득 (89) 40.4 41.6 18.0 3.30 57.6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32.1 39.6 28.3 3.08 51.9 
교수 (44) 52.3 40.9 6.8 3.57 64.2 

공무원/교사 (32) 43.8 37.5 18.8 3.34 58.6 
경제활동 종사자 (41) 41.5 46.3 12.2 3.41 60.4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42.1 36.8 21.1 3.37 59.2 
기타 (17) 35.3 29.4 35.3 3.06 51.5 

[표 4-12]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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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225) 8.9 28.0 40.9 17.3 4.9 
성별 남성 (131) 7.6 29.8 38.2 19.8 4.6 

여성 (94) 10.6 25.5 44.7 13.8 5.3 

연령
19~29세 (26) 7.7 34.6 30.8 23.1 3.8 

30대 (42) 9.5 21.4 47.6 19.0 2.4 
40대 (54) 7.4 22.2 46.3 18.5 5.6 
50대 (64) 10.9 28.1 39.1 15.6 6.3 

60세 이상 (39) 7.7 38.5 35.9 12.8 5.1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13.1 24.6 42.6 18.0 1.6 

대학원 재학 (22) 18.2 13.6 50.0 13.6 4.5 
석사 취득 (53) 3.8 28.3 37.7 20.8 9.4 
박사 취득 (89) 6.7 33.7 39.3 15.7 4.5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5.7 22.6 43.4 26.4 1.9 
교수 (44) 9.1 36.4 45.5 6.8 2.3 

공무원/교사 (32) 15.6 25.0 37.5 21.9 0.0 
경제활동 종사자 (41) 9.8 26.8 46.3 12.2 4.9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7.9 34.2 39.5 13.2 5.3 
기타 (17) 5.9 17.6 17.6 29.4 29.4 

[표 4-13]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225) 36.9 40.9 22.2 3.19 54.7 
성별 남성 (131) 37.4 38.2 24.4 3.16 54.0 

여성 (94) 36.2 44.7 19.1 3.22 55.6 
연령

19~29세 (26) 42.3 30.8 26.9 3.19 54.8 
30대 (42) 31.0 47.6 21.4 3.17 54.2 
40대 (54) 29.6 46.3 24.1 3.07 51.9 

[표 4-14]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점)

[그림 4-7]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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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32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40.0%, 보통 43.6%, 만족하지 않음 16.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60
세 이상(48.7%), 교수(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64) 39.1 39.1 21.9 3.22 55.5 
60세 이상 (39) 46.2 35.9 17.9 3.31 57.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37.7 42.6 19.7 3.30 57.4 

대학원 재학 (22) 31.8 50.0 18.2 3.27 56.8 
석사 취득 (53) 32.1 37.7 30.2 2.96 49.1 
박사 취득 (89) 40.4 39.3 20.2 3.22 55.6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28.3 43.4 28.3 3.04 50.9 
교수 (44) 45.5 45.5 9.1 3.43 60.8 

공무원/교사 (32) 40.6 37.5 21.9 3.34 58.6 
경제활동 종사자 (41) 36.6 46.3 17.1 3.24 56.1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42.1 39.5 18.4 3.26 56.6 
기타 (17) 23.5 17.6 58.8 2.41 35.3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225) 9.8 30.2 43.6 15.6 0.9 
성별 남성 (131) 7.6 32.8 41.2 16.8 1.5 

여성 (94) 12.8 26.6 46.8 13.8 0.0 
연령 19~29세 (26) 11.5 30.8 38.5 15.4 3.8 

30대 (42) 14.3 26.2 50.0 9.5 0.0 

[표 4-15]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그림 4-8]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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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주로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형태 및 주제

  1) 형태
❍ 주로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형태로는 원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논

문,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었음

40대 (54) 7.4 24.1 50.0 18.5 0.0 
50대 (64) 7.8 32.8 43.8 15.6 0.0 

60세 이상 (39) 10.3 38.5 30.8 17.9 2.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11.5 32.8 44.3 9.8 1.6 

대학원 재학 (22) 18.2 22.7 40.9 18.2 0.0 
석사 취득 (53) 5.7 32.1 43.4 17.0 1.9 
박사 취득 (89) 9.0 29.2 43.8 18.0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5.7 26.4 47.2 20.8 0.0 
교수 (44) 13.6 36.4 38.6 11.4 0.0 

공무원/교사 (32) 15.6 28.1 40.6 12.5 3.1 
경제활동 종사자 (41) 7.3 29.3 53.7 9.8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7.9 36.8 28.9 23.7 2.6 
기타 (17) 11.8 17.6 58.8 11.8 0.0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225) 40.0 43.6 16.4 3.32 58.1 
성별 남성 (131) 40.5 41.2 18.3 3.28 57.1 

여성 (94) 39.4 46.8 13.8 3.38 59.6 

연령
19~29세 (26) 42.3 38.5 19.2 3.31 57.7 

30대 (42) 40.5 50.0 9.5 3.45 61.3 
40대 (54) 31.5 50.0 18.5 3.20 55.1 
50대 (64) 40.6 43.8 15.6 3.33 58.2 

60세 이상 (39) 48.7 30.8 20.5 3.36 59.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61) 44.3 44.3 11.5 3.43 60.7 

대학원 재학 (22) 40.9 40.9 18.2 3.41 60.2 
석사 취득 (53) 37.7 43.4 18.9 3.23 55.7 
박사 취득 (89) 38.2 43.8 18.0 3.29 57.3 

직업

연구자·연구원 (53) 32.1 47.2 20.8 3.17 54.2 
교수 (44) 50.0 38.6 11.4 3.52 63.1 

공무원/교사 (32) 43.8 40.6 15.6 3.41 60.2 
경제활동 종사자 (41) 36.6 53.7 9.8 3.34 58.5 

비경제활동 종사자 (38) 44.7 28.9 26.3 3.24 55.9 
기타 (17) 29.4 58.8 11.8 3.29 57.4 

[표 4-16]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명, %, 점)

주제 횟수 세부사항
원서(단행본, 
도서, 서적) 54 단행본, 도서, 서적, 책자, 책, 아트작품집, 저서, 그림책, 에세이

논문 35 논문 및 저널/ 논문-학술지, 학술기사/ 온라인 논문, 학술지/ 학술논문/ 

[표 4-17] 주로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형태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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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제
❍ 주로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주제로는 사회과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는 역사, 기술과학, 철학 등이 있었음

SCI, SSCI 학술논문 및 보고서

DB 14
전자DB/ 웹 DB/Springerlinkdatabase/ebsco /논문 DB 검색 및 원문 출력/ 
Proquest/caj(중논문 한글학술정보검색사이트)/ Pubmed/ 원외접속을 
통한 원문 열람

자료 8 (외국자료)(교육자료)(학술자료)(해외수집자료-미 NARA 소장 국무부 
문서)(참고자료)(전자자료)(인쇄자료)

저널 7 온라인 저널(1) 전자저널(3)
전자책 7 전자본
파일 6 (전자파일), pdf, 문서
잡지 2
잡지 2

이미지 1 귀중본이나 목판본, 확자본 원본 이미지
영상물 1
악보 1
사전 1
신문 1

주제 횟수 세부사항

사회과학 62

경제 8(금융과 통화, 금융 통계, 국제경제, 발전국가의 직접투자 및 원조, 
economic forecasting)/ 정치 8(정치학-2,국제정치) /사회과학 11/ 경영 
3(글로벌 경영, 경영학-마케팅,인사) / 법학 7(법률)/ 민속학 4(일본 
민속학, 외국 민담, 일제강점기 민속학, 베트남 풍속)/ 사회복지 
3(노인복지)/ 사회학 2/ 블록체인 1/ 미디어 1/ 문화 2/ 질적 연구방법론 
1/ 교육 6(유아 교육, 일본 교육2, 교육학) / 시민사회정책 1/ 국제기구 
혹은 선진국의 개발협력분야 1/ 경찰 행정 1/ 의사소통 1/ Business 1

역사 30
역사 17 (서양사, 한국사, 역사학, 역사 전반, history, 외국 역사, 베트남 
역사)/ 미국 1/ 고고 2(고고학)/ 지리학 1/ 중국학 3(중국)/ 일본학 
4(일본역사,  식민지시기 일본 자료)/ 동아시아 고전 1/ 태국학 1/ 

기술과학 25

환경공학 1/ 도시 및 주택 1/ 공학 2 / 토목 1
/ 건축 5(건축, 구조)/ 재료공학 1/ 전기, 전자 분야 3(전자공학)/ 의학 
3(의학 및 보건 계열)/ 음식 1/ 산업 1(국가별 최신 산업 정보)/ 도시재생 
1 /농업 1(농업 관련 일본 최신 동향)/ 항공 1/ 기술전문(기계)부분 
3(mechanics, 신기술)

철학 17 심리학4/ 철학5/인문학 8(인문지리, 인문사회학, 인문사회계열, 인문)
예술 14 예술 6(아트)/ 음악 2/ 문화예술 3 /디자인 2(도시디자인) / 패션 1
문학 13 문학13(영문소설, 에세이, 예술 관련 문학, 소설, 800번대 문학류, 외국 

소설)
자연과학 12 지질 1/해양 1/ 우주 1/ 과학 3(Science)/ 생물정보 1/ 식물학 1 / 인류학 

2/ 생태계 1/ 환경 1

기타 12
연마 관련 1
외국 소재 1
명상 1
국가별, 주제별 외국자료 1

[표 4-18] 주로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주제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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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 시 불편한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 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장서부족·자료부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이용’, ‘열람 및 운영’, ‘검색’ 등이 있었음

고전 1
고문헌 4(고문서)
문헌 2
world  security 1

총류 9 컴퓨터 1/ IT 2/ 문헌정보학 5(도서관동향자료)/ 빅데이터 1
언어 7 언어 6(외국언어교학, 외국어교육, 외국 사전, 영어 책, 한문서적, 

Linguistics) / 독해자료 1
종교 6 Theology-신학-3/ 불교1

주제 횟수 세부사항

검색 17

자료 검색 어려움/ 검색의 용이성/ 검색란 세분화/ 검색접근성/ 검색 
키워드 일부 누락/ 검색기워드 보충 수정 및 쉬운 접근성/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논문수가 적음/ 주제어 검색/ 영어자료 좀 더 찾기 쉽게/ 좀좀 
검색 범위가 너무 넓게 특정됨/ 키워드 검색의 정확성/ 통합 검색 
기능(특정 저널사를 통해 검색하는 게 상당히 불편함)

 
열람 
및

운영 

관내 열람 2 도서관 내 열람의 편의성/ 도서간 내 자유열람 가능하도록 
개가식 
운영
(예약 
서비스 
포함)

5
외국단행본일체 폐가식 운영 매우 불편(업무시간 내 예약하는 것)/ 
열람실 서가와 해외 신문의 개가식 운영 기간 연장(자료 비치 기간 
늘리기)/  미리 예약 불편함/서고 신청 불편/ 도서 여러 권일 때 일일이 
열람신청

자료접근
성 14

서가 브라우징 불가능/ 서책 형태 대출 시 지역적 접근성 어려움/ 
오프라인 접근성 떨어짐/ 외국서적의 자료접근성이 떨어짐/ 자료 
접근성(2)/ 일부자료는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함

대출 13
코로나로 인한 책 대출반납 라이딩, 무인택배 서비스/ 개인 대출의 
자유로움, 원활함/ 대출기간연장/ 대출이 안 되어 필요한 부분 
복사해야함/ 자유로운 관외 대출/ 신속한 이용 대출 필요/ 관외 
이용(대출)

번역 5

안내 10

소개의 용이성/ 도움/ 상세한 서비스 및 활용방안 안내/ 외국자료 검색 
시스템 안내/ 안내 소홀 / 접근에 대한 안내가 친절했으면 좋겠음/ 최신 
정보 안내 부족/ 해외자료 수집 정도와 공개, 비공개 비율 등 개괄적 정보/ 
모든 자료 공개와 해제 제공/ 한영 혼용표기로 초보자도 구분할 수 있도록  
쌤플(예시)

이용 11
복잡한 절차/ 빠른 응대성/ 절차 까다로움/ 접근 및 이용제한/ 자료 찾기 
불편/ 대학도서관을 통한 상호대차/ 문헌이 서가에 없는 경우가 있음/ 
서적 구입신청 불편

장서 양적 25 서가에 비치된 외국자료 양 부족/ 연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제공 / 

[표 4-19]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 시 불편한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경험자, N=225,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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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 

자료
부족

부족
연구자를 위한 외국 문헌의 양, 질적 확대/ 원서구입확대/ 깊이 있는 
디테일한 자료 보완/ 장서 수 부족/ 장서 확대/ 전자도서/ 논문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론가의 원서부족/ 필요도서 미소장/ 장서 충실도

최신성 11
최신자료 수량 부족/ 최신자료 부족/ 신간 입수 속도가 느림/ 최신 서적 
부족/ 선제적 입수/ 신속 배치 및 목록정보제공/ 최신자료 부족, 열람 
제한/ 

다양성
및 

전문성

다
양
성

24

다양성 결여·부족·구비·소장/ 체코 자료가 부족/ 베트남 자료 부족/ 
다양한 전문서적 필요/ 서양권에 비해 유럽권 자료 미비/ 영어 자료에 
너무 편중됨/ 이북 및 전자자료의 다양성/ 주제 확대/ 다양한 주제의 
장서로 보완/ 다양한 분야 도서 구비(연구자가 많지 않은  신생 학문 분야 
포함)/ 희귀한 자료 구비/ 출간 후 5년 이상인 책도 구입/ 1950년대 이전 
장서 부족

전
문
성

5 전문분야 제한 없이 이용확대/ 전문적인 자료 부족

저
널 5 논문 등 저널의 확보 필요성/ 다양한 저널 구독/ 외국 저널 구입 및 서비스/ 우

수해외학술지 양적보완 

홈페
이지 
및 

온라
인 

이용

홈페이지 3 웹사이트가 좋지 않음./ 홈페이지 메뉴 구성이 직관적이면 좋을 듯 / 목록 
찾기 개선

온라인 
이용 10

온라인 이용 부분이 너무 한정적/ 원문 이미지 열람 시 인터페이스 및 
조작 불편/ 인터넷 자료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자료다운로드 불편/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한정적-코로나/ 최신생물정보 문헌에 대한 
온라인 접근 가능/ 집에서 해외 논문 검색 및 내려받기 
가능/본인인증(로그인, 학교로 접근 등)/다운로드 가능 자료 접근성 
확대/ 회원들의 원문 이용

외부접근
성 9

코로나로 인한 외부 접속의 필요성/ 더 많은 자료 외부 온라인에서 조건 
없이 열람/ 외부에서도 자료 볼 수 있어야함/ 외부 접속 보장된 온라인 
저널리스트 확대/ 외부 이용 가능 DB의 실제 이용이 어려움/ 외부 
접속확대/이북 및 전자자료의 접근성 및 개방성-외부 이용이 자유롭도록 
시스템 개편/ 원문자료 접근 불편/ 이용자에 한하여 집에서도 
Springerlink 등을 이용

DB 8 온라인 DB 개선/ 외국 학술논문 DB 추가 / 해외 학술 DB 구입 확대/ 웹 
Db확충/ 전자DB/ DB 확대(2)/ 오픈 DB 접근 가능

분류 2 전문분야별 세부 분류 및 인덱스/ 종류구분방법

콘텐츠 1
전문적인 내용 쉽게 해석해주는 IT콘텐츠 구축 및 스마트폰 최적화/ 
인공지능기반 챗봇 서비스& 온라인화상강의 시스템/ 원문복사이메일 
서비스/ 전문연구자들에게 푸쉬메일로 관심분야 목록 전송/ 외국 
대학도서관과 자료 공유

도서관 환경 3 도서관이 가끔 더움/ 지나친 도난방지/ 주차

기타 4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공이 더 쉬웠으면 함.
가끔 Open Access가 안되는 논문들이 있음
데이터 자료화 부족
구글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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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도서관 비이용자의 외국자료 이용현황

1) 외국자료 이용빈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의 외국자료 이용빈도는 거의 사용 안한

다는 의견이 26.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월 1~3회(22.7%), 거의 매
일(19.5%), 6개월 1~3회(16.2%), 주 1~3회(14.9%) 순임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를 월 1~3회 이용한다는 의견은 30대(38.7%), 대학원 재학(3
3.3%), 연구자·연구원(27.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거의 매일 주 1~3회 월 1~3회 6개월 
1~3회

거의 사용 
안함 무응답

전  체 (154) 19.5 14.9 22.7 16.2 26.0 0.6 
성별 남성 (62) 27.4 14.5 22.6 12.9 22.6 0.0 

여성 (92) 14.1 15.2 22.8 18.5 28.3 1.1 

연령
19~29세 (43) 9.3 11.6 16.3 20.9 39.5 2.3 

30대 (31) 12.9 12.9 38.7 9.7 25.8 0.0 
40대 (33) 21.2 21.2 18.2 18.2 21.2 0.0 
50대 (28) 35.7 17.9 25.0 10.7 10.7 0.0 

60세 이상 (19) 26.3 10.5 15.8 21.1 26.3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15.4 5.8 13.5 19.2 44.2 1.9 

대학원 재학 (30) 6.7 16.7 33.3 20.0 23.3 0.0 
석사 취득 (33) 18.2 21.2 27.3 15.2 18.2 0.0 
박사 취득 (39) 35.9 20.5 23.1 10.3 10.3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9.1 36.4 27.3 9.1 18.2 0.0 
교수 (26) 46.2 15.4 26.9 7.7 3.8 0.0 

공무원/교사 (23) 8.7 4.3 26.1 17.4 39.1 4.3 
경제활동 종사자 (29) 20.7 17.2 17.2 17.2 27.6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12.7 12.7 25.5 21.8 27.3 0.0 
기타 (10) 20.0 20.0 0.0 10.0 50.0 0.0 

[표 4-20] 외국자료 이용빈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그림 4-9] 외국자료 이용빈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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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자료 이용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의 외국자료 이용방법은 인터넷 공개자료
를 검색한다는 의견이 66.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자료실) 
자료 이용(24.0%), 개인 직접구입(7.1%) 순임

❍ (응답자 특성) 인터넷 공개자료 검색으로 외국자료를 이용한다는 의견은 여성(72.
8%), 19~29세(86.0%), 30대(74.2%), 대학원 재학(86.7%), 비경제활동 종사자(76.
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인터넷 
공개자료 검색

도서관
(자료실) 
자료 이용

개인 직접구입 기타

전  체 (154) 66.2 24.0 7.1 2.6
성별 남성 (62) 56.5 30.6 12.9 0.0

여성 (92) 72.8 19.6 3.3 4.3

연령
19~29세 (43) 86.0 7.0 4.7 2.3

30대 (31) 74.2 22.6 3.2 0.0
40대 (33) 57.6 30.3 9.1 3.0
50대 (28) 53.6 28.6 10.7 7.1

60세 이상 (19) 42.1 47.4 10.5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71.2 21.2 3.8 3.8

대학원 재학 (30) 86.7 10.0 3.3 0.0
석사 취득 (33) 51.5 36.4 6.1 6.1
박사 취득 (39) 56.4 28.2 15.4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72.7 18.2 0.0 9.1
교수 (26) 57.7 26.9 15.4 0.0

공무원/교사 (23) 52.2 34.8 8.7 4.3
경제활동 종사자 (29) 58.6 31.0 6.9 3.4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76.4 18.2 3.6 1.8
기타 (10) 80.0 10.0 10.0 0.0

[표 4-21] 외국자료 이용방법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그림 4-10] 외국자료 이용방법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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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자료 필요 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의 외국자료 필요 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 /정보원의 활용이 훨씬 편함(36.4%), 도서관 
홍보나 이용자 교육 부족(26.0%), 온라인자료(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부족(18.8%) 
등의 순임

❍ (응답자 특성) 전문분야 자료가 부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
은 여성(73.9%), 19~29세(81.4%), 대학원 재학(83.3%), 대학 졸업 이하(71.2%), 
비경제활동 종사자(74.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11] 외국자료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하지 않는 이유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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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전문분야 자료 
부족

현재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 
/정보원의 

활용이 
훨씬 편함

도서관 홍보나 
이용자 교육 

부족

온라인자료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부족

최신자료 부족
찾아가기 

불편함(교통, 
원거리)

도서관 
운영시간 맞지 

않음

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일반대중서 

부족

전  체 (154) 64.3 36.4 26.0 18.8 11.0 7.1 7.1 2.6
성별 남성 (62) 50.0 37.1 16.1 22.6 11.3 8.1 8.1 3.2

여성 (92) 73.9 35.9 32.6 16.3 10.9 6.5 6.5 2.2

연령

19~29세 (43) 81.4 23.3 39.5 16.3 4.7 2.3 9.3 4.7
30대 (31) 64.5 38.7 38.7 16.1 12.9 6.5 3.2 0.0
40대 (33) 54.5 42.4 15.2 24.2 21.2 9.1 9.1 0.0
50대 (28) 64.3 42.9 10.7 25.0 10.7 7.1 7.1 7.1

60세 이상 (19) 42.1 42.1 15.8 10.5 5.3 15.8 5.3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71.2 25.0 28.8 9.6 17.3 5.8 11.5 5.8

대학원 재학 (30) 83.3 23.3 40.0 33.3 6.7 6.7 6.7 0.0
석사 취득 (33) 51.5 45.5 18.2 12.1 18.2 9.1 3.0 0.0
박사 취득 (39) 51.3 53.8 17.9 25.6 0.0 7.7 5.1 2.6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54.5 45.5 27.3 36.4 0.0 0.0 9.1 0.0
교수 (26) 57.7 65.4 7.7 26.9 0.0 7.7 3.8 3.8

공무원/교사 (23) 69.6 39.1 26.1 13.0 17.4 13.0 4.3 0.0
경제활동 종사자 (29) 51.7 20.7 24.1 13.8 24.1 13.8 13.8 3.4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74.5 29.1 36.4 18.2 7.3 1.8 5.5 3.6
기타 (10) 60.0 30.0 20.0 10.0 20.0 10.0 10.0 0.0

[표 4-22] 외국자료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하지 않는 이유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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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중앙도서관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인지 및 향후 이용의향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비치희망도서’ 서비

스에 대해 40.9%가 인지하고 있고 59.1%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인지자의 76.2%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 국립중앙도서관 ‘비치희망도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남성

(64.5%), 30대(64.5%), 대학원 재학(76.7%), 박사 취득(64.1%), 교수(6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인지 미인지
전  체 (154) 40.9 59.1

성별 남성 (62) 35.5 64.5
여성 (92) 44.6 55.4

연령
19~29세 (43) 46.5 53.5

30대 (31) 35.5 64.5
40대 (33) 42.4 57.6
50대 (28) 39.3 60.7

60세 이상 (19) 36.8 63.2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51.9 48.1

대학원 재학 (30) 23.3 76.7
석사 취득 (33) 45.5 54.5
박사 취득 (39) 35.9 64.1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36.4 63.6
교수 (26) 34.6 65.4

공무원/교사 (23) 56.5 43.5
경제활동 종사자 (29) 37.9 62.1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40.0 60.0
기타 (10) 40.0 60.0

[표 4-23] 국립중앙도서관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인지 여부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사례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  체 (63) 76.2 23.8

[표 4-24] 국립중앙도서관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Base :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인지자, N=63, 단위 : 명, %)

[그림 4-12] 국립중앙도서관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인지 및 향후 이용 의향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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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외국자료 만족도

1)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외국자료 수

량의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03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26.6%, 
보통 48.1%, 만족하지 않음 25.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의 수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30대(41.9%), 석사 취득(3
3.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성별 남성 (22) 81.8 18.2
여성 (41) 73.2 26.8

연령
19~29세 (20) 85.0 15.0

30대 (11) 81.8 18.2
40대 (14) 57.1 42.9
50대 (11) 81.8 18.2

60세 이상 (7) 71.4 28.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27) 77.8 22.2

대학원 재학 (7) 71.4 28.6
석사 취득 (15) 86.7 13.3
박사 취득 (14) 64.3 35.7

직업

연구자·연구원 (4) 50.0 50.0
교수 (9) 66.7 33.3

공무원/교사 (13) 76.9 23.1
경제활동 종사자 (11) 90.9 9.1

비경제활동 종사자 (22) 77.3 22.7
기타 (4) 75.0 25.0

[그림 4-13]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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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외국자료 주

제의 전문성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0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30.5%, 보통 47.4%, 만족하지 않음 22.1%로 조사됨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154) 3.9 22.7 48.1 22.7 2.6 
성별 남성 (62) 3.2 22.6 54.8 17.7 1.6 

여성 (92) 4.3 22.8 43.5 26.1 3.3 

연령
19~29세 (43) 7.0 18.6 51.2 20.9 2.3 

30대 (31) 6.5 35.5 32.3 25.8 0.0 
40대 (33) 0.0 12.1 54.5 27.3 6.1 
50대 (28) 0.0 25.0 57.1 17.9 0.0 

60세 이상 (19) 5.3 26.3 42.1 21.1 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5.8 19.2 42.3 28.8 3.8 

대학원 재학 (30) 3.3 23.3 46.7 26.7 0.0 
석사 취득 (33) 3.0 30.3 51.5 15.2 0.0 
박사 취득 (39) 2.6 20.5 53.8 17.9 5.1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18.2 9.1 54.5 18.2 0.0 
교수 (26) 3.8 26.9 53.8 11.5 3.8 

공무원/교사 (23) 0.0 21.7 47.8 30.4 0.0 
경제활동 종사자 (29) 3.4 17.2 55.2 24.1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3.6 25.5 43.6 23.6 3.6 
기타 (10) 0.0 30.0 30.0 30.0 10.0 

[표 4-25]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54) 26.6 48.1 25.3 3.03 50.6 
성별 남성 (62) 25.8 54.8 19.4 3.08 52.0 

여성 (92) 27.2 43.5 29.3 2.99 49.7 

연령
19~29세 (43) 25.6 51.2 23.3 3.07 51.7 

30대 (31) 41.9 32.3 25.8 3.23 55.6 
40대 (33) 12.1 54.5 33.3 2.73 43.2 
50대 (28) 25.0 57.1 17.9 3.07 51.8 

60세 이상 (19) 31.6 42.1 26.3 3.05 51.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25.0 42.3 32.7 2.94 48.6 

대학원 재학 (30) 26.7 46.7 26.7 3.03 50.8 
석사 취득 (33) 33.3 51.5 15.2 3.21 55.3 
박사 취득 (39) 23.1 53.8 23.1 2.97 49.4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27.3 54.5 18.2 3.27 56.8 
교수 (26) 30.8 53.8 15.4 3.15 53.8 

공무원/교사 (23) 21.7 47.8 30.4 2.91 47.8 
경제활동 종사자 (29) 20.7 55.2 24.1 3.00 50.0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29.1 43.6 27.3 3.02 50.5 
기타 (10) 30.0 30.0 40.0 2.80 45.0 

[표 4-26]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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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30대(48.4%), 석사 

취득(5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154) 4.5 26.0 47.4 18.2 3.9 
성별 남성 (62) 3.2 24.2 53.2 17.7 1.6 

여성 (92) 5.4 27.2 43.5 18.5 5.4 

연령
19~29세 (43) 7.0 18.6 55.8 16.3 2.3 

30대 (31) 6.5 41.9 32.3 16.1 3.2 
40대 (33) 0.0 24.2 45.5 24.2 6.1 
50대 (28) 0.0 25.0 50.0 21.4 3.6 

60세 이상 (19) 10.5 21.1 52.6 10.5 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3.8 19.2 55.8 15.4 5.8 

대학원 재학 (30) 3.3 20.0 50.0 23.3 3.3 
석사 취득 (33) 6.1 45.5 30.3 18.2 0.0 
박사 취득 (39) 5.1 23.1 48.7 17.9 5.1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18.2 27.3 36.4 18.2 0.0 
교수 (26) 3.8 30.8 46.2 15.4 3.8 

공무원/교사 (23) 4.3 21.7 52.2 13.0 8.7 
경제활동 종사자 (29) 3.4 24.1 55.2 13.8 3.4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3.6 23.6 49.1 21.8 1.8 
기타 (10) 0.0 40.0 20.0 30.0 10.0 

[표 4-27]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54) 30.5 47.4 22.1 3.09 52.3 
성별 남성 (62) 27.4 53.2 19.4 3.10 52.4 

[표 4-28]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점)

[그림 4-14]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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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외국자료 주

제의 다양성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2.97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28.6%, 보통 41.6%, 만족하지 않음 29.9%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0대(36.
4%), 대학원 재학(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여성 (92) 32.6 43.5 23.9 3.09 52.2 

연령
19~29세 (43) 25.6 55.8 18.6 3.12 52.9 

30대 (31) 48.4 32.3 19.4 3.32 58.1 
40대 (33) 24.2 45.5 30.3 2.88 47.0 
50대 (28) 25.0 50.0 25.0 2.96 49.1 

60세 이상 (19) 31.6 52.6 15.8 3.21 5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23.1 55.8 21.2 3.00 50.0 

대학원 재학 (30) 23.3 50.0 26.7 2.97 49.2 
석사 취득 (33) 51.5 30.3 18.2 3.39 59.8 
박사 취득 (39) 28.2 48.7 23.1 3.05 51.3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45.5 36.4 18.2 3.45 61.4 
교수 (26) 34.6 46.2 19.2 3.15 53.8 

공무원/교사 (23) 26.1 52.2 21.7 3.00 50.0 
경제활동 종사자 (29) 27.6 55.2 17.2 3.10 52.6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27.3 49.1 23.6 3.05 51.4 
기타 (10) 40.0 20.0 40.0 2.90 47.5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154) 3.2 25.3 41.6 24.7 5.2 
성별 남성 (62) 3.2 25.8 41.9 25.8 3.2 

[표 4-29]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그림 4-15]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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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10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36.4%, 보통 38.3%, 만족하지 않음 25.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30
대(45.2%), 석사 취득(5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여성 (92) 3.3 25.0 41.3 23.9 6.5 

연령
19~29세 (43) 4.7 18.6 46.5 27.9 2.3 

30대 (31) 3.2 29.0 45.2 16.1 6.5 
40대 (33) 0.0 21.2 42.4 30.3 6.1 
50대 (28) 3.6 28.6 32.1 28.6 7.1 

60세 이상 (19) 5.3 36.8 36.8 15.8 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1.9 23.1 42.3 25.0 7.7 

대학원 재학 (30) 3.3 13.3 43.3 36.7 3.3 
석사 취득 (33) 3.0 42.4 39.4 12.1 3.0 
박사 취득 (39) 5.1 23.1 41.0 25.6 5.1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27.3 9.1 45.5 18.2 0.0 
교수 (26) 0.0 38.5 38.5 19.2 3.8 

공무원/교사 (23) 4.3 13.0 52.2 17.4 13.0 
경제활동 종사자 (29) 0.0 34.5 37.9 24.1 3.4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1.8 21.8 43.6 29.1 3.6 
기타 (10) 0.0 30.0 20.0 40.0 10.0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54) 28.6 41.6 29.9 2.97 49.2 
성별 남성 (62) 29.0 41.9 29.0 3.00 50.0 

여성 (92) 28.3 41.3 30.4 2.95 48.6 

연령
19~29세 (43) 23.3 46.5 30.2 2.95 48.8 

30대 (31) 32.3 45.2 22.6 3.06 51.6 
40대 (33) 21.2 42.4 36.4 2.79 44.7 
50대 (28) 32.1 32.1 35.7 2.93 48.2 

60세 이상 (19) 42.1 36.8 21.1 3.21 5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25.0 42.3 32.7 2.87 46.6 

대학원 재학 (30) 16.7 43.3 40.0 2.77 44.2 
석사 취득 (33) 45.5 39.4 15.2 3.30 57.6 
박사 취득 (39) 28.2 41.0 30.8 2.97 49.4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36.4 45.5 18.2 3.45 61.4 
교수 (26) 38.5 38.5 23.1 3.12 52.9 

공무원/교사 (23) 17.4 52.2 30.4 2.78 44.6 
경제활동 종사자 (29) 34.5 37.9 27.6 3.03 50.9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23.6 43.6 32.7 2.89 47.3 
기타 (10) 30.0 20.0 50.0 2.70 42.5 

[표 4-30]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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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154) 5.2 31.2 38.3 18.8 6.5 
성별 남성 (62) 3.2 33.9 33.9 24.2 4.8 

여성 (92) 6.5 29.3 41.3 15.2 7.6 

연령
19~29세 (43) 2.3 25.6 58.1 11.6 2.3 

30대 (31) 16.1 29.0 25.8 22.6 6.5 
40대 (33) 3.0 27.3 33.3 21.2 15.2 
50대 (28) 0.0 39.3 32.1 21.4 7.1 

60세 이상 (19) 5.3 42.1 31.6 21.1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0.0 28.8 42.3 21.2 7.7 

대학원 재학 (30) 6.7 23.3 43.3 20.0 6.7 
석사 취득 (33) 9.1 42.4 27.3 15.2 6.1 
박사 취득 (39) 7.7 30.8 38.5 17.9 5.1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27.3 27.3 27.3 18.2 0.0 
교수 (26) 3.8 42.3 42.3 11.5 0.0 

공무원/교사 (23) 0.0 30.4 34.8 13.0 21.7 
경제활동 종사자 (29) 3.4 31.0 27.6 31.0 6.9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5.5 25.5 49.1 16.4 3.6 
기타 (10) 0.0 40.0 20.0 30.0 10.0 

[표 4-31]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54) 36.4 38.3 25.3 3.10 52.4 
성별 남성 (62) 37.1 33.9 29.0 3.06 51.6 

여성 (92) 35.9 41.3 22.8 3.12 53.0 
연령

19~29세 (43) 27.9 58.1 14.0 3.14 53.5 
30대 (31) 45.2 25.8 29.0 3.26 56.5 
40대 (33) 30.3 33.3 36.4 2.82 45.5 

[표 4-32]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점)

[그림 4-16]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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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06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29.2%, 보통 48.1%, 만족하지 않음 22.7%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30
대(48.4%), 석사 취득(4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28) 39.3 32.1 28.6 3.04 50.9 
60세 이상 (19) 47.4 31.6 21.1 3.32 57.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28.8 42.3 28.8 2.92 48.1 

대학원 재학 (30) 30.0 43.3 26.7 3.03 50.8 
석사 취득 (33) 51.5 27.3 21.2 3.33 58.3 
박사 취득 (39) 38.5 38.5 23.1 3.18 54.5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54.5 27.3 18.2 3.64 65.9 
교수 (26) 46.2 42.3 11.5 3.38 59.6 

공무원/교사 (23) 30.4 34.8 34.8 2.74 43.5 
경제활동 종사자 (29) 34.5 27.6 37.9 2.93 48.3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30.9 49.1 20.0 3.13 53.2 
기타 (10) 40.0 20.0 40.0 2.90 47.5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154) 2.6 26.6 48.1 20.1 2.6 
성별 남성 (62) 3.2 24.2 50.0 21.0 1.6 

여성 (92) 2.2 28.3 46.7 19.6 3.3 

연령
19~29세 (43) 2.3 16.3 62.8 18.6 0.0 

30대 (31) 6.5 41.9 35.5 12.9 3.2 
40대 (33) 0.0 21.2 45.5 30.3 3.0 

[표 4-33]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그림 4-17]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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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외국자료 활용 시 필요도

1) 업무용(협업 활용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외국자료를 업무용(협업 활용 등) 목적으로 활용 시 필요도

는 5점 평균 기준 3.66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62.0%, 보통 26.1%, 
필요하지 않음 11.9%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업무용 목적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40대(72.4%), 50대(69.
6%), 석사 취득(70.9%), 연구자·연구원(68.8%), 경제활동 종사자(75.7%)에서 상대
적으로 높음

50대 (28) 3.6 28.6 42.9 21.4 3.6 
60세 이상 (19) 0.0 31.6 47.4 15.8 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1.9 21.2 51.9 19.2 5.8 

대학원 재학 (30) 3.3 20.0 46.7 30.0 0.0 
석사 취득 (33) 0.0 48.5 42.4 9.1 0.0 
박사 취득 (39) 5.1 20.5 48.7 23.1 2.6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18.2 36.4 36.4 9.1 0.0 
교수 (26) 3.8 23.1 53.8 19.2 0.0 

공무원/교사 (23) 0.0 26.1 52.2 13.0 8.7 
경제활동 종사자 (29) 3.4 27.6 41.4 24.1 3.4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0.0 25.5 52.7 21.8 0.0 
기타 (10) 0.0 30.0 30.0 30.0 10.0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54) 29.2 48.1 22.7 3.06 51.6 
성별 남성 (62) 27.4 50.0 22.6 3.06 51.6 

여성 (92) 30.4 46.7 22.8 3.07 51.6 

연령
19~29세 (43) 18.6 62.8 18.6 3.02 50.6 

30대 (31) 48.4 35.5 16.1 3.35 58.9 
40대 (33) 21.2 45.5 33.3 2.85 46.2 
50대 (28) 32.1 42.9 25.0 3.07 51.8 

60세 이상 (19) 31.6 47.4 21.1 3.05 51.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52) 23.1 51.9 25.0 2.94 48.6 

대학원 재학 (30) 23.3 46.7 30.0 2.97 49.2 
석사 취득 (33) 48.5 42.4 9.1 3.39 59.8 
박사 취득 (39) 25.6 48.7 25.6 3.03 50.6 

직업

연구자·연구원 (11) 54.5 36.4 9.1 3.64 65.9 
교수 (26) 26.9 53.8 19.2 3.12 52.9 

공무원/교사 (23) 26.1 52.2 21.7 2.96 48.9 
경제활동 종사자 (29) 31.0 41.4 27.6 3.03 50.9 

비경제활동 종사자 (55) 25.5 52.7 21.8 3.04 50.9 
기타 (10) 30.0 30.0 40.0 2.80 45.0 

[표 4-34]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 N=154,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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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9.3 42.7 26.1 8.4 3.4 

성별 남성 (193) 23.8 42.5 24.9 6.2 2.6 
여성 (186) 14.5 43.0 27.4 10.8 4.3 

연령
19~29세 (69) 8.7 46.4 31.9 11.6 1.4 

30대 (73) 17.8 37.0 27.4 12.3 5.5 
40대 (87) 19.5 52.9 18.4 8.0 1.1 
50대 (92) 28.3 41.3 23.9 4.3 2.2 

60세 이상 (58) 19.0 32.8 32.8 6.9 8.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4.2 44.2 27.4 12.4 1.8 

대학원 재학 (52) 11.5 38.5 32.7 13.5 3.8 
석사 취득 (86) 19.8 51.2 18.6 5.8 4.7 
박사 취득 (128) 26.6 37.5 27.3 4.7 3.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2.8 35.9 23.4 4.7 3.1 
교수 (70) 20.0 42.9 27.1 4.3 5.7 

공무원/교사 (55) 14.5 43.6 32.7 9.1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8.6 57.1 18.6 4.3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2.9 38.7 33.3 10.8 4.3 
기타 (27) 18.5 33.3 11.1 29.6 7.4 

[표 4-35] 업무용(협업 활용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2.0 26.1 11.9 3.66 66.5 
성별 남성 (193) 66.3 24.9 8.8 3.79 69.7 

여성 (186) 57.5 27.4 15.1 3.53 63.2 

연령
19~29세 (69) 55.1 31.9 13.0 3.49 62.3 

30대 (73) 54.8 27.4 17.8 3.49 62.3 
40대 (87) 72.4 18.4 9.2 3.82 70.4 

[표 4-36] 업무용(협업 활용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18] 업무용(협업 활용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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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해외연구동향 파악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외국자료를 연구용(해외연구동향 파악 등) 목적으로 활

용 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1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78.4%, 보통 15.3%, 필요하지 않음 6.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연구용 목적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박사 취득(93.8%), 
연구자·연구원(95.3%), 교수(9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69.6 23.9 6.5 3.89 72.3 
60세 이상 (58) 51.7 32.8 15.5 3.47 61.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8.4 27.4 14.2 3.57 64.2 

대학원 재학 (52) 50.0 32.7 17.3 3.40 60.1 
석사 취득 (86) 70.9 18.6 10.5 3.76 68.9 
박사 취득 (128) 64.1 27.3 8.6 3.78 69.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8.8 23.4 7.8 3.91 72.7 
교수 (70) 62.9 27.1 10.0 3.67 66.8 

공무원/교사 (55) 58.2 32.7 9.1 3.64 65.9 
경제활동 종사자 (70) 75.7 18.6 5.7 3.87 71.8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51.6 33.3 15.1 3.45 61.3 
기타 (27) 51.9 11.1 37.0 3.26 56.5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39.8 38.5 15.3 5.5 0.8 

성별 남성 (193) 45.6 35.8 13.0 4.7 1.0 
여성 (186) 33.9 41.4 17.7 6.5 0.5 

연령
19~29세 (69) 26.1 44.9 18.8 10.1 0.0 

30대 (73) 43.8 30.1 19.2 6.8 0.0 
40대 (87) 39.1 42.5 11.5 5.7 1.1 
50대 (92) 44.6 37.0 16.3 2.2 0.0 

60세 이상 (58) 44.8 37.9 10.3 3.4 3.4 

[표 4-37] 연구용(해외연구동향 파악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19] 연구용(해외연구동향 파악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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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용(어학학습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외국자료를 학습용(어학학습 등) 목적으로 활용 시 필요

도는 5점 평균 기준 3.46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51.2%, 보통 3
2.5%, 필요하지 않음 16.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학습용 목적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19~29세(63.8%), 
대학 졸업 이하(60.2%), 대학원 재학(63.5%), 비경제활동 종사자(68.8%)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7.7 38.1 26.5 15.9 1.8 

대학원 재학 (52) 48.1 32.7 19.2 0.0 0.0 
석사 취득 (86) 38.4 45.3 11.6 3.5 1.2 
박사 취득 (128) 57.0 36.7 6.3 0.0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8.8 26.6 4.7 0.0 0.0 
교수 (70) 48.6 42.9 8.6 0.0 0.0 

공무원/교사 (55) 23.6 38.2 27.3 10.9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8.6 37.1 21.4 11.4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3.3 43.0 17.2 4.3 2.2 
기타 (27) 33.3 44.4 11.1 11.1 0.0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78.4 15.3 6.3 4.11 77.8 
성별 남성 (193) 81.3 13.0 5.7 4.20 80.1 

여성 (186) 75.3 17.7 7.0 4.02 75.4 

연령
19~29세 (69) 71.0 18.8 10.1 3.87 71.7 

30대 (73) 74.0 19.2 6.8 4.11 77.7 
40대 (87) 81.6 11.5 6.9 4.13 78.2 
50대 (92) 81.5 16.3 2.2 4.24 81.0 

60세 이상 (58) 82.8 10.3 6.9 4.17 79.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5.8 26.5 17.7 3.54 63.5 

대학원 재학 (52) 80.8 19.2 0.0 4.29 82.2 
석사 취득 (86) 83.7 11.6 4.7 4.16 79.1 
박사 취득 (128) 93.8 6.3 0.0 4.51 87.7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95.3 4.7 0.0 4.64 91.0 
교수 (70) 91.4 8.6 0.0 4.40 85.0 

공무원/교사 (55) 61.8 27.3 10.9 3.75 68.6 
경제활동 종사자 (70) 65.7 21.4 12.9 3.80 7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6.3 17.2 6.5 4.01 75.3 
기타 (27) 77.8 11.1 11.1 4.00 75.0 

[표 4-38] 연구용(해외연구동향 파악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182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6.1 35.1 32.5 11.6 4.7 

성별 남성 (193) 13.0 31.6 36.3 14.0 5.2 
여성 (186) 19.4 38.7 28.5 9.1 4.3 

연령
19~29세 (69) 24.6 39.1 23.2 11.6 1.4 

30대 (73) 15.1 38.4 34.2 9.6 2.7 
40대 (87) 20.7 26.4 37.9 8.0 6.9 
50대 (92) 12.0 29.3 34.8 20.7 3.3 

60세 이상 (58) 6.9 48.3 29.3 5.2 10.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7.7 42.5 29.2 9.7 0.9 

대학원 재학 (52) 25.0 38.5 26.9 7.7 1.9 
석사 취득 (86) 17.4 38.4 30.2 9.3 4.7 
박사 취득 (128) 10.2 25.0 39.1 16.4 9.4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7.2 25.0 35.9 17.2 4.7 
교수 (70) 10.0 22.9 38.6 15.7 12.9 

공무원/교사 (55) 12.7 32.7 38.2 14.5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35.7 35.7 8.6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2.6 46.2 22.6 7.5 1.1 
기타 (27) 11.1 55.6 22.2 3.7 7.4 

[표 4-39] 학습용(어학학습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1.2 32.5 16.4 3.46 61.5 
성별 남성 (193) 44.6 36.3 19.2 3.33 58.3 

여성 (186) 58.1 28.5 13.4 3.60 64.9 

연령
19~29세 (69) 63.8 23.2 13.0 3.74 68.5 

30대 (73) 53.4 34.2 12.3 3.53 63.4 
40대 (87) 47.1 37.9 14.9 3.46 61.5 

[표 4-40] 학습용(어학학습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20] 학습용(어학학습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Ⅳ.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  183

4) 여가용(문학서, 실용서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외국자료를 여가용(문학서, 실용서 등) 목적으로 활용 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2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43.5%, 보
통 35.9%, 필요하지 않음 20.6%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여가용 목적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학 졸업 이하(58.
4%), 대학원 재학(50.0%), 경제활동 종사자(54.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41.3 34.8 23.9 3.26 56.5 
60세 이상 (58) 55.2 29.3 15.5 3.36 59.1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0.2 29.2 10.6 3.66 66.6 

대학원 재학 (52) 63.5 26.9 9.6 3.77 69.2 
석사 취득 (86) 55.8 30.2 14.0 3.55 63.7 
박사 취득 (128) 35.2 39.1 25.8 3.10 52.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2.2 35.9 21.9 3.33 58.2 
교수 (70) 32.9 38.6 28.6 3.01 50.4 

공무원/교사 (55) 45.5 38.2 16.4 3.40 60.0 
경제활동 종사자 (70) 52.9 35.7 11.4 3.56 63.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8.8 22.6 8.6 3.82 70.4 
기타 (27) 66.7 22.2 11.1 3.59 64.8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1.3 32.2 35.9 15.0 5.5 

성별 남성 (193) 11.4 28.5 35.8 18.7 5.7 
여성 (186) 11.3 36.0 36.0 11.3 5.4 

연령
19~29세 (69) 13.0 31.9 33.3 15.9 5.8 

30대 (73) 4.1 32.9 41.1 17.8 4.1 
40대 (87) 14.9 27.6 35.6 13.8 8.0 

[표 4-41] 여가용(문학서, 실용서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21] 여가용(문학서, 실용서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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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에 대해 과반 이상인 68.9%가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라는 의견을 보였
고, 그 다음으로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수집·서비스와 자료실 
내 외국자료 비치가 각각 32.2%, 외국자료 도서관외 개인대출 서비스가 28.8% 등
의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필요한 사업/서비스가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라는 의견은 50대(76.
1%), 대학원 재학(75.0%), 박사 취득(83.6%), 연구자·연구원(85.9%), 교수(82.
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10.9 35.9 29.3 18.5 5.4 
60세 이상 (58) 13.8 32.8 43.1 6.9 3.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3.3 45.1 28.3 11.5 1.8 

대학원 재학 (52) 9.6 40.4 30.8 11.5 7.7 
석사 취득 (86) 14.0 25.6 38.4 17.4 4.7 
박사 취득 (128) 8.6 21.9 43.0 18.0 8.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2.5 25.0 32.8 15.6 14.1 
교수 (70) 7.1 18.6 47.1 18.6 8.6 

공무원/교사 (55) 12.7 30.9 32.7 23.6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1.4 42.9 37.1 5.7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0.8 37.6 31.2 16.1 4.3 
기타 (27) 18.5 40.7 33.3 7.4 0.0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43.5 35.9 20.6 3.29 57.2 
성별 남성 (193) 39.9 35.8 24.4 3.21 55.3 

여성 (186) 47.3 36.0 16.7 3.37 59.1 

연령
19~29세 (69) 44.9 33.3 21.7 3.30 57.6 

30대 (73) 37.0 41.1 21.9 3.15 53.8 
40대 (87) 42.5 35.6 21.8 3.28 56.9 
50대 (92) 46.7 29.3 23.9 3.28 57.1 

60세 이상 (58) 46.6 43.1 10.3 3.47 61.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8.4 28.3 13.3 3.57 64.2 

대학원 재학 (52) 50.0 30.8 19.2 3.33 58.2 
석사 취득 (86) 39.5 38.4 22.1 3.27 56.7 
박사 취득 (128) 30.5 43.0 26.6 3.04 51.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7.5 32.8 29.7 3.06 51.6 
교수 (70) 25.7 47.1 27.1 2.97 49.3 

공무원/교사 (55) 43.6 32.7 23.6 3.33 58.2 
경제활동 종사자 (70) 54.3 37.1 8.6 3.54 63.6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8.4 31.2 20.4 3.34 58.6 
기타 (27) 59.3 33.3 7.4 3.70 67.6 

[표 4-42] 여가용(문학서, 실용서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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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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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

일반대중서
(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수집·서비스

자료실 내 
외국자료 

비치

외국자료 
도서관 외 
개인대출 
서비스

외국자료 
레퍼런스 
서비스

(선행연구 
검색 등)

저명인, 
단체 등의 
추천도서 

수집

소장 
한국학자료 

목록집, 
해제집 발간

해외 
문화예술 
자료 전시 
서가 운영

한국학 관련 
연구모임 
운영 지원
(모임장소, 

자료 
제공 등)

기타

전  체 (379) 68.9 32.2 32.2 28.8 16.9 11.1 9.2 8.2 5.3 2.4
성별 남성 (193) 69.4 29.0 35.2 28.5 17.1 13.5 7.3 6.2 5.2 1.6

여성 (186) 68.3 35.5 29.0 29.0 16.7 8.6 11.3 10.2 5.4 3.2

연령

19~29세 (69) 62.3 34.8 36.2 24.6 15.9 13.0 10.1 10.1 7.2 0.0
30대 (73) 67.1 35.6 19.2 30.1 26.0 12.3 20.5 8.2 6.8 2.7
40대 (87) 69.0 39.1 31.0 26.4 16.1 13.8 8.0 9.2 8.0 5.7
50대 (92) 76.1 23.9 37.0 31.5 13.0 6.5 4.3 8.7 1.1 1.1

60세 이상 (58) 67.2 27.6 37.9 31.0 13.8 10.3 3.4 3.4 3.4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46.9 53.1 35.4 24.8 8.0 13.3 6.2 11.5 4.4 2.7

대학원 재학 (52) 75.0 30.8 25.0 30.8 21.2 11.5 17.3 7.7 13.5 0.0
석사 취득 (86) 72.1 32.6 33.7 26.7 22.1 10.5 12.8 8.1 5.8 2.3
박사 취득 (128) 83.6 14.1 31.3 32.8 19.5 9.4 6.3 5.5 2.3 3.1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85.9 18.8 29.7 25.0 20.3 15.6 14.1 6.3 3.1 1.6
교수 (70) 82.9 8.6 32.9 32.9 22.9 8.6 5.7 5.7 2.9 1.4

공무원/교사 (55) 54.5 41.8 18.2 36.4 10.9 16.4 9.1 16.4 3.6 7.3
경제활동 종사자 (70) 61.4 50.0 37.1 17.1 18.6 8.6 7.1 10.0 5.7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1.3 36.6 39.8 29.0 15.1 10.8 11.8 6.5 8.6 0.0
기타 (27) 66.7 44.4 25.9 40.7 7.4 3.7 3.7 3.7 7.4 3.7

[표 4-43]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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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형별 외국자료 수집

1.3.1. 외국 일반자료의 중요도

1)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일반도서(단행본)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

7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62.8%, 보통 33.8%, 중요하지 않음 3.
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일반도서(단행본)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40대
(71.3%), 대학원 재학(69.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7.4 45.4 33.8 3.4 0.0

성별 남성 (193) 17.1 42.5 36.8 3.6 0.0
여성 (186) 17.7 48.4 30.6 3.2 0.0

연령
19~29세 (69) 15.9 46.4 36.2 1.4 0.0

30대 (73) 16.4 46.6 31.5 5.5 0.0
40대 (87) 27.6 43.7 25.3 3.4 0.0
50대 (92) 13.0 46.7 38.0 2.2 0.0

60세 이상 (58) 12.1 43.1 39.7 5.2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5.9 47.8 32.7 3.5 0.0

대학원 재학 (52) 19.2 50.0 28.8 1.9 0.0
석사 취득 (86) 12.8 47.7 37.2 2.3 0.0
박사 취득 (128) 21.1 39.8 34.4 4.7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8.1 39.1 26.6 6.3 0.0

[표 4-44]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23]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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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63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7.0%, 보통 35.6%, 중요하지 
않음 7.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
견은 19~29세(69.6%), 대학원 재학(63.5%), 석사 취득(62.8%), 비경제활동 종
사자(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교수 (70) 11.4 44.3 40.0 4.3 0.0
공무원/교사 (55) 12.7 52.7 30.9 3.6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2.9 47.1 38.6 1.4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9.4 46.2 33.3 1.1 0.0

기타 (27) 22.2 40.7 29.6 7.4 0.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2.8 33.8 3.4 3.77 69.2 
성별 남성 (193) 59.6 36.8 3.6 3.73 68.3 

여성 (186) 66.1 30.6 3.2 3.81 70.2 

연령
19~29세 (69) 62.3 36.2 1.4 3.77 69.2 

30대 (73) 63.0 31.5 5.5 3.74 68.5 
40대 (87) 71.3 25.3 3.4 3.95 73.9 
50대 (92) 59.8 38.0 2.2 3.71 67.7 

60세 이상 (58) 55.2 39.7 5.2 3.62 65.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3.7 32.7 3.5 3.76 69.0 

대학원 재학 (52) 69.2 28.8 1.9 3.87 71.6 
석사 취득 (86) 60.5 37.2 2.3 3.71 67.7 
박사 취득 (128) 60.9 34.4 4.7 3.77 69.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7.2 26.6 6.3 3.89 72.3 
교수 (70) 55.7 40.0 4.3 3.63 65.7 

공무원/교사 (55) 65.5 30.9 3.6 3.75 68.6 
경제활동 종사자 (70) 60.0 38.6 1.4 3.71 67.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5.6 33.3 1.1 3.84 71.0 
기타 (27) 63.0 29.6 7.4 3.78 69.4 

[표 4-45]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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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4.5 42.5 35.6 6.1 1.3 

성별 남성 (193) 14.0 39.9 37.3 7.3 1.6 
여성 (186) 15.1 45.2 33.9 4.8 1.1 

연령
19~29세 (69) 21.7 47.8 30.4 0.0 0.0 

30대 (73) 8.2 45.2 37.0 8.2 1.4 
40대 (87) 18.4 39.1 37.9 3.4 1.1 
50대 (92) 10.9 38.0 37.0 13.0 1.1 

60세 이상 (58) 13.8 44.8 34.5 3.4 3.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6.8 45.1 30.1 7.1 0.9 

대학원 재학 (52) 15.4 48.1 32.7 3.8 0.0 
석사 취득 (86) 14.0 48.8 31.4 3.5 2.3 
박사 취득 (128) 12.5 33.6 44.5 7.8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4.1 29.7 45.3 10.9 0.0 
교수 (70) 11.4 38.6 38.6 8.6 2.9 

공무원/교사 (55) 14.5 47.3 32.7 5.5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5.7 44.3 32.9 5.7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6.1 50.5 32.3 1.1 0.0 
기타 (27) 14.8 40.7 29.6 7.4 7.4 

[표 4-46]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7.0 35.6 7.4 3.63 65.7 
성별 남성 (193) 53.9 37.3 8.8 3.58 64.4 

여성 (186) 60.2 33.9 5.9 3.68 67.1 

연령
19~29세 (69) 69.6 30.4 0.0 3.91 72.8 

30대 (73) 53.4 37.0 9.6 3.51 62.7 
40대 (87) 57.5 37.9 4.6 3.70 67.5 

[표 4-47]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24]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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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간행물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연속간행물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89점으

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71.0%, 보통 26.4%, 중요하지 않음 2.6%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연속간행물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40대(78.
2%), 박사 취득(76.6%), 교수(7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48.9 37.0 14.1 3.45 61.1 
60세 이상 (58) 58.6 34.5 6.9 3.62 65.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1.9 30.1 8.0 3.70 67.5 

대학원 재학 (52) 63.5 32.7 3.8 3.75 68.8 
석사 취득 (86) 62.8 31.4 5.8 3.69 67.2 
박사 취득 (128) 46.1 44.5 9.4 3.48 61.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3.8 45.3 10.9 3.47 61.7 
교수 (70) 50.0 38.6 11.4 3.47 61.8 

공무원/교사 (55) 61.8 32.7 5.5 3.71 67.7 
경제활동 종사자 (70) 60.0 32.9 7.1 3.67 66.8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6.7 32.3 1.1 3.82 70.4 
기타 (27) 55.6 29.6 14.8 3.48 62.0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1.1 49.9 26.4 2.6 0.0

성별 남성 (193) 21.8 47.7 28.0 2.6 0.0
여성 (186) 20.4 52.2 24.7 2.7 0.0

연령
19~29세 (69) 14.5 55.1 24.6 5.8 0.0

30대 (73) 20.5 41.1 35.6 2.7 0.0
40대 (87) 28.7 49.4 19.5 2.3 0.0

[표 4-48] 연속간행물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25] 연속간행물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Ⅳ.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  191

4)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외국자

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8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68.1%, 
보통 28.8%, 중요하지 않음 3.2%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외국자료 중요도
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60세 이상(75.9%), 교수(75.7%), 경제활동 종사자(7
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21.7 52.2 23.9 2.2 0.0
60세 이상 (58) 17.2 51.7 31.0 0.0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7.7 49.6 31.0 1.8 0.0

대학원 재학 (52) 13.5 50.0 26.9 9.6 0.0
석사 취득 (86) 20.9 51.2 25.6 2.3 0.0
박사 취득 (128) 27.3 49.2 22.7 0.8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2.8 40.6 25.0 1.6 0.0
교수 (70) 22.9 54.3 21.4 1.4 0.0

공무원/교사 (55) 16.4 36.4 45.5 1.8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2.9 52.9 22.9 1.4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5.1 58.1 22.6 4.3 0.0
기타 (27) 14.8 51.9 25.9 7.4 0.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71.0 26.4 2.6 3.89 72.4 
성별 남성 (193) 69.4 28.0 2.6 3.89 72.2 

여성 (186) 72.6 24.7 2.7 3.90 72.6 

연령
19~29세 (69) 69.6 24.6 5.8 3.78 69.6 

30대 (73) 61.6 35.6 2.7 3.79 69.9 
40대 (87) 78.2 19.5 2.3 4.05 76.1 
50대 (92) 73.9 23.9 2.2 3.93 73.4 

60세 이상 (58) 69.0 31.0 0.0 3.86 71.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7.3 31.0 1.8 3.83 70.8 

대학원 재학 (52) 63.5 26.9 9.6 3.67 66.8 
석사 취득 (86) 72.1 25.6 2.3 3.91 72.7 
박사 취득 (128) 76.6 22.7 0.8 4.03 75.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73.4 25.0 1.6 4.05 76.2 
교수 (70) 77.1 21.4 1.4 3.99 74.6 

공무원/교사 (55) 52.7 45.5 1.8 3.67 66.8 
경제활동 종사자 (70) 75.7 22.9 1.4 3.97 74.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3.1 22.6 4.3 3.84 71.0 
기타 (27) 66.7 25.9 7.4 3.74 68.5 

[표 4-49] 연속간행물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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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0.1 48.0 28.8 2.9 0.3 

성별 남성 (193) 17.6 49.7 29.5 3.1 0.0 
여성 (186) 22.6 46.2 28.0 2.7 0.5 

연령
19~29세 (69) 20.3 46.4 29.0 4.3 0.0 

30대 (73) 24.7 38.4 30.1 5.5 1.4 
40대 (87) 21.8 43.7 32.2 2.3 0.0 
50대 (92) 19.6 51.1 28.3 1.1 0.0 

60세 이상 (58) 12.1 63.8 22.4 1.7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7.7 46.0 33.6 2.7 0.0 

대학원 재학 (52) 23.1 42.3 26.9 5.8 1.9 
석사 취득 (86) 17.4 54.7 26.7 1.2 0.0 
박사 취득 (128) 22.7 47.7 26.6 3.1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5.0 39.1 32.8 3.1 0.0 
교수 (70) 22.9 52.9 20.0 4.3 0.0 

공무원/교사 (55) 16.4 30.9 49.1 3.6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8.6 58.6 20.0 2.9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9.4 51.6 26.9 2.2 0.0 
기타 (27) 14.8 51.9 29.6 0.0 3.7 

[표 4-50]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8.1 28.8 3.2 3.85 71.2 
성별 남성 (193) 67.4 29.5 3.1 3.82 70.5 

여성 (186) 68.8 28.0 3.2 3.88 71.9 

연령
19~29세 (69) 66.7 29.0 4.3 3.83 70.7 

30대 (73) 63.0 30.1 6.8 3.79 69.9 

[표 4-51]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26]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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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위논문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학위논문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88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67.5%, 보통 27.4%, 중요하지 않음 5.0%로 조
사됨

❍ (응답자 특성) 학위논문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19~29세(79.
7%), 대학원 재학(80.8%), 비경제활동 종사자(8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65.5 32.2 2.3 3.85 71.3 
50대 (92) 70.7 28.3 1.1 3.89 72.3 

60세 이상 (58) 75.9 22.4 1.7 3.86 71.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3.7 33.6 2.7 3.79 69.7 

대학원 재학 (52) 65.4 26.9 7.7 3.79 69.7 
석사 취득 (86) 72.1 26.7 1.2 3.88 72.1 
박사 취득 (128) 70.3 26.6 3.1 3.90 72.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4.1 32.8 3.1 3.86 71.5 
교수 (70) 75.7 20.0 4.3 3.94 73.6 

공무원/교사 (55) 47.3 49.1 3.6 3.60 65.0 
경제활동 종사자 (70) 77.1 20.0 2.9 3.93 73.2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1.0 26.9 2.2 3.88 72.0 
기타 (27) 66.7 29.6 3.7 3.74 68.5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6.1 41.4 27.4 4.0 1.1 

성별 남성 (193) 23.8 37.8 33.7 3.6 1.0 
여성 (186) 28.5 45.2 21.0 4.3 1.1 

연령
19~29세 (69) 33.3 46.4 17.4 1.4 1.4 

30대 (73) 26.0 35.6 30.1 8.2 0.0 

[표 4-52] 학위논문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27] 학위논문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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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학위(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1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81.0%, 보통 17.2%, 중요
하지 않음 1.8%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학위(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
견은 19~29세(88.4%), 대학원 재학(86.5%), 비경제활동 종사자(92.5%)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

40대 (87) 19.5 48.3 27.6 2.3 2.3 
50대 (92) 28.3 34.8 29.3 6.5 1.1 

60세 이상 (58) 24.1 43.1 32.8 0.0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7.7 48.7 27.4 5.3 0.9 

대학원 재학 (52) 42.3 38.5 13.5 3.8 1.9 
석사 취득 (86) 32.6 39.5 24.4 2.3 1.2 
박사 취득 (128) 22.7 37.5 35.2 3.9 0.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1.9 39.1 34.4 4.7 0.0 
교수 (70) 24.3 37.1 32.9 4.3 1.4 

공무원/교사 (55) 14.5 40.0 38.2 7.3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0.0 47.1 27.1 4.3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1.9 44.1 12.9 0.0 1.1 
기타 (27) 25.9 37.0 25.9 7.4 3.7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7.5 27.4 5.0 3.88 71.9 
성별 남성 (193) 61.7 33.7 4.7 3.80 69.9 

여성 (186) 73.7 21.0 5.4 3.96 73.9 

연령
19~29세 (69) 79.7 17.4 2.9 4.09 77.2 

30대 (73) 61.6 30.1 8.2 3.79 69.9 
40대 (87) 67.8 27.6 4.6 3.80 70.1 
50대 (92) 63.0 29.3 7.6 3.83 70.7 

60세 이상 (58) 67.2 32.8 0.0 3.91 72.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6.4 27.4 6.2 3.77 69.2 

대학원 재학 (52) 80.8 13.5 5.8 4.15 78.8 
석사 취득 (86) 72.1 24.4 3.5 4.00 75.0 
박사 취득 (128) 60.2 35.2 4.7 3.77 69.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0.9 34.4 4.7 3.78 69.5 
교수 (70) 61.4 32.9 5.7 3.79 69.6 

공무원/교사 (55) 54.5 38.2 7.3 3.62 65.5 
경제활동 종사자 (70) 67.1 27.1 5.7 3.80 7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86.0 12.9 1.1 4.26 81.5 
기타 (27) 63.0 25.9 11.1 3.74 68.5 

[표 4-53] 학위논문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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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37.2 43.8 17.2 1.3 0.5 

성별 남성 (193) 36.8 40.9 20.7 1.0 0.5 
여성 (186) 37.6 46.8 13.4 1.6 0.5 

연령
19~29세 (69) 39.1 49.3 11.6 0.0 0.0 

30대 (73) 45.2 39.7 13.7 1.4 0.0 
40대 (87) 36.8 44.8 16.1 1.1 1.1 
50대 (92) 33.7 42.4 19.6 3.3 1.1 

60세 이상 (58) 31.0 43.1 25.9 0.0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2.1 54.9 19.5 2.7 0.9 

대학원 재학 (52) 51.9 34.6 13.5 0.0 0.0 
석사 취득 (86) 39.5 41.9 16.3 1.2 1.2 
박사 취득 (128) 43.0 39.1 17.2 0.8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6.9 35.9 15.6 1.6 0.0 
교수 (70) 38.6 44.3 15.7 1.4 0.0 

공무원/교사 (55) 21.8 47.3 27.3 3.6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8.6 47.1 22.9 0.0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7.3 45.2 7.5 0.0 0.0 
기타 (27) 29.6 40.7 22.2 3.7 3.7 

[표 4-54]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81.0 17.2 1.8 4.16 79.0 
성별 남성 (193) 77.7 20.7 1.6 4.12 78.1 

여성 (186) 84.4 13.4 2.2 4.19 79.8 

연령
19~29세 (69) 88.4 11.6 0.0 4.28 81.9 

30대 (73) 84.9 13.7 1.4 4.29 82.2 
40대 (87) 81.6 16.1 2.3 4.15 78.7 

[표 4-55]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28]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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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도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지도자료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4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48.0%, 보통 42.2%, 중요하지 않음 9.8%로 조
사됨

❍ (응답자 특성) 지도자료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 졸업 이
하(54.0%), 비경제활동 종사자(60.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76.1 19.6 4.3 4.04 76.1 
60세 이상 (58) 74.1 25.9 0.0 4.05 76.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77.0 19.5 3.5 3.95 73.7 

대학원 재학 (52) 86.5 13.5 0.0 4.38 84.6 
석사 취득 (86) 81.4 16.3 2.3 4.17 79.4 
박사 취득 (128) 82.0 17.2 0.8 4.24 81.1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82.8 15.6 1.6 4.28 82.0 
교수 (70) 82.9 15.7 1.4 4.20 80.0 

공무원/교사 (55) 69.1 27.3 3.6 3.87 71.8 
경제활동 종사자 (70) 75.7 22.9 1.4 4.01 75.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92.5 7.5 0.0 4.40 84.9 
기타 (27) 70.4 22.2 7.4 3.89 72.2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2.9 35.1 42.2 7.9 1.8 

성별 남성 (193) 10.4 34.7 42.5 9.8 2.6 
여성 (186) 15.6 35.5 41.9 5.9 1.1 

연령
19~29세 (69) 13.0 36.2 46.4 4.3 0.0 

30대 (73) 17.8 30.1 39.7 8.2 4.1 
40대 (87) 10.3 37.9 37.9 11.5 2.3 
50대 (92) 13.0 35.9 38.0 10.9 2.2 

[표 4-56] 지도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29] 일반 도서(단행본)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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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진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사진자료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63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4.4%, 보통 38.0%, 중요하지 않음 7.7%로 조
사됨

❍ (응답자 특성) 사진자료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 졸업 이
하(62.8%), 경제활동 종사자(64.3%), 비경제활동 종사자(6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0세 이상 (58) 10.3 34.5 53.4 1.7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9.7 44.2 36.3 7.1 2.7 

대학원 재학 (52) 17.3 34.6 44.2 1.9 1.9 
석사 취득 (86) 14.0 33.7 46.5 4.7 1.2 
박사 취득 (128) 13.3 28.1 43.8 13.3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8.8 23.4 39.1 17.2 1.6 
교수 (70) 7.1 31.4 50.0 10.0 1.4 

공무원/교사 (55) 9.1 29.1 54.5 7.3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1.4 41.4 38.6 4.3 4.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8.3 41.9 36.6 3.2 0.0 
기타 (27) 7.4 44.4 33.3 7.4 7.4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48.0 42.2 9.8 3.49 62.3 
성별 남성 (193) 45.1 42.5 12.4 3.40 60.1 

여성 (186) 51.1 41.9 7.0 3.59 64.7 

연령
19~29세 (69) 49.3 46.4 4.3 3.58 64.5 

30대 (73) 47.9 39.7 12.3 3.49 62.3 
40대 (87) 48.3 37.9 13.8 3.43 60.6 
50대 (92) 48.9 38.0 13.0 3.47 61.7 

60세 이상 (58) 44.8 53.4 1.7 3.53 63.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4.0 36.3 9.7 3.51 62.8 

대학원 재학 (52) 51.9 44.2 3.8 3.63 65.9 
석사 취득 (86) 47.7 46.5 5.8 3.55 63.7 
박사 취득 (128) 41.4 43.8 14.8 3.38 59.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2.2 39.1 18.8 3.41 60.2 
교수 (70) 38.6 50.0 11.4 3.33 58.2 

공무원/교사 (55) 38.2 54.5 7.3 3.40 60.0 
경제활동 종사자 (70) 52.9 38.6 8.6 3.51 6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0.2 36.6 3.2 3.75 68.8 
기타 (27) 51.9 33.3 14.8 3.37 59.3 

[표 4-57] 지도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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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7.9 36.4 38.0 6.3 1.3 

성별 남성 (193) 17.1 33.7 40.9 6.7 1.6 
여성 (186) 18.8 39.2 34.9 5.9 1.1 

연령
19~29세 (69) 21.7 33.3 37.7 5.8 1.4 

30대 (73) 12.3 39.7 35.6 8.2 4.1 
40대 (87) 21.8 34.5 35.6 6.9 1.1 
50대 (92) 19.6 39.1 34.8 6.5 0.0 

60세 이상 (58) 12.1 34.5 50.0 3.4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0.4 42.5 28.3 8.0 0.9 

대학원 재학 (52) 28.8 23.1 44.2 0.0 3.8 
석사 취득 (86) 12.8 43.0 40.7 2.3 1.2 
박사 취득 (128) 14.8 32.0 42.2 10.2 0.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0.3 28.1 34.4 15.6 1.6 
교수 (70) 10.0 38.6 44.3 7.1 0.0 

공무원/교사 (55) 9.1 30.9 50.9 9.1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1.4 42.9 31.4 2.9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2.6 38.7 35.5 2.2 1.1 
기타 (27) 25.9 37.0 29.6 0.0 7.4 

[표 4-58] 사진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4.4 38.0 7.7 3.63 65.8 
성별 남성 (193) 50.8 40.9 8.3 3.58 64.5 

여성 (186) 58.1 34.9 7.0 3.69 67.2 

연령
19~29세 (69) 55.1 37.7 7.2 3.68 67.0 

30대 (73) 52.1 35.6 12.3 3.48 62.0 

[표 4-59] 사진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30] 사진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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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

준 3.20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35.1%, 보통 45.9%, 중요하지 
않음 19.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 졸업 이하(46.9%), 경제활동 종사자(42.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56.3 35.6 8.0 3.69 67.2 
50대 (92) 58.7 34.8 6.5 3.72 67.9 

60세 이상 (58) 46.6 50.0 3.4 3.55 63.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2.8 28.3 8.8 3.73 68.4 

대학원 재학 (52) 51.9 44.2 3.8 3.73 68.3 
석사 취득 (86) 55.8 40.7 3.5 3.64 66.0 
박사 취득 (128) 46.9 42.2 10.9 3.50 62.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8.4 34.4 17.2 3.50 62.5 
교수 (70) 48.6 44.3 7.1 3.51 62.9 

공무원/교사 (55) 40.0 50.9 9.1 3.40 60.0 
경제활동 종사자 (70) 64.3 31.4 4.3 3.80 7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1.3 35.5 3.2 3.80 69.9 
기타 (27) 63.0 29.6 7.4 3.74 68.5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8.7 26.4 45.9 14.5 4.5 

성별 남성 (193) 6.2 26.4 44.0 18.7 4.7 
여성 (186) 11.3 26.3 47.8 10.2 4.3 

연령 19~29세 (69) 10.1 24.6 55.1 7.2 2.9 
30대 (73) 5.5 20.5 45.2 19.2 9.6 

[표 4-60]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31]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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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이크로 형태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마이크로 형태자료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2

8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39.6%, 보통 42.7%, 중요하지 않음 17.
7%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마이크로 형태자료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60세 
이상(51.7%), 석사 취득(45.3%), 비경제활동 종사자(48.4%)에서 상대적으로 높
음

40대 (87) 11.5 27.6 46.0 10.3 4.6 
50대 (92) 8.7 30.4 34.8 22.8 3.3 

60세 이상 (58) 6.9 27.6 53.4 10.3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3.3 33.6 36.3 14.2 2.7 

대학원 재학 (52) 7.7 17.3 59.6 11.5 3.8 
석사 취득 (86) 4.7 31.4 46.5 11.6 5.8 
박사 취득 (128) 7.8 20.3 48.4 18.0 5.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7.8 21.9 43.8 20.3 6.3 
교수 (70) 5.7 25.7 44.3 18.6 5.7 

공무원/교사 (55) 5.5 23.6 54.5 16.4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2.9 30.0 37.1 17.1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0.8 29.0 49.5 5.4 5.4 
기타 (27) 7.4 25.9 48.1 11.1 7.4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35.1 45.9 19.0 3.20 55.1 
성별 남성 (193) 32.6 44.0 23.3 3.11 52.7 

여성 (186) 37.6 47.8 14.5 3.30 57.5 

연령
19~29세 (69) 34.8 55.1 10.1 3.32 58.0 

30대 (73) 26.0 45.2 28.8 2.93 48.3 
40대 (87) 39.1 46.0 14.9 3.31 57.8 
50대 (92) 39.1 34.8 26.1 3.18 54.6 

60세 이상 (58) 34.5 53.4 12.1 3.28 56.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46.9 36.3 16.8 3.41 60.2 

대학원 재학 (52) 25.0 59.6 15.4 3.13 53.4 
석사 취득 (86) 36.0 46.5 17.4 3.17 54.4 
박사 취득 (128) 28.1 48.4 23.4 3.07 51.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9.7 43.8 26.6 3.05 51.2 
교수 (70) 31.4 44.3 24.3 3.07 51.8 

공무원/교사 (55) 29.1 54.5 16.4 3.18 54.5 
경제활동 종사자 (70) 42.9 37.1 20.0 3.33 58.2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9.8 49.5 10.8 3.34 58.6 
기타 (27) 33.3 48.1 18.5 3.15 53.7 

[표 4-61]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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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8.7 30.9 42.7 15.0 2.6 

성별 남성 (193) 9.8 27.5 44.6 15.0 3.1 
여성 (186) 7.5 34.4 40.9 15.1 2.2 

연령
19~29세 (69) 5.8 33.3 47.8 13.0 0.0 

30대 (73) 9.6 21.9 42.5 21.9 4.1 
40대 (87) 8.0 29.9 41.4 13.8 6.9 
50대 (92) 9.8 30.4 43.5 16.3 0.0 

60세 이상 (58) 10.3 41.4 37.9 8.6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8.0 30.1 42.5 16.8 2.7 

대학원 재학 (52) 7.7 26.9 51.9 11.5 1.9 
석사 취득 (86) 8.1 37.2 38.4 12.8 3.5 
박사 취득 (128) 10.2 28.9 42.2 16.4 2.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2.5 28.1 32.8 20.3 6.3 
교수 (70) 7.1 31.4 47.1 14.3 0.0 

공무원/교사 (55) 3.6 18.2 54.5 21.8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8.6 32.9 38.6 14.3 5.7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0.8 37.6 41.9 9.7 0.0 
기타 (27) 7.4 33.3 44.4 11.1 3.7 

[표 4-62] 마이크로 형태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39.6 42.7 17.7 3.28 57.0 
성별 남성 (193) 37.3 44.6 18.1 3.26 56.5 

여성 (186) 41.9 40.9 17.2 3.30 57.5 

연령
19~29세 (69) 39.1 47.8 13.0 3.32 58.0 

30대 (73) 31.5 42.5 26.0 3.11 52.7 
40대 (87) 37.9 41.4 20.7 3.18 54.6 

[표 4-63] 마이크로 형태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32] 마이크로 형태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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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외국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53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1.5%, 보통 35.4%, 중요
하지 않음 13.2%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
는 의견은 50대(56.5%), 60세 이상(60.3%), 대학 졸업 이하(60.2%), 경제활동 종
사자(6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40.2 43.5 16.3 3.34 58.4 
60세 이상 (58) 51.7 37.9 10.3 3.50 62.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38.1 42.5 19.5 3.24 56.0 

대학원 재학 (52) 34.6 51.9 13.5 3.27 56.7 
석사 취득 (86) 45.3 38.4 16.3 3.34 58.4 
박사 취득 (128) 39.1 42.2 18.8 3.28 57.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0.6 32.8 26.6 3.20 55.1 
교수 (70) 38.6 47.1 14.3 3.31 57.9 

공무원/교사 (55) 21.8 54.5 23.6 3.00 50.0 
경제활동 종사자 (70) 41.4 38.6 20.0 3.24 56.1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8.4 41.9 9.7 3.49 62.4 
기타 (27) 40.7 44.4 14.8 3.30 57.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6.1 35.4 35.4 11.9 1.3 

성별 남성 (193) 17.1 34.2 33.2 15.0 0.5 
여성 (186) 15.1 36.6 37.6 8.6 2.2 

연령 19~29세 (69) 13.0 34.8 43.5 7.2 1.4 
30대 (73) 12.3 26.0 41.1 19.2 1.4 

[표 4-64]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33]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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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외국 일반자료의 활용도

1) 일반도서(단행본)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일반도서(단행본)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7

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63.3%, 보통 30.3%, 비활용적 6.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일반도서(단행본)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40
대(69.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21.8 32.2 31.0 11.5 3.4 
50대 (92) 18.5 38.0 31.5 12.0 0.0 

60세 이상 (58) 12.1 48.3 31.0 8.6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3.0 37.2 29.2 8.8 1.8 

대학원 재학 (52) 13.5 28.8 40.4 17.3 0.0 
석사 취득 (86) 12.8 40.7 33.7 11.6 1.2 
박사 취득 (128) 13.3 32.8 39.8 12.5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7.2 23.4 43.8 12.5 3.1 
교수 (70) 11.4 38.6 37.1 12.9 0.0 

공무원/교사 (55) 14.5 32.7 38.2 14.5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0.0 40.0 22.9 15.7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8.3 36.6 35.5 7.5 2.2 
기타 (27) 11.1 44.4 37.0 7.4 0.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1.5 35.4 13.2 3.53 63.3 
성별 남성 (193) 51.3 33.2 15.5 3.52 63.1 

여성 (186) 51.6 37.6 10.8 3.54 63.4 

연령
19~29세 (69) 47.8 43.5 8.7 3.51 62.7 

30대 (73) 38.4 41.1 20.5 3.29 57.2 
40대 (87) 54.0 31.0 14.9 3.57 64.4 
50대 (92) 56.5 31.5 12.0 3.63 65.8 

60세 이상 (58) 60.3 31.0 8.6 3.64 65.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0.2 29.2 10.6 3.71 67.7 

대학원 재학 (52) 42.3 40.4 17.3 3.38 59.6 
석사 취득 (86) 53.5 33.7 12.8 3.52 63.1 
박사 취득 (128) 46.1 39.8 14.1 3.44 60.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0.6 43.8 15.6 3.39 59.8 
교수 (70) 50.0 37.1 12.9 3.49 62.1 

공무원/교사 (55) 47.3 38.2 14.5 3.47 61.8 
경제활동 종사자 (70) 60.0 22.9 17.1 3.61 65.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54.8 35.5 9.7 3.61 65.3 
기타 (27) 55.6 37.0 7.4 3.59 64.8 

[표 4-65]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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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20.1 43.3 30.3 4.7 1.6 
성별 남성 (193) 20.2 44.6 27.5 6.7 1.0 

여성 (186) 19.9 41.9 33.3 2.7 2.2 

연령
19~29세 (69) 15.9 47.8 29.0 5.8 1.4 

30대 (73) 21.9 34.2 37.0 5.5 1.4 
40대 (87) 29.9 39.1 27.6 2.3 1.1 
50대 (92) 18.5 50.0 27.2 3.3 1.1 

60세 이상 (58) 10.3 44.8 32.8 8.6 3.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1.2 44.2 26.5 8.0 0.0 

대학원 재학 (52) 21.2 42.3 30.8 3.8 1.9 
석사 취득 (86) 12.8 50.0 31.4 3.5 2.3 
박사 취득 (128) 23.4 38.3 32.8 3.1 2.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1.3 37.5 28.1 0.0 3.1 
교수 (70) 14.3 38.6 40.0 5.7 1.4 

공무원/교사 (55) 18.2 43.6 29.1 9.1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50.0 28.6 4.3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8.3 44.1 31.2 4.3 2.2 
기타 (27) 25.9 48.1 14.8 7.4 3.7 

[표 4-66] 일반도서(단행본)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3.3 30.3 6.3 3.75 68.9 

성별 남성 (193) 64.8 27.5 7.8 3.76 69.0 
여성 (186) 61.8 33.3 4.8 3.75 68.7 

연령
19~29세 (69) 63.8 29.0 7.2 3.71 67.8 

30대 (73) 56.2 37.0 6.8 3.70 67.5 
40대 (87) 69.0 27.6 3.4 3.94 73.6 

[표 4-67] 일반도서(단행본)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34] 일반도서(단행본)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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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46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53.0%, 보통 31.1%, 비활용적 
15.8%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19~29세(65.2%), 대학 졸업 이하(60.2%), 비경제활동 종사자(62.4%)에
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68.5 27.2 4.3 3.82 70.4 
60세 이상 (58) 55.2 32.8 12.1 3.50 62.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5.5 26.5 8.0 3.79 69.7 

대학원 재학 (52) 63.5 30.8 5.8 3.77 69.2 
석사 취득 (86) 62.8 31.4 5.8 3.67 66.9 
박사 취득 (128) 61.7 32.8 5.5 3.77 69.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8.8 28.1 3.1 3.94 73.4 
교수 (70) 52.9 40.0 7.1 3.59 64.6 

공무원/교사 (55) 61.8 29.1 9.1 3.71 67.7 
경제활동 종사자 (70) 67.1 28.6 4.3 3.80 7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2.4 31.2 6.5 3.72 68.0 
기타 (27) 74.1 14.8 11.1 3.85 71.3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2.9 40.1 31.1 11.3 4.5 
성별 남성 (193) 13.5 38.3 32.6 10.9 4.7 

여성 (186) 12.4 41.9 29.6 11.8 4.3 

연령
19~29세 (69) 17.4 47.8 21.7 11.6 1.4 

30대 (73) 12.3 35.6 34.2 9.6 8.2 

[표 4-68]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35]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206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3) 연속간행물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연속간행물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82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66.8%, 보통 26.4%, 비활용적 6.9%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연속간행물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40대(73.

6%), 박사 취득(74.2%), 연구자·연구원(73.4%), 교수(7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16.1 40.2 33.3 6.9 3.4 
50대 (92) 9.8 38.0 30.4 18.5 3.3 

60세 이상 (58) 8.6 39.7 36.2 8.6 6.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7.7 42.5 20.4 15.0 4.4 

대학원 재학 (52) 11.5 42.3 34.6 7.7 3.8 
석사 취득 (86) 11.6 45.3 29.1 10.5 3.5 
박사 취득 (128) 10.2 33.6 40.6 10.2 5.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0.9 29.7 48.4 9.4 1.6 
교수 (70) 8.6 40.0 34.3 10.0 7.1 

공무원/교사 (55) 7.3 43.6 30.9 16.4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15.7 42.9 25.7 11.4 4.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7.2 45.2 22.6 11.8 3.2 
기타 (27) 18.5 33.3 25.9 7.4 14.8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3.0 31.1 15.8 3.46 61.4 

성별 남성 (193) 51.8 32.6 15.5 3.45 61.3 
여성 (186) 54.3 29.6 16.1 3.46 61.6 

연령
19~29세 (69) 65.2 21.7 13.0 3.68 67.0 

30대 (73) 47.9 34.2 17.8 3.34 58.6 
40대 (87) 56.3 33.3 10.3 3.59 64.7 
50대 (92) 47.8 30.4 21.7 3.33 58.2 

60세 이상 (58) 48.3 36.2 15.5 3.34 58.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0.2 20.4 19.5 3.54 63.5 

대학원 재학 (52) 53.8 34.6 11.5 3.50 62.5 
석사 취득 (86) 57.0 29.1 14.0 3.51 62.8 
박사 취득 (128) 43.8 40.6 15.6 3.33 58.2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0.6 48.4 10.9 3.39 59.8 
교수 (70) 48.6 34.3 17.1 3.33 58.2 

공무원/교사 (55) 50.9 30.9 18.2 3.38 59.5 
경제활동 종사자 (70) 58.6 25.7 15.7 3.54 63.6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2.4 22.6 15.1 3.61 65.3 
기타 (27) 51.9 25.9 22.2 3.33 58.3 

[표 4-69]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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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23.2 43.5 26.4 5.8 1.1 
성별 남성 (193) 25.9 44.6 22.8 5.7 1.0 

여성 (186) 20.4 42.5 30.1 5.9 1.1 

연령
19~29세 (69) 15.9 43.5 29.0 11.6 0.0 

30대 (73) 20.5 39.7 30.1 6.8 2.7 
40대 (87) 33.3 40.2 20.7 4.6 1.1 
50대 (92) 28.3 43.5 27.2 1.1 0.0 

60세 이상 (58) 12.1 53.4 25.9 6.9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7.7 44.2 28.3 8.8 0.9 

대학원 재학 (52) 23.1 38.5 25.0 9.6 3.8 
석사 취득 (86) 22.1 43.0 29.1 5.8 0.0 
박사 취득 (128) 28.9 45.3 23.4 1.6 0.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0.6 32.8 23.4 3.1 0.0 
교수 (70) 25.7 51.4 21.4 1.4 0.0 

공무원/교사 (55) 12.7 45.5 30.9 9.1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21.4 45.7 30.0 2.9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8.3 46.2 23.7 9.7 2.2 
기타 (27) 18.5 29.6 37.0 11.1 3.7 

[표 4-70] 연속간행물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6.8 26.4 6.9 3.82 70.5 

성별 남성 (193) 70.5 22.8 6.7 3.89 72.2 
여성 (186) 62.9 30.1 7.0 3.75 68.8 

연령
19~29세 (69) 59.4 29.0 11.6 3.64 65.9 

30대 (73) 60.3 30.1 9.6 3.68 67.1 
40대 (87) 73.6 20.7 5.7 4.00 75.0 
50대 (92) 71.7 27.2 1.1 3.99 74.7 

60세 이상 (58) 65.5 25.9 8.6 3.67 66.8 

[표 4-71] 연속간행물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36] 연속간행물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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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외국자

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61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55.4%, 
보통 34.6%, 비활용적 10.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외국자료 활용도
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박사 취득(6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1.9 28.3 9.7 3.69 67.3 

대학원 재학 (52) 61.5 25.0 13.5 3.67 66.8 
석사 취득 (86) 65.1 29.1 5.8 3.81 70.3 
박사 취득 (128) 74.2 23.4 2.3 4.00 75.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73.4 23.4 3.1 4.11 77.7 
교수 (70) 77.1 21.4 1.4 4.01 75.4 

공무원/교사 (55) 58.2 30.9 10.9 3.58 64.5 
경제활동 종사자 (70) 67.1 30.0 2.9 3.86 7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4.5 23.7 11.8 3.69 67.2 
기타 (27) 48.1 37.0 14.8 3.48 62.0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7.9 37.5 34.6 7.4 2.6 
성별 남성 (193) 21.2 36.3 31.6 9.3 1.6 

여성 (186) 14.5 38.7 37.6 5.4 3.8 

연령

19~29세 (69) 13.0 42.0 36.2 7.2 1.4 
30대 (73) 20.5 30.1 38.4 5.5 5.5 
40대 (87) 20.7 32.2 33.3 10.3 3.4 
50대 (92) 17.4 41.3 34.8 6.5 0.0 

60세 이상 (58) 17.2 43.1 29.3 6.9 3.4 

[표 4-72]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37]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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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위논문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학위논문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74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62.3%, 보통 25.9%, 비활용적 11.9%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학위논문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19~29세(6

9.6%), 60세 이상(69.0%), 대학원 재학(80.8%), 석사 취득(72.1%), 비경제활동 
종사자(7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5.0 32.7 42.5 8.0 1.8 

대학원 재학 (52) 17.3 40.4 28.8 7.7 5.8 
석사 취득 (86) 14.0 41.9 30.2 12.8 1.2 
박사 취득 (128) 23.4 37.5 32.8 3.1 3.1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3.4 32.8 35.9 4.7 3.1 
교수 (70) 22.9 37.1 35.7 1.4 2.9 

공무원/교사 (55) 10.9 38.2 38.2 10.9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37.1 32.9 11.4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5.1 45.2 30.1 6.5 3.2 
기타 (27) 18.5 22.2 40.7 14.8 3.7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5.4 34.6 10.0 3.61 65.2 

성별 남성 (193) 57.5 31.6 10.9 3.66 66.6 
여성 (186) 53.2 37.6 9.1 3.55 63.7 

연령
19~29세 (69) 55.1 36.2 8.7 3.58 64.5 

30대 (73) 50.7 38.4 11.0 3.55 63.7 
40대 (87) 52.9 33.3 13.8 3.56 64.1 
50대 (92) 58.7 34.8 6.5 3.70 67.4 

60세 이상 (58) 60.3 29.3 10.3 3.64 65.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47.8 42.5 9.7 3.51 62.8 

대학원 재학 (52) 57.7 28.8 13.5 3.56 63.9 
석사 취득 (86) 55.8 30.2 14.0 3.55 63.7 
박사 취득 (128) 60.9 32.8 6.3 3.75 68.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6.3 35.9 7.8 3.69 67.2 
교수 (70) 60.0 35.7 4.3 3.76 68.9 

공무원/교사 (55) 49.1 38.2 12.7 3.45 61.4 
경제활동 종사자 (70) 54.3 32.9 12.9 3.57 64.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0.2 30.1 9.7 3.62 65.6 
기타 (27) 40.7 40.7 18.5 3.37 59.3 

[표 4-73]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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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25.9 36.4 25.9 9.2 2.6 
성별 남성 (193) 27.5 31.6 27.5 10.4 3.1 

여성 (186) 24.2 41.4 24.2 8.1 2.2 

연령
19~29세 (69) 30.4 39.1 20.3 8.7 1.4 

30대 (73) 24.7 31.5 28.8 15.1 0.0 
40대 (87) 19.5 37.9 31.0 6.9 4.6 
50대 (92) 31.5 30.4 26.1 7.6 4.3 

60세 이상 (58) 22.4 46.6 20.7 8.6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5.9 29.2 38.1 13.3 3.5 

대학원 재학 (52) 44.2 36.5 13.5 5.8 0.0 
석사 취득 (86) 26.7 45.3 17.4 8.1 2.3 
박사 취득 (128) 26.6 36.7 25.8 7.8 3.1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1.9 40.6 25.0 7.8 4.7 
교수 (70) 34.3 32.9 22.9 8.6 1.4 

공무원/교사 (55) 12.7 32.7 40.0 10.9 3.6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40.0 28.6 11.4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9.8 38.7 15.1 5.4 1.1 
기타 (27) 14.8 25.9 37.0 18.5 3.7 

[표 4-74] 학위논문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2.3 25.9 11.9 3.74 68.4 

성별 남성 (193) 59.1 27.5 13.5 3.70 67.5 
여성 (186) 65.6 24.2 10.2 3.77 69.4 

연령
19~29세 (69) 69.6 20.3 10.1 3.88 72.1 

30대 (73) 56.2 28.8 15.1 3.66 66.4 
40대 (87) 57.5 31.0 11.5 3.61 65.2 
50대 (92) 62.0 26.1 12.0 3.77 69.3 

60세 이상 (58) 69.0 20.7 10.3 3.79 69.8 

[표 4-75] 학위논문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38] 학위논문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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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4.0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74.9%, 보통 18.7%, 비활
용적 6.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대학원 재학(86.5%), 박사 취득(82.8%), 연구자·연구원(81.3%), 교수(85.
7%), 비경제활동 종사자(8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45.1 38.1 16.8 3.41 60.2 

대학원 재학 (52) 80.8 13.5 5.8 4.19 79.8 
석사 취득 (86) 72.1 17.4 10.5 3.86 71.5 
박사 취득 (128) 63.3 25.8 10.9 3.76 68.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2.5 25.0 12.5 3.67 66.8 
교수 (70) 67.1 22.9 10.0 3.90 72.5 

공무원/교사 (55) 45.5 40.0 14.5 3.40 60.0 
경제활동 종사자 (70) 57.1 28.6 14.3 3.57 64.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8.5 15.1 6.5 4.11 77.7 
기타 (27) 40.7 37.0 22.2 3.30 57.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35.9 39.1 18.7 4.7 1.6 
성별 남성 (193) 36.8 35.2 20.7 5.2 2.1 

여성 (186) 34.9 43.0 16.7 4.3 1.1 

연령

19~29세 (69) 37.7 39.1 18.8 2.9 1.4 
30대 (73) 45.2 32.9 16.4 5.5 0.0 
40대 (87) 37.9 31.0 21.8 5.7 3.4 
50대 (92) 29.3 46.7 18.5 4.3 1.1 

[표 4-76]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39]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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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도자료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지도자료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1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37.5%, 보통 41.4%, 비활용적 21.1%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지도자료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19~29세(4

3.5%), 대학 졸업 이하(45.1%), 경제활동 종사자(45.7%), 비경제활동 종사자(46.
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0세 이상 (58) 29.3 46.6 17.2 5.2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0.4 38.1 29.2 9.7 2.7 

대학원 재학 (52) 53.8 32.7 13.5 0.0 0.0 
석사 취득 (86) 32.6 45.3 16.3 4.7 1.2 
박사 취득 (128) 44.5 38.3 13.3 2.3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0.0 31.3 17.2 0.0 1.6 
교수 (70) 41.4 44.3 10.0 4.3 0.0 

공무원/교사 (55) 16.4 45.5 29.1 5.5 3.6 
경제활동 종사자 (70) 22.9 40.0 27.1 8.6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7.3 39.8 8.6 3.2 1.1 
기타 (27) 22.2 25.9 37.0 11.1 3.7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74.9 18.7 6.3 4.03 75.7 

성별 남성 (193) 72.0 20.7 7.3 3.99 74.9 
여성 (186) 78.0 16.7 5.4 4.06 76.6 

연령
19~29세 (69) 76.8 18.8 4.3 4.09 77.2 

30대 (73) 78.1 16.4 5.5 4.18 79.5 
40대 (87) 69.0 21.8 9.2 3.94 73.6 
50대 (92) 76.1 18.5 5.4 3.99 74.7 

60세 이상 (58) 75.9 17.2 6.9 3.97 74.1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8.4 29.2 12.4 3.64 65.9 

대학원 재학 (52) 86.5 13.5 0.0 4.40 85.1 
석사 취득 (86) 77.9 16.3 5.8 4.03 75.9 
박사 취득 (128) 82.8 13.3 3.9 4.22 80.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81.3 17.2 1.6 4.28 82.0 
교수 (70) 85.7 10.0 4.3 4.23 80.7 

공무원/교사 (55) 61.8 29.1 9.1 3.65 66.4 
경제활동 종사자 (70) 62.9 27.1 10.0 3.74 68.6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87.1 8.6 4.3 4.29 82.3 
기타 (27) 48.1 37.0 14.8 3.52 63.0 

[표 4-77]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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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0.0 27.4 41.4 14.0 7.1 
성별 남성 (193) 9.8 26.4 43.0 13.5 7.3 

여성 (186) 10.2 28.5 39.8 14.5 7.0 

연령
19~29세 (69) 13.0 30.4 34.8 18.8 2.9 

30대 (73) 13.7 21.9 37.0 19.2 8.2 
40대 (87) 9.2 26.4 40.2 10.3 13.8 
50대 (92) 7.6 30.4 45.7 10.9 5.4 

60세 이상 (58) 6.9 27.6 50.0 12.1 3.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9.7 35.4 32.7 15.9 6.2 

대학원 재학 (52) 15.4 25.0 44.2 11.5 3.8 
석사 취득 (86) 8.1 29.1 43.0 14.0 5.8 
박사 취득 (128) 9.4 20.3 46.9 13.3 10.2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4.1 23.4 37.5 9.4 15.6 
교수 (70) 7.1 22.9 51.4 14.3 4.3 

공무원/교사 (55) 7.3 16.4 49.1 20.0 7.3 
경제활동 종사자 (70) 10.0 35.7 40.0 8.6 5.7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1.8 34.4 36.6 12.9 4.3 
기타 (27) 7.4 25.9 29.6 29.6 7.4 

[표 4-78] 지도자료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40] 일반도서(단행본)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37.5 41.4 21.1 3.19 54.8 

성별 남성 (193) 36.3 43.0 20.7 3.18 54.5 
여성 (186) 38.7 39.8 21.5 3.20 55.1 

연령

19~29세 (69) 43.5 34.8 21.7 3.32 58.0 
30대 (73) 35.6 37.0 27.4 3.14 53.4 

40대 (87) 35.6 40.2 24.1 3.07 51.7 

[표 4-79] 지도자료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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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진자료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사진자료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35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45.4%, 보통 36.4%, 비활용적 18.2%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사진자료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19~29세(5

3.6%), 대학 졸업 이하(58.4%), 경제활동 종사자(51.4%), 비경제활동 종사자(53.
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2.9 32.5 36.4 13.2 5.0 
성별 남성 (193) 9.8 34.2 38.9 11.9 5.2 

여성 (186) 16.1 30.6 33.9 14.5 4.8 

연령

19~29세 (69) 17.4 36.2 29.0 14.5 2.9 
30대 (73) 11.0 26.0 37.0 19.2 6.8 

40대 (87) 16.1 28.7 34.5 11.5 9.2 

[표 4-80] 사진자료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41] 사진자료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50대 (92) 38.0 45.7 16.3 3.24 56.0 
60세 이상 (58) 34.5 50.0 15.5 3.22 55.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45.1 32.7 22.1 3.27 56.6 

대학원 재학 (52) 40.4 44.2 15.4 3.37 59.1 
석사 취득 (86) 37.2 43.0 19.8 3.20 54.9 
박사 취득 (128) 29.7 46.9 23.4 3.05 51.4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7.5 37.5 25.0 3.11 52.7 
교수 (70) 30.0 51.4 18.6 3.14 53.6 

공무원/교사 (55) 23.6 49.1 27.3 2.96 49.1 
경제활동 종사자 (70) 45.7 40.0 14.3 3.36 58.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6.2 36.6 17.2 3.37 59.1 
기타 (27) 33.3 29.6 37.0 2.96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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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

준 2.74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24.5%, 보통 36.1%, 비활용적 
39.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비활용적이라는 의견
은 박사 취득(49.2%), 연구자·연구원(48.4%), 교수(4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12.0 35.9 40.2 9.8 2.2 
60세 이상 (58) 6.9 36.2 41.4 12.1 3.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8.6 39.8 24.8 14.2 2.7 

대학원 재학 (52) 17.3 28.8 40.4 11.5 1.9 
석사 취득 (86) 8.1 34.9 37.2 14.0 5.8 
박사 취득 (128) 9.4 25.8 44.5 12.5 7.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4.1 32.8 29.7 10.9 12.5 
교수 (70) 5.7 30.0 47.1 14.3 2.9 

공무원/교사 (55) 7.3 25.5 40.0 21.8 5.5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34.3 34.3 10.0 4.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6.1 37.6 32.3 10.8 3.2 
기타 (27) 18.5 29.6 37.0 14.8 0.0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45.4 36.4 18.2 3.35 58.8 

성별 남성 (193) 44.0 38.9 17.1 3.32 57.9 
여성 (186) 46.8 33.9 19.4 3.39 59.7 

연령
19~29세 (69) 53.6 29.0 17.4 3.51 62.7 

30대 (73) 37.0 37.0 26.0 3.15 53.8 
40대 (87) 44.8 34.5 20.7 3.31 57.8 
50대 (92) 47.8 40.2 12.0 3.46 61.4 

60세 이상 (58) 43.1 41.4 15.5 3.31 57.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8.4 24.8 16.8 3.58 64.4 

대학원 재학 (52) 46.2 40.4 13.5 3.48 62.0 
석사 취득 (86) 43.0 37.2 19.8 3.26 56.4 
박사 취득 (128) 35.2 44.5 20.3 3.16 54.1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6.9 29.7 23.4 3.25 56.3 
교수 (70) 35.7 47.1 17.1 3.21 55.4 

공무원/교사 (55) 32.7 40.0 27.3 3.07 51.8 
경제활동 종사자 (70) 51.4 34.3 14.3 3.50 62.5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53.8 32.3 14.0 3.53 63.2 
기타 (27) 48.1 37.0 14.8 3.52 63.0 

[표 4-81] 사진자료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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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5.0 19.5 36.1 23.2 16.1 
성별 남성 (193) 4.1 17.6 35.2 27.5 15.5 

여성 (186) 5.9 21.5 37.1 18.8 16.7 

연령
19~29세 (69) 7.2 21.7 36.2 21.7 13.0 

30대 (73) 2.7 12.3 43.8 24.7 16.4 
40대 (87) 6.9 18.4 37.9 16.1 20.7 
50대 (92) 3.3 21.7 31.5 28.3 15.2 

60세 이상 (58) 5.2 24.1 31.0 25.9 13.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8.8 26.5 34.5 22.1 8.0 

대학원 재학 (52) 1.9 19.2 36.5 28.8 13.5 
석사 취득 (86) 4.7 25.6 34.9 16.3 18.6 
박사 취득 (128) 3.1 9.4 38.3 26.6 22.7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1 12.5 35.9 21.9 26.6 
교수 (70) 1.4 15.7 34.3 25.7 22.9 

공무원/교사 (55) 5.5 16.4 45.5 20.0 12.7 
경제활동 종사자 (70) 7.1 22.9 40.0 24.3 5.7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5 26.9 32.3 21.5 12.9 
기타 (27) 7.4 18.5 25.9 29.6 18.5 

[표 4-82]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24.5 36.1 39.3 2.74 43.5 

성별 남성 (193) 21.8 35.2 43.0 2.67 41.8 
여성 (186) 27.4 37.1 35.5 2.81 45.3 

연령

19~29세 (69) 29.0 36.2 34.8 2.88 47.1 
30대 (73) 15.1 43.8 41.1 2.60 40.1 
40대 (87) 25.3 37.9 36.8 2.75 43.7 
50대 (92) 25.0 31.5 43.5 2.70 42.4 

[표 4-83]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42]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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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이크로 형태자료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마이크로 형태자료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2.9

2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29.6%, 보통 37.5%, 비활용적 33.0%
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마이크로 형태자료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비활용적이라는 의견은 
30대(38.4%), 연구자·연구원(39.1%), 공무원/교사(3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0세 이상 (58) 29.3 31.0 39.7 2.81 45.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35.4 34.5 30.1 3.06 51.5 

대학원 재학 (52) 21.2 36.5 42.3 2.67 41.8 
석사 취득 (86) 30.2 34.9 34.9 2.81 45.3 
박사 취득 (128) 12.5 38.3 49.2 2.44 35.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5.6 35.9 48.4 2.44 35.9 
교수 (70) 17.1 34.3 48.6 2.47 36.8 

공무원/교사 (55) 21.8 45.5 32.7 2.82 45.5 
경제활동 종사자 (70) 30.0 40.0 30.0 3.01 50.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3.3 32.3 34.4 2.92 48.1 
기타 (27) 25.9 25.9 48.1 2.67 41.7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6.9 22.7 37.5 21.6 11.3 
성별 남성 (193) 7.8 23.3 33.7 24.4 10.9 

여성 (186) 5.9 22.0 41.4 18.8 11.8 

연령
19~29세 (69) 2.9 20.3 47.8 21.7 7.2 

30대 (73) 9.6 13.7 38.4 27.4 11.0 
40대 (87) 8.0 20.7 33.3 18.4 19.5 
50대 (92) 5.4 23.9 40.2 22.8 7.6 

60세 이상 (58) 8.6 37.9 25.9 17.2 10.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7.1 27.4 31.0 25.7 8.8 

[표 4-84] 마이크로 형태자료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43] 마이크로 형태자료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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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외국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1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43.0%, 보통 31.7%, 비활
용적 25.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외국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
라는 의견은 60세 이상(55.2%), 대학 졸업 이하(56.6%), 경제활동 종사자(50.
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대학원 재학 (52) 5.8 13.5 51.9 21.2 7.7 
석사 취득 (86) 4.7 30.2 34.9 16.3 14.0 
박사 취득 (128) 8.6 17.2 39.1 21.9 13.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2.5 17.2 31.3 20.3 18.8 
교수 (70) 5.7 25.7 34.3 25.7 8.6 

공무원/교사 (55) 3.6 12.7 45.5 23.6 14.5 
경제활동 종사자 (70) 5.7 30.0 30.0 24.3 1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5 24.7 41.9 19.4 7.5 
기타 (27) 7.4 22.2 48.1 11.1 11.1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29.6 37.5 33.0 2.92 48.0 

성별 남성 (193) 31.1 33.7 35.2 2.93 48.2 
여성 (186) 28.0 41.4 30.6 2.91 47.8 

연령
19~29세 (69) 23.2 47.8 29.0 2.90 47.5 

30대 (73) 23.3 38.4 38.4 2.84 45.9 
40대 (87) 28.7 33.3 37.9 2.79 44.8 
50대 (92) 29.3 40.2 30.4 2.97 49.2 

60세 이상 (58) 46.6 25.9 27.6 3.17 54.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34.5 31.0 34.5 2.98 49.6 

대학원 재학 (52) 19.2 51.9 28.8 2.88 47.1 
석사 취득 (86) 34.9 34.9 30.2 2.95 48.8 
박사 취득 (128) 25.8 39.1 35.2 2.86 46.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9.7 31.3 39.1 2.84 46.1 
교수 (70) 31.4 34.3 34.3 2.94 48.6 

공무원/교사 (55) 16.4 45.5 38.2 2.67 41.8 
경제활동 종사자 (70) 35.7 30.0 34.3 2.97 49.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1.2 41.9 26.9 3.03 50.8 
기타 (27) 29.6 48.1 22.2 3.04 50.9 

[표 4-85] 마이크로 형태자료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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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0.0 33.0 31.7 16.4 9.0 
성별 남성 (193) 9.8 31.6 32.6 18.7 7.3 

여성 (186) 10.2 34.4 30.6 14.0 10.8 

연령
19~29세 (69) 7.2 30.4 37.7 15.9 8.7 

30대 (73) 8.2 26.0 35.6 21.9 8.2 
40대 (87) 14.9 32.2 24.1 12.6 16.1 
50대 (92) 10.9 31.5 37.0 17.4 3.3 

60세 이상 (58) 6.9 48.3 22.4 13.8 8.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8.6 38.1 26.5 13.3 3.5 

대학원 재학 (52) 5.8 23.1 44.2 23.1 3.8 
석사 취득 (86) 9.3 37.2 26.7 14.0 12.8 
박사 취득 (128) 4.7 29.7 34.4 18.0 13.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7.8 23.4 32.8 20.3 15.6 
교수 (70) 2.9 40.0 28.6 18.6 10.0 

공무원/교사 (55) 10.9 30.9 40.0 12.7 5.5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32.9 28.6 15.7 5.7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0.8 34.4 33.3 11.8 9.7 
기타 (27) 11.1 37.0 22.2 25.9 3.7 

[표 4-86]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43.0 31.7 25.3 3.19 54.7 

성별 남성 (193) 41.5 32.6 25.9 3.18 54.5 
여성 (186) 44.6 30.6 24.7 3.19 54.8 

연령

19~29세 (69) 37.7 37.7 24.6 3.12 52.9 
30대 (73) 34.2 35.6 30.1 3.04 51.0 
40대 (87) 47.1 24.1 28.7 3.17 54.3 
50대 (92) 42.4 37.0 20.7 3.29 57.3 

[표 4-87]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44]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220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1.3.3 외국 온라인자료의 중요도

1) 전자출판물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출판물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1

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82.6%, 보통 16.4%, 중요하지 않
음 1.1%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전자출판물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구
자·연구원(92.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0세 이상 (58) 55.2 22.4 22.4 3.31 57.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6.6 26.5 16.8 3.55 63.7 

대학원 재학 (52) 28.8 44.2 26.9 3.04 51.0 
석사 취득 (86) 46.5 26.7 26.7 3.16 54.1 
박사 취득 (128) 34.4 34.4 31.3 2.95 48.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1.3 32.8 35.9 2.88 46.9 
교수 (70) 42.9 28.6 28.6 3.07 51.8 

공무원/교사 (55) 41.8 40.0 18.2 3.29 57.3 
경제활동 종사자 (70) 50.0 28.6 21.4 3.40 6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5.2 33.3 21.5 3.25 56.2 
기타 (27) 48.1 22.2 29.6 3.26 56.5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36.4 46.2 16.4 1.1 0.0 

성별 남성 (193) 37.3 47.2 13.5 2.1 0.0 
여성 (186) 35.5 45.2 19.4 0.0 0.0 

연령 19~29세 (69) 40.6 39.1 20.3 0.0 0.0 

[표 4-88] 전자출판물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45] 전자출판물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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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2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85.5%, 보통 1
3.5%, 중요하지 않음 1.1%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
하다는 의견은 박사 취득(90.6%), 연구자·연구원(93.8%), 교수(91.4%)에서 상대
적으로 높음

30대 (73) 42.5 39.7 17.8 0.0 0.0 
40대 (87) 39.1 47.1 12.6 1.1 0.0 
50대 (92) 32.6 47.8 18.5 1.1 0.0 

60세 이상 (58) 25.9 58.6 12.1 3.4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8.3 46.9 23.9 0.9 0.0 

대학원 재학 (52) 46.2 34.6 19.2 0.0 0.0 
석사 취득 (86) 30.2 55.8 12.8 1.2 0.0 
박사 취득 (128) 43.8 43.8 10.9 1.6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1.6 40.6 7.8 0.0 0.0 
교수 (70) 38.6 47.1 12.9 1.4 0.0 

공무원/교사 (55) 29.1 40.0 29.1 1.8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5.7 55.7 17.1 1.4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0.9 41.9 16.1 1.1 0.0 
기타 (27) 22.2 59.3 18.5 0.0 0.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82.6 16.4 1.1 4.18 79.5 
성별 남성 (193) 84.5 13.5 2.1 4.20 79.9 

여성 (186) 80.6 19.4 0.0 4.16 79.0 

연령
19~29세 (69) 79.7 20.3 0.0 4.20 80.1 

30대 (73) 82.2 17.8 0.0 4.25 81.2 
40대 (87) 86.2 12.6 1.1 4.24 81.0 
50대 (92) 80.4 18.5 1.1 4.12 78.0 

60세 이상 (58) 84.5 12.1 3.4 4.07 76.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75.2 23.9 0.9 4.03 75.7 

대학원 재학 (52) 80.8 19.2 0.0 4.27 81.7 
석사 취득 (86) 86.0 12.8 1.2 4.15 78.8 
박사 취득 (128) 87.5 10.9 1.6 4.30 82.4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92.2 7.8 0.0 4.44 85.9 
교수 (70) 85.7 12.9 1.4 4.23 80.7 

공무원/교사 (55) 69.1 29.1 1.8 3.96 74.1 
경제활동 종사자 (70) 81.4 17.1 1.4 4.06 76.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82.8 16.1 1.1 4.23 80.6 
기타 (27) 81.5 18.5 0.0 4.04 75.9 

[표 4-89] 전자출판물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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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43.3 42.2 13.5 1.1 0.0 

성별 남성 (193) 44.6 38.9 15.0 1.6 0.0 
여성 (186) 41.9 45.7 11.8 0.5 0.0 

연령
19~29세 (69) 44.9 43.5 11.6 0.0 0.0 

30대 (73) 47.9 41.1 11.0 0.0 0.0 
40대 (87) 49.4 33.3 16.1 1.1 0.0 
50대 (92) 41.3 45.7 13.0 0.0 0.0 

60세 이상 (58) 29.3 50.0 15.5 5.2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30.1 47.8 21.2 0.9 0.0 

대학원 재학 (52) 51.9 38.5 9.6 0.0 0.0 
석사 취득 (86) 37.2 47.7 14.0 1.2 0.0 
박사 취득 (128) 55.5 35.2 7.8 1.6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2.5 31.3 6.3 0.0 0.0 
교수 (70) 48.6 42.9 7.1 1.4 0.0 

공무원/교사 (55) 32.7 38.2 27.3 1.8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30.0 51.4 17.1 1.4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4.1 46.2 8.6 1.1 0.0 
기타 (27) 37.0 37.0 25.9 0.0 0.0 

[표 4-90]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85.5 13.5 1.1 4.28 81.9 
성별 남성 (193) 83.4 15.0 1.6 4.26 81.6 

여성 (186) 87.6 11.8 0.5 4.29 82.3 

연령
19~29세 (69) 88.4 11.6 0.0 4.33 83.3 

30대 (73) 89.0 11.0 0.0 4.37 84.2 

[표 4-91]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46]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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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

도는 5점 평균 기준 3.68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7.3%, 보통 3
4.6%, 중요하지 않음 8.2%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19~29세(62.3%), 대학 졸업 이하(64.6%), 비경제활동 종사자
(6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82.8 16.1 1.1 4.31 82.8 
50대 (92) 87.0 13.0 0.0 4.28 82.1 

60세 이상 (58) 79.3 15.5 5.2 4.03 75.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77.9 21.2 0.9 4.07 76.8 

대학원 재학 (52) 90.4 9.6 0.0 4.42 85.6 
석사 취득 (86) 84.9 14.0 1.2 4.21 80.2 
박사 취득 (128) 90.6 7.8 1.6 4.45 86.1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93.8 6.3 0.0 4.56 89.1 
교수 (70) 91.4 7.1 1.4 4.39 84.6 

공무원/교사 (55) 70.9 27.3 1.8 4.02 75.5 
경제활동 종사자 (70) 81.4 17.1 1.4 4.10 77.5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90.3 8.6 1.1 4.33 83.3 
기타 (27) 74.1 25.9 0.0 4.11 77.8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0.3 36.9 34.6 7.1 1.1 

성별 남성 (193) 19.7 33.7 35.8 9.8 1.0 
여성 (186) 21.0 40.3 33.3 4.3 1.1 

연령 19~29세 (69) 24.6 37.7 33.3 2.9 1.4 
30대 (73) 19.2 32.9 42.5 4.1 1.4 

[표 4-92]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47]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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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

매품 자료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86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
부적으로 중요함 68.3%, 보통 34.6%, 중요하지 않음 5.8%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19~29세(75.4%), 대학원 재학
(84.6%), 석사 취득(73.3%), 비경제활동 종사자(77.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21.8 39.1 29.9 8.0 1.1 
50대 (92) 19.6 37.0 33.7 9.8 0.0 

60세 이상 (58) 15.5 37.9 34.5 10.3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3.9 40.7 30.1 5.3 0.0 

대학원 재학 (52) 26.9 34.6 30.8 5.8 1.9 
석사 취득 (86) 17.4 37.2 39.5 4.7 1.2 
박사 취득 (128) 16.4 34.4 36.7 10.9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1.9 29.7 37.5 9.4 1.6 
교수 (70) 15.7 40.0 30.0 12.9 1.4 

공무원/교사 (55) 10.9 38.2 49.1 1.8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4.3 34.3 32.9 7.1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4.7 43.0 28.0 3.2 1.1 
기타 (27) 22.2 29.6 37.0 11.1 0.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7.3 34.6 8.2 3.68 67.1 
성별 남성 (193) 53.4 35.8 10.9 3.61 65.3 

여성 (186) 61.3 33.3 5.4 3.76 69.0 

연령
19~29세 (69) 62.3 33.3 4.3 3.81 70.3 

30대 (73) 52.1 42.5 5.5 3.64 66.1 
40대 (87) 60.9 29.9 9.2 3.72 68.1 
50대 (92) 56.5 33.7 9.8 3.66 66.6 

60세 이상 (58) 53.4 34.5 12.1 3.55 63.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4.6 30.1 5.3 3.83 70.8 

대학원 재학 (52) 61.5 30.8 7.7 3.79 69.7 
석사 취득 (86) 54.7 39.5 5.8 3.65 66.3 
박사 취득 (128) 50.8 36.7 12.5 3.53 63.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1.6 37.5 10.9 3.61 65.2 
교수 (70) 55.7 30.0 14.3 3.56 63.9 

공무원/교사 (55) 49.1 49.1 1.8 3.58 64.5 
경제활동 종사자 (70) 58.6 32.9 8.6 3.73 68.2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7.7 28.0 4.3 3.87 71.8 
기타 (27) 51.9 37.0 11.1 3.63 65.7 

[표 4-93]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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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4.0 44.3 25.9 5.0 0.8 

성별 남성 (193) 25.9 42.0 24.4 6.7 1.0 
여성 (186) 22.0 46.8 27.4 3.2 0.5 

연령
19~29세 (69) 24.6 50.7 23.2 1.4 0.0 

30대 (73) 28.8 38.4 26.0 6.8 0.0 
40대 (87) 17.2 44.8 28.7 5.7 3.4 
50대 (92) 27.2 44.6 22.8 5.4 0.0 

60세 이상 (58) 22.4 43.1 29.3 5.2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4.2 43.4 36.3 6.2 0.0 

대학원 재학 (52) 32.7 51.9 13.5 1.9 0.0 
석사 취득 (86) 26.7 46.5 19.8 5.8 1.2 
박사 취득 (128) 27.3 40.6 25.8 4.7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1.3 39.1 23.4 3.1 3.1 
교수 (70) 27.1 45.7 22.9 4.3 0.0 

공무원/교사 (55) 12.7 47.3 32.7 7.3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2.9 41.4 27.1 7.1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6.9 50.5 20.4 2.2 0.0 
기타 (27) 14.8 33.3 40.7 11.1 0.0 

[표 4-94]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8.3 25.9 5.8 3.86 71.4 
성별 남성 (193) 67.9 24.4 7.8 3.85 71.2 

여성 (186) 68.8 27.4 3.8 3.87 71.6 

연령
19~29세 (69) 75.4 23.2 1.4 3.99 74.6 

30대 (73) 67.1 26.0 6.8 3.89 72.3 
40대 (87) 62.1 28.7 9.2 3.67 66.7 

[표 4-95]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48]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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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9.1%, 보
통 33.5%, 중요하지 않음 7.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에 대
해 중요하다는 의견은 19~29세(68.1%), 대학원 재학(69.2%), 경제활동 종사자(6
5.7%), 비경제활동 종사자(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71.7 22.8 5.4 3.93 73.4 
60세 이상 (58) 65.5 29.3 5.2 3.83 70.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7.5 36.3 6.2 3.65 66.4 

대학원 재학 (52) 84.6 13.5 1.9 4.15 78.8 
석사 취득 (86) 73.3 19.8 7.0 3.92 73.0 
박사 취득 (128) 68.0 25.8 6.3 3.88 71.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70.3 23.4 6.3 3.92 73.0 
교수 (70) 72.9 22.9 4.3 3.96 73.9 

공무원/교사 (55) 60.0 32.7 7.3 3.65 66.4 
경제활동 종사자 (70) 64.3 27.1 8.6 3.77 69.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7.4 20.4 2.2 4.02 75.5 
기타 (27) 48.1 40.7 11.1 3.52 63.0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9.5 39.6 33.5 6.1 1.3 

성별 남성 (193) 20.2 38.3 31.1 7.8 2.6 
여성 (186) 18.8 40.9 36.0 4.3 0.0 

연령
19~29세 (69) 23.2 44.9 29.0 2.9 0.0 

30대 (73) 20.5 31.5 37.0 11.0 0.0 

[표 4-96]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49]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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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외국 온라인자료의 활용도

1) 전자출판물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출판물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4.0

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76.0%, 보통 21.1%, 비활용적 2.
9%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전자출판물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박
사 취득(84.4%), 연구자·연구원(84.4%), 교수(8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21.8 36.8 34.5 3.4 3.4 
50대 (92) 18.5 42.4 32.6 5.4 1.1 

60세 이상 (58) 12.1 43.1 34.5 8.6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9.5 39.8 31.0 8.8 0.9 

대학원 재학 (52) 23.1 46.2 26.9 3.8 0.0 
석사 취득 (86) 18.6 41.9 32.6 4.7 2.3 
박사 취득 (128) 18.8 35.2 39.1 5.5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5.0 31.3 37.5 4.7 1.6 
교수 (70) 17.1 42.9 30.0 7.1 2.9 

공무원/교사 (55) 12.7 32.7 43.6 10.9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2.9 42.9 25.7 5.7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1.5 45.2 30.1 3.2 0.0 
기타 (27) 11.1 37.0 44.4 7.4 0.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9.1 33.5 7.4 3.70 67.5 
성별 남성 (193) 58.5 31.1 10.4 3.66 66.5 

여성 (186) 59.7 36.0 4.3 3.74 68.5 

연령
19~29세 (69) 68.1 29.0 2.9 3.88 72.1 

30대 (73) 52.1 37.0 11.0 3.62 65.4 
40대 (87) 58.6 34.5 6.9 3.70 67.5 
50대 (92) 60.9 32.6 6.5 3.72 67.9 

60세 이상 (58) 55.2 34.5 10.3 3.55 63.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9.3 31.0 9.7 3.68 67.0 

대학원 재학 (52) 69.2 26.9 3.8 3.88 72.1 
석사 취득 (86) 60.5 32.6 7.0 3.70 67.4 
박사 취득 (128) 53.9 39.1 7.0 3.64 66.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6.3 37.5 6.3 3.73 68.4 
교수 (70) 60.0 30.0 10.0 3.64 66.1 

공무원/교사 (55) 45.5 43.6 10.9 3.47 61.8 
경제활동 종사자 (70) 65.7 25.7 8.6 3.77 69.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6.7 30.1 3.2 3.85 71.2 
기타 (27) 48.1 44.4 7.4 3.52 63.0 

[표 4-97]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228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32.2 43.8 21.1 1.8 1.1 
성별 남성 (193) 33.2 45.6 19.7 1.0 0.5 

여성 (186) 31.2 41.9 22.6 2.7 1.6 

연령
19~29세 (69) 33.3 43.5 20.3 2.9 0.0 

30대 (73) 31.5 38.4 28.8 0.0 1.4 
40대 (87) 40.2 36.8 16.1 4.6 2.3 
50대 (92) 31.5 45.7 21.7 1.1 0.0 

60세 이상 (58) 20.7 58.6 19.0 0.0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2.1 45.1 28.3 4.4 0.0 

대학원 재학 (52) 44.2 32.7 21.2 1.9 0.0 
석사 취득 (86) 26.7 47.7 22.1 1.2 2.3 
박사 취득 (128) 39.8 44.5 14.1 0.0 1.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1.6 32.8 15.6 0.0 0.0 
교수 (70) 35.7 51.4 12.9 0.0 0.0 

공무원/교사 (55) 29.1 32.7 34.5 1.8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55.7 22.9 2.9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3.3 41.9 19.4 4.3 1.1 
기타 (27) 18.5 48.1 29.6 0.0 3.7 

[표 4-98] 전자출판물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76.0 21.1 2.9 4.04 76.1 

성별 남성 (193) 78.8 19.7 1.6 4.10 77.5 
여성 (186) 73.1 22.6 4.3 3.98 74.6 

연령

19~29세 (69) 76.8 20.3 2.9 4.07 76.8 
30대 (73) 69.9 28.8 1.4 3.99 74.7 

40대 (87) 77.0 16.1 6.9 4.08 77.0 

[표 4-99] 전자출판물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50] 전자출판물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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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4.0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77.0%, 보통 1
8.5%, 비활용적 4.5%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
적이라는 의견은 30대(82.2%), 대학원 재학(86.5%), 박사 취득(82.1%), 연구자·
연구원(8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77.2 21.7 1.1 4.08 76.9 
60세 이상 (58) 79.3 19.0 1.7 3.97 74.1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7.3 28.3 4.4 3.85 71.2 

대학원 재학 (52) 76.9 21.2 1.9 4.19 79.8 
석사 취득 (86) 74.4 22.1 3.5 3.95 73.8 
박사 취득 (128) 84.4 14.1 1.6 4.21 80.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84.4 15.6 0.0 4.36 84.0 
교수 (70) 87.1 12.9 0.0 4.23 80.7 

공무원/교사 (55) 61.8 34.5 3.6 3.85 71.4 
경제활동 종사자 (70) 72.9 22.9 4.3 3.84 71.1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5.3 19.4 5.4 4.02 75.5 
기타 (27) 66.7 29.6 3.7 3.78 69.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36.1 40.9 18.5 2.1 2.4 
성별 남성 (193) 36.8 38.3 21.2 2.1 1.6 

여성 (186) 35.5 43.5 15.6 2.2 3.2 

연령
19~29세 (69) 31.9 44.9 17.4 5.8 0.0 

30대 (73) 47.9 34.2 15.1 0.0 2.7 
40대 (87) 41.4 34.5 16.1 2.3 5.7 

[표 4-100]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51]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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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

도는 5점 평균 기준 3.47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51.5%, 보통 3
1.4%, 비활용적 17.2%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19~29세(58.0%), 대학 졸업 이하(56.6%), 대학원 재학(59.
6%), 비경제활동 종사자(6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35.9 43.5 19.6 1.1 0.0 
60세 이상 (58) 19.0 50.0 25.9 1.7 3.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4.8 42.5 26.5 4.4 1.8 

대학원 재학 (52) 42.3 44.2 13.5 0.0 0.0 
석사 취득 (86) 37.2 39.5 16.3 2.3 4.7 
박사 취득 (128) 43.0 39.1 14.8 0.8 2.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7.8 31.3 9.4 1.6 0.0 
교수 (70) 38.6 42.9 17.1 0.0 1.4 

공무원/교사 (55) 27.3 38.2 29.1 0.0 5.5 
경제활동 종사자 (70) 30.0 47.1 18.6 1.4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3.3 45.2 15.1 5.4 1.1 
기타 (27) 22.2 33.3 33.3 3.7 7.4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77.0 18.5 4.5 4.06 76.6 

성별 남성 (193) 75.1 21.2 3.6 4.07 76.7 
여성 (186) 79.0 15.6 5.4 4.06 76.5 

연령
19~29세 (69) 76.8 17.4 5.8 4.03 75.7 

30대 (73) 82.2 15.1 2.7 4.25 81.2 
40대 (87) 75.9 16.1 8.0 4.03 75.9 
50대 (92) 79.3 19.6 1.1 4.14 78.5 

60세 이상 (58) 69.0 25.9 5.2 3.79 69.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7.3 26.5 6.2 3.84 71.0 

대학원 재학 (52) 86.5 13.5 0.0 4.29 82.2 
석사 취득 (86) 76.7 16.3 7.0 4.02 75.6 
박사 취득 (128) 82.1 14.8 3.1 4.20 79.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89.1 9.4 1.6 4.45 86.3 
교수 (70) 81.4 17.1 1.4 4.17 79.3 

공무원/교사 (55) 65.5 29.1 5.5 3.82 70.5 
경제활동 종사자 (70) 77.1 18.6 4.3 4.00 75.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8.5 15.1 6.5 4.04 76.1 
기타 (27) 55.6 33.3 11.1 3.59 64.8 

[표 4-101]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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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8.2 33.2 31.4 11.9 5.3 
성별 남성 (193) 14.5 34.2 34.7 10.9 5.7 

여성 (186) 22.0 32.3 28.0 12.9 4.8 

연령
19~29세 (69) 27.5 30.4 27.5 11.6 2.9 

30대 (73) 20.5 26.0 34.2 13.7 5.5 
40대 (87) 14.9 36.8 27.6 11.5 9.2 
50대 (92) 18.5 37.0 29.3 15.2 0.0 

60세 이상 (58) 8.6 34.5 41.4 5.2 10.3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1.2 35.4 31.0 11.5 0.9 

대학원 재학 (52) 28.8 30.8 30.8 5.8 3.8 
석사 취득 (86) 15.1 36.0 27.9 14.0 7.0 
박사 취득 (128) 13.3 30.5 34.4 13.3 8.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1.9 25.0 32.8 17.2 3.1 
교수 (70) 10.0 40.0 31.4 10.0 8.6 

공무원/교사 (55) 14.5 29.1 40.0 10.9 5.5 
경제활동 종사자 (70) 20.0 30.0 38.6 8.6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2.6 38.7 22.6 10.8 5.4 
기타 (27) 18.5 33.3 22.2 18.5 7.4 

[표 4-102]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1.5 31.4 17.2 3.47 61.8 

성별 남성 (193) 48.7 34.7 16.6 3.41 60.2 
여성 (186) 54.3 28.0 17.7 3.54 63.4 

연령

19~29세 (69) 58.0 27.5 14.5 3.68 67.0 
30대 (73) 46.6 34.2 19.2 3.42 60.6 
40대 (87) 51.7 27.6 20.7 3.37 59.2 
50대 (92) 55.4 29.3 15.2 3.59 64.7 

[표 4-103]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52]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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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

매품 자료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63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
부적으로 활용적 59.4%, 보통 28.2%, 비활용적 12.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에 대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60세 이상(65.5%), 대학원 
재학(71.2%), 석사 취득(72.1%), 비경제활동 종사자(66.7%)에서 상대적으로 높
음

60세 이상 (58) 43.1 41.4 15.5 3.26 56.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6.6 31.0 12.4 3.65 66.2 

대학원 재학 (52) 59.6 30.8 9.6 3.75 68.8 
석사 취득 (86) 51.2 27.9 20.9 3.38 59.6 
박사 취득 (128) 43.8 34.4 21.9 3.27 56.6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6.9 32.8 20.3 3.45 61.3 
교수 (70) 50.0 31.4 18.6 3.33 58.2 

공무원/교사 (55) 43.6 40.0 16.4 3.36 59.1 
경제활동 종사자 (70) 50.0 38.6 11.4 3.56 63.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1.3 22.6 16.1 3.62 65.6 
기타 (27) 51.9 22.2 25.9 3.37 59.3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9.3 40.1 28.2 9.5 2.9 
성별 남성 (193) 20.7 43.5 26.4 6.7 2.6 

여성 (186) 17.7 36.6 30.1 12.4 3.2 

연령
19~29세 (69) 20.3 37.7 31.9 5.8 4.3 

30대 (73) 20.5 39.7 24.7 13.7 1.4 
40대 (87) 13.8 41.4 27.6 11.5 5.7 

[표 4-104]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53]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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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활용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는 5점 평균 기준 3.47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활용적 50.9%, 보
통 34.3%, 비활용적 14.8%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외국 온라인자료 활용도에 대
해 활용적이라는 의견은 대학원 재학(57.7%), 석사 취득(59.3%), 경제활동 종사자
(64.3%), 비경제활동 종사자(57.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23.9 35.9 29.3 9.8 1.1 
60세 이상 (58) 17.2 48.3 27.6 5.2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0.6 36.3 36.3 14.2 2.7 

대학원 재학 (52) 23.1 48.1 21.2 5.8 1.9 
석사 취득 (86) 19.8 52.3 19.8 7.0 1.2 
박사 취득 (128) 25.0 32.0 29.7 8.6 4.7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5.0 37.5 23.4 9.4 4.7 
교수 (70) 28.6 31.4 30.0 8.6 1.4 

공무원/교사 (55) 5.5 40.0 43.6 7.3 3.6 
경제활동 종사자 (70) 17.1 45.7 24.3 11.4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1.5 45.2 21.5 7.5 4.3 
기타 (27) 7.4 37.0 37.0 18.5 0.0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9.4 28.2 12.4 3.63 65.8 

성별 남성 (193) 64.2 26.4 9.3 3.73 68.3 
여성 (186) 54.3 30.1 15.6 3.53 63.3 

연령
19~29세 (69) 58.0 31.9 10.1 3.64 65.9 

30대 (73) 60.3 24.7 15.1 3.64 66.1 
40대 (87) 55.2 27.6 17.2 3.46 61.5 
50대 (92) 59.8 29.3 10.9 3.72 67.9 

60세 이상 (58) 65.5 27.6 6.9 3.74 68.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46.9 36.3 16.8 3.38 59.5 

대학원 재학 (52) 71.2 21.2 7.7 3.85 71.2 
석사 취득 (86) 72.1 19.8 8.1 3.83 70.6 
박사 취득 (128) 57.0 29.7 13.3 3.64 66.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2.5 23.4 14.1 3.69 67.2 
교수 (70) 60.0 30.0 10.0 3.77 69.3 

공무원/교사 (55) 45.5 43.6 10.9 3.36 59.1 
경제활동 종사자 (70) 62.9 24.3 12.9 3.66 66.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6.7 21.5 11.8 3.72 68.0 
기타 (27) 44.4 37.0 18.5 3.33 58.3 

[표 4-105]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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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활용성이 
매우 높다

④ 활용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② 활용성이 

없다
①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전  체 (379) 15.0 35.9 34.3 11.1 3.7 
성별 남성 (193) 17.1 34.2 38.3 7.3 3.1 

여성 (186) 12.9 37.6 30.1 15.1 4.3 

연령
19~29세 (69) 15.9 37.7 36.2 7.2 2.9 

30대 (73) 17.8 30.1 24.7 21.9 5.5 
40대 (87) 18.4 31.0 34.5 10.3 5.7 
50대 (92) 15.2 35.9 37.0 12.0 0.0 

60세 이상 (58) 5.2 48.3 39.7 1.7 5.2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5.0 35.4 35.4 11.5 2.7 

대학원 재학 (52) 21.2 36.5 26.9 13.5 1.9 
석사 취득 (86) 15.1 44.2 30.2 7.0 3.5 
박사 취득 (128) 12.5 30.5 39.1 12.5 5.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8.8 31.3 37.5 9.4 3.1 
교수 (70) 14.3 31.4 40.0 10.0 4.3 

공무원/교사 (55) 12.7 18.2 50.9 12.7 5.5 
경제활동 종사자 (70) 15.7 48.6 25.7 7.1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5.1 41.9 26.9 12.9 3.2 
기타 (27) 11.1 40.7 25.9 18.5 3.7 

[표 4-106]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활용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활용적 보통 비활용적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0.9 34.3 14.8 3.47 61.9 

성별 남성 (193) 51.3 38.3 10.4 3.55 63.7 
여성 (186) 50.5 30.1 19.4 3.40 59.9 

연령

19~29세 (69) 53.6 36.2 10.1 3.57 64.1 
30대 (73) 47.9 24.7 27.4 3.33 58.2 

40대 (87) 49.4 34.5 16.1 3.46 61.5 

[표 4-107]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활용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54]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활용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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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언어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주 이용하는 외국자료의 언어는 영어가 대부분인 91.3%
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일본어(28.8%) > 중국어(18.5%) > 독일어(8.4%) > 
프랑스어(6.3%) 등의 순임

❍ (응답자 특성) 영어는 40대(96.6%), 석사 취득(96.5%), 공무원/교사(98.2%)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어는 남성(36.3%), 60세 이상(41.4%)이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51.1 37.0 12.0 3.54 63.6 
60세 이상 (58) 53.4 39.7 6.9 3.47 61.6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0.4 35.4 14.2 3.49 62.2 

대학원 재학 (52) 57.7 26.9 15.4 3.62 65.4 
석사 취득 (86) 59.3 30.2 10.5 3.60 65.1 
박사 취득 (128) 43.0 39.1 18.0 3.32 58.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0.0 37.5 12.5 3.53 63.3 
교수 (70) 45.7 40.0 14.3 3.41 60.4 

공무원/교사 (55) 30.9 50.9 18.2 3.20 55.0 
경제활동 종사자 (70) 64.3 25.7 10.0 3.67 66.8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57.0 26.9 16.1 3.53 63.2 
기타 (27) 51.9 25.9 22.2 3.37 59.3 

[그림 4-55]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언어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236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사례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자 사투리 구별이 
없다 무응답

전  체 (379) 91.3 28.8 18.5 8.4 6.3 4.0 1.8 0.3 0.3 0.3 0.3 
성별 남성 (193) 90.7 36.3 19.7 7.8 4.1 2.6 2.1 0.0 0.5 0.5 0.5 

여성 (186) 91.9 21.0 17.2 9.1 8.6 5.4 1.6 0.5 0.0 0.0 0.0 

연령

19~29세 (69) 88.4 18.8 29.0 8.7 8.7 8.7 0.0 0.0 0.0 0.0 0.0 
30대 (73) 95.9 23.3 17.8 2.7 6.8 5.5 4.1 1.4 0.0 0.0 0.0 
40대 (87) 96.6 27.6 14.9 8.0 5.7 1.1 2.3 0.0 0.0 0.0 0.0 
50대 (92) 87.0 33.7 19.6 13.0 5.4 1.1 1.1 0.0 0.0 1.1 1.1 

60세 이상 (58) 87.9 41.4 10.3 8.6 5.2 5.2 1.7 0.0 1.7 0.0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92.0 25.7 13.3 7.1 8.8 1.8 0.9 0.0 0.0 0.9 0.0 

대학원 재학 (52) 88.5 28.8 28.8 3.8 7.7 13.5 0.0 0.0 0.0 0.0 0.0 
석사 취득 (86) 96.5 26.7 22.1 10.5 4.7 3.5 3.5 0.0 0.0 0.0 0.0 
박사 취득 (128) 88.3 32.8 16.4 10.2 4.7 2.3 2.3 0.8 0.8 0.0 0.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90.6 32.8 18.8 12.5 7.8 4.7 1.6 1.6 0.0 0.0 0.0 
교수 (70) 88.6 32.9 21.4 8.6 4.3 4.3 1.4 0.0 0.0 0.0 1.4 

공무원/교사 (55) 98.2 21.8 14.5 7.3 3.6 0.0 1.8 0.0 0.0 0.0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92.9 31.4 12.9 5.7 11.4 4.3 2.9 0.0 0.0 1.4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89.2 28.0 26.9 6.5 6.5 6.5 2.2 0.0 0.0 0.0 0.0 
기타 (27) 88.9 18.5 3.7 14.8 0.0 0.0 0.0 0.0 3.7 0.0 0.0 

[표 4-108]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언어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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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제별 장서개발

1.4.1.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주제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주제는 사회과학이 55.4%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역사(36.7%) > 문학(26.4%) > 기술과
학(22.7%) > 예술(20.8%) 등의 순임

❍ (응답자 특성)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주제가 사회과학이라는 의견은 60세 
이상(65.5%), 대학원 재학(65.4%), 석사 취득(61.6%), 교수(61.4%)에서 상대적
으로 높음

[그림 4-56]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주제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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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사회과학 역사 문학 기술과학 예술 자연과학 언어 한국학 철학 총류 종교
전  체 (379) 55.4 36.7 26.4 22.7 20.8 20.3 20.3 19.3 16.9 11.3 8.7

성별 남성 (193) 58.0 35.8 16.1 31.1 14.0 25.9 13.5 13.0 19.2 10.4 8.3
여성 (186) 52.7 37.6 37.1 14.0 28.0 14.5 27.4 25.8 14.5 12.4 9.1

연령

19~29세 (69) 55.1 40.6 40.6 11.6 20.3 17.4 30.4 30.4 15.9 11.6 5.8
30대 (73) 56.2 39.7 26.0 16.4 28.8 13.7 21.9 20.5 12.3 11.0 6.8
40대 (87) 52.9 35.6 21.8 27.6 25.3 19.5 27.6 19.5 16.1 13.8 10.3
50대 (92) 51.1 37.0 22.8 29.3 17.4 23.9 9.8 13.0 20.7 14.1 12.0

60세 이상 (58) 65.5 29.3 22.4 25.9 10.3 27.6 12.1 13.8 19.0 3.4 6.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44.2 28.3 42.5 26.5 32.7 20.4 31.9 5.3 14.2 13.3 5.3
대학원 재학 (52) 65.4 48.1 25.0 5.8 15.4 7.7 26.9 42.3 15.4 11.5 11.5
석사 취득 (86) 61.6 40.7 27.9 25.6 20.9 20.9 16.3 20.9 14.0 9.3 8.1
박사 취득 (128) 57.0 36.7 11.7 24.2 12.5 25.0 10.2 21.1 21.9 10.9 10.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6.9 45.3 12.5 25.0 14.1 18.8 9.4 32.8 23.4 7.8 14.1
교수 (70) 61.4 31.4 10.0 21.4 11.4 27.1 5.7 11.4 15.7 7.1 8.6

공무원/교사 (55) 45.5 25.5 32.7 23.6 25.5 14.5 18.2 9.1 5.5 14.5 7.3
경제활동 종사자 (70) 58.6 24.3 28.6 38.6 30.0 22.9 27.1 8.6 17.1 15.7 5.7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59.1 48.4 41.9 11.8 21.5 18.3 30.1 33.3 18.3 11.8 7.5
기타 (27) 59.3 44.4 29.6 14.8 25.9 18.5 37.0 7.4 22.2 11.1 11.1

[표 4-109] 주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주제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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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

❍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는 학술분야라는 응답이 대부
분인 7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 대중 분야 19.8%, 기타 
2.1%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가 학술분야인 의견은 남성(83.
4%), 50대(85.9%), 박사 취득(96.1%), 연구자·연구원(92.2%), 교수(9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학술분야 일반 대중분야 기타 무응답
전  체 (379) 76.3 19.8 2.1 1.8

성별 남성 (193) 83.4 15.0 1.0 0.5
여성 (186) 68.8 24.7 3.2 3.2

연령
19~29세 (69) 71.0 23.2 2.9 2.9

30대 (73) 69.9 17.8 6.8 5.5
40대 (87) 72.4 26.4 0.0 1.1
50대 (92) 85.9 13.0 1.1 0.0

60세 이상 (58) 81.0 19.0 0.0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0.4 44.2 4.4 0.9

대학원 재학 (52) 76.9 13.5 3.8 5.8
석사 취득 (86) 80.2 16.3 1.2 2.3
박사 취득 (128) 96.1 3.1 0.0 0.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92.2 4.7 0.0 3.1
교수 (70) 95.7 2.9 1.4 0.0

공무원/교사 (55) 63.6 29.1 5.5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61.4 35.7 2.9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4.2 19.4 2.2 4.3
기타 (27) 59.3 40.7 0.0 0.0

[표 4-110]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57]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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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외국학술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분야

1)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외국학술자료 중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14점으로 높은 수
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78.9%, 보통 20.1%, 필요하지 않음 1.1%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인문분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0대(85.1%), 연구자·연구원(85.
9%), 비경제활동 종사자(89.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36.4 42.5 20.1 1.1 0.0 

성별 남성 (193) 36.8 40.9 20.7 1.6 0.0 
여성 (186) 36.0 44.1 19.4 0.5 0.0 

연령
19~29세 (69) 42.0 42.0 15.9 0.0 0.0 

30대 (73) 32.9 41.1 26.0 0.0 0.0 
40대 (87) 46.0 39.1 13.8 1.1 0.0 
50대 (92) 31.5 42.4 23.9 2.2 0.0 

60세 이상 (58) 27.6 50.0 20.7 1.7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7.4 50.4 22.1 0.0 0.0 

대학원 재학 (52) 51.9 28.8 19.2 0.0 0.0 
석사 취득 (86) 34.9 46.5 15.1 3.5 0.0 
박사 취득 (128) 39.1 38.3 21.9 0.8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8.4 37.5 12.5 1.6 0.0 
교수 (70) 32.9 40.0 25.7 1.4 0.0 

[표 4-111]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58]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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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외국학술자료 중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69점으로 높은 수
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57.5%, 보통 37.2%, 필요하지 않음 5.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예술분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직업과 관계없이 비
슷한 수준을 보임

공무원/교사 (55) 25.5 41.8 30.9 1.8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7.1 47.1 24.3 1.4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43.0 46.2 10.8 0.0 0.0 
기타 (27) 40.7 37.0 22.2 0.0 0.0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78.9 20.1 1.1 4.14 78.6 
성별 남성 (193) 77.7 20.7 1.6 4.13 78.2 

여성 (186) 80.1 19.4 0.5 4.16 78.9 

연령
19~29세 (69) 84.1 15.9 0.0 4.26 81.5 

30대 (73) 74.0 26.0 0.0 4.07 76.7 
40대 (87) 85.1 13.8 1.1 4.30 82.5 
50대 (92) 73.9 23.9 2.2 4.03 75.8 

60세 이상 (58) 77.6 20.7 1.7 4.03 75.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77.9 22.1 0.0 4.05 76.3 

대학원 재학 (52) 80.8 19.2 0.0 4.33 83.2 
석사 취득 (86) 81.4 15.1 3.5 4.13 78.2 
박사 취득 (128) 77.3 21.9 0.8 4.16 78.9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85.9 12.5 1.6 4.33 83.2 
교수 (70) 72.9 25.7 1.4 4.04 76.1 

공무원/교사 (55) 67.3 30.9 1.8 3.91 72.7 
경제활동 종사자 (70) 74.3 24.3 1.4 4.00 75.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89.2 10.8 0.0 4.32 83.1 
기타 (27) 77.8 22.2 0.0 4.19 79.6 

[표 4-112]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59]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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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외국학술자료 중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높은 수준이
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58.0%, 보통 34.0%, 필요하지 않음 7.9%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기초과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0세 이상(63.8%), 대학 졸업 이하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16.6 40.9 37.2 5.0 0.3 

성별 남성 (193) 16.6 37.8 38.3 6.7 0.5 
여성 (186) 16.7 44.1 36.0 3.2 0.0 

연령
19~29세 (69) 17.4 40.6 39.1 2.9 0.0 

30대 (73) 6.8 47.9 39.7 5.5 0.0 
40대 (87) 24.1 36.8 33.3 5.7 0.0 
50대 (92) 20.7 32.6 41.3 5.4 0.0 

60세 이상 (58) 10.3 51.7 31.0 5.2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3.0 39.8 35.4 1.8 0.0 

대학원 재학 (52) 9.6 44.2 40.4 5.8 0.0 
석사 취득 (86) 15.1 39.5 36.0 8.1 1.2 
박사 취득 (128) 14.8 41.4 38.3 5.5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15.6 43.8 34.4 6.3 0.0 
교수 (70) 12.9 41.4 37.1 8.6 0.0 

공무원/교사 (55) 18.2 29.1 49.1 3.6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1.4 37.1 38.6 2.9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2.9 49.5 32.3 5.4 0.0 
기타 (27) 25.9 37.0 33.3 0.0 3.7 

[표 4-113]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7.5 37.2 5.3 3.69 67.2 
성별 남성 (193) 54.4 38.3 7.3 3.63 65.8 

여성 (186) 60.8 36.0 3.2 3.74 68.5 

연령
19~29세 (69) 58.0 39.1 2.9 3.72 68.1 

30대 (73) 54.8 39.7 5.5 3.56 64.0 
40대 (87) 60.9 33.3 5.7 3.79 69.8 
50대 (92) 53.3 41.3 5.4 3.68 67.1 

60세 이상 (58) 62.1 31.0 6.9 3.64 65.9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2.8 35.4 1.8 3.84 71.0 

대학원 재학 (52) 53.8 40.4 5.8 3.58 64.4 
석사 취득 (86) 54.7 36.0 9.3 3.59 64.8 
박사 취득 (128) 56.3 38.3 5.5 3.66 66.4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9.4 34.4 6.3 3.69 67.2 
교수 (70) 54.3 37.1 8.6 3.59 64.6 

공무원/교사 (55) 47.3 49.1 3.6 3.62 65.5 
경제활동 종사자 (70) 58.6 38.6 2.9 3.77 69.3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2.4 32.3 5.4 3.70 67.5 
기타 (27) 63.0 33.3 3.7 3.81 70.4 

[표 4-114]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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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경제활동 종사자(6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0.6 37.5 34.0 6.9 1.1 

성별 남성 (193) 23.8 34.7 32.1 8.8 0.5 
여성 (186) 17.2 40.3 36.0 4.8 1.6 

연령
19~29세 (69) 21.7 36.2 36.2 4.3 1.4 

30대 (73) 12.3 39.7 37.0 11.0 0.0 
40대 (87) 26.4 31.0 31.0 9.2 2.3 
50대 (92) 20.7 39.1 37.0 3.3 0.0 

60세 이상 (58) 20.7 43.1 27.6 6.9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3.0 42.5 27.4 6.2 0.9 

대학원 재학 (52) 13.5 36.5 38.5 9.6 1.9 
석사 취득 (86) 19.8 31.4 39.5 7.0 2.3 
박사 취득 (128) 21.9 37.5 34.4 6.3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28.1 28.1 35.9 7.8 0.0 
교수 (70) 17.1 41.4 31.4 10.0 0.0 

공무원/교사 (55) 14.5 41.8 36.4 7.3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1.4 44.3 28.6 4.3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19.4 34.4 38.7 5.4 2.2 
기타 (27) 25.9 33.3 29.6 7.4 3.7 

[표 4-115]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8.0 34.0 7.9 3.70 67.4 
성별 남성 (193) 58.5 32.1 9.3 3.73 68.1 

여성 (186) 57.5 36.0 6.5 3.67 66.7 
연령 19~29세 (69) 58.0 36.2 5.8 3.72 68.1 

30대 (73) 52.1 37.0 11.0 3.53 63.4 

[표 4-116] 기초과학(수학물리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60]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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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외국학술자료 중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83점으로 높은 수준이
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62.8%, 보통 30.9%, 필요하지 않음 6.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기술과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0세 이상(75.9%), 대학 졸업 이하
(68.1%), 경제활동 종사자(7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87) 57.5 31.0 11.5 3.70 67.5 
50대 (92) 59.8 37.0 3.3 3.77 69.3 

60세 이상 (58) 63.8 27.6 8.6 3.74 68.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5.5 27.4 7.1 3.81 70.1 

대학원 재학 (52) 50.0 38.5 11.5 3.50 62.5 
석사 취득 (86) 51.2 39.5 9.3 3.59 64.8 
박사 취득 (128) 59.4 34.4 6.3 3.75 68.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6.3 35.9 7.8 3.77 69.1 
교수 (70) 58.6 31.4 10.0 3.66 66.4 

공무원/교사 (55) 56.4 36.4 7.3 3.64 65.9 
경제활동 종사자 (70) 65.7 28.6 5.7 3.80 7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53.8 38.7 7.5 3.63 65.9 
기타 (27) 59.3 29.6 11.1 3.70 67.6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6.6 36.1 30.9 5.8 0.5 

성별 남성 (193) 30.6 35.2 26.9 6.7 0.5 
여성 (186) 22.6 37.1 34.9 4.8 0.5 

연령
19~29세 (69) 29.0 33.3 33.3 4.3 0.0 

30대 (73) 16.4 39.7 37.0 6.8 0.0 
40대 (87) 31.0 32.2 28.7 6.9 1.1 

[표 4-117]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61]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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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외국학술자료 중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9
6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68.6%, 보통 28.5%, 필요하지 않음 2.
9%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한국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성(74.7%), 19~29세(75.
4%), 대학원 재학(76.9%), 비경제활동 종사자(80.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29.3 30.4 35.9 4.3 0.0 
60세 이상 (58) 25.9 50.0 15.5 6.9 1.7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8.3 39.8 28.3 3.5 0.0 

대학원 재학 (52) 21.2 36.5 34.6 7.7 0.0 
석사 취득 (86) 23.3 34.9 32.6 7.0 2.3 
박사 취득 (128) 29.7 33.6 30.5 6.3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5.9 20.3 37.5 6.3 0.0 
교수 (70) 25.7 41.4 22.9 10.0 0.0 

공무원/교사 (55) 16.4 47.3 32.7 3.6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8.6 41.4 27.1 2.9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5.8 34.4 34.4 4.3 1.1 
기타 (27) 25.9 29.6 29.6 11.1 3.7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2.8 30.9 6.3 3.83 70.6 
성별 남성 (193) 65.8 26.9 7.3 3.89 72.2 

여성 (186) 59.7 34.9 5.4 3.76 69.1 

연령
19~29세 (69) 62.3 33.3 4.3 3.87 71.7 

30대 (73) 56.2 37.0 6.8 3.66 66.4 
40대 (87) 63.2 28.7 8.0 3.85 71.3 
50대 (92) 59.8 35.9 4.3 3.85 71.2 

60세 이상 (58) 75.9 15.5 8.6 3.91 72.8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8.1 28.3 3.5 3.93 73.2 

대학원 재학 (52) 57.7 34.6 7.7 3.71 67.8 
석사 취득 (86) 58.1 32.6 9.3 3.70 67.4 
박사 취득 (128) 63.3 30.5 6.3 3.87 71.7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56.3 37.5 6.3 3.86 71.5 
교수 (70) 67.1 22.9 10.0 3.83 70.7 

공무원/교사 (55) 63.6 32.7 3.6 3.76 69.1 
경제활동 종사자 (70) 70.0 27.1 2.9 3.96 73.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0.2 34.4 5.4 3.80 69.9 
기타 (27) 55.6 29.6 14.8 3.63 65.7 

[표 4-118]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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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30.3 38.3 28.5 2.6 0.3 

성별 남성 (193) 26.4 36.3 33.7 3.6 0.0 
여성 (186) 34.4 40.3 23.1 1.6 0.5 

연령
19~29세 (69) 39.1 36.2 24.6 0.0 0.0 

30대 (73) 31.5 46.6 20.5 1.4 0.0 
40대 (87) 31.0 33.3 29.9 4.6 1.1 
50대 (92) 28.3 35.9 33.7 2.2 0.0 

60세 이상 (58) 20.7 41.4 32.8 5.2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8.3 42.5 26.5 1.8 0.9 

대학원 재학 (52) 40.4 36.5 23.1 0.0 0.0 
석사 취득 (86) 29.1 41.9 27.9 1.2 0.0 
박사 취득 (128) 28.9 32.8 32.8 5.5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0.6 28.1 28.1 3.1 0.0 
교수 (70) 24.3 30.0 38.6 7.1 0.0 

공무원/교사 (55) 32.7 34.5 29.1 3.6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0.0 48.6 28.6 1.4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38.7 41.9 19.4 0.0 0.0 
기타 (27) 14.8 51.9 33.3 0.0 0.0 

[표 4-119]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8.6 28.5 2.9 3.96 73.9 
성별 남성 (193) 62.7 33.7 3.6 3.85 71.4 

여성 (186) 74.7 23.1 2.2 4.06 76.6 
연령

19~29세 (69) 75.4 24.6 0.0 4.14 78.6 
30대 (73) 78.1 20.5 1.4 4.08 77.1 
40대 (87) 64.4 29.9 5.7 3.89 72.1 

[표 4-120]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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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외국학술자료 중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58.8%, 보통 31.9%, 필요하지 않음 9.2%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재학(67.3%), 
연구자·연구원(7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64.1 33.7 2.2 3.90 72.6 
60세 이상 (58) 62.1 32.8 5.2 3.78 69.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70.8 26.5 2.7 3.96 73.9 

대학원 재학 (52) 76.9 23.1 0.0 4.17 79.3 
석사 취득 (86) 70.9 27.9 1.2 3.99 74.7 
박사 취득 (128) 61.7 32.8 5.5 3.85 71.3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68.8 28.1 3.1 4.06 76.6 
교수 (70) 54.3 38.6 7.1 3.71 67.9 

공무원/교사 (55) 67.3 29.1 3.6 3.96 74.1 
경제활동 종사자 (70) 68.6 28.6 2.9 3.84 71.1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80.6 19.4 0.0 4.19 79.8 
기타 (27) 66.7 33.3 0.0 3.81 70.4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1.4 37.5 31.9 7.9 1.3 

성별 남성 (193) 17.6 36.8 34.7 9.3 1.6 
여성 (186) 25.3 38.2 29.0 6.5 1.1 

연령
19~29세 (69) 24.6 37.7 33.3 2.9 1.4 

30대 (73) 19.2 37.0 34.2 6.8 2.7 
40대 (87) 26.4 35.6 28.7 8.0 1.1 

[표 4-121]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그림 4-63]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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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하는 외국학술자료 중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91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69.7%, 보통 26.1%, 필요하지 않음 
4.2%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주요국의 정책 및 이슈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74.1%), 교수
(7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18.5 41.3 26.1 13.0 1.1 
60세 이상 (58) 17.2 34.5 41.4 6.9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15.0 40.7 35.4 7.1 1.8 

대학원 재학 (52) 28.8 38.5 25.0 3.8 3.8 
석사 취득 (86) 22.1 36.0 33.7 7.0 1.2 
박사 취득 (128) 23.4 35.2 30.5 10.9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4.4 35.9 21.9 7.8 0.0 
교수 (70) 18.6 32.9 34.3 12.9 1.4 

공무원/교사 (55) 18.2 45.5 25.5 9.1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15.7 42.9 35.7 4.3 1.4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2.6 34.4 36.6 4.3 2.2 
기타 (27) 14.8 33.3 37.0 14.8 0.0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58.8 31.9 9.2 3.70 67.4 
성별 남성 (193) 54.4 34.7 10.9 3.60 64.9 

여성 (186) 63.4 29.0 7.5 3.80 70.0 

연령
19~29세 (69) 62.3 33.3 4.3 3.81 70.3 

30대 (73) 56.2 34.2 9.6 3.63 65.8 
40대 (87) 62.1 28.7 9.2 3.78 69.5 
50대 (92) 59.8 26.1 14.1 3.63 65.8 

60세 이상 (58) 51.7 41.4 6.9 3.62 65.5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55.8 35.4 8.8 3.60 65.0 

대학원 재학 (52) 67.3 25.0 7.7 3.85 71.2 
석사 취득 (86) 58.1 33.7 8.1 3.71 67.7 
박사 취득 (128) 58.6 30.5 10.9 3.71 67.8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70.3 21.9 7.8 3.97 74.2 
교수 (70) 51.4 34.3 14.3 3.54 63.6 

공무원/교사 (55) 63.6 25.5 10.9 3.69 67.3 
경제활동 종사자 (70) 58.6 35.7 5.7 3.67 66.8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57.0 36.6 6.5 3.71 67.7 
기타 (27) 48.1 37.0 14.8 3.48 62.0 

[표 4-122]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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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9) 25.9 43.8 26.1 4.0 0.3 

성별 남성 (193) 28.5 45.6 20.7 5.2 0.0 
여성 (186) 23.1 41.9 31.7 2.7 0.5 

연령
19~29세 (69) 21.7 43.5 33.3 1.4 0.0 

30대 (73) 24.7 41.1 30.1 4.1 0.0 
40대 (87) 33.3 40.2 19.5 5.7 1.1 
50대 (92) 30.4 43.5 21.7 4.3 0.0 

60세 이상 (58) 13.8 53.4 29.3 3.4 0.0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24.8 42.5 26.5 6.2 0.0 

대학원 재학 (52) 25.0 46.2 25.0 3.8 0.0 
석사 취득 (86) 24.4 45.3 26.7 2.3 1.2 
박사 취득 (128) 28.1 43.0 25.8 3.1 0.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34.4 35.9 28.1 1.6 0.0 
교수 (70) 24.3 51.4 20.0 4.3 0.0 

공무원/교사 (55) 21.8 40.0 32.7 5.5 0.0 
경제활동 종사자 (70) 24.3 47.1 21.4 7.1 0.0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23.7 46.2 28.0 1.1 1.1 
기타 (27) 29.6 33.3 29.6 7.4 0.0 

[표 4-123]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79) 69.7 26.1 4.2 3.91 72.8 
성별 남성 (193) 74.1 20.7 5.2 3.97 74.4 

여성 (186) 65.1 31.7 3.2 3.84 71.1 
연령

19~29세 (69) 65.2 33.3 1.4 3.86 71.4 
30대 (73) 65.8 30.1 4.1 3.86 71.6 
40대 (87) 73.6 19.5 6.9 3.99 74.7 

[표 4-124]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점)

[그림 4-64]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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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일반대중 외국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분야

m 일반대중 외국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분야는 문학·어학이 55.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건축, 디자인, 사진, 패션, 미술·박물관(전시도록 등)
(39.8%), 경제(동향, 통계, 취업 등)(37.2%), 음악, 영화, 스포츠(30.1%) 등의 순임

m (응답자 특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학·어학 분야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은 여성(66.
1%), 19~29세(68.1%), 대학 졸업 이하(67.3%)와 대학원 재학(65.4%), 비경제활동 
종사자(7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0대 (92) 73.9 21.7 4.3 4.00 75.0 
60세 이상 (58) 67.2 29.3 3.4 3.78 69.4 

최종학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7.3 26.5 6.2 3.86 71.5 

대학원 재학 (52) 71.2 25.0 3.8 3.92 73.1 
석사 취득 (86) 69.8 26.7 3.5 3.90 72.4 
박사 취득 (128) 71.1 25.8 3.1 3.96 74.0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70.3 28.1 1.6 4.03 75.8 
교수 (70) 75.7 20.0 4.3 3.96 73.9 

공무원/교사 (55) 61.8 32.7 5.5 3.78 69.5 
경제활동 종사자 (70) 71.4 21.4 7.1 3.89 72.1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69.9 28.0 2.2 3.90 72.6 
기타 (27) 63.0 29.6 7.4 3.85 71.3 

[그림 4-65] 일반대중 외국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분야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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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문학·어학
건축, 디자인, 
사진, 패션, 

미술·박물관(전
시도록 등)

경제(동향, 
통계, 취업 등)

음악, 영화, 
스포츠 의료, 건강, 환경 법률정보(정책, 

이민, 관세 등) 요리·음식 기타정보

전  체 (379) 55.1 39.8 37.2 30.1 29.8 22.7 14.2 5.3
성별 남성 (193) 44.6 37.8 46.6 28.0 30.1 23.3 9.3 5.2

여성 (186) 66.1 41.9 27.4 32.3 29.6 22.0 19.4 5.4

연령

19~29세 (69) 68.1 36.2 26.1 27.5 24.6 23.2 10.1 4.3
30대 (73) 57.5 31.5 34.2 26.0 26.0 27.4 23.3 8.2
40대 (87) 55.2 48.3 40.2 39.1 33.3 24.1 20.7 1.1
50대 (92) 44.6 44.6 44.6 28.3 34.8 17.4 10.9 5.4

60세 이상 (58) 53.4 34.5 37.9 27.6 27.6 22.4 3.4 8.6

최종학
력

대학 졸업 이하 (113) 67.3 49.6 37.2 41.6 29.2 26.5 22.1 1.8
대학원 재학 (52) 65.4 34.6 23.1 21.2 17.3 23.1 13.5 5.8
석사 취득 (86) 53.5 29.1 43.0 25.6 27.9 16.3 14.0 9.3
박사 취득 (128) 41.4 40.6 39.1 26.6 36.7 23.4 7.8 5.5

직업

연구자·연구원 (64) 46.9 43.8 37.5 26.6 31.3 21.9 15.6 4.7
교수 (70) 34.3 41.4 40.0 21.4 30.0 22.9 2.9 5.7

공무원/교사 (55) 58.2 43.6 40.0 36.4 29.1 20.0 20.0 1.8
경제활동 종사자 (70) 52.9 47.1 48.6 37.1 30.0 25.7 21.4 2.9

비경제활동 종사자 (93) 73.1 31.2 23.7 33.3 26.9 22.6 12.9 6.5
기타 (27) 66.7 29.6 40.7 18.5 37.0 22.2 14.8 14.8

[표 4-125] 일반대중 외국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분야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N=379, 단위 : 명,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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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기타 외국장서 활용 시 필요한 부분

m 기타 외국장서 활용 시 필요한 부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장서 부족, 자료 부족
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활용 이용, 이용에 관한 부분 순으로 
조사되었음

주제 횟수 세부사항

검색 12

검색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유도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홍보/ 알파벳이 
아닌 언어로 된 장서에 편리한 검색지원/ 논문 키워드 검색 시 논문DB링크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시스템을 원함. 일일이 접속해야하는 불편함/ 외국신문DB 
검색 및 사진이나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음/ 학술자료 검색 편리성/ 
유사 자료 검색 정확도/ 외국도서관 연결하여 자료검색 가능하도록/ 저널 검색
의 편리성 / 저자, 단체, 기관의 검색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으로 장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 등을 자세히 표기해서 검색과 접근 방법이 쉬웠으면 / 
키워드검색, 연관검색 등이 좀 더 편리했으면

 열람
및

운영 

관내
열람 2 자료실 내 외국 장서 비치/ 외국장서 리모델링 전 자료실서가 비치로 돌아가기

개가식
운영
(예약
서비스
포함)

4
서고 예약 신청 대신 개가식으로 자율적으로 활용을 원함/ 외국자료의 개가식 
운영(오랜 시간동안 가치 유지되는 자료는 개가서가에 보관, 해외신문의 개가 
비치 기간 확대-1~2달)

자료
접근성 9

누구나 접근 용이함을 위해 간편화 및 단순화/ 구비된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손쉽게 보급할 방법 필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편리성/ 도서를 전자책 형태로 
서비스/ 쉬운 접근 방법과 홍보/ 접근성용이성과 절차 간소화/ 접근성과 용이/ 
접근편이성

대출 12
대출 용이/ 관외대출/ 대출기간/ 대출활성화/ 관외대출/ 대출 절차 간소화/ 외부 
대출 / 우편 대출/ 자유로운 개인 대출/ 장서의 활용 고려하여 온라인 이용 가능
한 자료의 구입 비중 높이거나 관외대출 허용 

번역 7
번역 도구 비치 / 번역본/ 어려운 용어 번역/ 외국문학 소개 시 번역 정확히 
하는 설명 / 외국 장서 중 한국어 번역서 유무 데이터베이스를 원함 / 원서-번
역본(한글) 매칭 대출 서비스 / 중요한 문헌 번역

안내 3 매뉴얼 파일 제공, 외국장서활용 가이드 라인 제공/ 도서관 이용법 수시 안내 
교육, 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이용 16

간단한 절차/ 개인확인 절차 간소화(일본?)/ 절차 간소화/ 비대면 이용 원활/ 
연구자의 연구활동 우선적 배려와 평의 제공/ 외국 장서 이용의 용이성 / 구입 
신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원함/ 자유로운 이용 서비스/ 이용 용이성 / 출력 서비
스 및 다운로드 서비스 확충/ 이용 편의성/주제별 별도의 배치실 마련/ 대학 
도서관과 전문서적, 정보 등을 교류 및 교차대출 가능/ 복수의 외국자료를 구입 
관내 보관(수집)용 및 대출용 등 이원화/ 상호대출 원활화/ 스캐너 이용

장서
부족, 
자료
부족

양적 부족 14
일반대중이용 가능한 외국장서 구축/ 개인 보유가 어려운 외국장서확보/ 작가 
작품집 소장/ 기본 서적 부족하여 최신서적 활용에 지장 / 사이즈가 크고 비싼 
책 소장/ 없는 자료가 있음/ 외국 장서 미보유 시 구매하여 보유하기/ 행정학 
영어로 보기 / 일반문학자료 부족(학술자료에 비해) / 한국 문학 특히 고전문학

[표 4-126] 기타 외국장서 활용 시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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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어번역 작품들 소장/ 책수량
최신성 학술자료에 일반문학자료 및 비교적 신간인 자료 부족 / 해외정책 업데이트에 

맞춰 자료들의 최신화, 최신도서

다양
성
및 

전문
성

다
양
성

34

국가별 도서 비치/ 다양한 장서와 관련 정보 지속적으로 확보/ 다양하고 폭넓은 
현대서 전자책 대여/ 여러나라 장서 수집/ 유아 동화책 다양하게 배치/ 경찰 
행정과 법률과목 및 경제 분야 등/ 과학, 생물분야 저서 및 논문 / 매거진 주제 
다양성/ 문화와 건축공학관련 자료/ 미국과 일본의 학술서적/ 미국 대학 도서관
의 중국역사자료(고대, 주에, 근현대) / 베트남어 자료/ 베트남연구자료 / 외국
장서 중 산업활용 자료/ 일본의 교육 및 심리학 관련 도서/ 사라진 국가 서적도 
있었으면 좋겠다./ 파키스탄과 한국 관련 자료 / 다양한 주제와 학술자료들 필요
/ 외국동영상자료/ 외국의 기술잡지/ 음악자료/ 인문학/ 희귀자료 많이 마련됐
으면/ 전문자료보다 많은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서를 구입해
야 함/ 정책토론회 자료/ 제4차산업농업, 외신자료/ 한국고소설 연구와 관련된 
자료/ 해외반출되었거나 해외에 위치한 우리문화재에 대한 연구 관련 자료, 
EBSCO에 리스팅 되지 않은 책 구매/ 일본, 중국 전자책 확대 필요.

전
문
성

6 전문 분야에 대한 넓고 깊은 자료들 필요, 건축인테리어 분야, 악보, 음악파일, 
음악자료

저
널 2 외국 주요 학술잡지 최신 논문

홈페
이지 
및 

온라
인 

이용

온라인 
이용 16

고전책 전자 서비스/ 관외 디지털자료 열람 수월/ 디지털 도서 열람/ 모바일 
이용 기능 확대/ 언텍트를 반영한 전자자료 / 온라인 상으로도 서적을 보기 가능 
/원문 PDF로 다운로드 가능 /인터넷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 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지원 서비스/ 장서의 활용 고려하여 온라인 이용 가능한 자료의 구입 
비중 높이거나 관외대출 허용 / 전자자료의 증가 / 전자자료 형태로 온라인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성과 접근성 높이기 / 전자책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적은 전자
책 제공 / 전자파일 형태 필요 / 정보 출처가 어디든 한 곳에서 직관적 활용하기 
편하도록 배치하기 / 국내 복본이 적은 외국 장서를 전자책 형태로 관외 열람 
서비스 확대하기 / 옥스퍼드 영어사전 OED 온라인판 관내외 정기사용자 사용 
권한 필요(영어 관련 기본적인 자료임)

외부접근
성 7

CEIC data 외부접속 편의성 증대/ 개인컴퓨터로 접근 가능/ 개인 단위 활용 접
근성 향 / 기관 밖 접근 용이 및 전문 활용 가능/ 중국 및 대만 자료 외부 접속 
/ 해외학술 DB 외부 접근 및 다운로드 필요/ 논문공개

DB 4
외국 논문DB 활용이 활발했으면 좋겠음 / 외국논문 DB 더 많이 구축되길 기원 
/ 자연과학 웹 DB 확충 / &래퍼런스 다양하게 참조할 수 잇는 시스템 제시&코
로나 시대에 이북이나 웹으로 간편히 사용 가능하도록 / 해외 웹 DB

홍보 3 보유도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홍보/ 쉬운 접근 방법 홍보/ 활용방법 홍보 활성화 
/ 해외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분류 2 분야별 세부 인덱스, 정확한 서지와 더 많은 애용
도서관 환경 1 코로나19 이후 사회발전전략, 글로벌개발협력 관련 연구문헌, 정책보고서 안내 

서지 자료실 확대

콘텐츠 7
e북과 같은 전자화, 이용자 요구시 해외기관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역할, 사
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필요한 자료 요청과 전문가 추천도서 등 표시, 
학생지도 및 수업준비, 한글 초록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사서 멘토링 제도 개설 
및 네트워크 교류 강화

기타 11 전자책 활용을 위한 이미지 업로드, 자료추적 및 입수 용이, 전자책 예산 늘리
기, LOD, PDF같은 디지털 문서, 개인 구입 소망 책 제안하여 반영, 도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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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요구 분석
2.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수집과 제공 방법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이 지니

고 있는 방향성과 외국자료 이용방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함
❍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2) 조사내용
❍ 설문은 기본 인적 사항, 외국자료 이용행태, 유형별 외국자료 수집, 주제별 장서개발, 

자유의견,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등 총 6개 파트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함

을 위해 현재 기관 대출방식은 합당하다 사료됨, 해당 장서에 대한 장서 사이트 
설명, 자료에 대한 종류구분 복수로 관리, , 학술자료 분야에서 구글링 의존 하
지 않게 되면 좋겠음, 연간회원제도 바람직

구 분 설문내용 문항수

기본 인적 
사항

나이

5문항
최종학력
소속부서

직급
근무기간

외국자료 
만족도와 
정책 관련 

질문

외국자료 만족도
4문항우선수집 외국자료

외국자료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서비스
국내자료 대비 외국자료 비율

유형별 
외국자료 

수집

외국 인쇄자료의 중요도
2문항전자자료의 중요도

주제별 
장서개발

외국자료의 분야
4문항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의 분야

외국학술자료 가운데 중점 수집 분야
일반대중 외국자료 가운데 이용하고 싶은 분야

자유의견 자유 의견 1문항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외국 소재 한국 자료에 대한 국가/지역 정보
4문항소장기관(도서관, 문서관 등)

[표 4-127] 직원용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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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상과 방법
❍ 조사기간: 2020년 8월 25일(화) ~ 9월 10일(목) / 17일간
❍ 조사대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포함) 직원
❍ 설문방법: 설문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설문

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함 
❍ 홍보방법: 온라인 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 공지를 게시하고 회원을 대상으

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 홍보함
❍ 참여내용: 직원 67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전체 결과를 분석함

4) 응답자 특성 

2.2 외국자료 만족도와 정책

2.2.1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만족도

  1)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 수량의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51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50,7%, 보통 41.8%, 만족하지 않음 7.5%로 조사됨

구 분 설문방법
설문대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포함) 직원
설문기간 2020년 8월 25일(화) ~ 9월 10일(목) / 17일간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
설문회수 총 67건 분석

[표 4-128] 설문 대상과 방법

자료명 또는 주제
제안 이유

　 사례수 비율
전  체 (67) 100.0

연령 19세~30대 (28) 41.8
40~50대 (39) 58.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2.7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37.3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40.3
10년 이상 (40) 59.7

[표 4-129]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응답자 특성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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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의 수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대졸 이하(61.9%), 근무
연수 10년 이상(6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5

8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55.2%, 보통 38.8%, 만족하지 않음 6.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67) 7.5 43.3 41.8 7.5 0.0 
연령 19세~30대 (28) 7.1 39.3 46.4 7.1 0.0 

40~50대 (39) 7.7 46.2 38.5 7.7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9.5 52.4 38.1 0.0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0 28.0 48.0 2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33.3 59.3 3.7 0.0 

10년 이상 (40) 10.0 50.0 30.0 10.0 0.0 

[표 4-130]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0.7 41.8 7.5 3.51 62.7 
연령 19세~30대 (28) 46.4 46.4 7.1 3.46 61.6 

40~50대 (39) 53.8 38.5 7.7 3.54 63.5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1.9 38.1 0.0 3.71 67.9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32.0 48.0 20.0 3.16 5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0 59.3 3.7 3.37 59.3 

10년 이상 (40) 60.0 30.0 10.0 3.60 65.0 

[표 4-131]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66] 외국자료의 수량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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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19세~30대(60.
7%), 대졸 이하(66.7%), 근무연수 10년 미만(59.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5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67) 10.4 44.8 38.8 4.5 1.5 
연령 19세~30대 (28) 10.7 50.0 32.1 7.1 0.0 

40~50대 (39) 10.3 41.0 43.6 2.6 2.6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6.7 50.0 33.3 0.0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0.0 36.0 48.0 12.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4.8 44.4 37.0 3.7 0.0 

10년 이상 (40) 7.5 45.0 40.0 5.0 2.5 

[표 4-132]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5.2 38.8 6.0 3.58 64.6 
연령 19세~30대 (28) 60.7 32.1 7.1 3.64 66.1 

40~50대 (39) 51.3 43.6 5.1 3.54 63.5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6.7 33.3 0.0 3.83 70.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36.0 48.0 16.0 3.16 5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9.3 37.0 3.7 3.70 67.6 

10년 이상 (40) 52.5 40.0 7.5 3.50 62.5 

[표 4-133]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67]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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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50.7%, 보통 43.3%, 만족하지 않음 6.
0%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대졸 이하(69.
0%), 근무연수 10년 미만(55.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외국자료 입수방법 만족도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67) 10.4 40.3 43.3 6.0 0.0 
연령 19세~30대 (28) 10.7 42.9 39.3 7.1 0.0 

40~50대 (39) 10.3 38.5 46.2 5.1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6.7 52.4 28.6 2.4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0.0 20.0 68.0 12.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4.8 40.7 40.7 3.7 0.0 

10년 이상 (40) 7.5 40.0 45.0 7.5 0.0 

[표 4-134]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0.7 43.3 6.0 3.55 63.8 
연령 19세~30대 (28) 53.6 39.3 7.1 3.57 64.3 

40~50대 (39) 48.7 46.2 5.1 3.54 63.5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9.0 28.6 2.4 3.83 70.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68.0 12.0 3.08 5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5.6 40.7 3.7 3.67 66.7 

10년 이상 (40) 47.5 45.0 7.5 3.48 61.9 

[표 4-135]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68]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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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 입수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54점

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58.2%, 보통 32.8%, 만족하지 않음 9.0%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 입수방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대졸 이하(69.0%)에
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67) 4.5 53.7 32.8 9.0 0.0 
연령 19세~30대 (28) 3.6 50.0 28.6 17.9 0.0 

40~50대 (39) 5.1 56.4 35.9 2.6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7.1 61.9 28.6 2.4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0.0 40.0 40.0 2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51.9 37.0 7.4 0.0 

10년 이상 (40) 5.0 55.0 30.0 10.0 0.0 

[표 4-136] 외국자료 입수방법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8.2 32.8 9.0 3.54 63.4 
연령 19세~30대 (28) 53.6 28.6 17.9 3.39 59.8 

40~50대 (39) 61.5 35.9 2.6 3.64 66.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9.0 28.6 2.4 3.74 68.5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0.0 40.0 20.0 3.20 55.0 

[표 4-137] 외국자료 입수방법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69] 외국자료 입수방법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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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15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38.8%, 보통 40.3%, 만족하지 않음 
20.9%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19세~3
0대(42.9%), 대졸 이하(4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5.6 37.0 7.4 3.52 63.0 
10년 이상 (40) 60.0 30.0 10.0 3.55 63.8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67) 3.0 35.8 40.3 14.9 6.0 
연령 19세~30대 (28) 3.6 39.3 32.1 21.4 3.6 

40~50대 (39) 2.6 33.3 46.2 10.3 7.7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40.5 40.5 7.1 7.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0.0 28.0 40.0 28.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33.3 44.4 14.8 3.7 

10년 이상 (40) 2.5 37.5 37.5 15.0 7.5 

[표 4-138]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38.8 40.3 20.9 3.15 53.7 
연령 19세~30대 (28) 42.9 32.1 25.0 3.18 54.5 

[표 4-139]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70]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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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34점

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만족함 44.8%, 보통 43.3%, 만족하지 않음 11.9%
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외국자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19세~30대(53.6
%), 대졸 이하(59.5%), 근무연수 10년 미만(51.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만족한다 ④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67) 4.5 40.3 43.3 9.0 3.0 
연령 19세~30대 (28) 10.7 42.9 35.7 10.7 0.0 

40~50대 (39) 0.0 38.5 48.7 7.7 5.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7.1 52.4 38.1 2.4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0.0 20.0 52.0 20.0 8.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4 44.4 37.0 11.1 0.0 

10년 이상 (40) 2.5 37.5 47.5 7.5 5.0 

[표 4-140]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40~50대 (39) 35.9 46.2 17.9 3.13 53.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5.2 40.5 14.3 3.29 57.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8.0 40.0 32.0 2.92 48.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0 44.4 18.5 3.19 54.6 
10년 이상 (40) 40.0 37.5 22.5 3.13 53.1 

[그림 4-71]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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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립중앙도서관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

  1)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에 대해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

자 한국 관련 내용 등)의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5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94.0%, 보통 4.5%, 중요하지 않음 1.5%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근무연수
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사례수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44.8 43.3 11.9 3.34 58.6 
연령 19세~30대 (28) 53.6 35.7 10.7 3.54 63.4 

40~50대 (39) 38.5 48.7 12.8 3.21 55.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9.5 38.1 2.4 3.64 66.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52.0 28.0 2.84 4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1.9 37.0 11.1 3.48 62.0 

10년 이상 (40) 40.0 47.5 12.5 3.25 56.3 

[표 4-141]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만족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58.2 35.8 4.5 1.5 0.0 

[표 4-142]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72]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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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디지털화 수집)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에 대해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

록물(디지털화 수집)의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5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
부적으로 중요함 98.5%, 보통 1.5%, 중요하지 않음 0.0%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
력,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연령 19세~30대 (28) 57.1 39.3 3.6 0.0 0.0 
40~50대 (39) 59.0 33.3 5.1 2.6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2.4 38.1 7.1 2.4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8.0 32.0 0.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1.9 44.4 3.7 0.0 0.0 
10년 이상 (40) 62.5 30.0 5.0 2.5 0.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94.0 4.5 1.5 4.51 87.7 
연령 19세~30대 (28) 96.4 3.6 0.0 4.54 88.4 

40~50대 (39) 92.3 5.1 2.6 4.49 87.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90.5 7.1 2.4 4.40 85.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00.0 0.0 0.0 4.68 9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96.3 3.7 0.0 4.48 87.0 

10년 이상 (40) 92.5 5.0 2.5 4.53 88.1 

[표 4-143]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73]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디지털화 수집)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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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에 대해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의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1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80.
6%, 보통 16.4%, 중요하지 않음 3.0%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
취득(76.0%), 근무연수 10년 이상(6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59.7 38.8 1.5 0.0 0.0 

연령 19세~30대 (28) 46.4 50.0 3.6 0.0 0.0 
40~50대 (39) 69.2 30.8 0.0 0.0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4.8 42.9 2.4 0.0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8.0 32.0 0.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1.9 44.4 3.7 0.0 0.0 
10년 이상 (40) 65.0 35.0 0.0 0.0 0.0 

[표 4-144]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디지털화 수집)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98.5 1.5 0.0 4.58 89.6 
연령 19세~30대 (28) 96.4 3.6 0.0 4.43 85.7 

40~50대 (39) 100.0 0.0 0.0 4.69 92.3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97.6 2.4 0.0 4.52 88.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00.0 0.0 0.0 4.68 9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96.3 3.7 0.0 4.48 87.0 

10년 이상 (40) 100.0 0.0 0.0 4.65 91.3 

[표 4-145]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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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에 대해 주제별 학술연구자료의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69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64.2%, 보통 
29.9%, 중요하지 않음 6.0%로 조사됨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6.4 46.3 26.9 9.0 1.5 

연령 19세~30대 (28) 25.0 39.3 28.6 3.6 3.6 
40~50대 (39) 10.3 51.3 25.6 12.8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4.3 40.5 33.3 9.5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56.0 16.0 8.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8.5 37.0 40.7 3.7 0.0 
10년 이상 (40) 15.0 52.5 17.5 12.5 2.5 

[표 4-146]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62.7 26.9 10.4 3.67 66.8 
연령 19세~30대 (28) 64.3 28.6 7.1 3.79 69.6 

40~50대 (39) 61.5 25.6 12.8 3.59 64.7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4.8 33.3 11.9 3.55 63.7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76.0 16.0 8.0 3.88 7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5.6 40.7 3.7 3.70 67.6 

10년 이상 (40) 67.5 17.5 15.0 3.65 66.3 

[표 4-147]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74]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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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응답자 특성)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근무연수 10년 이상
(5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에 대해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0.4 41.8 41.8 4.5 1.5 

연령 19세~30대 (28) 7.1 46.4 42.9 0.0 3.6 
40~50대 (39) 12.8 38.5 41.0 7.7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47.6 45.2 0.0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32.0 36.0 12.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0.0 44.4 51.9 3.7 0.0 
10년 이상 (40) 17.5 40.0 35.0 5.0 2.5 

[표 4-148]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2.2 41.8 6.0 3.55 63.8 
연령 19세~30대 (28) 53.6 42.9 3.6 3.54 63.4 

40~50대 (39) 51.3 41.0 7.7 3.56 64.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2.4 45.2 2.4 3.52 63.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52.0 36.0 12.0 3.60 65.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44.4 51.9 3.7 3.41 60.2 

10년 이상 (40) 57.5 35.0 7.5 3.65 66.3 

[표 4-149]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75]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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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의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67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
적으로 중요함 62.7%, 보통 26.9%, 중요하지 않음 10.4%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주요국의 정책 및 이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40~50대(33.
3%), 대학원 이상~박사 취득(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6.0 22.4 53.7 13.4 4.5 

연령 19세~30대 (28) 3.6 17.9 67.9 7.1 3.6 
40~50대 (39) 7.7 25.6 43.6 17.9 5.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4 19.0 61.9 11.9 4.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2.0 28.0 40.0 16.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0.0 22.2 70.4 3.7 3.7 
10년 이상 (40) 10.0 22.5 42.5 20.0 5.0 

[표 4-150]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28.4 53.7 17.9 3.12 53.0 
연령 19세~30대 (28) 21.4 67.9 10.7 3.11 52.7 

40~50대 (39) 33.3 43.6 23.1 3.13 53.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1.4 61.9 16.7 3.02 50.6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0.0 40.0 20.0 3.28 57.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2.2 70.4 7.4 3.11 52.8 

10년 이상 (40) 32.5 42.5 25.0 3.13 53.1 

[표 4-151]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76]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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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문/문화예술 분야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에 대해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중요도

는 5점 평균 기준 3.5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2.2%, 보통 41.8%, 
중요하지 않음 6.0%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인문/문화예술 분야 수집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근무연수 10년 이상(57.
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0.4 41.8 41.8 4.5 1.5 

연령 19세~30대 (28) 7.1 46.4 42.9 0.0 3.6 
40~50대 (39) 12.8 38.5 41.0 7.7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47.6 45.2 0.0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32.0 36.0 12.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0.0 44.4 51.9 3.7 0.0 
10년 이상 (40) 17.5 40.0 35.0 5.0 2.5 

[표 4-152] 인문/문화예술 분야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2.2 41.8 6.0 3.55 63.8 
연령 19세~30대 (28) 53.6 42.9 3.6 3.54 63.4 

40~50대 (39) 51.3 41.0 7.7 3.56 64.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2.4 45.2 2.4 3.52 63.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52.0 36.0 12.0 3.60 65.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44.4 51.9 3.7 3.41 60.2 

[표 4-153] 인문/문화예술 분야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77] 인문/문화예술 분야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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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에 대해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

양서, 실용서 등)의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12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28.4%, 보통 53.7%, 중요하지 않음 17.9%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일반대중서 수집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40~50대(33.3%), 대학원 이
상~박사취득(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10년 이상 (40) 57.5 35.0 7.5 3.65 66.3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6.0 22.4 53.7 13.4 4.5 

연령 19세~30대 (28) 3.6 17.9 67.9 7.1 3.6 
40~50대 (39) 7.7 25.6 43.6 17.9 5.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4 19.0 61.9 11.9 4.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2.0 28.0 40.0 16.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0.0 22.2 70.4 3.7 3.7 
10년 이상 (40) 10.0 22.5 42.5 20.0 5.0 

[표 4-154]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28.4 53.7 17.9 3.12 53.0 
연령 19세~30대 (28) 21.4 67.9 10.7 3.11 52.7 

40~50대 (39) 33.3 43.6 23.1 3.13 53.2 

[표 4-155]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78]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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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국립중앙도서관이 외국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

m 외국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는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가 과반 
이상인 61.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자료실 내 외국자료 비치(34.3%), 
외국자료 레퍼런스 서비스(29.9%), 소장 한국학자료 목록집, 해제집 발간(28.4%) 등의 
순임

m (응답자 특성)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는 40~50대(71.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1.4 61.9 16.7 3.02 50.6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0.0 40.0 20.0 3.28 57.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2.2 70.4 7.4 3.11 52.8 
10년 이상 (40) 32.5 42.5 25.0 3.13 53.1 

[그림 4-79]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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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

자료실 내 
외국자료 

비치

외국자료 
레퍼런스 

서비스(선행
연구 검색 

등)

소장 
한국학자료 

목록집, 
해제집 발간

일반대중서(
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수집·서비스

외국자료 
도서관외 
개인대출 
서비스

저명인, 단체 
등의 

추천도서 
수집

한국학 관련 
연구모임 

운영 
지원(모임장

소, 자료 
제공 등)

해외 
문화예술 
자료 전시 
서가 운영

기타

전  체 (67) 61.2 34.3 29.9 28.4 19.4 14.9 11.9 7.5 4.5 1.5 

연령
19세~30대 (28) 46.4 32.1 35.7 21.4 21.4 14.3 17.9 3.6 10.7 3.6 

40~50대 (39) 71.8 35.9 25.6 33.3 17.9 15.4 7.7 10.3 0.0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9.5 28.6 31.0 28.6 19.0 16.7 9.5 2.4 4.8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4.0 44.0 28.0 28.0 20.0 12.0 16.0 16.0 4.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5.6 33.3 37.0 14.8 18.5 18.5 14.8 7.4 3.7 0.0 

10년 이상 (40) 65.0 35.0 25.0 37.5 20.0 12.5 10.0 7.5 5.0 2.5 

[표 4-156]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서비스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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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국내 자료 대비 외국자료의 적정 수집 비율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이 생각하는 국내 자료 대비 외국자료의 적정 수집 비율은 평균 16.
0%이며, 세부적으로 12~15%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25.4%), 1
0%(23.9%), 25%와 30%(10.4%), 5%(4.5%) 순임

2.3 유형별 장서개발

2.3.1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인쇄자료 유형별 중요도

  1)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일반도서(단행본)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4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5.2%, 보통 38.8%, 중요

　 사례수 5% 10% 12~15% 20% 25%, 
30%

전  체 (67) 4.5 23.9 35.8 25.4 10.4
연령 19세~30대 (28) 3.6 21.4 35.7 32.1 7.1

40~50대 (39) 5.1 25.6 35.9 20.5 12.8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23.8 40.5 23.8 7.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0 24.0 28.0 28.0 1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18.5 29.6 29.6 18.5

10년 이상 (40) 5.0 27.5 40.0 22.5 5.0

[표 4-157] 국내 자료 대비 외국자료의 적정 수집 비율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80] 국내 자료 대비 외국자료의 적정 수집 비율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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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 6.0%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일반도서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취득(6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4.5 50.7 38.8 1.5 4.5 

연령 19세~30대 (28) 3.6 53.6 32.1 0.0 10.7 
40~50대 (39) 5.1 48.7 43.6 2.6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47.6 40.5 2.4 4.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0 56.0 36.0 0.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0.0 51.9 44.4 0.0 3.7 
10년 이상 (40) 7.5 50.0 35.0 2.5 5.0 

[표 4-158]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5.2 38.8 6.0 3.49 62.3 
연령 19세~30대 (28) 57.1 32.1 10.7 3.39 59.8 

40~50대 (39) 53.8 43.6 2.6 3.56 64.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2.4 40.5 7.1 3.45 61.3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0.0 36.0 4.0 3.56 6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1.9 44.4 3.7 3.44 61.1 

10년 이상 (40) 57.5 35.0 7.5 3.53 63.1 

[표 4-159]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81] 일반도서(단행본)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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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참고도서(사전, 백과사전 등)에 대한 중요

도는 5점 평균 기준 3.0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38.8%, 보통 31.
3%, 중요하지 않음 29.9%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참고도서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9.0 29.9 31.3 20.9 9.0 

연령 19세~30대 (28) 3.6 39.3 25.0 21.4 10.7 
40~50대 (39) 12.8 23.1 35.9 20.5 7.7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4 35.7 31.0 23.8 7.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20.0 32.0 16.0 1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0.0 37.0 37.0 18.5 7.4 
10년 이상 (40) 15.0 25.0 27.5 22.5 10.0 

[표 4-160]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38.8 31.3 29.9 3.09 52.2 
연령 19세~30대 (28) 42.9 25.0 32.1 3.04 50.9 

40~50대 (39) 35.9 35.9 28.2 3.13 53.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38.1 31.0 31.0 3.02 50.6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0.0 32.0 28.0 3.20 55.0 

[표 4-161]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82]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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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속간행물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연속간행물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

준 3.4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3.7%, 보통 34.3%, 중요하지 않
음 11.9%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연속간행물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19세~30대(67.9%), 대졸 이하(5
9.5%), 근무연수 10년 미만(59.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0 37.0 25.9 3.04 50.9 
10년 이상 (40) 40.0 27.5 32.5 3.13 53.1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0.4 43.3 34.3 9.0 3.0 

연령 19세~30대 (28) 3.6 64.3 17.9 7.1 7.1 
40~50대 (39) 15.4 28.2 46.2 10.3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54.8 28.6 9.5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24.0 44.0 8.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1.1 48.1 33.3 7.4 0.0 
10년 이상 (40) 10.0 40.0 35.0 10.0 5.0 

[표 4-162] 연속간행물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3.7 34.3 11.9 3.49 62.3 
연령 19세~30대 (28) 67.9 17.9 14.3 3.50 62.5 

[표 4-163] 연속간행물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83] 연속간행물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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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공공간행물(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

자료 등)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8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
요함 68.7%, 보통 26.9%, 중요하지 않음 4.5%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공공간행물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근무연수와 관계없
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40~50대 (39) 43.6 46.2 10.3 3.49 62.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9.5 28.6 11.9 3.50 62.5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4.0 44.0 12.0 3.48 6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9.3 33.3 7.4 3.63 65.7 

10년 이상 (40) 50.0 35.0 15.0 3.40 60.0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4.9 53.7 26.9 3.0 1.5 

연령 19세~30대 (28) 10.7 53.6 32.1 0.0 3.6 
40~50대 (39) 17.9 53.8 23.1 5.1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7.1 61.9 26.2 4.8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8.0 40.0 28.0 0.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8.5 51.9 29.6 0.0 0.0 
10년 이상 (40) 12.5 55.0 25.0 5.0 2.5 

[표 4-164]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84]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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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위논문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학위논문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2.78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20.9%, 보통 44.8%, 중요하지 않음 
34.3%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학위논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취득(44.0%)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68.7 26.9 4.5 3.78 69.4 
연령 19세~30대 (28) 64.3 32.1 3.6 3.68 67.0 

40~50대 (39) 71.8 23.1 5.1 3.85 71.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9.0 26.2 4.8 3.71 67.9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8.0 28.0 4.0 3.88 7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0.4 29.6 0.0 3.89 72.2 

10년 이상 (40) 67.5 25.0 7.5 3.70 67.5 

[표 4-165]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4.5 16.4 44.8 20.9 13.4 

연령 19세~30대 (28) 3.6 17.9 42.9 21.4 14.3 
40~50대 (39) 5.1 15.4 46.2 20.5 12.8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14.3 52.4 26.2 2.4 

대학원 (25) 4.0 20.0 32.0 12.0 32.0 

[표 4-166] 학위논문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85] 학위논문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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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에 대한 중요

도는 5점 평균 기준 3.5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61.2%, 보통 26.
9%, 중요하지 않음 11.9%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학위논문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졸 이하(69.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이상~박사취득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4 25.9 37.0 14.8 14.8 

10년 이상 (40) 2.5 10.0 50.0 25.0 12.5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20.9 44.8 34.3 2.78 44.4 
연령 19세~30대 (28) 21.4 42.9 35.7 2.75 43.8 

40~50대 (39) 20.5 46.2 33.3 2.79 44.9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9.0 52.4 28.6 2.93 48.2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4.0 32.0 44.0 2.52 38.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3.3 37.0 29.6 2.96 49.1 

10년 이상 (40) 12.5 50.0 37.5 2.65 41.3 

[표 4-167] 학위논문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1.9 49.3 26.9 6.0 6.0 

[표 4-168]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86]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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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도자료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지도자료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37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43.3%, 보통 43.3%, 중요하지 않음 
13.4%로 조사(응답자 특성) 

m 지도자료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취득(60.0%), 근무연수 10년 이상
(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 19세~30대 (28) 7.1 53.6 32.1 0.0 7.1 
40~50대 (39) 15.4 46.2 23.1 10.3 5.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4.3 54.8 23.8 4.8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8.0 40.0 32.0 8.0 1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8.5 44.4 29.6 0.0 7.4 
10년 이상 (40) 7.5 52.5 25.0 10.0 5.0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61.2 26.9 11.9 3.55 63.8 
연령 19세~30대 (28) 60.7 32.1 7.1 3.54 63.4 

40~50대 (39) 61.5 23.1 15.4 3.56 64.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9.0 23.8 7.1 3.74 68.5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8.0 32.0 20.0 3.24 5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63.0 29.6 7.4 3.67 66.7 

10년 이상 (40) 60.0 25.0 15.0 3.48 61.9 

[표 4-169]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87] 지도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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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진자료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사진자료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30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35.8%, 보통 52.2%, 중요하지 않음 
11.9%로 조사됨

m (응답자 특성) 사진자료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취득(48.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0.4 32.8 43.3 10.4 3.0 

연령 19세~30대 (28) 10.7 25.0 42.9 17.9 3.6 
40~50대 (39) 10.3 38.5 43.6 5.1 2.6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4 31.0 50.0 11.9 4.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4.0 36.0 32.0 8.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29.6 48.1 18.5 0.0 
10년 이상 (40) 15.0 35.0 40.0 5.0 5.0 

[표 4-170] 지도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43.3 43.3 13.4 3.37 59.3 
연령 19세~30대 (28) 35.7 42.9 21.4 3.21 55.4 

40~50대 (39) 48.7 43.6 7.7 3.49 62.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33.3 50.0 16.7 3.14 53.6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0.0 32.0 8.0 3.76 69.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3.3 48.1 18.5 3.19 54.6 

10년 이상 (40) 50.0 40.0 10.0 3.50 62.5 

[표 4-171] 지도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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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
m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2.99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22.4%, 보통 53.7%, 
중요하지 않음 23.9%로 조사됨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0.4 25.4 52.2 7.5 4.5 

연령 19세~30대 (28) 10.7 28.6 42.9 10.7 7.1 
40~50대 (39) 10.3 23.1 59.0 5.1 2.6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4 26.2 57.1 7.1 7.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4.0 24.0 44.0 8.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4 25.9 55.6 7.4 3.7 
10년 이상 (40) 12.5 25.0 50.0 7.5 5.0 

[표 4-172] 사진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35.8 52.2 11.9 3.30 57.5 
연령 19세~30대 (28) 39.3 42.9 17.9 3.25 56.3 

40~50대 (39) 33.3 59.0 7.7 3.33 58.3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8.6 57.1 14.3 3.10 5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8.0 44.0 8.0 3.64 6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3.3 55.6 11.1 3.26 56.5 

10년 이상 (40) 37.5 50.0 12.5 3.33 58.1 

[표 4-173] 사진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88] 사진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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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응답자 특성)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9세~30대(28.
6%), 대학원 이상~박사취득(28.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10) 마이크로형태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마이크로형태자료에 대한 중요도는 5점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7.5 14.9 53.7 16.4 7.5 

연령 19세~30대 (28) 10.7 17.9 42.9 14.3 14.3 
40~50대 (39) 5.1 12.8 61.5 17.9 2.6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0.0 14.3 64.3 11.9 9.5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16.0 36.0 24.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14.8 55.6 14.8 11.1 
10년 이상 (40) 10.0 15.0 52.5 17.5 5.0 

[표 4-174]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22.4 53.7 23.9 2.99 49.6 
연령 19세~30대 (28) 28.6 42.9 28.6 2.96 49.1 

40~50대 (39) 17.9 61.5 20.5 3.00 5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4.3 64.3 21.4 2.83 45.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36.0 36.0 28.0 3.24 5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8.5 55.6 25.9 2.85 46.3 

10년 이상 (40) 25.0 52.5 22.5 3.08 51.9 

[표 4-175]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89]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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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준 2.63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16.4%, 보통 40.3%, 중요
하지 않음 43.3%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마이크로형태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9세~30대(50.0%), 
대졸 이하(50.0%), 근무연수 10년 미만(55.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4.5 11.9 40.3 28.4 14.9 

연령 19세~30대 (28) 7.1 17.9 25.0 32.1 17.9 
40~50대 (39) 2.6 7.7 51.3 25.6 12.8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0.0 14.3 35.7 35.7 14.3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2.0 8.0 48.0 16.0 1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0.0 14.8 29.6 40.7 14.8 
10년 이상 (40) 7.5 10.0 47.5 20.0 15.0 

[표 4-176] 마이크로형태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16.4 40.3 43.3 2.63 40.7 
연령 19세~30대 (28) 25.0 25.0 50.0 2.64 41.1 

40~50대 (39) 10.3 51.3 38.5 2.62 40.4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4.3 35.7 50.0 2.50 37.5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48.0 32.0 2.84 4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4.8 29.6 55.6 2.44 36.1 

10년 이상 (40) 17.5 47.5 35.0 2.75 43.8 

[표 4-177] 마이크로형태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90] 마이크로형태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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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인쇄자료 중 시청각자료(DVD, 음반, 모형자료)에 대

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2.84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22.4%, 
보통 44.8%, 중요하지 않음 32.8%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시청각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대졸 이하(40.5%), 근무연수 
10년 미만(37.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6.0 16.4 44.8 20.9 11.9 

연령 19세~30대 (28) 10.7 17.9 39.3 17.9 14.3 
40~50대 (39) 2.6 15.4 48.7 23.1 10.3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4 11.9 45.2 26.2 14.3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2.0 24.0 44.0 12.0 8.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22.2 37.0 22.2 14.8 
10년 이상 (40) 7.5 12.5 50.0 20.0 10.0 

[표 4-178]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22.4 44.8 32.8 2.84 45.9 
연령 19세~30대 (28) 28.6 39.3 32.1 2.93 48.2 

40~50대 (39) 17.9 48.7 33.3 2.77 44.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4.3 45.2 40.5 2.62 40.5 
대학원 (25) 36.0 44.0 20.0 3.20 55.0 

[표 4-179]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91]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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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온라인자료 유형별 중요도

1) 전자출판물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온라인자료 중 전자출판물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6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67.2%, 보통 28.4%, 중요하지 
않음 4.5%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전자출판물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40~50대(74.4%), 대학원 이상~
박사취득(7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4.9 52.2 28.4 3.0 1.5 

연령 19세~30대 (28) 14.3 42.9 39.3 0.0 3.6 
40~50대 (39) 15.4 59.0 20.5 5.1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59.5 28.6 4.8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32.0 40.0 28.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8.5 51.9 29.6 0.0 0.0 
10년 이상 (40) 12.5 52.5 27.5 5.0 2.5 

[표 4-180] 전자출판물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이상~박사취득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5.9 37.0 37.0 2.78 44.4 

10년 이상 (40) 20.0 50.0 30.0 2.88 46.9 

[그림 4-92] 전자출판물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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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온라인자료 중 웹데이터베이스(주제별DB 등)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88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73.1%, 보
통 23.9%, 중요하지 않음 3.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웹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취득(80.
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67.2 28.4 4.5 3.76 69.0 
연령 19세~30대 (28) 57.1 39.3 3.6 3.64 66.1 

40~50대 (39) 74.4 20.5 5.1 3.85 71.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4.3 28.6 7.1 3.60 64.9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72.0 28.0 0.0 4.04 7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0.4 29.6 0.0 3.89 72.2 

10년 이상 (40) 65.0 27.5 7.5 3.68 66.9 

[표 4-181] 전자출판물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9.4 53.7 23.9 1.5 1.5 

연령 19세~30대 (28) 17.9 57.1 21.4 0.0 3.6 
40~50대 (39) 20.5 51.3 25.6 2.6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7.1 61.9 28.6 0.0 2.4 

대학원 (25) 40.0 40.0 16.0 4.0 0.0 

[표 4-182]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93]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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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온라인자료 중 멀티미디어(이미지, 음악 파일 등)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36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43.
3%, 보통 43.3%, 중요하지 않음 13.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멀티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취득(60.0%)에
서 상대적으로 높음

이상~박사취득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2.2 55.6 22.2 0.0 0.0 

10년 이상 (40) 17.5 52.5 25.0 2.5 2.5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73.1 23.9 3.0 3.88 72.0 
연령 19세~30대 (28) 75.0 21.4 3.6 3.86 71.4 

40~50대 (39) 71.8 25.6 2.6 3.90 72.4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9.0 28.6 2.4 3.71 67.9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80.0 16.0 4.0 4.16 79.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7.8 22.2 0.0 4.00 75.0 

10년 이상 (40) 70.0 25.0 5.0 3.80 70.0 

[표 4-183]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7.5 35.8 43.3 11.9 1.5 

연령 19세~30대 (28) 7.1 39.3 42.9 7.1 3.6 

[표 4-184]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94]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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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온라인자료 중 회색문헌(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0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79.1%, 보통 14.9%, 중요하지 않음 6.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회색문헌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근무연수와 관계없
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40~50대 (39) 7.7 33.3 43.6 15.4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0.0 33.3 52.4 11.9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40.0 28.0 12.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3.7 37.0 55.6 3.7 0.0 

10년 이상 (40) 10.0 35.0 35.0 17.5 2.5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43.3 43.3 13.4 3.36 59.0 
연령 19세~30대 (28) 46.4 42.9 10.7 3.39 59.8 

40~50대 (39) 41.0 43.6 15.4 3.33 58.3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33.3 52.4 14.3 3.17 54.2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0.0 28.0 12.0 3.68 67.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40.7 55.6 3.7 3.41 60.2 

10년 이상 (40) 45.0 35.0 20.0 3.33 58.1 

[표 4-185]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95]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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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 온라인자료 중 참고자료(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에 대한 중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66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중요함 58.
2%, 보통 32.8%, 중요하지 않음 9.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참고자료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근무연수와 관계없
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34.3 44.8 14.9 4.5 1.5 

연령 19세~30대 (28) 28.6 46.4 17.9 3.6 3.6 
40~50대 (39) 38.5 43.6 12.8 5.1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8.6 50.0 11.9 7.1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4.0 36.0 20.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9.6 51.9 14.8 3.7 0.0 
10년 이상 (40) 37.5 40.0 15.0 5.0 2.5 

[표 4-186]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79.1 14.9 6.0 4.06 76.5 
연령 19세~30대 (28) 75.0 17.9 7.1 3.93 73.2 

40~50대 (39) 82.1 12.8 5.1 4.15 78.8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78.6 11.9 9.5 3.95 73.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80.0 20.0 0.0 4.24 81.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81.5 14.8 3.7 4.07 76.9 

10년 이상 (40) 77.5 15.0 7.5 4.05 76.3 

[표 4-187]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96]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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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제별 장서개발

2.4.1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

❍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으로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는 학술 분야가 79.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일반 대중 분야(14.9%)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학술 분야를 수집해야 한다는 직원은 19세~30
대(85.7%), 대졸 이하(92.9%), 근무연수 10년 미만(8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중요하다 ④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  체 (67) 17.9 40.3 32.8 7.5 1.5 

연령 19세~30대 (28) 10.7 46.4 35.7 3.6 3.6 
40~50대 (39) 23.1 35.9 30.8 10.3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1.9 45.2 33.3 7.1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8.0 32.0 32.0 8.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1.1 44.4 44.4 0.0 0.0 
10년 이상 (40) 22.5 37.5 25.0 12.5 2.5 

[표 4-188] 참고자료: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8.2 32.8 9.0 3.66 66.4 
연령 19세~30대 (28) 57.1 35.7 7.1 3.57 64.3 

40~50대 (39) 59.0 30.8 10.3 3.72 67.9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7.1 33.3 9.5 3.57 64.3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0.0 32.0 8.0 3.80 7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5.6 44.4 0.0 3.67 66.7 

10년 이상 (40) 60.0 25.0 15.0 3.65 66.3 

[표 4-189] 참고자료: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중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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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로 수집해야 할 주제

❍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으로 수집해야 할 주제는 사회과학(68.7%)과 한국학(67.
2%)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역사(35.8%), 기술과학(29.9%), 자연
과학, 문학(각 29.4%) 등의 순임

❍ (응답자 특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수집해야 한다는 직원은 근무
연수 10년 이상(7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학술 분야 일반 대중 분야 기타
전  체 (67) 79.1 14.9 6.0

연령 19세~30대 (28) 85.7 10.7 3.6
40~50대 (39) 74.4 17.9 7.7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92.9 4.8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56.0 32.0 12.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85.2 11.1 3.7
10년 이상 (40) 75.0 17.5 7.5

[표 4-190]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97]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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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1) 인문 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중

인문 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8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68.7%, 보통 32.8%, 중요하지 않음 9.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인문 분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근무연수와 관계없

　 사례수 사회과학 한국학 역사 기술과학 자연과학
전  체 (67) 68.7 67.2 35.8 29.9 28.4

연령 19세~30대 (28) 67.9 64.3 17.9 39.3 39.3
40~50대 (39) 69.2 69.2 48.7 23.1 20.5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69.0 61.9 28.6 28.6 28.6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8.0 76.0 48.0 32.0 28.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9.3 59.3 18.5 40.7 44.4
10년 이상 (40) 75.0 72.5 47.5 22.5 17.5

[표 4-191]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로 수집해야 할 주제(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복수응답)

　 사례수 문학 예술 총류 철학 언어
전  체 (67) 28.4 25.4 16.4 7.5 4.5

연령 19세~30대 (28) 21.4 35.7 17.9 10.7 7.1
40~50대 (39) 33.3 17.9 15.4 5.1 2.6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38.1 23.8 16.7 9.5 7.1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2.0 28.0 16.0 4.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2.2 37.0 18.5 14.8 7.4
10년 이상 (40) 32.5 17.5 15.0 2.5 2.5

[표 4-192]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로 수집해야 할 주제(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복수응답)

[그림 4-98]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로 수집해야 할 주제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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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2) 예술 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중

예술 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78점으로 높은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67) 13.4 55.2 28.4 1.5 1.5 

연령 19세~30대 (28) 7.1 60.7 28.6 0.0 3.6 
40~50대 (39) 17.9 51.3 28.2 2.6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9.5 61.9 23.8 2.4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44.0 36.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4 59.3 29.6 3.7 0.0 
10년 이상 (40) 17.5 52.5 27.5 0.0 2.5 

[표 4-193] 인문 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68.7 28.4 3.0 3.78 69.4 
연령 19세~30대 (28) 67.9 28.6 3.6 3.68 67.0 

40~50대 (39) 69.2 28.2 2.6 3.85 71.2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71.4 23.8 4.8 3.74 68.5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64.0 36.0 0.0 3.84 71.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66.7 29.6 3.7 3.70 67.6 

10년 이상 (40) 70.0 27.5 2.5 3.83 70.6 

[표 4-194] 인문 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99] 인문 분야(철학, 문학, 역사)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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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52.2%, 보통 43.3%, 중요하지 않음 4.5%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예술 분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9세~30대(60.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중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67) 10.4 41.8 43.3 3.0 1.5 

연령 19세~30대 (28) 10.7 50.0 32.1 3.6 3.6 
40~50대 (39) 10.3 35.9 51.3 2.6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4 50.0 40.5 4.8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4.0 28.0 48.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4 48.1 37.0 7.4 0.0 
10년 이상 (40) 12.5 37.5 47.5 0.0 2.5 

[표 4-195] 예술 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2.2 43.3 4.5 3.57 64.2 
연령 19세~30대 (28) 60.7 32.1 7.1 3.61 65.2 

40~50대 (39) 46.2 51.3 2.6 3.54 63.5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2.4 40.5 7.1 3.45 61.3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52.0 48.0 0.0 3.76 69.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5.6 37.0 7.4 3.56 63.9 

10년 이상 (40) 50.0 47.5 2.5 3.58 64.4 

[표 4-196] 예술 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100] 예술 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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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수학, 물리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46점으로 보통 수준이
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49.3%, 보통 40.3%, 중요하지 않음 10.4%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기초과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근무연수 10년 미만(59.3%)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67) 9.0 40.3 40.3 9.0 1.5 

연령 19세~30대 (28) 3.6 46.4 35.7 10.7 3.6 
40~50대 (39) 12.8 35.9 43.6 7.7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8 45.2 40.5 7.1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6.0 32.0 40.0 12.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4 51.9 33.3 7.4 0.0 
10년 이상 (40) 10.0 32.5 45.0 10.0 2.5 

[표 4-197]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49.3 40.3 10.4 3.46 61.6 
연령 19세~30대 (28) 50.0 35.7 14.3 3.36 58.9 

40~50대 (39) 48.7 43.6 7.7 3.54 63.5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0.0 40.5 9.5 3.43 60.7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8.0 40.0 12.0 3.52 63.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9.3 33.3 7.4 3.59 64.8 

10년 이상 (40) 42.5 45.0 12.5 3.38 59.4 

[표 4-198]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101]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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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중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3.55점으로 높은 수준이
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52.2%, 보통 40.3%, 중요하지 않음 7.5%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기술과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9세~30대(64.3%), 근무연수 10년 
미만(6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67) 13.4 38.8 40.3 4.5 3.0 

연령 19세~30대 (28) 7.1 57.1 28.6 3.6 3.6 
40~50대 (39) 17.9 25.6 48.7 5.1 2.6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9.5 47.6 38.1 2.4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0.0 24.0 44.0 8.0 4.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14.8 48.1 33.3 3.7 0.0 
10년 이상 (40) 12.5 32.5 45.0 5.0 5.0 

[표 4-199]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52.2 40.3 7.5 3.55 63.8 
연령 19세~30대 (28) 64.3 28.6 7.1 3.61 65.2 

40~50대 (39) 43.6 48.7 7.7 3.51 62.8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7.1 38.1 4.8 3.60 64.9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4.0 44.0 12.0 3.48 62.0 

[표 4-200]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102]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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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중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6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95.5%, 보통 4.5%, 중요하지 
않음 0.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한국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령, 최종학력, 근무연수와 관
계없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63.0 33.3 3.7 3.74 68.5 
10년 이상 (40) 45.0 45.0 10.0 3.43 60.6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67) 64.2 31.3 4.5 0.0 0.0 

연령 19세~30대 (28) 46.4 50.0 3.6 0.0 0.0 
40~50대 (39) 76.9 17.9 5.1 0.0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0.0 42.9 7.1 0.0 0.0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88.0 12.0 0.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59.3 37.0 3.7 0.0 0.0 
10년 이상 (40) 67.5 27.5 5.0 0.0 0.0 

[표 4-201]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103]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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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중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27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84.1%, 보통 11.9%, 중요하지 않음 3.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9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95.5 4.5 0.0 4.60 89.9 
연령 19세~30대 (28) 96.4 3.6 0.0 4.43 85.7 

40~50대 (39) 94.9 5.1 0.0 4.72 92.9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92.9 7.1 0.0 4.43 85.7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100.0 0.0 0.0 4.88 97.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96.3 3.7 0.0 4.56 88.9 

10년 이상 (40) 95.0 5.0 0.0 4.63 90.6 

[표 4-202]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67) 44.8 40.3 11.9 3.0 0.0 

연령 19세~30대 (28) 42.9 39.3 17.9 0.0 0.0 
40~50대 (39) 46.2 41.0 7.7 5.1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40.5 40.5 14.3 4.8 0.0 
대학원 (25) 52.0 40.0 8.0 0.0 0.0 

[표 4-203]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그림 4-104]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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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 중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에 대한 필요도는 5점 평균 기준 
4.0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필요함 79.1%, 보통 17.9%, 중요하지 
않음 3.0%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 주요국의 정책 및 이슈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0~50대(87.2%), 
대학원 이상~박사취득(84.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이상~박사취득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44.4 40.7 14.8 0.0 0.0 

10년 이상 (40) 45.0 40.0 10.0 5.0 0.0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85.1 11.9 3.0 4.27 81.7 
연령 19세~30대 (28) 82.1 17.9 0.0 4.25 81.3 

40~50대 (39) 87.2 7.7 5.1 4.28 82.1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81.0 14.3 4.8 4.17 79.2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92.0 8.0 0.0 4.44 86.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85.2 14.8 0.0 4.30 82.4 

10년 이상 (40) 85.0 10.0 5.0 4.25 81.3 

[표 4-204]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그림 4-105]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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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일반대중 외국자료 분야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일반대중 외국자료 분야는 경제(동향, 통계, 취업 등)
(64.2%)와 건축, 디자인, 사진, 패션, 미술·박물관(전시도록 등)(62.7%)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문학·어학(56.7%), 법률정보(정책, 이민, 관세 등)(49.3%), 
의료, 건강, 환경(28.4%) 등의 순임

❍ (응답자 특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외국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직원은 대
학원 이상~박사취득(7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사례수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67) 25.4 53.7 17.9 1.5 1.5 

연령 19세~30대 (28) 28.6 39.3 28.6 0.0 3.6 
40~50대 (39) 23.1 64.1 10.3 2.6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26.2 50.0 19.0 2.4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24.0 60.0 16.0 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2.2 51.9 25.9 0.0 0.0 
10년 이상 (40) 27.5 55.0 12.5 2.5 2.5 

[표 4-205]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사례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67) 79.1 17.9 3.0 4.00 75.0 

연령 19세~30대 (28) 67.9 28.6 3.6 3.89 72.3 
40~50대 (39) 87.2 10.3 2.6 4.08 76.9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76.2 19.0 4.8 3.95 73.8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84.0 16.0 0.0 4.08 77.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74.1 25.9 0.0 3.96 74.1 
10년 이상 (40) 82.5 12.5 5.0 4.03 75.6 

[표 4-206]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필요도(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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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기타 외국자료의 장서개발, 수집, 활용에 대한 의견

❍ 기타 외국자료의 장서개발, 수집, 활용에 대한 의견은 수집에 대한 의견이 11건으로 

　 사례수 경제(동향, 
통계, 취업 등)

건축, 디자인, 사진, 
패션, 미술·박물관(전

시도록 등)
문학·어학 법률정보(정책, 

이민, 관세 등)
전  체 (67) 64.2 62.7 56.7 49.3

연령 19세~30대 (28) 60.7 64.3 53.6 46.4
40~50대 (39) 66.7 61.5 59.0 51.3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57.1 57.1 61.9 42.9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76.0 72.0 48.0 6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63.0 48.1 51.9 48.1
10년 이상 (40) 65.0 72.5 60.0 50.0

[표 4-207]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일반대중 외국자료 분야1)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복수응답)

　 사례수 의료, 건강, 환경 음악, 영화, 
스포츠 요리·음식 기타

전  체 (67) 28.4 25.4 11.9 1.5
연령 19세~30대 (28) 25.0 28.6 17.9 3.6

40~50대 (39) 30.8 23.1 7.7 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42) 19.0 16.7 7.1 2.4
대학원 

이상~박사취득 (25) 44.0 40.0 20.0 0.0
근무연수 10년 미만 (27) 29.6 25.9 7.4 0.0

10년 이상 (40) 27.5 25.0 15.0 2.5

[표 4-208]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일반대중 외국자료 분야(2)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복수응답)

[그림 4-106]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일반대중 외국자료 분야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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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나왔으며, 장서개발과 활용에 대한 의견은 각각 2건이 조사됨
❍ 수집에 대한 의견 중 온라인, 전자자료 관련 의견이 총 5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음

3. 조사 결과 주요 분석 
3.1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분석

3.1.1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빈도 CA(Correspondence Analysis)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빈도에 대해 상응대응분석 결과, 공무원/교사는 상대적
으로 거의 매일 이용과 가깝고, 연구자/연구원은 주 1~2회 이용에 가깝고, 교수는 거
의 이용 안함에 가깝게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제 횟수 세부사항
장서개발 2 이용자 요구 수준 부응하는 정책 개발/ 장기적인 안목의 

장서개발정책 필요

수집

11
(온라인, 전자자료 관련 5/
 최신성 2/ 
 가격 3 / 
 한국학 중심 2/
 보존가치 2/
 기타 2-
비치 희망 받기, 
이용률 저하에 따른 외국책 
의문성  )

개인 연구자들의 비치 희망 받기/ 거질의 
공구서들(사전 등)을 국중에서 구입/ 디지털 형태 자료 
우선 수집 / 비대면 시대. 온라인 학술 연구자료 위주로 
수집 및 서비스 제공이 중요 / 언어적 장벽, 공간적 
제약, 이용방법 불편의 서비스 문제 등과 독서률의 
감소, 정보 획득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외국책을 살 필요성에 의문 / 온라인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접근성 확대 필요 / 외국도서 구입자료의 활용도 
고려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국학자료 중심 수집 / 
인쇄본 수집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만 수집,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는 온라인자료로 구독 및 
제공하는 방식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최신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단행본 수집보다 자주 업데이트 되는 
전자로 수집, 예술 분야의 경우 단행본 참고가 많고 
가격이 비쌈. 도서관 내 비치, 관외대출 등의 수요 
필요./ 최신성 있는 수집, 중가 이상의 개인 구입이 
어려운 도서 수집/ 한국학자료 위주로 수집/ 가격 제한 
안 받기

활용 2 외국자료 활용을 위한 오픈 마인드 필요(대출 규정의 
변경 등) /이용 제고 방안 필요

기타

[표 4-209] 기타 외국자료의 장서개발, 수집, 활용에 대한 의견
(Base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전체, N=67, 단위 : 명,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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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방법 CA(Correspondence Analysis)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방법에 대해 상응대응분석 결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우
편복사서비스와 가깝고, 연구자/연구원은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활용에 가깝고, 경제
활동 종사자는 도서관 내 이용, 비경제활동 종사자는 도서관 외 대출에 가깝게 포지셔
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108]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방법 분석(CA)

[그림 4-107]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빈도 분석(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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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T-Test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
석 결과, 외국자료의 주제 전문성이 3.43점으로 전체 평균(3.31점) 대비 높고, 외국자
료의 이용방법 및 접근성이 3.19점으로 전체 평균(3.31점)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됨

3.1.4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IPA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에 대해 상관분석의 피어슨 상관계수로 중
요도를 표준화하여 IPA 분석한 결과, 외국자료 주제 다양성,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은 
중요도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 노력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에 대해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IPA 분석과 
T-Test를 함께 분석한 결과,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은 통계적으로 전체 평균 만족도 
대비 높고, IPA에서도 노력 유지 영역에 속하므로,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을 최우선적
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외국자료 수량 225 3.28 .87860 .05857 .557 -0.03444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 225 3.43 .88398 .05893 .049 0.11667
외국자료 주제 다양성 225 3.32 .92331 .06155 .871 0.01000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및 접근성 225 3.19 .98688 .06579 .062 -0.12333
외국자료 전반사항 225 3.32 .88468 .05898 .807 0.01444

전체 평균 225 3.31 - - - -

[표 4-210]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분석(T-Test)

[그림 4-109]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분석(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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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 분석

3.2.1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이용빈도 CA(Correspondence Analysis)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이용빈도에 대해 상응대응분석 결과, 교수는 거의 매일에 
가깝고, 연구자/연구원은 주 1~3회, 공무원/교사는 상대적으로 6개월에 1~3회와 가깝
게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2.2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이용방법 CA(Correspondence Analysis)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이용방법에 대해 상응대응분석 결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우편복사서비스와 가깝고, 연구자/연구원은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활용에 가깝고, 비
경제활동 종사자는 도서관 내 이용, 공무원/교사는 도서관외 대출에 가깝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110]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이용빈도 분석(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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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T-Test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
석 결과, 전체 평균(3.05점) 대비 높거나 낮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3.2.4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IPA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에 대해 상관분석의 피어슨 상관계수로 
중요도를 표준화하여 IPA 분석한 결과,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및 
만족도가 높아, 현재의 노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외국자료 주제 다양성은 상
대적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중점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
면,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중요도는 낮아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외국자료 수량 154 3.03 .84751 .06829 .725 -0.02403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 154 3.09 .88091 .07099 .565 0.04091
외국자료 주제 다양성 154 2.97 .91765 .07395 .266 -0.08247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및 접근성 154 3.10 .98199 .07913 .550 0.04740
외국자료 전반사항 154 3.06 .82188 .06623 .822 0.01494

전체 평균 154 3.05 - - - -

[표 4-211]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분석(T-Test)

[그림 4-111]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이용방법 분석(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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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선 영역은 아니며, 외국자료의 수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및 만족도가 낮아 향
후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이 보완된 후에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3.3 이용자 전체 분석

3.3.1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활용 시 필요도 T-Test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활용 시 필요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63점) 대비 연구용이 4.11점으로 높고, 학습용(3.46점), 여가용(3.
29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업무용
(협업 활동 등) 379 3.66 .99349 .99349 .562 0.02963

연구용
(해외연구동향 파악 등) 379 4.11 .91337 .91337 .000 0.48082

학습용
(어학학습 등) 379 3.46 1.04425 1.04425 .002 -0.16826

여가용
(문학서, 실용서 등) 379 3.29 1.03337 1.03337 .000 -0.34240

전체 평균 379 3.63 - - - -

[표 4-212]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활용 시 필요도 분석(T-Test)

[그림 4-112]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의 외국자료 만족도 분석(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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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중요도 T-Test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의 중요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
석 결과, 전체 평균(3.66점) 대비 일반도서 3.77점, 연속간행물 3.89점, 공공간행물 3.8
5점, 학위논문 3.88점, 학술(연구)논문 4.16점이 높고, 지도자료 3.49점, 악보 및 음악 
관련 3.20점, 마이크로형태자료 3.28점, 시청각자료 3.53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3.3.3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활용도 T-Test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의 활용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
석 결과, 전체 평균(3.44점) 대비 일반도서 3.75점, 연속간행물 3.82점, 공공간행물 3.
61점, 학위논문 3.74점, 학술(연구)논문 4.03점으로 높고, 지도자료 3.19점, 사진자료 
3.35점,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2.74점, 마이크로형태자료 2.92점, 시청각 자료 3.19
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일반도서(단행본) 379 3.77 .77249 .03968 .007 0.10781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379 3.63 .85224 .04378 .465 -0.03203

연속간행물 379 3.89 .75554 .03881 .000 0.23446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 

발간 정책자료 등) 379 3.85 .77856 .03999 .000 0.18697
학위논문 379 3.88 .88067 .04524 .000 0.21599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379 4.16 .78764 .04046 .000 0.49831
지도자료 379 3.49 .88302 .04536 .000 -0.16660
사진자료 379 3.63 .89387 .04591 .560 -0.02675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379 3.20 .94751 .04867 .000 -0.45683
마이크로형태자료 379 3.28 .91483 .04699 .000 -0.38032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379 3.53 .94337 .04846 .008 -0.12966
전체 평균 379 3.66 - - - -

[표 4-213]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중요도 분석(T-Test)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일반도서(단행본) 379 3.75 .88219 .04531 .000 0.31462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379 3.46 1.00268 .05150 .749 0.01646

연속간행물 379 3.82 .89057 .04575 .000 0.38058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 379 3.61 .95178 .04889 .001 0.16686

[표 4-214]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활용도 분석(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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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중요도와 활용도 IPA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해 IPA 분석한 결과, 학술(연
구)논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일반도서, 공공간행물은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아, 현
재의 노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에 대해 IPA 분석과 T-Test를 함께 분석한 결과, 

학술(연구논문),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일반도서는 통계적으로 전체 평
균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3.5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GAP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해 GAP 분석한 결과, 중요도 
대비 활용도가 전체 평균(-0.22)보다 낮은 공공간행물, 지도자료, 사진 자료,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시청각 자료 등은 활용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발간 정책자료 등)
학위논문 379 3.74 1.02819 .05281 .000 0.29615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379 4.03 .93814 .04819 .000 0.58902
지도자료 379 3.19 1.03246 .05303 .000 -0.24739
사진자료 379 3.35 1.02654 .05273 .092 -0.08908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379 2.74 1.09913 .05646 .000 -0.69858
마이크로형태자료 379 2.92 1.08089 .05552 .000 -0.51916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379 3.19 1.10518 .05677 .000 -0.25266
전체 평균 379 3.44 - - - -

[그림 4-113]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분석(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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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중요도 T-Test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의 중요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94점) 대비 전자출판물 4.13점, 웹데이터베이스 4.28점으로 
높고, 멀티미디어 3.68점, 회색문헌 3.86점, 참고자료 3.70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3.3.7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활용도 T-Test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의 활용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74점) 대비, 전자출판물 4.04점, 웹데이터베이스 4.06점으로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전자출판물 379 4.18 .73427 .03772 .000 0.23942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379 4.28 .73086 .03754 .000 0.33704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379 3.68 .91143 .04682 .000 -0.25662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379 3.86 .86726 .04455 .065 -0.08248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379 3.70 .89636 .04604 .000 -0.24079
전체 평균 379 3.94 - - - -

[표 4-216]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중요도 분석(T-Test)

구분 중요도 활용도 중요도 대비 활용도 
GAP (활용도-중요도) 유형 분류

일반도서(단행본) 3.77 3.75 -0.02 -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3.63 3.46 -0.17 -

연속간행물 3.89 3.82 -0.07 -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 

발간 정책자료 등) 3.85 3.61 -0.24 활용 개선
학위논문 3.88 3.74 -0.14 -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4.16 4.03 -0.13 -
지도자료 3.49 3.19 -0.30 활용 개선
사진자료 3.63 3.35 -0.28 활용 개선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3.20 2.74 -0.46 활용 개선
마이크로형태자료 3.28 2.92 -0.36 활용 개선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3.53 3.19 -0.34 활용 개선
전체 평균 3.66 3.44 -0.22 -

[표 4-215]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일반자료 분석(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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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멀티미디어 3.47점, 회색문헌 3.63점, 참고자료 3.47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3.3.8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IPA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해 IPA 분석한 결과, 웹데이
터베이스, 전자출판물은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아, 현재의 노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
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3.3.9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GAP 분석

❍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해 GAP 분석한 결과, 중요
도 대비 활용도가 전체 평균(-0.20)보다 낮은 웹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회색문헌, 
참고자료 등은 활용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전자출판물 379 4.04 .83780 .04304 .000 0.30222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379 4.06 .91790 .04715 .000 0.32332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 등 379 3.47 1.08191 .05557 .000 -0.26770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379 3.63 .99206 .05096 .037 -0.10675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379 3.47 .99803 .05127 .000 -0.26507

전체 평균 379 3.74 - - - -

[표 4-217]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활용도 분석(T-Test)

[그림 4-114]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중요도 및 활용도 분석(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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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이용자 전체의 국립중앙도서관 중점 수집 분야 T-Test 분석 

❍ 이용자 전체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점 수집 분야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
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35점) 대비 인문분야 4.14점, 한국 관련 자료 3.96점으로 
높고, 예술분야 3.69점, 기초과학 3.70점, 기술과학 3.83점,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3.70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3.4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분석

3.4.1 직원의 외국자료 만족도 T-Test 분석 

❍ 직원의 외국자료 만족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
(3.45점) 대비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및 접근성 3.15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379 4.14 .76688 .03939 .000 0.29248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379 3.69 .81591 .04191 .000 -0.16398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379 3.70 .90867 .04668 .001 -0.15343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379 3.83 .90925 .04671 .606 -0.02414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379 3.96 .84722 .04352 .014 0.10778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379 3.70 .93733 .04815 .002 -0.15343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379 3.91 .83405 .04284 .160 0.06029
전체 평균 379 3.85 - - - -

[표 4-219] 이용자 전체의 국립중앙도서관 중점 수집 분야 분석(T-Test)

구분 중요도 활용도 중요도 대비 
활용도 GAP 유형 분류

전자출판물 4.18 4.04 -0.14 -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4.28 4.06 -0.22 활용 개선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등 3.68 3.47 -0.21 활용 개선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3.86 3.63 -0.23 활용 개선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3.70 3.47 -0.23 활용 개선

전체 평균 3.94 3.74 -0.20 - 

[표 4-218] 이용자 전체의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분석(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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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직원의 외국자료 만족도 IPA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 만족도에 대해 상관분석의 피어슨 상관계수로 중요
도를 표준화하여 IPA 분석한 결과,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 주제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및 만족도가 높아, 현재의 노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3.4.3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우선 수집 외국자료 중요도 T-Test 분석 

❍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우선 수집 외국자료 중요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
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90점) 대비 한국 관련 자료 4.51점,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4.58점,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4.18점이 높고,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3.69점, 
주요국의 정책 및 이슈자료 3.67점, 인문∙문화예술 분야 3.55점, 일반대중서 3.12점으
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4-115] 직원의 외국자료 만족도 분석(IPA)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외국자료 수량 67 3.51 .74616 .09116 .531 0.05746
외국자료 주제 전문성 67 3.58 .80055 .09780 .181 0.13209
외국자료 주제 다양성 67 3.55 .76443 .09339 .278 0.10224
외국자료의 입수방법 67 3.54 .72464 .08853 .328 0.08731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및 접근성 67 3.15 .92530 .11304 .010 -0.30075
외국자료 전반사항 67 3.34 .82668 .10100 .295 -0.10672

전체 평균 67 3.45 - - - -

[표 4-220]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외국자료 만족도 분석(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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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인쇄자료 중요도 T-Test 분석

❍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인쇄자료 중요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
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21점) 대비 일반도서 3.49점, 연속간행물 3.49점, 공공간
행물 3.78점,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3.55점이 높고,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2.9
9점, 마이크로형태자료 2.63점, 시청각자료 2.84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3.4.5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 T-Test 분석 

❍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
-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74점) 대비 회색문헌이 4.06점으로 높고, 멀티미디어 
3.36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한국 관련 자료 67 4.51 .65996 .08063 .000 0.60746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67 4.58 .52655 .06433 .000 0.68209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67 4.18 .81511 .09958 .007 0.27910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67 3.69 .85651 .10464 .045 -0.21343
주요국의 정책 및 이슈자료 67 3.67 .91101 .11130 .044 -0.22836

인문∙문화예술 분야 67 3.55 .80309 .09811 .001 -0.34776
일반대중서 67 3.12 .87943 .10744 .000 -0.78060
전체 평균 67 3.90 - - - -

[표 4-221] 국립중앙도서관 우선 수집 외국자료 중요도 분석(T-Test)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일반도서 67 3.49 .80478 .09832 .005 0.28254
참고도서 67 3.09 1.11098 .13573 .378 -0.12045

연속간행물 67 3.49 .91076 .11127 .013 0.28254
공공간행물 67 3.78 .79431 .09704 .000 0.56612
학위논문 67 2.78 1.02722 .12549 .001 -0.43388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67 3.55 .98909 .12084 .006 0.34224
지도자료 67 3.37 .91843 .11220 .151 0.16313
사진자료 67 3.30 .92138 .11256 .435 0.08851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67 2.99 .96126 .11744 .060 -0.22493
마이크로형태자료 67 2.63 1.02744 .12552 .000 -0.58313

시청각자료 67 2.84 1.03860 .12689 .004 -0.37418
전체 평균 67 3.21 - - - -

[표 4-222]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인쇄자료 중요도 분석(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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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학술 외국자료 필요도 T-Test 분석 

❍ 직원의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학술 외국자료 필요도에 대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T-
Test 분석 결과, 전체 평균(3.89점) 대비 한국 관련 자료 4.60점, 북한 밑 통일 관련 
자료 4.27점이 높고, 예술 분야 3.57점, 기초과학 3.46점, 기술과학 3.55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4. 초점집단 요구 분석
4.1 전문가 초점집단 요구 분석 
4.1.1 조사개요

❍ 대상 : 장서개발이나 외국장서 담당자와 연구자 4인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전자출판물 67 3.76 .79942 .09767 .829 0.02119

웹데이터베이스 67 3.88 .78860 .09634 .149 0.14060
멀티미디어 67 3.36 .84748 .10354 .000 -0.38179
회색문헌 67 4.06 .90253 .11026 .005 0.31970
참고자료 67 3.66 .91374 .11163 .458 -0.08328
전체 평균 67 3.74 - - - -

[표 4-223]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온라인자료 중요도 분석(T-Test)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인문분야 67 3.78 .75520 .09226 .221 -0.11388
예술분야 67 3.57 .78284 .09564 .001 -0.32284
기초과학 67 3.46 .84079 .10272 .000 -0.42731
기술과학 67 3.55 .89245 .10903 .003 -0.33776

한국 관련 자료 67 4.60 .57891 .07073 .000 0.70701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67 4.27 .78975 .09648 .000 0.37866

주요국의 정책 및 이슈 자료 67 4.00 .79772 .09746 .263 0.11000
전체 평균 67 3.89 - - - -

[표 4-224]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학술 외국자료 필요도 분석(T-Test)



316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 방법 :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 활용 회의 진행 후 의견서 접수
❍ 온라인 회의 개최 일시 : 2020.09.09(수) 오후 5시~6시 30분

4.1.2 조사내용

❍ 조사내용: 목표장서수준, 형태별 / 주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목표 이용자와 이용활성화 
방안

4.1.3 전문가 평가 분석 결과

❍ Q1. FGI를 시작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에 포함되거나 보

참여자 소속 직위 분야
전문가A 대학 교수 장서개발
전문가B 국가도서관 서기관 자료수집
전문가C 국립대학교 도서관 사서 국제대학원
전문가D 정부출연연구기관 도서관 팀장 도서관 장서개발

[표 4-225] 전문가 초점집단 참여자

면담 단계 질문 항목 질문 내용 No
시작 단계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기본 원칙
FGI를 시작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에 포함되거나 보완되길 원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신지요? Q1

핵심 단계

목표장서수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
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해외 자료의 장서수준은 중점분야의 경우 어느 정도가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2

Q3

형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형태는 무
엇입니까? 
각 형태에 대한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Q4

Q5

주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주제는 어떤 분
야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주제
는 무엇입니까?
각 주제에 대한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Q6

Q7
목표이용자 및 

이용활성화 방안
외국자료의 목표이용자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Q8

Q9

종결 단계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 관련 
제언 사항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와 관련하여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Q10

[표 4-226]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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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되길 원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신지요?
Ÿ 종합: 

-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추가할 부분은 시의성있게 적용하여야 함. 아세안, 문화
외교, 감염병, 사회과학, 과학기술, 4차 산업, 그린 뉴딜 등의 미래지향적인 주
제 강화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장서는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중점 주제를 선정하고 집
중 개발 필요

- 국가도서관 간 균형있는 주제와 이용자 선정 필요 
Ÿ 전문가A

- (기존)장서개발정책 수립 당시에 주요 분야로 고려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새롭게 등장
한 영역이 있을 것.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 관련하여 동남아, ASEAN 관련 국가 또는 
국제기구 자료가 해당될 수 있고, 한류 또는 한국어와 관련된 한국문화에 관한 자료에 
대한 수집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감염병 관련하여 국제 공조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K방역이나 K의료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자료에 대한 
보완방안도 필요할 수 있음

Ÿ 전문가B
- 기존의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외에 추가로 보완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1. 서비스대상: 이용대상이 전국민이기 때문에 특정 연구계층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외국

도서는 타겟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좋겠음
2. 타 도서관과의 중복여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외국도서 제공방안 검토, 특화된 주제

분야 선정 필요
3.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수집 타당성: 명분 중요. 이용률을 고려한다면 이용자 중심 

수서정책도 필요
Ÿ 전문가C

- 외국자료대상 주요 이용자계층, 특히 중점 주제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내부
위원+외부전문가)구성에 관한 원칙 명시

Ÿ 전문가D
- 1.외국에서 발간된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주제의 분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명확

하게 정하는게 좋겠음. 우선순위는 정책 중심의 미래를 주도할 경제, 산업, 과학기술 
등으로 우선순위로 한다. (의학은 별도) 예를들면 사회과학 – 과학기술 – 인문과학 등
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2.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COVID-19와 같은 자료를 특별히 수집하고, 미래 세대
에 필요한  4차산업, 그린뉴딜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주제도 포함시켜 개발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

- 3. 외국자료의 수집 시 정체성이 중요하며, 현재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정책자료를 우
선으로 수집하고 있음. 그 수집정책과 맞추어 정책정보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정하되, 
외국자료는 서울중심으로 국내 자료는 세종중심으로 집중할 것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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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
십니까?
Ÿ 종합: 

- 외국장서의 비율이 증가하여야겠지만, 그보다 수집장서의 질을 보장해야함. 수
집 자체보다는 이용에 방점을 두고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외국장서를 확대할 근거와 이용정책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함
Ÿ 전문가A

- 자료의 규모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그에 미치지 못함. 또는 초과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국내자료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만큼 전체 소
장자료 대비 해외자료 비율을 논하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봄. 다만, 현재 국립중
앙도서관의 해외자료 규모가 타 국가도서관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은 틀림없으므로, 그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한국 관련 자료 그리고 중점 수집 
주제의 연구자료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서 걸맞는 자료를 중심으로 집약해서 장
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Ÿ 전문가B
- 해외자료의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해외자료 수집범위는 수집 타당성이나 명분으

로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 외국자료 비율이 미국 의회도서관은 총 장서량의 23.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총 

장서량의 35.1% 수준 등인데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12.17%로 세계문헌 수집 기능 
미약 서비스 부족을 지적받았다고 함

- 반면,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NLS)과 웨일스 국립도서관(NLW)의 경우는 예산부족
으로 외국자료 수집을 중단했다가 한정하여 재개하였고, 캐나다국립도서관·문서관(L
AC)은 수집의 주안점을 국가의 기억(memory) 계승에 두고 2013년 말부터 외국간행
자료 수집을 제한하고 있음 (*출처: 吉家あかね (2016). “デジタル時代における&#2
2269;立&#22259;書館の&#34101;書構築－&#27431;米&#22269;立&#22259;書
館を&#23550;象とした調査報告－”.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NO.329)

- 따라서 해외자료의 수집 비율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의무이행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수집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와 이용자 수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Ÿ 전문가C
- 30%정도가 이상적이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20%정도로 구축이 되었으면 함. 

회의 때 언급되었지만 규모보다 수집자료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Ÿ 전문가D

- 국내자료는 국내의 많은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으므로 비중을 낮추고 외국서의 비중
이 높이는 게 좋겠음. 최소한 지금보다 상향된 20-30%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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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함

- 만약 정책중심의 특화된 도서관으로 정체성이 결정된다면, 외국자료의 비중을 더 높여
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정책정보는 각 국가의 사례가 중심이 되며, 국제기구 등의 자료가 주 정보원이 될 가능
성이 큼. 따라서 외국자료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Q3. 해외 자료의 장서수준은 중점분야의 경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Ÿ 종합: 

- 기본적으로 연구수준의 수집이 합당함. 다만 중점수집분야와 특화 분야를 정하
여 전략 방향을 우선 선정하여야 함

Ÿ 전문가A
- 전략적 중점 수집분야를 정하여 연구수준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해외자

료의 경우 한국 관련 자료/ 영토관련 자료 등과 같이 망라적 수집을 지향해야 하는 경
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타 분야의 경우는 일본국회도서관의 경우와 같이 학습교
육수준에서 수집해도 무방하다고 봄

Ÿ 전문가B
- 3 : 학습교육지원수준, 4 : 연구수준 유지

Ÿ 전문가C
- 해외자료의 경우 이용자 층이 일정수준 이상. 따라서 4. 연구수준이 바람직

Ÿ 전문가D
- 사회과학 / 자연, 응용과학 / 한국역사 / 북한자료 등은 최소 연구수준 이상
- 인문과학 / 총류 등 나머지는 학습교육지원 수준

❍ Q4.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가
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형태는 무엇입니까? 
Ÿ 종합: 

- 해외 자료는 실물장서 중심으로 수집함. 디지털 자료가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물장서와 디지털 자료의 적정 비율을 정하여
야 함 

Ÿ 전문가A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자료는 특정 분야 자료의 보존이 주안점이라고 봄. 따라서 단

행본과 연속간행물 등 오프라인 자료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1순위) 일반자료: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지도자료
- 2순위) 정책자료 
- 3순위) 특수범주자료: 특히, 고문헌
- 4순위) 온라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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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문가B
-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할 자료형태: 실물장서 중심 (구입자료 기준)
- 이유는 이용대상이 전국민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온라인자료로의 대폭 전환은 오

히려 정보불평등 초래 우려
- 저작권이 없는 완전공개자료는 온라인자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서비스범위에 제한

이 있는 해외자료인 경우 온라인자료 이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임. 또한 자원공유면에서
도 실물자료 수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Ÿ 전문가C
-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을 위한 학술용 일반도서와 주제별 대표 해외연구기관 정

책보고서(예: 경제학분야 NBER Working paper) 
Ÿ 전문가D

- 기본적으로는 일반자료에서는 일반도서, 회색문헌 자료를 수집
- 단 과학분야는 저널, Web DB 형태가 일반적임
- 온라인자료에서는 디지털 파일, 웹DB, 전자저널 등을 제공

❍ Q5. 각 형태에 대한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Ÿ 종합: 

- 장서수집 수준은 주제에 의해 정하는데 단행본 형태로 집중 주제로 결정된 부
분은 4단계 연구수준으로, 나머지 분야는 3(학습교육지원수준) ~ 4(연구수준)단
계로 수집하는 편을 제안함 

Ÿ 전문가A
- 집서수준은 형태보다는 주제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점 주제분야는 형

태에 관계없이 연구수준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분야는 학습교육지원수준으로 구성하
여도 무방하다고 봄

Ÿ 전문가B
- 자료형태에 따라 수집 수준 조정
- 일반적으로 해외자료는 3~4 수준을 구입하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된 중점수집분야는 

4~5 수준 필요
Ÿ 전문가C

-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지도자료 : 4
- 온라인자료 : 4
- 특수범주 : 고문헌(4), 매체변환자료(3), 다문화자료(2-3) 
- 어린이청소년자료 : 3
- 장애인용 대체자료 : 3
- 정책자료 : 4

Ÿ 전문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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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지도자료, 4 : 연구수준
- 온라인자료 3 : 학습교육지원수준
- 특수범주자료: 고문헌, 매체변환자료, 다문화자료 3 : 학습교육지원수준,
- 어린이청소년자료 3 : 학습교육지원수준,
- 장애인용 대체자료 2 : 기초정보수준
- 정책자료 4 : 연구수준

❍ Q6.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주제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주제는 무엇입니까?
Ÿ 종합: 

- 국가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제를 특화하여 수집함. 한국학, 특수
범주 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과학기술 자료 등의 주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Ÿ 전문가A
- 1) 한국학 : 한국정치, 한국사, 한국문화.
- 2) 특수범주 자료 : 북한관련, 영토 문제 관련
- 3) 정책자료 : 해외 기구 등에서 발간한 자료
- 4) 연구자료 : 최신 과학기술 동향(감염병 등), 외교 및 경제정책 등

Ÿ 전문가B
-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분야 선정
- 국가 전체적인 외국자료 제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므로 타 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집
Ÿ 전문가C

- 사회과학, 역사, 기술과학 (RISS 자료이용통계 참고)
Ÿ 전문가D

- 4차산업, covid-19와 같이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주제는 사회과학, 기술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말할 수 있음. 따라서 각 나라의 정책자료, 의학자료, 경제자료, 과학
자료 등의 사회 및 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함

❍ Q7. 각 주제에 대한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Ÿ 종합: 

- 일반적인 주제는 학습교육지원수준이나 연구수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집중 
수집 주제를 망라적 수준으로 구비하는 것을 제안함 

Ÿ 전문가A
- 1) 한국학 : 한국정치, 한국사, 한국문화 → 연구수준/망라적 수준
- 2) 특수범주 자료 : 북한관련, 영토 문제 관련 → 연구수준/망라적 수준
- 3) 정책자료 : 해외 기구 등 → 연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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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자료 : 최신 과학기술 동향, 경제정책 등 → 연구 수준
Ÿ 전문가B

- 일반적으로 해외자료는 3~4 수준 
- 정책적으로 결정된 중점수집분야는 4~5 수준

Ÿ 전문가C
- 중점분야 주제는 4레벨, 나머지는 3레벨

Ÿ 전문가D
- 총류 2, 철학 3, 종교 2, 사회과학 4, 자연과학 4, 기술과학 4, 예술 3, 언어 3, 문학 

3, 역사 3

❍ Q8. 외국자료의 목표이용자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Ÿ 종합: 

-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수서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범위
를 넓히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확대 가능

Ÿ 전문가A
- 주제와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 이상; 전문연구자를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기관 소속이 아닌 개업의사,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이용
자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등록연구자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된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좋겠음

Ÿ 전문가B
- 대학이나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정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층

Ÿ 전문가C
-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지만, 보통의 일반인이 외국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봄. 따라서 목표이용자는 대학원생(석사과정)
과 연구자가 되어야 함

Ÿ 전문가D
- 외국자료는 일반인 보다는 전문가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목표로 삼음

❍ Q9. 외국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Ÿ 종합: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층 확대, 장서의 질 관리와 컬렉션 구축 등의 활용
도 향상, 대학도서관이나 RISS 등의 기관과 협력 확대가 요구됨

Ÿ 전문가A
- 국립중앙도서관에 상당한 규모의 양질의 외국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널리 홍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료를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RISS와의 연계 또는 각 대학도서관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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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Ÿ 전문가B
- 1. 자료 선정과정에서부터 내·외부 이용자 참여의 폭 확대
- 2. 특화주제분야의 지속적 수집으로 전문컬렉션 구성, 대내외 이미지 제고 필요 
- 3.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서관간 자원 공유체제 강화

Ÿ 전문가C
- 1. 관외대출 일부 허용 : 일부 대학이나 연구기관들과 상호대차 협정을 맺고 기관대출

형식으로 이용을 활성화 시킴 (기관 대출분은 기관이 반납보증, 기관소속 이용자는 모
기관에서 신청자료 픽업하고 반납, 현재 일부 협정대학과 국회도서관의 일반도서 상호
대차방식과 대출기간(왕복택배기간 포함 10일) 참조.

- 2. 외국자료의 주 이용계층으로 기대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도서관을 통한 국립중앙
도서관의 외국자료이용홍보 

Ÿ 전문가D
-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 기능이 보존에 있지만, 외서 (구입)의 경우는 여러 사본이 존

재하므로 이용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단, 기증이나 교
환, 회색문건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보존의 기능을 강조

- 이용자료의 손쉬운 대출 및 이용이 필요. 대출 프로세스를 간단히 하고 이용자들이 관
련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 Q10.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와 관련하여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Ÿ 전문가A

- 해외자료에 대해서는 기관대출 및 등록연구자에 한해서라도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
람직함

- 해외한국학사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에서 발간되는 한국 관련 자료의 추천과 경
우에 따라서는 수집 및 교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나라의 국제교류재단 
및 국제기구를 통한 자료입수 및 교환을 확충하면 좋겠음

Ÿ 전문가B
- 최근 도서관들은 장서구성의 국내·외 비중, 자료형태별 비율 등을 결정할 때 외부 환경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음. 자료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리적 수집을 의미하는 
장서구축의 의미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수집대상이나 범위의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생
각함.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예산이나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장서의 선택
적 수집이 불가피한 상황임

- 외국자료는 특히 국내자료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사용과 관련
하여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음. 이용활성화 방안을 꾸준
히 모색해 보아도 이용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해외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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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시길 바람
Ÿ 전문가C

- 한국학자료수집 시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도서관의 사서 또는 해외 
근무하는 한국학관련도서관(예: 콜롬비아대 동아시아도서관) 사서들을 장서개발에 참
여시키는 방안 제안

Ÿ 전문가D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중 주제분야를 특성화해서 수집하고, 여력이 된다면 그 

외 분야를 수집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함
- 이외에도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꼭 필요함

4.2 이용자 초점집단 요구 분석
4.2.1 조사개요

❍ 대상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와 외국자료 추천위원 4인

❍ 방법 :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 활용 회의 진행 후 의견서 접수
❍ 온라인 회의 개최 일시 : 2020.09.11(금) 오후 6시~7시

4.2.2 조사내용

❍ 조사내용 : 해외 자료 관련 도서관 만족도, 유형별 장서개발, 주제별 장서개발

참여자 소속 직위 분야
이용자A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군사·역사학
이용자B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위원 언어학
이용자C 대학 연구소 연구원 인문학
이용자D 대학 연구소 연구원 예술

[표 4-227] 이용자 초점집단 참여자

면담 단계 질문 항목 질문 내용 No
시작 단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빈도와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시는지요? Q1

핵심 단계
해외 자료 관련 도서관 

만족도

해외 자료를 이용(추천)하시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자료에 대한 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Q2
Q3

형태별 중요도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할 해외 자료의 형태는 어떤 것이 Q4

[표 4-228]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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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이용자 평가 분석 결과

❍ Q1. 국립중앙도서관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시는지요?
Ÿ 종합: 

- 외국자료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할 때는 원문
을 중심으로 이용함

Ÿ 이용자A
- 1.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중’) 소장(해외북한 관련기록물) NARA OOOO 일부 

자료에 대한 목록집을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매일 국중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음

- 2. 필요시 중국원서 국중 소장 여부도 확인하고 있음
Ÿ 이용자B

- 일 년에 최소 4회 정도 이용함. 자료 이용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찾거나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있음

Ÿ 이용자C
- 현재로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음. 인문학의 특수 분야 전공자라서 필요한 전공 서적과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장하거나 소속 기관을 통해 구하고 있음
Ÿ 이용자D

- 오프라인으로는 한 달에 2~2회, 온라인상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이상 이용함
- 실제 방문해서는 도서 자료나 원문 디지 자료를 보는 편이고, 온라인상으로도 공개되

는 원문 디지털 자료, 그리고 디지털라이브러리에 공개되는 비도서자료도 많이 봄

❍ Q2. 해외 자료를 이용(추천)하시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에 어느 정도 만족하
시는지요? 
Ÿ 종합: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임. 다만, 특수분야, 언어별 집

구비수준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형태는 
무엇입니까? 
각 형태에 대해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5

주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해야할 해외 자료의 주제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주제는 무엇입니까?
각 주제에 대한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6
Q7

종결 단계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 관련 
제언 사항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와 관련하여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Q8



326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서 수준 차이, 예술자료의 특정 분야에 치우친 수집 등이 만족스럽지 못함
Ÿ 이용자A

- 1. 해외한국관련기록물 NARA 자료인 경우 전반적으로 수집이 완료되었고, 타 기관과 
달리 홈페이지상에서 원문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한국관련기록물 부분
에 있어 상당히 만족함. 다만 1차 사료 수집 당시 각 문서의 고유 File No.를 목차에 
기입하지 않아 연구 및 활용 측면에서 제한됨(File No.가 없으므로 타 기관과의 중복 
수집 문제도 발생함) 

- 2. 국중 장서구성현황(‘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8’ 기준)에 의하면 중국서적은 100,47
5권이지만 비율상 0.8%에 그치며, 타국 서적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서양서
에 치중됨). 실제로도 중국서적(역사 관련)을 검색해 보면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도
서들이 확보되지 않음

Ÿ 이용자B
- 전공 분야가 영어 평가 및 교육임.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의 전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

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장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관련 출판이 영어권 국가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함

Ÿ 이용자C
- 지난 몇 년간 해외자료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추천도서 목록을 받았을 때, 서양서

의 경우 주로 영미권의 서적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꼈
음. 물론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추천 목록에 있던 책 중에는 지나치게 미국의 지방 문제나 지역적인 인물 등 
지엽적인 문제를 다룬 것들도 많았음. 그래도 kriss 같은 검색 서버를 이용하여 문헌 
검색을 할 때 특수분야의 좋은 자료들을 국립도서관에서만 갖추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국립도서관에서 국내의 다른 대학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좋은 장서들도 일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Ÿ 이용자D
- 해외 자료 이용과 관련해서 만족도는 중간 이하임. “국립중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유 수량 및 소장 도서의 균형성 등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함

❍ Q3.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자료에 대한 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Ÿ 종합: 

- 편리성(사용자 접근성, 심도 있는 전문 자료 확보), 경제성(재정적 확대가 중
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양질의 자료확보), 도서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퇴직 교수들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장서 기증하길 바람
- 국제기구나 외국(대사관 포함)에서 발간한 자료의 관점 분석 필요

Ÿ 이용자A
- 외국자료 수집 정책 주요 내용’은 올바르다고 생각함. 그러나 ‘선택적으로’라는 부분을 



 Ⅳ.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  327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음. 이는 모두가 공감하고 반드
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즉, 단순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활용측면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예, ①국중 해외 자료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②도서 구
매 추천위원의 다양성(분야) ③해마다 국내·외, 각국의 분야별 이슈 키워드 및 도서 
랭킹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Ÿ 이용자B
-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임. 그러나 구비 도서 및 자료의 수준과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함 
- 회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고려할 사항은 

사용자 편리성(사용자 접근성, 심도 있는 전문 자료 확보), 경제성(재정적 확대가 중
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양질의 자료확보), 도서관의 정체성임. 이상의 사항 중에 정체
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도서관의 활용 목적, 방향 등이 설정
되고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도서관은 정보의 허브이며 학문 발전, 문화의 풍성
화,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함. 다양한 요인을 들을 고려하여 도서관 
운영 정책, 해외 자료 확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향후 해외 자료 확보는 인쇄물과 동시에 전자책으로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전자 매
체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책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고 볼 수 있음. 전자책을 확대하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관련 
시스템(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복사)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
고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이상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다면 해외 자료에 대한 수급 기준도 명확해질 것으로 판
단됨

Ÿ 이용자C
- 장서 추천 목록이 영어 서적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함. 대학생

들의 경우 여러 다양한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국립도서관에서 수서
를 하실 때 언어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장서 기증과 관련해서는 진귀한 해외 서적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대학 교수님들께 
장서 기증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음. 사립대학도서관에서는 몇몇 저명한 
교수님들을 제외하면 모든 은퇴 교수님들의 저서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은퇴 학자들이 국립도서관에 상태가 좋으며 학술적 가치가 높고 진귀한 외국 서적들을 
기증하실 수 있도록 장서 기증 방식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Ÿ 이용자D
- 국제기구, 외국대사관 등에서 발간되는 자료라면, “관”의 시각이 강한 도서가 많고, 오

히려 시대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우려가 됨. 또한 이러한 자료들이 과연 아래 
적어 놓으신대로 “학술연구적 이용가치”와 “보존가치”가 있을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의문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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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가
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형태는 무엇입니까? 
Ÿ 종합: 

- 전자책이나 디지털자원, 온라인자원의 범위 확대 필요
- 도서관에서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전집류나 사전류 등 구매 필요

Ÿ 이용자A
- ‘국립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중점(重點)’보다는 ‘전반(全般)’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

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함. 저는 여기서 본 질문의 번외적인 의견이겠지만 아래의 수집 
형태의 전자책을 강하게 요청드리는 바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해외자료 이용자는 
전체 국중 도서 이용자 중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
다고 생각함. 그러나 그 이용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대출이 아닌 전자
책을 통해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면 이용자는 서울에서 전국으
로 확대될 것임(만약 개별적으로 국중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각 지
방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중을 통해 해외자료를 이용
한 연구자들에게 출처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을 명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
중 소장 해외자료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음

Ÿ 이용자B
- 해외 자료의 형태는 해외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온라인자료와 디지털화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온라인자료는 이용자의 선호도, 장시간 컴퓨터 화면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도서형태로도 구입하는 것도 필요함
Ÿ 이용자C

- 올해는 Covid-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종이책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우편으로 받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국립도서관에서 향후 전문서와 교양서를 비롯한 해외의 
저서나 논문 등 전자자료를 많이 구비 해 주신다면, 학계와 대중에게 모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또한 해외에서 최근 발간된 학술자료 중에 대학도서관에서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전집류나 사전류 등도 국립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Ÿ 이용자D
- 도서와 관련해서는, 비용 및 구입 절차 등의 문제로 개인이 소장하기 어렵지만 학문적

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집했으면 함. 도서관이 물론 도서의 보존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공유라는 기능도 있다고 봄.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도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함

-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서 외의 매체에 기록된 자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함. 일본 
국회도서관을 예를 들면, 영상 및 음향자료도 꽤 보관하고 있음. 기록 매체의 변화가 
급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에만 치우치면 안된다고 봄 

❍ Q5. 각 형태에 대해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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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Ÿ 종합: 

- ‘학습교육지원수준’ 내지 ‘연구수준’을 보장하여야 함
Ÿ 이용자A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자료 이용자를 고려해본다면 ‘학습교육지원수준’ 내지 
‘연구수준’ 정도는 확보되야 한다고 생각함

Ÿ 이용자B
-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연구수준까지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양이나 대중적인 분야는 최소수준 또는 기초정보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대신 구입 물량을 고려할 때, 연구수준은 소량이지만 깊이 있는 
수준에서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반면, 교양 분야는 동일 서적을 다량(연구수준보다는 
여러 권)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Ÿ 이용자C
- 적어도 4번 연구수준까지는 국립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장서 수집 수준이라 생각됩

니다. 1~3번 단계는 프랑스의 경우 시립도서관(Bibliothèque municipale)에서 담당하
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1일의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처럼 “국립도서관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함

-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는 고대 이래 도서관의 존재 목적이 ‘사용’보다는 장서의 ‘수집’과 
‘보존’에 있었으며, 근대 이후에도 (프랑스 도서관의 경우) 당장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후대를 위해 수집하는 경향이 있음. 지금 필요하지 않은 도서도 (인문학의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사용 여부’와 ‘실용성’에 주
안을 두다 보니, 깊이보다는 쉬운 대중서나 실용서, 혹은 개론서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임. 한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드
러난다고 생각함

Ÿ 이용자D
- 5번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4번 정도까지는 되었으면 함 

❍ Q6.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해야 할 해외 자료의 주제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주제는 무엇입니까?
Ÿ 종합: 

- 도서관이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분야를 특화하여 장서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하는 주제는 한국 관련 자료, 철학, 인문과학, 융합분야, 철학, 언
어,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문학의 기초적인 부분임

Ÿ 이용자A
- 저는 해외소장 한국자료 수집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각 지방 학교 및 

도서관, 각급 당안관(기록관)에는 한국 관련 과거 자료(책자, 신문 등)들이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음(타국의 경우도 동일함). 해외의 한국자료가 더 이상 망실되지 않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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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함. 국중 고문헌실에서도 수
년간 해외소장 한국 관련 고문헌을 수집 및 정리(발간)하고 있으나 이는 ‘고문헌’에 
국한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음. 따라서 각종 한국 관련된 자료라면 망라적 수준의 확보
가 요구됨(물론 국내 각 기관과의 중복 수집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해야 함)

Ÿ 이용자B
- 이 질문은 도서관의 정체성, 설립 목적, 운영 방향, 그리고 향후 정책과 관련이 있움.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메카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했다면 지금보다도 물리
적 환경(서고, 열람실 등)을 확대하여 서적과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도서관이 특정 목적으로 운영되고 특정 분야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그 분야
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의 도서관에서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수집하는 것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특화된 자료, 특정 주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제시된 분야 중에서는 철학, 인문과학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함.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학문 분야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학과를 운영하
는 경우가 있으며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일부 학과는 축소 또는 폐과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들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인 논
리를 떠나 해당 학문 분야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면 경제적 논리를 떠나 지원이 필요
함. 이 지원은 개별 대학에서보다는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자료의 확보는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립도서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 철학, 인문학 분야라고 판단함. 

Ÿ 이용자C
- 전 분야에서 고르게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분야를 말해

야 한다면 의사학(medical history), 21세기 이후의 새로운 매체 연구(media studie
s),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분야의 장서 수집을 추천하고 싶음. 현재 주제 분류법
으로는 사회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에 장서 제목에 따라 흩어져 있을 것 같음

Ÿ 이용자D
- 아래 말씀하신 분야들이, 최근 학문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듯함. 그래도 굳이 

골라보면, 철학, 언어,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문학의 기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부터 
갖추어 나갔으면 함. 도서의 출판 이후, 활용 시기를 고려해보면 인문학의 경우는 꽤 
김. 또한 이미 출판된 도서들이 다시 연구자료가 되기도 하는 등, 도서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연구자료로서의 역할도 함. 단지 읽히는 것을 고려할 때도, 또한 연구자료로
의 활용을 고려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인문학 쪽이라고 봄

❍ Q7. 각 주제에 대한 구비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Ÿ 종합: 

-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연구수준에서 망라적인 수준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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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어야 할 필요있음

Ÿ 이용자A
- 해외소장 한국자료는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망라적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함

Ÿ 이용자B
- 6번에서 제시된 분야별로 여력이 된다면 연구수준까지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당장 이

용객이 많지 않다고 자료 확보를 중단하거나 제한 한다면 연구기반 조성에 장해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자료를 무한정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용정도(이용현황/대출 통계)
를 고려하여 최소수준, 기초 등의 수준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Ÿ 이용자C
- 역시 최소한 4단계 연구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Ÿ 이용자D
- 5번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4번 정도까지는 되었으면 함 

❍ Q8.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와 관련하여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십니
까?
Ÿ 이용자A

- 1. 해외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연구자 채용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 싶음. 고문헌실의 경
우 소속 연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수집 및 정리, 관련 자료 발간 및 전시를 통해 소장 
자료의 가치성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음. 해외 소장 한국자료의 경우도 단순한 수집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대중들과 소통해야만 국중의 영
향력이 더욱 커져간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NARA 자료 OOOO의 경우 수집 당시 고
유 File No.를 기재하지 않아 본 위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음. 즉,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의 시작에 앞서 각 문서를 색인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부여한 목차명도 실제 원문과 상이하거나 오탈자의 문제도 식별되었음.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DB화해야만 색인 및 목록대조작업에 대한 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이는 국중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2. 일반 해외자료인 경우 홈페이지 안에 해마다 축적된 각 국가별 소장 도서목록(엑셀
파일)을 첨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일괄적으로 국중 보유 도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Ÿ 이용자B
- 사서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해당 분야에서는 연구자 수준의 통찰력을 갖추도록 역량 

개발을 제안함. 사서의 업무 역량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함 

- 도서의 대출 방법의 개선을 제안함. 도서 대출 및 배달서비스를 한다면 사용자의 접근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봄. 현재는 현장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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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도서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Ÿ 이용자C
- 해외에서는 과거에 발간된 인문 학술서적 중 중요한 것들을 최근에 전자책으로 복간하

고 있음. 이런 자료들은 국내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국립도서관에
서 이를 구입해서 학자들과 대중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Ÿ 이용자D
-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외국인들에 의한 한국의 기록물들이 많이 나옴. 

외국 대학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한국에 사는 개인이 직접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음. 해당 자료에 대한 수집이 어렵다면, 도서관 차원에서 공유를 통해서 
공개해 주는 등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음 

4.3 시사점
4.3.1 설문조사 시사점

❍ 설문참여자는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을 한 비율은 59.4%로 조사됨. 
외국자료 이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활용을 한 이용자는 남성(67.9%), 50대(69.6%), 
60세 이상(67.2%), 박사 취득(69.5%), 연구자·연구원(8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외국자료 이용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활용이 57.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
음으로 도서관 내 이용 49.3%으로 대부분 전자적인 방법과 도서관 내 이용을 주로 시행하
고 있음

❍ 도서관 기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3.32점이며, 수량 만족도 3.28점, 
전문성 만족도 3.43점, 다양성 만족도 3.32점,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만족도 3.19점으로 
만족도 관련 전 항목이 보통 수준임

❍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의 외국자료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
문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 /정보원의 활용이 훨씬 편함이 36.4%를 차지하여 전문자료의 확충과 활용방
법의 편의성 향상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수집해야 할 주제분야로서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4.14점,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3.69점,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3.70점, 기술과학
(공학, 의학 등) 3.83점,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3.96점을 차지하
여, 인문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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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전문가 FGI 시사점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기본 원칙
- 기존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시의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아세안, 문화외교, 감염병, 사회과학, 과학기술, 4차 산업, 그린 뉴딜 등의 미래지향
적인 주제를 강화하여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장서는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중점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 개발 필요

❍ 목표장서수준
- 해외자료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하여야겠지만, 수집장서의 질 보장 역시 중요

한 문제임
- 해외자료를 확대할 근거와 이용정책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이용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연구수준의 수집이 합당함. 다만 중점수집분야와 특화 분야를 정하여 전략 

방향을 우선 선정하여야 함
❍ 형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기본적으로는 일반자료에서는 일반도서, 회색문헌 자료를 수집하되 온라인자료는 서
비스 한계를 파악한 후에 수집함

- 저작권이 없는 완전공개자료는 온라인자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서비스 범위에 제한
이 있는 해외자료인 경우 온라인자료 이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임

❍ 주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국가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제를 특화하여 수집함. 한국학, 특수범주 

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과학기술 자료 등의 주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집중 주제로 결정된 부분은 4단계 연구수준으로, 나머지 분야는 3(학습교육지원수준) 

~ 4(연구수준)단계로 수집하는 편을 제안함 
❍ 목표이용자 및 이용활성화 방안

-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수서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범위를 넓히
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확대 가능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자로 한정되어 있는 이용자층을 폭넓게 확대, 장
서의 질 관리와 컬렉션 구축 등의 활용도 향상, 대학도서관이나 RISS 등의 기관과 협
력 확대 등이 요구됨

4.3.3 이용자 FGI 시사점

❍ 해외 자료 관련 도서관 만족도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임. 다만, 특정 주제에만 집중된 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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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으로 수집된 집서 수집 등이 만족스럽지 못함
- 편리성(사용자 접근성, 심도 있는 전문 자료 확보), 경제성(재정적 확대가 중요. 재원

의 범위 내에서 양질의 자료확보), 도서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퇴직 교수들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장서 기증하길 바람
- 국제기구나 외국(대사관 포함)에서 발간한 자료의 관점 분석 필요

❍ 형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전자책이나 디지털자원, 온라인자원의 범위 확대 필요
- 도서관에서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전집류나 사전류 등 구매 필요
- 각 형태는 ‘학습교육지원수준’ 내지 ‘연구수준’을 보장하여야 함

❍ 주제별 중요도와 구비수준
- 도서관이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분야를 특화하여 장서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

함. 추천하는 주제는 한국 관련 자료, 철학, 인문과학, 융합분야, 철학, 언어, 문학, 역
사, 예술 등 인문학의 기초적인 부분임

- 주제별로 4단계 연구수준의 구비수준을 유지함



 V. 외국자료 장서정책안 및 장서개발 전략 ∙  335

1. 중장기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및 단계별 전략
1.1 외국자료 장서개발의 근거와 중요성

  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 및 법적 책무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로서, 양질의 외국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민의 지적인 삶과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두 가지 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책무가 있음

Ⅴ 외국자료 장서정책안 및 장서개발 전략

[그림 5-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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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4대 목표 중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의 외연적 범위를 국
내자료뿐 아니라 외국자료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적인 정책 및 연구 개발 경제 발
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가지식자원으로 정의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 도서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국민

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후대의 이용을 위하여 보존하며, 국내 도서관계
의 발전을 지원․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도서관법 <개정 2009. 3. 25.>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
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2016.2.
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이는 국내의 도서관을 대

표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도서관임
을 의미함

❍ 도서관의 장서는 그 도서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역사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본질임. 따
라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국내자료와 외국자료를 구분하
지 않고 도서관의 사명 달성에 기여하는 모든 자료의 망라적인 수집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중점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FGI, 이용자 FGI 의견)

  3) 주요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 정책 
❍ 아래 주요 국가도서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가도서관이 외국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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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수집 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서개발 지침에서 수집대상 국가별 세부지침을 제
시하거나, 주제별 선별 수집지침을 명시하는 등 외국자료의 중점 수집방안을 대외적으로 
구체화함

❍ 이는 국가도서관으로서 대내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동시
에 제고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점수집 분야를 특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1.2 기존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분석 및 평가 

  1) 외국자료 개발지침의 적용대상 
❍ 외국자료의 수집대상을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자료를 대상으로 한

다고 명시하였으나, 뒤이어서 특성화된 자료를 수집대상에 포함하고 고문헌의 수집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였음

구분 조직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특징 중점 수집 
주제

LC
(미국)

ㆍ도서관장서·서비
스관리국
ㆍ6개의 해외 사무
소

ㆍ장서개발정책의 지역연구 관련 지침에서 호주, 영
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
가/지역별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ㆍ사회과학, 
법학, 역사

BL
(영국) ㆍ장서·큐레이션부

ㆍ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
술·의학(STM) 분야 중 영어로 된 자료는 연구수준의 
수집을 목표로 하며, 외국어로 된 인쇄자료는 고등교
육기관과 기타 연구도서관의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음
ㆍ장서개발정책→특수장서개발지침에서 9개 국가·지
역별 세부정책 제시

ㆍ과학, 기술, 
의학

NLA
(호주)

ㆍ국외서수집·메타
데이터관리부
ㆍ해외지역사무소

ㆍ외국자료의 수집과 목록을 전담하는 해외자료개발·
메타데이터관리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장서개발정책
에 해외출판물에 대한 선별수집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 외 지역)

ㆍ영어. 불어 
우선 수집

NDL
(일본)

ㆍ수집서지부 외국
자료과
ㆍ아시아정보과(관
서관)

ㆍ외국자료의 경우는 선택적 수집(2/5)와 적극적 수
집(3/5)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점 수집 분야는 ① 
법령·의회 자료, ② 일본 관계 자료, ③ 참고 도서, ④ 
과학기술 관련 자료, ⑤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관계자
료, ⑥ 아동서 및 그 관련 자료, ⑦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자료를 명시함

ㆍ사회과학, 
기술과학

NLC
(중국)

ㆍ외국자료수서·편
목부

ㆍ192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정부간행물을 비롯한 외
국자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외국자료가 전
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과학, 의학, 지질
학, 군사과학 주제 자료수집에 주력)

ㆍ인문·사회
과학

[표 5-1]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 주요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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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과 기본지침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체계화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자료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도서관자료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기존의 내용
을 유지하되, 특성화자료 및 제한적인 수집자료의 범위 등은 이후 기본지침에서 체계적으
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외국자료 개발지침의 기본지침
❍ 기본지침은 외국자료 장서개발 시 주요 참고사항이 되는 기준점으로서 장서개발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나열식으로 기본지
침이 구성되어 있음
: 포괄수집분야, 중점수집분야, 수집방법별 장서개발방안, 주제별 장서개발방안, 언어별 장
서개발방안, 매체별 장서개발방안, 기관협력방안 

❍ 북한자료는 포괄수집, 동북아 국가자료는 적극 수집, ‘적용대상’에서 한국 관련 자료는 특
성화수집 등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나 포괄·적극·특성화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부재한 상태
로 혼재하여 혼란을 야기함 

❍ 외국자료는 모든 주제분야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점수집분야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중점수집분야 자료 
    - 핵심자료:  중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중 다른 주제분야에 비교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서해야 할 장서
    - 특성화자료: 타 도서관 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된 고유의 장서

❍ 기본지침을 아래의 4개 섹션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핵심자료, 특성화자료, 수집방법별/국가별/언어별 장서개발방안, 기관협력방안

3.1.1 적용대상
• 외국자료는 그 성격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발행․ 제작된 자료, 즉 출판지에 외국이
라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자료로 정의한다.
• 수집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자료(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학위논문)와 특수범주자료(고문헌, 매체변환자료, 다문화자료) 등
이 대상이 된다.
• 한국 관련 자료, 북한자료 및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맞는 적시성 있고 특성화된 자료를 수집대상에 
포함한다.
• 고문헌은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 및 한국인이 저술한 자료에 우선 적용하고, 외국의 고문헌
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V. 외국자료 장서정책안 및 장서개발 전략 ∙  339
3.1.2 기본지침
• 외국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한국 관련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 북한자료는 그 형태나 발행 연도, 내용수준을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그리고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는 적극 
수집한다.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자료로서, 학술연구적 이용가치와 
보존가치가 우수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기타 수집방식(수증, 기탁, 교환, 매체변환 등)을 이용
하여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 수증에 의한 수집은 한국인 저자 또는 그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자료,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 
그리고 도서관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국제교환에 의한 수집은 주요 국가도서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공공간행물, 학술연구기관 간행물,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미국, EU, 일본, 중국과 대만의 공공간행물
은 중점 수집한다.
•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자료의 주요 유형별 개발지침은 일반자료, 특수범주자료, 온라인자료의 개발지침을 기타 자료는 
국내자료의 개발지침을 준용한다.
• 외국자료의 주제별 장서개발은 표준분류표(DDC, KDC)의 주류체계를 구성하는 총류에서 역사까지
의 모든 주제자료를 수집범주에 포함시킨다. 다만, 주제별 핵심자료는 최대한 수집하고 학제적 및 주변
적 자료는 구입예산, 수집방식, 생산국가, 기술된 언어, 국내 유관 기관의 수집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택
적으로 수집한다. 
• 국가별 자료수집기준은 국가별․언어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고 지식정보적 가치
가 높은 영미자료, 중국자료, 일본자료, 북한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자료 
등은 차순으로 수집한다.
•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는 인문, 사회, 과학 등 모든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수집하며, 
특히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성 있는 정책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 다문화인을 위한 장서개발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식정보 제공 및 다문화
인들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관 등이 반영된 도서(역사, 문화, 문학, 언어 등), 사회문화적․경제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대중잡지, DVD(영화, 드라마 등) 등을 구입과 수증
방식을 통하여 수집한다.
• 온라인자료는 이용자의 요구강도, 수록정보의 유용성과 통합성,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일반도서 
수집의 불가능성, 구입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원칙으로 삼아 수집한다.
• 주요국의 국가도서관(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캐나다 국립도서관, 
호주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과 자료교환, 공동이용, 수집정보 공유 등을 중심으로 외국
자료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 한국 관련 자료, 학술연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외국자료를 구입 및 수증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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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제별 집서수준
❍ 외국자료 집서수준의 불명확성: 아래와 같이 집서수준을 명시하였으나, 총류와 종교(3단

계 학습교육지원수준)를 제외하고 모든 주제에 대해 4단계 연구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 ‘2. 주제별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부지침’ 파트에서 강목에 대해 차등을 두어 집서수준을 

기술하고 있으나 장서평가에 근거한 집서수준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과 근거가 부
족함 

❍ 또한 외국자료에 대해 대부분의 주제를 4단계 연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컨스펙터스 평가 결과 현재장서수준이 4단계로 평가된 주제는 동양서
와 서양서 모두 사회과학과 예술분야에 불과함)  

❍ 주제별 집서수준을 장서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서양서와 동양서로 구분하고 강목별로 집서
수준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집서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1.3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의 전략적 방향 

  1)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략목표에 근거한 외국자료수집 방향성 제고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를 근거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자료 수집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
여섯째, 장서개발지침은 그 수혜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하되,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유형 및 주제에 따

라 목표 이용집단을 차등화 하며, 이에 대한 지침은 제4장의 ‘<표 2> 도서관자료의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
준’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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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자원의 망라적 수집 차원에서 한국학 지식정보자원의 발굴 수집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외국자료를 국가지식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
가 문화·경제 발전, 미래 과학기술 발전, 인문학 연구 등에 기여) 

 
  2) 외국자료 장서개발의 대상과 범주
❍ 기존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지침에서 정의한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함
❍ 다만, 특히 주제별 장서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양서, 동양서 별로 주류 및 

강목에 대한 집서수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함
❍ 집서수준 도출을 위해 컨스펙터스 장서평가의 목표 장서수준을 반영함 
 
  3) 중점수집자료의 체계화
❍ 중점수집자료를 핵심자료(중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중 다른 주제분야에 

비교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서해야 할 장서)와 특성화자료(타 도서관 대비 상대
적으로 특화된 고유의 장서)로 구분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비전·목표, 장서평가 결과, 이용자 조사 결과 및 FGI 결과를 반영
하여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를 각각 정의함

4대 목표 세부 목표 외국자료 수집 방향성

국가지식자원
접근 · 보존 
기반 고도화

․ 국가지식자원 수집 강화
․ 국가서지데이터센터 역할 확대
․ 한국고문헌의 통합 관리 강화
․ 국가지식자원 보존 역량 강화

․ 한국학 지식정보자원의 발굴 수집 
강화

․ 국가 정책․  연구정보 수집 목적의 
외국자료 특성화 고려

이용자 중심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 연구 및 정책 지원 도서관 서비스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홍보 · 

마케팅

․ 연구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외국자료 활용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확대를 위해 
외국자료에 대한 정보원 포함 안내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

․ 국가 디지털 장서 확충
․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 구현
․ 디지털 서비스 공유 · 협력 강화

․ 디지털 외국자료(전자책 등) 확충
․ 특성화 분야에 대한 외국 디지털 

정보원 수집 확대

도서관 협력 · 
리더십
극대화

․ 도서관 인재 전문교육의 허브
․ 국제 교류 ·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남북한 도서관 협력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기탁
․ 북한자료 수집 강화

[표 5-2] 국립중앙도서관의 4대 목표별 외국자료 수집 관련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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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자료의 중점수집분야  
    - 핵심자료: 인문, 예술, 정책자료
    - 특성화자료: 한국학자료, 북한자료, 동북아·신남방·신북방 전략적 자료, 다문화자료 

구분 자료구분 세부내용

핵심자료

․ 인문

․ 역사: 세계 각국의 역사, 지리와 전기를 
포괄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동북아 및 
아세안)의 역사자료를 중점 수집

․ 철학: 동양철학 중점 수집
․ 종교: 한국 관련 종교자료
․ 언어: 언어 및 언어학 자료, 사전자료, 한자권 

언어자료, 한국어 관련 언어자료
․ 문학: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기타 제문학의 자료를 포괄 
수집. 문학이론, 문장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한국 문학작품 번역, 비평, 연구 자료

․ 예술

․ 예술 전 주제분야를 포괄 수집 (오락 목적의 
자료 제외)

․ 주제분야: 건축, 조각 및 조형미술, 공예· 
장식미술, 서예, 회화·도화·디자인, 사진예술, 
음악 , 연예술 및 매체예술, 스포츠

․ 정책

․ 주제분야: 통계자료, 경제학, 사회학, 
사회문제, 행정학, 교육학, 민속학, 
국방·군사학

․ 주요 국가의 국가기관 및 정책기관, 각종 
국제기구, 주요 대학, 학술출판사 등에서 
발간한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특성화자료

․ 한국 관련 자료 
․ 해외에 소재한 한국 자료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관련 집필 자료
․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인 집필 자료

․ 북한자료 ․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

․ 동북아·신남방·신북방전
략적 자료

․ 해외에서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는 적극 수집

․ 해외에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는 인문, 사회, 과학 등 모든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수집하며, 특히 한국의 

[표 5-3] 중점수집자료(핵심자료, 특성화자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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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자료수집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측면에서 외국자료 수집방안을 강화
❍ 외국자료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외대출이 제한된 국내자료와 차

별화하여 외국자료 이용정책을 적극적 서비스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유사하게 연구자 등록규

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호대차를 통해 소장장서의 외부 대출서비스를 시행 중임
❍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자 등록 규정을 완화하고, 적극적

으로 외국자료 이용서비스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외국자료 수집의 근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성 있는 
정책자료를 중점 수집

․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전략적 
정책자료(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 
대상국인 신북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제의 
정책 자료) 

․ 다문화 자료

․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식정보 제공 및 다문화인들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관 등이 반영된 
도서(역사, 문화, 문학, 언어 등), 
사회문화적․경제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대중잡지, DVD(영화, 드라마 등)  등

구분 항목 내용

수서방안
․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

․ 연구정보실 등록 연구자에게 필요한 외국자료를 신청받
아 수서에 반영하는 방안

․ 매월 희망도서를 신청받고 담당자 심의후 수서 진행
․ 희망도서의 경우 수서 즉시 대출서비스 제공

․ 자료추천위원 
대출서비스

․ 외국자료 추천위원의 추천자료를 우선 수서 이후 희망도
서의 경우 수서 즉시 대출서비스 제공

서비스 방안

․ 기관상호대차 
서비스

․ 협약기관(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대해 기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외국
자료의 경우 소장장서 전부를 대상으로 함)

․ 연구자 대출서
비스

․ 연구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정보실 등록 연구자
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외국자료 관외 대출을 허용(외국
자료 대출규정 신설 필요)

․ 필요시 중요, 긴급자료 신청의 경우 우편택배를 통한 대
출서비스 시행(택배료 신청자 부담)

[표 5-4] 외국자료 이용자 서비스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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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국자료 주제분야별 수집 비율 가이드라인 적용  
❍ 외국자료 수서시 요구 기반(연구자 희망도서 신청, 외국자료 추천위원회의 추천, 외국자료 

이용통계 등)을 기반을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주제분야별 집서수준에 대한 장기적 관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결과 아래와 같이 제시된 주제별 집서수준에 기반하여, 주류/강목별 최소·최대 수
집비율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장서개발의 완성도와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제분야별 수집 비율 정의기준
   - 전체 장서대비 비율과 목표장서수준, 증가율을 고려하여 향후 수집비율을 제안함
   - 전체장서대비 비율을 기준점으로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을 참고
   - 목표장서수준 3을 기준으로 목표장서수준이 4일 경우 수집비율 증가, 2일 경우 수집

비율 감소
   - 수집비율이 높은 주제의 경우 최소, 최대폭을 유연하게 조정
   - 핵심주제분야는 ‘2.4 핵심자료’에서 강목 수준 수집비율을 제시

KDC 내용
장서수(~
2020.07.

30)
전체장서
대비비율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000 총류 4,357 3.67 43.18 2 2 2 2 4 3
100 철학 6,836 5.76 95.65 3 3 3 4 6 5
200 종교 2,966 2.50 56.60 3 4 4 2 4 3
300 사회과학 41,025 34.57 52.11 4 3 4 28 36 32
400 자연과학 1,298 1.09 32.04 2 2 2 1 3 2
500 기술과학 9,503 8.01 40.97 2 1 2 5 9 7
600 예술 9,496 8.00 52.89 4 4 4 7 11 9
700 언어 4,377 3.69 56.21 3 3 4 3 7 5
800 문학 10,029 8.45 45.79 3 2 4 7 11 9
900 역사 28,799 24.26 81.47 3 3 4 21 29 25

총합 118,686 100 58.26 　- - - - - 100

[표 5-5] 동양서 목표장서 수준 및 수집비율

DDC 내용
장서수(~
2020.07.

30)

전체장서
대비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000 총류 7,264 4.61 36.64 4 4 4 4 6 5
100 철학 6,655 4.22 40.85 2 3 3 2 4 3
200 종교 6,068 3.85 37.69 3 4 4 4 6 5
300 사회과학 57,721 36.64 26.64 4 4 4 30 36 33
400 언어 3,037 1.93 38.93 2 1 3 1 3 2
500 자연과학, 

수학 9,569 6.07 23.12 2 1 2 3 5 4
600 기술과학 20,901 13.27 28.58 3 2 3 12 16 14
700 예술 17,068 10.84 56.09 4 4 4 12 16 14

[표 5-6] 서양서 목표장서 수준 및 수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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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별 이행전략

1.4.1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개선

1) 필요성
❍ 정책정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8년 장서개발지침을 공식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으

며, ‘제1장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과 원칙, 제2장 장서개발 기본지침, 제3장 장서개발 세
부지침, 제4장 주제별 장서개발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자료 개발지침’은 ‘제2장 장서개발 기본지침’에서 ‘국내자료 개발지침’과 동일 수준에
서 다루어지고 있음

❍ 장서개발지침의 구성은 외국의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과 비교할 때, 그 수위와 
상세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집중적으로 수집해야 할 자료와 특성
화자료 기술의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임

❍ 따라서 전체적인 장서개발지침의 구성은 유지하되,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자료
지침 내내 중점수집분야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필요
가 있음

2) 추진전략
❍ 국가도서관으로서 대내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제

고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점수집 분야를 특성화하려는 장서개발 방
향성을 현재 장서개발지침에 반영하여 수정

❍ 장서개발지침의 전체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서 배포
❍ 한국학자료, 북한자료, 동북아·신남방·신북방 전략적 자료, 다문화자료 등 특성화자료의 경

우 동일 분야를 수집하는 타 기관과의 협력 수서를 위해 해당 특성화자료의 장서개발지침
을 공유

❍ 5년 주기로 장서개발지침의 세부전략을 갱신

3) 추진단계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기존 장서개발지침의 ‘외국

자료 개발지침’을 업데이트
하여 장서개발지침 재발간

- 특성화자료별 수집기관과
의 장서개발지침 공유 

- 외국자료 장서개발지침에 
근거한 특성화자료 협동수
서

800 문학 16,222 10.30 40.18 3 4 4 9 13 11
900 역사, 지리 13,010 8.26 40.82 2 2 4 7 11 9

총합 157,515 100 33.50 　-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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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중점수집분야 자료 수서 확대

1) 필요성
❍ 현재 외국자료 개발지침 상 중점수집 자료와 관련된 사항이 포괄 수집, 적극 수집, 특성화 

수집 등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나 포괄·적극·특성화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부재한 상태로 
혼재하여 혼란을 야기함 

❍ 또한 중점수집자료에 대한 수집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게 제
시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외국자료의 장서개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외국자료 비이용 요인으로 전문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수집해야 할 주제분야로서 인문분야
(철학, 문학, 역사 등) 4.14점,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3.69점,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3.70점,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3.83점,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 관련 내용 
등) 3.96점을 차지하여 향후 중점수집분야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이용자 면담 결과 도서관 설립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분야를 특화하여 장서를 수집하되, 집
중 수집자료의 경우 주제별로 4단계 연구수준을 실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됨

2) 추진전략
❍ 중점수집분야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핵심자료는 중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중 다른 주제분야에 비교해 가장 높

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서해야 할 장서를 의미하며, 특성화자료는 타 도서관 대비 상대적으
로 특화된 고유의 장서를 의미함

❍ 이용자 조사결과와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재 장서개발지침 및 이용자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 핵심자료: 인문, 예술, 정책자료
   - 특성화자료: 한국학자료, 북한자료, 동북아·신남방·신북방 전략적 자료, 다문화자료 

❍ 핵심자료의 경우 온라인자료 수집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킴
❍ 특성화자료는 세계 각국에 산재된 한국 관련 자료 등 특성화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디지털

협력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중국고서보존프로젝트와 같은 디지털반환 사례 참
고)

❍ 매년 사회적 현안 및 산업계 기술동향을 반영한 집중수집 자료를 선정하여 수서에 반영(국
회도서관 사례 참고)

- 장서개발지침 영문판 발간 - 기존 장서개발지침 개정 추
진(5년 주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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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수집분야 자료 수서 확대를 위해서 외국자료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중점수집분야의 세

부주제별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단계

1.4.3 외국자료 서비스 정책 강화

1) 필요성
❍ 외국자료 수서 정책을 중점수집분야 위주로 수집하는 것으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 만큼, 

해당 주제의 외국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료제
공 서비스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외국자료 비이용 요인으로 현재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 /정보원의 활용이 훨
씬 편함이 36.4%를 차지하여 국외자료 이용 편의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

❍ 외국자료 수집은 그 특성상 보존가치보다는 이용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
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하
여야 외국자료 수집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

2) 추진전략
❍ 외국자료 서비스를 연구정보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정보실의 이용자를 대상

으로 특화된 자료이용서비스 개발
   - 연구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정보실 등록 연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외국

자료 관외 대출을 허용(외국자료 대출규정 신설 필요)
   - 중요, 긴급자료 신청의 경우 우편택배를 통한 대출서비스 시행(택배료 신청자 부담)

❍ 기관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 협약기관(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대해 기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외국자료의 경우 소장장서 전부를 대상으로 함)
❍ 외국자료 추천위원의 추천자료를 우선 수서 이후 희망도서의 경우 수서 즉시 대출서비스 

제공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핵심자료 주제분야 외국자료 
온라인 수서 확대

- 특성화자료 수집을 위한 디
지털협력프로젝트 기획

- 각 연도별 집중수집자료 지
정(사회적 현안 반영)

- 외국자료 추천위원회 재구성

- 핵심자료 주제분야 4단계 
연구수준 수서 실행

- 특성화자료 수집을 위한 디
지털협력프로젝트 추진(해
외 관련 도서관 MOU 체결 
등)

- 외국자료 장서개발지침에 
근거한 특성화자료 협동수
서

- 기존 장서개발지침 개정 추
진(5년 주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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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료 중 집중 수집자료 일부는 개가제제로 전환하고, 큐레이션 서가 운영

3) 추진단계

1.4.4 예산, 조직 및 인력 보강

1) 필요성
❍ 외국자료 수집과 이용의 선순환 과정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고려되

어야 함
❍ 현재 자료수집과 정원 29명 중 외국자료수집 업무에 6명 (사무관 1명, 외국도서 구입 3명, 

해외자료 영인 2명)이 배정된 상황이며, 현재 인력으로는 도서자료에 한정하여 국내업체
의 구매대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움

❍ 인문, 예술, 정책분야의 핵심자료를 선별하고,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집중 
수집하는 등 외국자료 수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구입(외국도서 및 연속간행물) 예산이 2020년 기준 1,020,000천원
으로 국회도서관 대비 50%가 되지 않는 수준임

❍ 한국 및 한국인 관련 자료 수집(’19년 950책 → ’20년 1,580책)은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반면, 그 영향으로 일반 주제분야의 경우  2019년 대비 예산 및 책수가 감 조정됨 (’19년 
6,100책 → ’20년 5,680책)

2) 추진전략
❍ 외국자료수집업무에 최소 4명~최대 6명의 증원이 필요함

   - 핵심자료 수집 담당(1명~3명): 인문, 예술, 정책 분야 각 1명 배치, 각 분야의 핵심
자료를 선별하고 연구정보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 큐레이션 및 전시기획

   - 특성화자료 수집 담당(1명): 한국 관련 자료 등 특성화자료를 발굴하고 디지털화 프
로젝트를 추진

   - 디지털화 수집 담당(1명):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발굴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 추진
   - 국제교환·기탁·기증자료 담당(1명): 국제교환·기탁·기증자료 발굴 및 유치, 수집업무

❍ 외국자료 수집예산 확충
   - 한국 관련 자료 등 특성화자료 수집예산 확충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외국자료 대출규정 신설
- 연구정보서비스 연계방안 

도출 및 시행
- 협약기관 외국자료 상호대

차 서비스 확대 

- 외국자료 개가제 및 큐레이
션 공간 확보

- 외국자료 우편택배 대출서
비스 등 외국자료 적극적 
이용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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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 예술, 정책 분야 핵심자료 수집예산 확충
   - 온라인자료(전자책 등) 수집예산 확충

3) 추진단계

2.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모형
2.1 장서개발정책의 사명과 책무

❍ 국립중앙도서관은 양질의 외국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
무를 수행하고 국가지식문화유산의 구심체로서 사명을 달성할 책무가 있음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와 지적 문화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
는 국가지식보고, 국민의 해외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정보취약(소외)계
층의 상대적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정보서비스센터,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
하는 창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함

❍ 국외에서 생산제작되는 도서비도서 중심의 일반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하는 온라인
자료를 포함함

❍ 장서개발의 방법은 납본, 구입, 수증, 국제 교환․기탁, 제작, 매체변환, 디지털 형태의 보존 
등을 적용함

❍ 외국자료의 수혜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나, 자료유형 및 주제에 따라 목표 이용집
단을 차등화함

❍ 시대사조의 수용성, 수집자료의 융합성, 구성체계의 견고성, 현실적 적합성, 미래를 대비하
는 전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자료 수집 지침은 지속적으로 변경됨 

2.2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를 근거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단계 준비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
년도 2021~2022 2023~2024 2025

내용

- 외국자료의 적극적 서비스 
정책 실현을 통한 수요기반 
확보

- 핵심자료 주제분야 수서 확
대를 위한 예산 확보

- 핵심자료 주제분야 외국자
료 및 온라인 수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특성화자료 수집을 위한 예
산확보

- 각 연도별 집중수집자료 지
정을 위한 예산확보

- 핵심자료/특성화자료 담당 
인력 충원

- 외국자료 우편택배 대출서
비스 등 외국자료 적극적 
이용정책 시행

- 디지털화 수집/국제교환·기
탁·기증자료 담당 인력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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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자료 수집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음
❍ 국가지식자원의 망라적 수집 차원에서 한국학 지식정보자원의 발굴 수집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외국자료를 국가지식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국가 문화·경제 발전, 미래 과학기술 
발전, 인문학 연구 등에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3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

❍ 외국자료 수집 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모형으로 구조화함 
❍ 장서개발지침의 (1)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뒤 (2) 자료유형별 세부지침을 명기하고 

(3) 주제별 장서개발지침을 제안함

[그림 5-2]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세부목표와 수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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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핵심자료

2.4.1 핵심자료 주제선정 기준 

(1) 인문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그림 5-3]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수집 지침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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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
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
롭게 하며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로서 인문학 진흥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함

❍ 국립중앙도서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중 아래와 같이 주요 추진과제에서 인문 및 문화
예술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특화서비스를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2) 예술
❍ 예술 정보는 오락 목적의 자료 제외한 예술 전 주제분야를 포괄 수집함. 주제분야는 건축, 

조각 및 조형미술, 공예· 장식미술, 서예, 회화·도화·디자인, 사진예술, 음악, 연예술 및 매
체예술, 스포츠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
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 본 핵심자
료 주제에서 예술정보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에서 문학, 어문, 출판과 만화를 제외한 전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1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
1-1. 국가지식자원 수집 강화
정책·연구정보 및 인문·문화예술 자료의 전략적 수집

2. 이용자 중심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2-1. 연구 및 정책 지원 도서관 서비스
□ 인문·문화예술 특화서비스의 허브
인문·문화예술 분야 특화장서 제공
인문·문화예술 정책 전문 콘텐츠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인문·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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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로는 KDC의 600번대 예술분야(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691 오락 세분)와 

DDC의 700번대 예술분야(791-792 대중연예·연극, 796 체육·스포츠, 793-795 게임·오
락 세분)를 포함함

❍ 예술과 관련한 도서뿐만 아니라 녹음자료(악보, 음악이나 이외 녹음자료), 그림, 사진, 도
면, 컴퓨터그래픽자료, 포스터 등의 비영사자료와 영상, 영화, 필름과 같은 영사자료, 입체
자료나 실물과 같은 비도서 자료를 포함함. 다만, 국립예술자료원,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
예술디지털아카이브 등 타 정부기관과 장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

(3) 정책
❍ 정책정보는 정책사이클(의제화, 수립, 집행,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로 주요 정

책정보 생산기관의 발간자료를 포함하여 국내·외 각종 법령집, 통계, 보고서, 회의자료, 연
구 논문, 업무편람, 연수 교재, 예산서, 연보, 백서, 소식지, 동향 보고서, 보도 자료, 국제회
의 자료 등의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로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정보는 정책사이클에 관여하고 있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정부 부처별 공무원), 정책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이 국내·외 정책과 관련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이며, 주제별, 유형별, 
생산기관별, 언어별 정책정보로 분류하거나, 이용대상자별로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함

❍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세종분관이 정책특화도서관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수
립·수행·평가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 정책도서관을 표방하고 있는 바, 모체기관인 국립중앙
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유형, 수록매체, 언어, 생산주체, 정책메뉴로 구분하여 
개발의 대상과 기준을 제시하고 핵심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음

2.4.2 핵심자료 장서개발(자료선정 및 입수) 방안

(1) 인문
❍ 인문 주제 자료는 역사, 철학, 종교, 언어, 문학 주제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강목 이하의 세부 주제 자료 선정은 기존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지침에서 정의한 기조를 반
영함

❍ 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자료(일반
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학위논문)와 특수범주자료(고문헌, 매체변환자
료, 다문화자료)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됨

❍ 국가별 자료수집기준은 국가별․언어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고 지식정
보적 가치가 높은 영미자료, 중국자료, 일본자료, 북한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자료 등은 차순으로 수집함

❍ 특히 아래 인문주제분야별 주요 자료선정 기준에 입각하여 전 주제를 4단계 연구수준 집서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하위주제는 5단계 포괄적 수준 집서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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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

구분 내용

 철학

Ÿ 철학은 일반자료(형이상학, 인식론, 인과론, 논리학, 윤리학 등), 동양 및 서양철학, 
심리학으로 대별하여 집서의 균형을 유지함

Ÿ 동양철학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4단계(연구수준)를 목표로 수집함
Ÿ 한국의 조선시대 철학파(유가파, 주자학파, 퇴계학파, 율곡학파, 양명학파, 실학파 

등)를 연구하였거나 관련성이 높은 외국자료는 소급자료와 현대자료를 포함하여 
5단계(포괄적수준)를 지향함

종교

Ÿ 종교에는 종교자체를 다룬 자료와 불교, 기독교, 도교와 천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하위주제가 포함됨

Ÿ 한국 관련 종교자료는 5단계(포괄적수준)를 지향하여 최대한 수집함
Ÿ 주요 종교의 경전, 종교에 관한 해설서 및 연구서는 4단계(연구수준)를 지향하여 

폭넓게 수집함
Ÿ 각 종교 및 하위의 종파별로 균등하게 선정하되, 논쟁서는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집함

언어
Ÿ 언어는 언어학 일반과 주요 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 자료를 4단계(연구수준) 수집함
Ÿ 언어학, 언어사회학, 비교언어학, 방언학, 언어사 등을 기술한 각종 자료는 학술서를 

중심으로 선별․수집함

문학

Ÿ 문학은 한국문학을 비롯한 중국 및 일본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러시아문학 등을 중심으로 4단계(연구수준) 
수집

Ÿ 문학이론, 문장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기본자료는 기술된 언어를 불문하고 4단계(연구수준)까지 수집함. 다만 세계 
및 각국의 문학전집은 영미,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수집함

Ÿ 세계 각국의 주요 문학가 전기는 문학형식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수집함
Ÿ 한국의 고대 및 현대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외국에서 한국의 문학세계를 

연구한 자료,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 또는 비평한 자료는 5단계(포괄적수준)로 
최대한 수집함

역사

Ÿ 역사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미․남미․오세아니아․양극지방의 역사 및 세계 각국의 
지리와 전기를 4단계(연구수준) 수집함

Ÿ 역사철학, 역사보조학, 세계사 및 세계문화사, 전쟁사, 중요한 정치적
Ÿ 사건과 시사적 문제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연구조사보고서, 각종 회색문헌을 

4단계(연구수준) 수집함
Ÿ 역사자료는 지역별․시대별․주제별 등의 분포, 전문서와 대중서의 구성비율, 정사와 

야사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서의 균형성을 유지함
Ÿ 19세기 중반 이후의 한국역사를 다룬 자료, 특히 한국 내부 및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동향을 취급한 자료,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한 
외국의 연구자료는 5단계(포괄적수준) 수집함

[표 5-7] 인문 주제분야별 주요 자료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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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술정보는 해외 장서개발 방안에 따르며 자료는 연구자, 학술·예술인들, 일반 이용자

의 연구·저술·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의 도서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미술품, 영상 등의 시청각자료와 간행물을 수집함

❍ 예술정보는 비교적 고가인 경우가 많아 해외의 국제기구와 자료의 교환 및 교류를 위한 
국제협업을 강화하며, 국제기구의 발행자료를 교환이나 기탁 수집함. 예술정보를 발간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아래와 같음: AFI(American Film Institute), AfTW(Art For The 
World), AIA(Authentication in Art), AIC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Critics), A
GD(Arts for Global Development), ASC(American Society of Cinematographer), ASIF
A(L’ 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Film d’Animation), BTJA(Broadcast Television Jour
nalists Association), CEC ArtsLink(CEC ArtsLink), EFAH(European Forum for Arts a
nd Heritage), FIAPF(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Producers Association), FIPRES
CI(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Critics), IABD(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l
acks in Dance), IAMC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
ch), IAMI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Information Centers), IAML(Internatio
nal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er), ICAF(Interna
tional Child Art Foundation), ICI(Independent Curators International), IDA(Internation
al Design Alliance), iDMAa(International Digital Media and Arts Association), IEATA
(International Expressive Arts Therapy Association), IETM(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IFAR(International Foundation for Art Research), IFI(The Internati
onal Federation of Interior Architects/Designers), IMC(International Music Council), I
OV(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Folk Arts), ISCM(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
rary Music), ISME(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ISPA(International Soc
iety for the Performing Arts), ITI(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 LAFCA(THE LOS 
ANGELES FILM CRITICS ASSOCIATION), Magnum Photos(Magnum Photos), 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WMF(World Monuments Fund) 

❍ 예술정보는 비교적 웹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이 풍부하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것을 제안함. 웹에서 활용가능한 대표적인 정보원은 
아래와 같음: Census of Antique Works of Art and Architecture Known in the Renaissan
ce (http://www.census.de/census/home/view?set_language=en) Contemporary Artists 
Index from the Cleveland Institue of Art (http://gate3.cia.edu/cia/index.php), DADABA
SE - from MOMA (http://arcade.nyarc.org/search~S8), Getty Vocabularies (http://ww
w.getty.edu/research/tools/vocabularies/index.html), Rauschenberg Research Project 
(http://www.sfmoma.org/explore/collection/project/rauschenberg_research_project), S
mithsonian Archives of American Art (http://www.aaa.si.edu/collections), The Medici 
Archive Project (http://documents.medici.org/), The Met's Timeline of Art History (ht
tps://www.metmuseum.org/toah/), Vincent van Gogh - The Letters (http://www.v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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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letters.org/vg/letters.html) 
❍ 전시, 실기, 공간, 비평, 예술산업 등에서 ICT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

실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어 예술과 관련한 미래 트렌드를 
인식하여 장서를 수집함 

❍ 예술분야의 핵심자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
요하며, 한시적으로라도 주제분야의 학예사급을 별도로 고용하여 기 소장자료 검토, 유관 
기관 환경분석을 통해 예술과 관련한 장서개발과 수집의 기틀을 세우고, 핵심자료 프로그
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함. 예술 세부분야별로 자료선정위원회를 두어 도서관에서 구입하
고자 하는 자료들에 대해 심의하고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예술정보는 비도서의 비중이 높아 메타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 보존 요소 세트 개발, 지적
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어 원활한 검색과 이용을 도모함

❍ 구입을 통한 수집은 ① 신간 외국어로 된 자료,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자료, ② 기존
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주제·시대·자료유형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예술정보임. 
전 예술분야의 자료선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입함

❍ 예술정보의 매체별 유형은 접근의 용이성, 자료예산의 한계, 수집의 신속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인쇄자료보다 전자자료(디지털 파일, 웹문서 등)에 우선순위를 둠 

❍ 예술정보 개발은 중·장기적으로는 전 분야에 걸친 망라적 수집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 
핵심자료 장서의 구축을 위하여 음악,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회화,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예술, 대중연예/연극을 우선 수집함 

❍ 이를 위해서는 구입과 수증, 복제와 영인, 오픈액세스, 다운로드 외에 해외 국가도서관, 국
제기구, 주요 민간기구와 선진국의 예술단체, 대학도서관 등과 긴밀한 협약을 통한 수집전
략이 필요함

구분 내용

자료유형
Ÿ 일반도서, 학술지기사, 참고자료, 보고서, 회의자료, 국제기구 발간자료, 외국정부간

행물, 통계, 법령, 사전, 총서, 도감, 회색문헌, 웹DB(전자잡지, 전자도서 포함), 디지
털 파일 등

수집매체별 Ÿ 인쇄자료, 전자자료(상용 서지․원문 DB와 패키지형 전자잡지, 전자책, 디지털 파일, 
웹 정보원), 특수자료 등

언어 및 
지역별

Ÿ 영어권, 중국어, 일본어 우선 수집
Ÿ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유럽 지역 자료 선별적 수집
Ÿ 한국과 아시아의 예술과 관련한 자료 우선 수집

생산주체별 Ÿ 국가도서관, 국제기구, 주요 국제 민간기구, 주요 선진국의 예술단체, 주요 국가별 대
학 등

주제별 
Ÿ 예술 전 분야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나 음악,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회화, 레크리

에이션 및 공연예술, 대중연예/연극을 집중 수집함
Ÿ 중·장기적으로는 총류에서 역사까지 망라적 수집을 목표로 함

[표 5-8] 예술 주제 유형별 수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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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 정책정보는 정책의 의제화에서 평가 및 피드백까지 각 단계에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존 장서개발정책(세종분관 포함)의 기본지침38)에서 정의한 
기조를 반영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자료수집과와 디지털기획과), 국립세종도서관(정책자
료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정보서비스과) 등이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정책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의제화 단계를 위해서는 국정기조 및 국가계획, 부처별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발전계획, 법령과 기준, 조사연구보고서, 이슈자료, 토론․세미
나자료, 언론기사, 민원요청 자료 등을 위주로 중심으로 수집함

❍ 정책수립 및 집행 단계를 위해서는 과거 정책자료, 예결산자료, 관계법령과 기준, 통계데이
터, 예비타당성 분석자료, 환경영향 평가자료, 자문회의 자료, 조사연구보고서, 단행본, 학
술논문, 학위논문, 인터넷 정보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정책평가 및 피드백 단계를 위해
서는 백서, 평가지표, 평가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함 

❍ 외국 정책정보는 구입 또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 5-9]에 제시한 수집대상 정책정보 중에 언어 및 생산주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
성이 있음. 가령, 디지털파일로 서비스 되지 않거니 기탁되지 않는 UN(국제연합), EU(유
럽연합), WHO(세계보건기구), OECD(경제개발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ILO(국제
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발간자료는 적극적으로 선별 구입하며, 일반 외국도서 중 정책관련 
키워드(중앙 및 지방정부, 경제, 교육, 환경, 외교 등)로 검색하여 대상자료를 선정하고 국
가정책정보협의회 및 정부부처자료실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체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8)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2017)’에서 양대 이용집단인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을 위한 정책정보
서비스와 일반 대중을 위한 보편적인 지식정보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통합형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과 세부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구분 내용

자료유형
Ÿ 일반도서, 학술지기사, 참고자료, 보고서, 회의자료, 국제기구 발간자료, 외국정부간

행물, 통계, 법령, 그 외 정책자료 및 정책관련 회색문헌, 웹DB(전자잡지, 전자도서 
포함), 디지털 파일 등

수집매체별 Ÿ 인쇄자료, 전자자료(상용 서지․원문 DB와 패키지형 전자잡지, 전자책, 디지털 파일), 
특수자료 등

언어 및 
지역별

Ÿ 영어권,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북한) 우선 수집
Ÿ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유럽 지역 자료 선별적 수집
Ÿ 신남방(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신북방(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가별 정책자료 수집 고려
생산주체별 Ÿ 국제기구, 대륙별 국가연합체, 주요 국제 민간기구, 주요 선진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주요 국가의 주제별 단체․연구기관, 주요 국가별 대학 등
주제별 Ÿ 사회과학 및 과학기술 주제의 선별 수집을 우선 고려함

Ÿ 중·장기적으로는 총류에서 역사까지 망라적 수집을 목표로 함

[표 5-9] 유형별 수집대상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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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을 통한 수집은 ① 신간 외국어로 된 자료,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영어자료, ② 
기존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주제·시대·자료유형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정책정보
로 한정하되, 고등교육기관과 기타 전문도서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입
함

❍ 정책정보의 매체별 유형은 인쇄자료보다 전자자료(디지털 파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자료
예산의 한계, 접근․검색의 편의성, 입수․이용의 신속성 등을 감안하면 정책정보를 생산․유통
시키는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 및 아카이빙 전략이 필요함

❍ 정책정보 개발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 및 정책정보 수요를 감안하여 망라적 수집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 핵심자료 장서의 구축을 위하여 사회과학(사회학·사회문제·복지,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교육학, 민속학) 및 과학기술(기술과학 정책일반, 공학, 환경, 보
건, 건축 등) 주제의 우선 수집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구입과 수증, 복제와 영인, 다운로드 외에 국내 정책정보 수집기관과 외국의 
국가도서관 및 국가수준급 민간기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수집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2.4.3 핵심자료 장서개발을 위한 기획주제

(1) 인문
❍ 핵심자료 주제분야에 대한 망라적 수집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

주제를 선정하여 핵심자료 장서개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인문 분야의 기획주제는 기술 분야와의 융합 및 통섭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매년 인문학계

의 주요 트렌드 및 담론, 이슈를 참조하여 세부 주제를 발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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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
❍ 예술정보는 그 분야와 내용이 방대하여 모든 내용을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음.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핵심자료 장서개발을 순
차적으로 진행하도록 제안함

❍ 기획주제는 단기적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의 유연한 수서를 돕고 장기적으로 장서의 
폭넓은 수서를 도와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전시회,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음

❍ 시기별로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어 아래 ‘예술 활동별 정보 유
형’이나 ‘예술관련 어휘 분석’을 참고로 하여 연 1회 이상 학문의 트렌드에 맞는 장서 분야
를 수서하도록 함

핵심 주제 기획주제 선정예시

디지털인문학
Ÿ 디지털 세대와 인문학
Ÿ 빅데이터 인문학: 빅데이터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Ÿ 디지털휴머니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인문학의 발전방향

경제인문학
Ÿ 경제의 역사 / 부의 인문학
Ÿ 서민을 위한 경제학, 재테크
Ÿ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의료인문학
Ÿ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질병 및 치료제에 대한 역사·정치·사회·경제·문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 
Ÿ 감염병의 역사 및 인류에게 미친 영향
Ÿ 뇌 해부학, 치매, 노인의 정신건강

영상인문학 Ÿ 인문학 콘텐츠 제작 기법
Ÿ 인문학과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음식인문학 Ÿ 국가별, 문화권별 음식의 역사
Ÿ 음식과 문화다양성

[표 5-10] 핵심 장서개발 기획주제(인문)의 주제선정 방안 예시 

구분 내용
예술가 Ÿ 서신, 사진, 일기, 작가 노트, 스케치, 아트워크, 악보 등 예술가가 예술 활동 및 기타 

개인생활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기록과 자료 
예술가의 

지인
Ÿ 서신, 사진, 아트워크, 스크랩 등 예술가의 배우자나 가족, 친구, 동료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예술가협회 

및 단체 Ÿ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활동기록과 행정기록, 전시 자료 등
공연단체, 
전시단체,
유통단체 

Ÿ 조직이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수집한 기록. 공연영상 및 녹음기록, 전시 
프로그램, 공연대본, 공연용 악보, 무대설치 자료, 기기 구성 및 세팅 자료, 안무 자료, 
음악/음향 자료, 의상/메이크업 관련 자료, 전시도록 및 팸플릿 

연구자/비평
가 

Ÿ 연구나 평론을 위해 수집한 예술가, 예술작품에 관한 기록. 때로는 특정 예술장르나 
특정 지역, 특정 주제의 예술을 중심으로 수집한 기록

(*출처: 설문원(2011)의 논문에서 ‘표21’을 일부 수정함39))

[표 5-11] 예술 활동별 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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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 핵심자료 주제분야에 대한 망라적 수집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

주제를 선정하여 핵심자료 장서개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정책정보의 기획주제는 [표 5-13]에 사례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 정부부처별 당해연도 
39)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40) 장인호. (2019). 신문기사정보 패싯 택소노미 구축 방안-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50(4), 
381-403.

구분 내용

행위주체

Ÿ 사람 : 미술인(화가, 모델, 만화가, 건축가, 도예가, 사진작가, 미술평론가, 공예가, 
조각가, 미술상(美術商), 고미술상), 배우, 건축가, 무용가, 작가, 방송작가, 시인, 
탤런트, 국악인, 비보이, 서예가, 성악가

Ÿ 조직 : 미술단체(기관/단체), 미술협회, 화랑협회, 미술평론가협회, 미술계, 
영화사(映畵社)

Ÿ 집단 : 악단, 교향악단, 실내악단, 예능단체, 합창단, 서커스단, 발레단, 무용단, 
예술단, 아이스발레단

물리적 개체
Ÿ 시설 : 미술관, 화랑, 화방, 음악당, 문학관, 극장, 영화관
Ÿ 설치물 : 영화세트,
Ÿ 도구 : 회화도구, 악기, 현악기, 피아노, 타악기, 국악기, 고악기

물질 및 재료 Ÿ 물질 : 물감
Ÿ 재료 : 미술재료

산물 Ÿ 표현물 : 예술품, 조각품, 가곡, 고미술품, 공예품, 문학작품, 소설, 시(문학), 동시, 
벽화

행위 및 현상 Ÿ  행위 : 미술행정, 미술품복제, 미술품복원, 미술품거래, 미술품수입, 포스터제작, 
영화배급, 촬영, 영화촬영, 수중촬영, 공중촬영, 야외촬영

행사 및 상 Ÿ 행사 : 미술행사/활동, 미술세미나/심포지엄, 미술품경매, 미술공모전, 미술전람회, 
건축전, 공예전, 서예전, 사진전

영화제 Ÿ 상 : 미술상(美術賞), 문학상, 영화상
사건사고 Ÿ 사건 : 예술품도난, 작품위조, 작품변조, 표절시비

Ÿ 사고 : 예술품화재

장르 및 형식
Ÿ 장르 : 미술, 판화, 스케치, 건축, 조각, 공예, 사진, 상업미술, 도안, 목공예, 금속공예, 

보석공예, 유리공예, 지공예, 칠기공예, 염직공예, 장식공예, 도자기공예, 서예, 
미술품(고미술품, 골동품, 회화,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Ÿ 형식 : 영화법규

추상적 개체
Ÿ 개념 : 미술감상, 연극감상, 영화감상, 음악저작권, 금지곡
Ÿ 방법 : 연주법, 피아노조율, 악기조율 등
Ÿ 학문 : 음악이론, 미술이론
Ÿ 속성 : 미술품가격, 서체, 탁본, 전각, 가짜미술품

발생 Ÿ 역사 : 예술사, 미술사, 한국미술사, 음악사, 연극사, 영화사(映畵史)
Ÿ 장소 : 영화촬영장

(*출처: 장인호(2019)의 논문에서 ‘표6’ 참조40))

[표 5-12] 예술 패싯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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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이나 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기획하기를 제안함

❍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가계획, 정책메뉴별 추진과제, 부처별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 지방행
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발전계획 등에서 제시되는 주제를 기획주제 대상으로 하여 기획주
제 장서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핵심 주제 기획주제 선정 방안 비고

혁신성장 
핵심분야

Ÿ 과학기술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 3대 영
역으로 2020년 업무계획 발표

Ÿ 혁신성장 핵심분야(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유도 유도 및 기술·정책·제도 마련을 
위한 R&D예산의 전략적 투자 강화 발표

Ÿ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5대 핵심
분야 정부 R&D 집중투자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업무계획」
등 매년 1월 초 발표
되는 부처별 업무계
획 참조

경제·사회전반 
혁신을 위한 

4대 혁신분야,
8대 선도 
프로젝트

Ÿ 혁신성장 주제분야를 참고하여 매년 기획주제 선정 가능성 
제고

Ÿ 과학기술·산업혁신 분야
-미래 먹거리: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
-주력산업: 한계기업, 구조조정, 제조-서비스업간 융합, 중소
기업간 협업강화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혁신창업: 모험자본 공급확대, 혁신창업 인프라 확충, 사내창
업 및 세대융합창업 등 
Ÿ 사람혁신(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
-선진국형 나노디그리 등 직업룬련 혁신 추진 선도프로젝트\
-자율차·AI 등 유망분야 통합적 핵심인재 양성계획 
-대학 자율성 확대 및 구조조정, 하회보상체계 개선 등 장기과
제 
Ÿ 사회제도혁신 :　신산업,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및 노동

시장 구조개혁 등
-규제혁신
-노동시장 양성
-기업·시장 기살리기:　투자프로젝트 일착 지원, 혁신성장 옴부
즈만 등 기업애로 해소, 경제팀 및 경제단체간 소통채널 강화

Ÿ 8대 선도 프로젝트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기획재정부 발표 
「혁신성장 정책 추
진분야」 참조
<https://www.moef
.go.kr/pa/archivePol
icyPrtnDrc.do>

[표 5-13] 핵심 장서개발 기획주제(정책)의 주제선정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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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핵심자료 장서개발 목표 비율

(1) 인문
❍ 인문주제에 해당하는 철학, 종교, 언어, 문학, 역사 주제의 목표비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전체 장서대비 비율과 목표장서수준, 증가율을 고려하여 향후 수집비율을 제안함 
❍ 목표장서수준 3을 기준으로 목표장서수준이 4일 경우 수집비율 증가, 2일 경우 수집비율 

감소
❍ 수집비율이 높은 주제의 경우 최소, 최대폭을 유연하게 조정

K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
주제
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100 철학 169 2.47 64.08 3 3 3 1 3 2
110 형이상학 133 1.95 104.62 3 4 4 1 3 2

120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33 0.48 1000.00 1 2 2 1 1 1

130 철학의 세계 20 0.29 100.00 1 2 2 1 1 1
140 경학 411 6.01 92.06 3 3 3 3 7 5
150 동양철학, 

동양사상 1,787 26.14 129.99 4 4 4 24 28 26
　 151 한국철학, 

사상 212 3.10 505.71 3 4 5 3 7 5

　 152-
153

중국철학, 
일본철학 1,529 22.37 111.77 4 4 4 20 24 22

160 서양철학 197 2.88 77.48 3 3 3 1 3 2

　 162-
166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철학 
등

142 2.08 69.05 3 3 3 1 3 2

170 논리학 24 0.35 140.00 1 2 2 1 1 1
180 심리학 1,471 21.52 82.51 4 4 4 19 23 21
190 윤리학, 

도덕철학 708 10.36 27.80 3 2 3 8 12 10
합계 6,836 　 95.65 　 　 100

200 종교 210 7.08 114.29 3 4 4 5 9 7
210 비교종교 210 7.08 128.26 3 4 4 5 9 7
220 불교 883 29.77 70.79 4 4 4 27 31 29
230 기독교 1,338 45.11 36.25 4 3 4 42 46 44
240 도교 163 5.50 73.40 3 4 4 3 7 5
250 천도교 1 0.03 0.00 1 1 3 1 1 1
260 - 17 0.57 0.00 - - - 1 1 1
270 힌두교, 

브라만교 0 0.00 0.00 0 0 1 1 1 1

[표 5-14] 핵심 장서 수집비율(동양서 :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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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이슬람교. 
회교 23 0.78 155.56 1 2 2 1 1 1

290 기타 제종교 121 4.08 44.05 2 1 2 2 6 4
합계 2,966 56.60 　 　 100

700 언어 539 12.31 57.14 3 3 4 9 13 11
　 701 언어학 460 10.51 64.29 3 4 4 8 12 10
　 703 사전 17 0.39 30.77 1 1 3 1 1 1

　 709
언어사 및 
언어정책, 
언어행정

14 0.32 55.56 1 1 1 1 1 1
710 한국어 339 7.75 18.95 3 2 5 6 10 8
720 중국어 1,752 40.03 84.23 4 4 4 37 41 39
730

일본어 및 
기타 

아시아제어
817 18.67 36.39 4 3 4 16 20 18

　 739 기타 아시아 
제어 18 0.41 50.00 1 1 1 1 1 1

740 영어 363 8.29 32.00 2 1 2 4 8 6
750 독일어 21 0.48 90.91 1 2 2 1 1 1
760 프랑스어 12 0.27 33.33 1 1 1 1 1 1
770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2 0.05 0.00 1 1 1 1 1 1
780 이탈리아어 1 0.02 0.00 1 1 1 1 1 1
790 기타 제어 22 0.50 83.33 1 2 2 1 1 1

합계 4,377 　 56.21 　 　 100
800 문학 553 5.51 44.39 3 2 4 4 8 6

　 801 문학이론 61 0.61 64.86 3 4 4 1 1 1
　 802 문장작법, 

수사학 223 2.22 43.87 3 2 4 1 3 2
　 809 문학사, 

평론 131 1.31 32.32 3 2 4 1 3 2
810 한국문학 2,101 20.95 32.39 4 3 4 18 22 20
820 중국문학 2,672 26.64 52.08 4 4 4 24 28 26

830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3,470 34.60 46.91 4 4 4 32 36 34
840 영미문학 413 4.12 86.88 2 3 4 2 6 4
850 독일문학 195 1.94 16.77 2 1 3 1 1 1
860 프랑스문학 92 0.92 35.29 1 1 3 1 1 1

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
2 0.02 100.00 1 2 3 1 1 1

880 이탈리아문
학 9 0.09 80.00 1 2 3 1 1 1

890 기타 제문학 107 1.07 13.83 2 1 3 1 1 1
합계 10,029 　 45.79 　 　 100

900 역사 612 2.13 76.37 3 3 4 1 3 2
　 901-

902
역사철학 및 

이론, 
역사보조학

210 0.73 89.19 3 4 4 1 1 1

　 909 세계사 313 1.09 64.74 3 3 4 1 1 1
910 아시아 12,526 43.49 88.59 4 4 4 40 4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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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한국 1,668 5.79 46.57 4 3 5 4 8 6
　 912-

913 중국, 일본 10,475 36.37 99.49 4 4 4 32 36 34
920 유럽 199 0.69 142.68 2 3 4 1 1 1
930 아프리카 21 0.07 40.00 1 1 3 1 1 1
940 북아메리카 50 0.17 51.52 1 1 3 1 1 1
950 남아메리카 11 0.04 37.50 1 1 3 1 1 1
960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7 0.02 133.33 1 2 3 1 1 1
970 - 0 - 0.00 - - - 0 0 0
980 지리 1,831 6.36 26.80 4 3 4 4 8 6
990 전기 759 2.64 43.75 3 2 4 1 3 2

　 999 계보, 족보 117 0.41 50.00 2 1 3 1 1 1
합계 28,799 　 81.47 　 　 100

D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
주제
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100 철학 162 2.43 45.95 2 3 3 1 5 3
110 형이상학 271 4.07 51.40 2 3 3 2 6 4
120 인식론 508 7.63 50.74 2 3 3 6 10 8
130 초심리학, 

신비주의 161 2.42 20.15 1 1 1 1 3 2
140 철학학파 195 2.93 38.30 1 1 1 1 3 2
150 심리학 2,063 31.00 41.98 4 4 4 30 34 32
160 논리학 103 1.55 15.73 2 1 2 1 3 1
170 윤리학 878 13.19 39.81 3 3 3 11 15 13
180 고대, 중세 & 

동양철학 435 6.54 37.66 3 3 3 4 8 6
　 181 동양철학 193 2.90 32.19 1 1 4 3 7 5

190 근대서양철
학 955 14.35 40.03 3 3 3 12 16 14

　 191-
19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731 10.98 43.61 3 3 3 8 12 10

합계 6,655 　 40.85 　 　 100
200 종교 314 5.17 81.50 3 4 4 3 7 5
210 종교철학 및 

이론 153 2.52 47.12 1 2 4 2 6 4
220-280 기독교 3,534 58.24 42.96 4 4 4 56 60 58

290 기타 종교 1,334 21.98 23.75 3 2 4 20 24 22
　 294 불교 414 6.82 26.99 2 1 3 4 8 6
　 297 이슬람교. 

회교 319 5.26 25.59 2 1 3 3 7 5
합계 6,068 　 37.69 　 　 100

400 언어 359 11.82 31.99 2 1 3 10 14 12
　 403 사전 4 0.13 0.00 1 1 3 1 4 2

410 언어학 804 26.47 40.31 2 3 4 25 29 27
420 영어 853 28.09 52.59 3 4 4 26 30 28
430 독일어 119 3.92 27.96 1 1 1 1 5 3
440 프랑스어 121 3.98 30.11 1 1 1 1 5 3

[표 5-15] 핵심 장서 수집비율(서양서 :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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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이탈리아어 32 1.05 14.29 1 1 1 1 3 1
460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79 2.60 5.33 1 1 1 1 4 2

470 라틴어, 고대 
이탈리아어 28 0.92 86.67 1 2 2 1 3 1

480 희랍어 31 1.02 19.23 1 1 1 1 3 1
490 기타 언어 415 13.66 31.75 2 1 3 11 15 13

　 495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언어

192 6.32 44.36 1 2 3 5 9 7

합계 3,037 　 38.93 　 　 100
800 문학 1,428 8.80 45.27 3 4 4 7 11 9

　 801 철학, 이론 166 1.02 29.69 2 1 3 1 3 1
　 808 수사학, 전집 617 3.80 27.22 3 2 4 2 6 4
　 809 문학사. 평론 623 3.84 75.49 3 4 4 2 6 4

810 미국문학 2,231 13.75 39.09 4 4 4 11 15 13

820
영국, 

고대영국문
학

2,490 15.35 41.08 4 4 4 13 17 15
830 독일문학 1,071 6.60 142.31 4 4 4 4 8 6
840 프랑스문학 685 4.22 49.24 3 4 4 2 6 4
850

이탈리아, 
루마니아문

학
140 0.86 38.61 1 1 3 1 4 2

860
스페인, 

포르투갈 
문학

1,196 7.37 6.41 3 2 4 5 9 7

870
고대 

이탈리아, 
라틴문학

83 0.51 29.69 1 1 3 1 4 2

880 고대 
그리스문학 215 1.33 29.52 2 1 3 1 4 2

890 기타 제문학 3,314 20.43 36.21 4 4 4 18 22 20
　 895 동남아시아 

문학 1,963 12.10 34.18 4 4 4 10 14 12
합계 16,222 　 40.18 　 　 101

900 역사, 지리 641 4.93 39.65 2 2 4 4 8 6
　 901 철학, 이론 104 0.80 28.40 1 1 3 1 4 2
　 909 세계사 423 3.25 42.91 2 3 4 2 6 4

910 지리. 여행 1,516 11.65 38.70 4 4 4 9 13 11
　 915 아시아지리, 

여행 474 3.64 48.13 3 4 4 1 5 3
920 전기, 계보 246 1.89 16.59 2 1 3 1 4 2
930 고대세계사 781 6.00 64.42 3 4 4 4 8 6
940 유럽역사 2,694 20.71 35.85 4 4 4 18 22 20
950 아시아역사 2,733 21.01 50.00 4 4 4 19 23 21

　 951-
952

중국 및 
인접지역, 

일본
1,412 10.85 52.32 4 4 4 8 12 10

960 아프리카역
사 231 1.78 36.69 2 2 3 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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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
❍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술 관련 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을 측정하여 동양서와 서양서의 목

표 비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970 북아메리카
역사 1,489 11.45 26.19 4 3 4 9 13 11

980 남아메리카
역사 203 1.56 19.41 2 1 3 1 3 1

990 기타 지역사 63 0.48 18.87 1 1 3 1 3 1
합계 13,010 40.82 　 　 100

K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
주제
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600 예술 1,558 16.41 60.12 4 4 4 11 15 13
601 - 316 3.33 0.00 - - - - - -
620 조각 및 

조형미술 182 1.92 31.88 3 2 4 1 5 3

630 공예, 
장식미술 756 7.96 42.64 4 3 4 5 9 7

640 서예 330 3.48 38.66 3 2 4 3 7 5
650 회화, 도화, 

디자인 1,502 15.82 65.05 4 4 4 11 15 13
660 사진예술 231 2.43 35.88 3 2 4 2 6 4
670 음악 2,034 21.42 57.67 4 4 4 13 17 16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208 2.19 192.96 3 4 4 14 18 16

680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 1,246 13.12 43.05 4 3 4 8 12 10

690 오락, 스포츠 1,010 10.64 67.77 4 4 4 8 12 11
오락 123 1.30 20.59 2 1 2 0 4 2

합계　 9,496 100 100 　- - - 76 120 100

[표 5-16] 핵심 장서 수집비율(동양서 : 예술)

D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주
제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700 예술 1,697 9.94 86.48 4 4 4 10 14 12
710 조경. 도시계획 388 2.27 24.36 2 1 3 1 5 3
720 건축술 1,923 11.27 34.66 4 3 4 6 10 8
730 조형미술, 조각 408 2.39 37.37 2 2 3 2 6 4
740 도화 및 1,382 8.10 34.83 3 2 4 5 9 7

[표 5-17] 핵심 장서 수집비율(서양서 :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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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 정부기능분류체계(BRM)41)에 따르면 [표 5-18]과 같이 17개 분야 68개 영역별로 정책

정보를 세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정책정보포털(POINT)42)에서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자료 장서(정책정보)의 개발에서 [표 5-19~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별 현재 장서수준과 적절히 조율하여 앞으로 수집의지 수준 혹은 목
표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다만, 정책정보의 특성상 주요국가의 정부간행물, 국제기구 출판물, 정책적 이슈가 되는 주
제의 정책자료, 한국 및 북한(한반도)과 관련된 정책자료,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가계획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관련 정책자료 등을 집중 수집을 통하여 정책정보 핵심자료 장서 서비
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함

41)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46893>
42) <http://policy.nl.go.kr/>

장식미술
750 회화 1,046 6.13 67.90 3 4 4 6 10 8
760 판화 127 0.74 28.28 1 1 3 0 4 2
770 사진 981 5.75 24.97 3 2 4 3 7 5
780 음악 3,537 20.72 92.65 4 4 4 16 20 18

790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예술 2,872 16.83 53.17 4 4 4 11 15 13

791-
792 대중연예, 연극 1,626 9.53 74.09 4 4 4 9 13 11
796 체육, 스포츠 976 5.72 32.43 3 2 4 3 7 5

793-
795 게임, 오락 105 0.62 41.89 1 1 1 2 6 4

합계 57,721 93.67 26.64 -　 - - 74 126 100

정책분야 세부 정책영역 정책분야 세부 정책영역

공공질서 및 안전
Ÿ 경찰
Ÿ 법무 및 검찰
Ÿ 안전관리
Ÿ 해경

과학기술
Ÿ 과학기술진흥
Ÿ 과학기술연구
Ÿ 원자력기술

사회복지

Ÿ 고용노동
Ÿ 공적연금
Ÿ 기초생활보장
Ÿ 노인·청소년
Ÿ 보건의료
Ÿ 보육·가족 및 여성
Ÿ 보훈
Ÿ 사회복지일반

산업·통상·중소기업

Ÿ 공정거래
Ÿ 무역 및 투자유치
Ÿ 산업·중소기업일반
Ÿ 산업금융
Ÿ 산업진흥·고도화
Ÿ 에너지 및 자원개발
Ÿ 통상

[표 5-18] 정부기능분류체계(BRM)별 정책분야 및 세부 정책영역 주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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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택
Ÿ 취약계층지원

교육
Ÿ 고등교육
Ÿ 교육일반
Ÿ 유아 및 초·중등교육
Ÿ 평생·직업교육

교통및물류

Ÿ 도로
Ÿ 물류 등 기타
Ÿ 철도
Ÿ 항공·공항
Ÿ 해운·항만

일반공공행정

Ÿ 국가통계
Ÿ 국민권익·인권
Ÿ 국정운영
Ÿ 국정홍보
Ÿ 법제
Ÿ 일반행정
Ÿ 재정·금융
Ÿ 지방행정·재정지원

환경

Ÿ 대기
Ÿ 상하수도·수질
Ÿ 자연
Ÿ 폐기물
Ÿ 해양환경
Ÿ 환경일반

재정·세제·금융
Ÿ 금융
Ÿ 기획재정
Ÿ 세제

지역개발
Ÿ 산업단지
Ÿ 수자원
Ÿ 지역 및 도시

국방 Ÿ 병무행정 통신 Ÿ 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

Ÿ 관광
Ÿ 문화예술
Ÿ 문화재
Ÿ 문화체육관광일반
Ÿ 체육

농림 Ÿ 농업·농촌
Ÿ 임업·산촌

보건
Ÿ 건강보험
Ÿ 보건의료
Ÿ 식품의약안전 해양수산 Ÿ 해양수산·어촌

통일·외교 Ÿ 외교
Ÿ 통일

K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
주제
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300 사회과학 1,653 4.03 32.35 4 3 4 3 4 4
310 통계자료 104 0.25 30.00 1 1 3 1 3 2

　 311 아시아 17 0.04 41.67 1 1 3 1 1 1
　 312-3

17
각국의 

통계자료 0 0.00 0.00 0 0 3 1 1 1
320 경제학 12,811 31.23 46.63 4 3 4 27 35 31

　 325 경영 3,832 9.34 39.70 4 3 4 7 9 8
330 사회학, 

사회문제 5,612 13.68 54.98 4 4 4 11 15 13
340 정치학 6,807 16.59 58.97 4 4 4 14 16 15

[표 5-19] 핵심 장서 수집비율(동양서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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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
주제
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500 기술과학 253 2.66 14.48 2 1 2 2 5 4
510 의학 2,555 26.89 52.81 4 4 4 20 27 24
520 농업, 농학 1,714 18.04 46.00 4 4 4 16 18 17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1,787 18.80 21.23 4 3 4 16 20 18

540 건축, 건축학 734 7.72 166.91 4 4 4 6 10 8
550 기계공학 321 3.38 32.10 2 1 2 2 5 3
560 전기공학, 

전자공학 236 2.48 18.00 2 1 2 2 6 4
570 화학공학 241 2.54 22.34 2 1 2 2 6 4
580 제조업 148 1.56 23.33 2 1 2 1 4 2
590 생활과학 1,514 15.93 29.96 4 3 4 13 19 16

합계 9,503 100　 40.97 　- - - 80 120 100

[표 5-20] 핵심 장서 수집비율(동양서 : 기술과학)

350 행정학 981 2.39 55.47 4 4 4 3 5 4
360 법률, 법학 3,047 7.43 62.16 4 4 4 6 7 6

　 369 각국 법 및 
예규 335 0.82 20.50 3 2 3 1 1 1

370 교육학 2,715 6.62 84.19 4 4 4 5 10 7
380 풍습, 예절, 

민속학 2,323 5.66 58.57 4 4 4 4 6 5
390 국방, 군사학 788 1.92 51.54 3 2 4 1 2 2

합계　 41,025 100 52.11 -　 -　 - 85 115 100

D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
주제
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300 사회과학 8,984 15.56 28.75 4 4 4 14 16 15
310 일반통계 97 0.17 15.48 1 1 3 1 3 2
320 정치학 5,552 9.62 39.57 4 4 4 8 12 10
330 경제학 16,982 29.42 18.02 4 3 4 26 32 29
340 법학 7,113 12.32 37.74 4 4 4 10 12 11

341 여러국가의 법 1,633 2.83 19.63 4 3 4 2 3 2
350 행정학, 군사학 3,438 5.96 17.54 4 3 4 5 7 6
360 사회문제 및 

서비스 6,359 11.02 21.42 4 3 4 10 14 12
370 교육학 5,048 8.75 51.50 4 4 4 6 10 8
380 상업. 무역. 통신. 

교통 1,803 3.12 16.70 4 3 4 2 4 3

[표 5-21] 핵심 장서 수집비율(서양서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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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핵심자료 장서의 접근성 개선

(1) 인문·예술
 1) 오프라인 접근성 개선 방안

❍ 인문·예술분야의 연구자, 문화 예술계 종사자·실무자·정책가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정보 
이용요구를 반영한 자료수집 방안을 강구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뉴스레터, 도서관 이용안내, 포스터 등에 인문·예술 정보자료 강화에 대
한 내용을 삽입하며, 도서관 입구 사이니지에 인문·예술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안내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시회, 음악회, 영화감사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
문·예술분야의 외국 정보원을 소개하여 프로그램 이후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학
습이 가능하도록 안내함

❍ 인문·예술정보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분야이므로 도서관 견학 프로그
램 진행 시 다양한 정보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문·예술분야 정보 체험을 제공함

 2) 온라인 접근성 개선 방안
❍ 인문·예술자료의 온라인 접근을 강화하고 인문·예술 향유의 극대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 외국자료의 디지털화를 진행하여 전문을 활용할 
수 있는 장서를 확충함

❍ 인문·예술자료의 검색 결과 강화를 위해 오픈액세스 저널, 웹 정보원을 확충함. 또한 검색

390 풍습. 민속학 712 1.23 22.34 3 2 4 1 2 2
합계 57,721 100 26.64 -　 - - 85 115 100

DDC 내용
장서수

(~2020.
07.30)

세부
주제
비율
(%)

증가율
(%)

현재
장서
수준

수집
의지
수준

목표
장서
수준

최소
수집
비율
(%)

최대
수집
비율
(%)

비율
평균
(%)

600 기술과학 157 0.75 25.60 3 2 3 1 4 2
610 의학 6,033 28.86 52.66 4 4 4 24 29 26
620 공업, 공학 3,844 18.39 30.57 4 4 4 18 23 20
630 농업. 농학 2,391 11.44 11.57 4 3 4 10 15 12
640 가정학 968 4.63 25.39 2 1 2 2 5 4
650 경영 및 

보조서비스 6,019 28.80 18.44 4 3 4 26 28 27
660 화학공학 797 3.81 20.57 3 2 3 1 4 3
670 제조업 129 0.62 31.63 1 1 1 1 2 2
680 특수제조업 248 1.19 21.57 2 1 2 1 2 2
690 건축공학 315 1.51 14.96 3 2 3 1 3 2

합계 20,901 100 28.58 　- - - 85 115 100

[표 5-22] 핵심 장서 수집비율(서양서 : 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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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데드링크나 검색 프로토콜, 검색방식 등을 정비하도록 함

❍ 추후 각 인문·예술 분야들의 특성과 기술적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인문·예술정
보 표준 체계나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의 인문·예술기록관리 기관에 보급하여 인문·예술
정보 서비스 기관을 엮는 플랫폼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2) 정책
 1) 오프라인 접근성 개선 방안

❍ 정책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의 거점으로 정책입안자와 실무자(정부 부처별 공무원), 정책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의 이용을 상정한 고도의 정보 수집과 함께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등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수집한 자료는 정책정보 핵심자료실/코너에서 국가/언어별로 전시·이용하며 기관간 및 등
록 연구자 대상 상호대차/문헌배달서비스(ILL/DDS)와 참고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대상자
별 서비스 세분화(공무원, 연구자, 일반인 대상 단계별)를 고려함

 2) 온라인 접근성 개선 방안
❍ 정책자료의 이용자 편이성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디지털화 및 디지털 자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개발하고 탐색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하기 쉬운 환경·수단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수집한 자료의 이용 편리성, 서비스 계속성, 온라인 제공의 장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집·서비스할 것을 제안함

❍ 예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서개발정책의 일반적인 지침에 준하여 수행하되 디지털화를 
통한 반환이나 영구대여의 방식으로 수집을 고려함

❍ 웹 아카이빙의 경우 한국(한반도)과 관련된 정책, 관심, 활동을 함께 반영하는 사이트를 
수집·보존하여 현재의 이용자는 물론 후대의 연구원,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원을 제
공함을 목적으로 개발함

❍ 사서 혹은 분야별 전문가(연구원이나 교수 등 주제별 전문가 위촉)에 의한 고품질 외국(기
관, 국가, 언어, 생산주체 등)의 정책정보원 확보와 선별된 정보원을 정부기능분류체계별 
세부 정책영역으로 세분하여 주제별 가상서고(주제게이트웨이)의 정교한 구축 및 신속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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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분포 조사

1.1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0년 4월 조사 기준, 해외 21개국, 610곳에 국외문화재 193,136점
이 소재하고 있음

- 한국고문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임
- 국외 문화재 중 81,889점, 42.40%에 달하는 문화재가 일본 내 국·공·사립 기관 210여 

곳과 개인 50여명 등 260여 곳 이상에 분산 소장되어 있음
- 고문헌 자료에 있어서 일본은 국가 성립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한문

문헌의 주요한 유입처로 인식하여 다양한 서적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받아들여 왔음

- 특히 임진왜란과 식민지배 기간 동안 국가적·조직적으로 우리 서적을 약탈 또는 반출하
거나 적어도 개인에 의한 약탕 또는 반출을 방조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출된 일

Ⅵ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 장서구성 방안

소장국 소장처 수량(%)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 81,889 (42.40%)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53,141 (27.52%)
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등 12,984 (6.72%)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12,113 (6.27%) 
영국 영국박물관 등 7,638 (3.96%)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5,684 (2.94%)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5,334 (2.76%)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4,276 (2.21%)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등 2,961 (1.53%)

네덜란드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1,930 (1.00%) 
오스트리아 빈민속박물관 등 1,665 (0.86%)

덴마크 덴마크국립박물관 1,278 (0.66%)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1,024 (0.53%)

헝가리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341 (0.18%) 
스위스 베른역사박물관 320 (0.17%)
바티칸 바티칸민족박물관 등 298 (0.15%)

이탈리아 주세페투치 국립동양예술박물관 등 70 (0.04%) 
벨기에 벨기에왕립예술역사박물관 60 (0.03%) 
스웨덴 스웨덴동아시아박물관 등 51 (0.0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41 (0.02%)

노르웨이 노르웨이국립박물관 38 (0.02%)
21개국 610곳 193,136점

[표 6-1]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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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재 한국고문헌은 종수가 매우 많아 약 1만여 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그 질적 가치 또한 높음. 소장 자료의 상당량이 완질이며 국내 소장본과 동일한 
책인 경우도 초기 간행본 등 선본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문헌 자료들은, 프랑스 및 일본에 의해 약탈 또
는 반출된 왕실 의궤 등과 달리, 실물 반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자료가 
많음

-따라서 일본 소장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하여 서지목록과 성세해제를 작성하
고 디지털이미지를 구축하여 그것을 홈페이지와 출판물의 형태로 국내·외 연
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법적 문제에 구애됨 없이 해외 
유출 자료를 귀환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1.2 온라인으로 공개된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 조사 현황
-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는 지난 30여 년간 약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최근의 종합·평가에 따르면, 일본에서 간행된 고문헌 목록은 

약 80여 종에 이르나, 우리가 조사한 기관은 40여 곳에 불과함
- 그 가운데 현장방문조사를 한 곳은 25여 개 기관이며, 조사의 완결성이 높은 경우는 다

시 그 중 절반 정도에 그침 
- 특히 원문이미지의 입수는 추정 자료 총량의 약 6분의 1 정도에 불과함

❍ 미국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 현황
- 미국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4월 현재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의회도서관, 콜럼비

아대학도서관 등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음
-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도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자료를 전수 조사함
- 따라서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에서 서지적·내용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우선 작업 대

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성과와 더불어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의 조사를 통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기타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 현황
- 일본, 미국과 비교하면 소장 자료의 양은 많지 않으나 중요한 자료는 많음
- 그 중 영국, 러시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원문 이미지 확보는 매우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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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중앙도서관 조사 (2020년 9월 현재) : 한국고문헌종합정보시스템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46개 기관, 6,670종을 조사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수조사보다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기관 조사를 병행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조사는 중국 지역 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조사 결과를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nl.

go.kr/korcis/)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소장처 서지목록 원문이미지 조사기관
The British Library
(영국 국립도서관) 92종 41종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上海圖書館 자료없음 - 자료없음

中國 北京大學校圖書館 29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國家圖書館 315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復旦大學圖書館 자료없음 - 자료없음
中國 浙江大學校圖書館 34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浙江省圖書館 218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雲南大學校圖書館 116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遼寧省圖書館 57종 - 국립중앙도서관
臺灣 國家圖書館 62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今西龍文庫(天理大學) 178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26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22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大谷大學圖書館 7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99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學習院大學圖書館 45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宮內廳書陵部 205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尊敬閣文庫 16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對馬歷史民俗資料館 58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岩瀨文庫(西尾市立圖書館) 26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成簣堂文庫  9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早稻田大學圖書館 8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杏雨書屋(三木榮文庫) 31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東北大學圖書館 49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筑波大學附屬圖書館 15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蓬左文庫
(名古屋市敎育委員會 蓬左文庫) 53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阿川文庫(東京大學) 135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靜嘉堂文庫 99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駒澤大學圖書館 9종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龍谷大學圖書館 15종 - 국립중앙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RussianState Library) 41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브린모어칼리지 도서관

(Bryn Mawr College Library) 42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Yale University Library) 68종 - 국립중앙도서관

[표 6-2] 국립중앙도서관 조사 : 한국고문헌종합정보시스템 연계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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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 (2020년 9월 현재)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에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4만여 점에 대한 국외 소재 문화재

를 조사·연구해 왔으며, 조사 결과를 총 22권의 실태조사 보고서로 발간하였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는 유물 조사에 주력하면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여 한국고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한국고문헌 조사 결과는 목록집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단계까지

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미국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84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ColumbiaUniversity Library) 792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도서관

(Claremont Colleges Library) 128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도서관

(PrincetonUniversity Library) 92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학옌칭도서관

(Harvard-Yenching Library) 1,634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서관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Library) 329종 - 국립중앙도서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도서관

(Toronto University Library) 431종 - 국립중앙도서관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MUSE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119종 - 국립중앙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225종 - 프랑스국립도서관연계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615종 - 국립중앙도서관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도서관 49종 - 국립중앙도서관

독일 괴팅겐대학교도서관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1종 - 국립중앙도서관

46기관 6,679종 - -

소장처 조사대상 발간 조사기관 / 비고
일본 세이카도문고 659종 

3592책
일본 세이카도문고 소장 

한국전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중국 상하이도서관 193종
1320책

중국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중국 복단대학교 도서관 65종 
424책

중국 푸단대학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 
야마구치현립대학(山口

2책
서화 및 간찰

경남대학교 데라우치문고 
조선시대 서화,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표 6-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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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立大學) 데라우치문고
미국 UCLA 

리서치도서관 
1,040점

(물품,일대기 
자료)

미국 UCLA 리서치도서관 
스페셜 컬렉션 소장 함호용 

자료, 201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반환 문화재  16건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201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김정희의 <세한도>,  

외규장각 의궤,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 등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 겸재정선화첩 왜관수도원으로 돌아온 

겸재정선화첩, 201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 민예관 

야나기무네요시
(柳宗悅, 1889-1961)

지도, 전적
일본민예관 소장 

한국문화재Ⅰ: 공예편,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물이 대부분

러시아 국립대학 84종
855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윌리
엄 애스턴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동방학

연구소
176종 972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윌리
엄 애스턴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85종 153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윌리
엄 애스턴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영국 SOAS 32종 49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윌리
엄 애스턴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프레더릭 맥코믹컬렉션 

128종 808책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소장 맥코믹컬렉션 
한국문화재(국영문판),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박정양, 『미행일기』 - 박정양의 미행일기,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미국 워싱턴D.C.로건서클 

 사진자료, 
신문 및 잡지의 

일러스트
기타

한미우호의 요람 
주미대한제국공사관,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유물, 지도, 

목판 등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9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 1,021건 
1,825점 전수조사

국외경매시장에서 환수 치성광여래도 
1점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송광사 산내 암자인 

청진암에 봉인된 불화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서화, 전적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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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조사 (2020년 9월 현재)
❍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해당 기관 전수조사를 하여 중요 자료 원문이미지 확보를 풍부

하게 하고 있음
❍ 고문서에 대해 탈초 및 해제를 하고 있으며, 전수조사에 대한 목록집, 해제집 발간을 진행

함
❍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모든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http://kostma.korea.ac.kr/)를 통

해 공개하고 있음

소장처 서지목록 원문이미지 해제 비고 / 조사기관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2,194종 1,078종 332종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동양문고 1,723종 659종 148종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730종 268종 36종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1,033종 1,033종 75종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경도대학
부속도서관가와이문고 4,003종 3,558종 -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268종 - -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경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 28종 - -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경도대학 
문학부도서관 346종 - -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경도대학 

총합박물관 124종 - -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일본 경도대학 
건축학부도서관 25종 - -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총 10곳 10,471종 6,596종 591종 -

[표 6-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20년 9월 현재)

- 전적
韓国の失われた文化財：増
補日帝期文化財被害資料증
보 일제기문화재피해자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전적 일제기문화재피해자료,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곳 2,500여 종 22여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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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현황

1.3.1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 현황

❍ 해외 각 나라별 한국고문헌 자료의 목록서, 해제서, 연구서 발간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북미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지역 나라명 목록서 해제서 연구서 총계
북미 미국 8 1 1 10

유럽

덴마크 1 1
독일 2 2

러시아 2 2(목록포함) 2
스웨덴 1 1
영국 2 1 3

오스트리아 1 1
프랑스 6 6

아시아
대만 1 3 4
중국 6 1 5 12

카자흐스탄 1 - - 1
일본 108 - 5 115
총계 139 4 15 158

[표 6-5] 해외 각 나라별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 발간 현황 (2012년)

소재지 조사 서지목록 원문
이미지 조사기관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UC Berkeley Library) 2,568종 2,568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브린모어칼리지 
도서관(Bryn Mawr College 

Library)
42종 42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Yale University Library) 68종 68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84종 84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ColumbiaUniversity 
Library)

792종 792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도서관(Claremont Colleges 

Library)
128종 128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도서관(PrincetonUniversity 

Library)
92종 92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학옌칭도서관(Harvar 1634 1634 - 국립중앙도서관

[표 6-6] 북미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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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d-Yenching Library)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Library)

329종 329종 - 국립중앙도서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도서관(Toronto University 
Library)

431종 431종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UCLA 리서치도서관 
1,040점

(물품, 일대기 
자료)

함호용 자료, 
2013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프레더릭 맥코믹컬렉션 128종/808책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소장 맥코믹컬렉션 
한국문화재(국영문판),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박정양, 『미행일기』 - 박정양의 미행일기,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미국 

워싱턴D.C.로건서클 

사진자료, 
신문 및 
잡지의 

일러스트

한미우호의 요람 
주미대한제국공사관,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2,194종 1,078종 332종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캐나다 Montréal, La Grande 
Bibliothèque - - - -

미국 부루킹스연구소 - - - -

소재지 조사 서지목록 원문이미지 일부 조사기관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 - - 국립중앙도서관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 국립중앙도서관
덴마크 국립박물관

(Denmark National Museum) - - - 국립중앙도서관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Östasiatiska Museet) - - - 국립중앙도서관

영국 런던도서관
(The London Library) - - - 국립중앙도서관

영국
대영도서관

大英圖書館所藏朝鮮本及日本古書의 
文獻學的 語學的 硏究 -

프랑스
동양어학교 - -

프랑스
국립도서관 - -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속박물관 - - - 국립중앙도서관

[표 6-7] 유럽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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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sterreichisches Museum für 
Volkskunde)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MUSE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119 119 - 국립중앙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225종 225종 - 프랑스

국립도서관연계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615 615 - 국립중앙도서관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도서관 49 49 - 국립중앙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RussianState 

Library)
41 41 - 국립중앙도서관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지부

(Saint Petersburg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 - -

- 국립중앙도서관
- 국외소재문화재재

단/(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84종
855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윌리엄 애스턴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동방학연구소 176종 972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85종 153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영국 SOAS 32종 49책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3권),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독일 Ottilien 베네딕트 수도원 구한말
자료 - - -

체코 프라하국립도서관 예술관련
자료 - - -

터키 앙카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어교육 - - -
파키스탄 이슬람 아바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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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① 대만

② 중국

소장처 서지목록 원문이미지 상세해제 일부 조사
中國 北京大學校圖書館 29종 29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國家圖書館 315종 315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浙江大學校圖書館 34종 34종  0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浙江省圖書館 218종 218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雲南大學校圖書館 116종 116종 - 국립중앙도서관

中國 遼寧省圖書館 57 57 - 국립중앙도서관
중국 남경도서관 - - - -

중국 제2역사당안관 - - - -
중국 杭州大學校 - - - -

[표 6-9] 중국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③ 일본
❍ 일부 조사 진행, 전수조사 필요 기관

소장처 서지목록 원문이미지 상세해제 일부 조사
대만 국립중앙도서관 - - - 박현규

중화민국 국립고궁박물관 - - - 박현규
대만 국립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 - - 박현규
대만 국립중앙연구원 

부사년도서관 - - - 박현규
대만 국립중앙도서관 - - - 국립중앙도서관

[표 6-8] 대만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소장처 조사대상 서지목록 조사기관
日本 今西龍文庫(天理大學) 178종 178종 국립중앙도서관

(일부조사)
日本 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26종 26종 국립중앙도서관

(일부조사)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22종 22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大谷大學圖書館 7종 7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872종 872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99종 99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學習院大學圖書館 45종 45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宮內廳書陵部 205종 205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尊敬閣文庫 16종 16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對馬歷史民俗資料館 58종 58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小倉文庫(東京大學) 489종 489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岩瀨文庫(西尾市立圖書館) 26종 26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成簣堂文庫  9종 9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早稻田大學圖書館 8종 8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杏雨書屋(三木榮文庫) 31종 31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종 1종 국립중앙도서관

[표 6-10] 일본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및 향후 조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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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 조사 필요 기관

日本 東北大學圖書館 49 49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東洋文庫 1812 1812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河合文庫(京都大學圖書館) 1701 1701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筑波大學附屬圖書館 15종 15종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蓬左文庫
(名古屋市敎育委員會 蓬左文庫) 53 53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阿川文庫(東京大學) 135 135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靜嘉堂文庫 99 99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駒澤大學圖書館 9 9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龍谷大學圖書館 15 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처 목록집 목록간행기관
日本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오차노미즈 
圖書館新修成簀堂文庫善本目錄(德富도쿠

도미장서)
오차노미즈여자대학

日本 慶應義塾圖書館 慶應義塾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慶應義塾圖書館
日本 廣島市立圖書館
(히로시마시립도서관)

廣島市立圖書館藏古書目錄
(아사노문고) 駒澤大學校

日本 九州帝國大學 九州帝國大學朝鮮刊本目錄 九州帝國大學
日本 駒澤大學校圖書館
(코마자와대학교도서관)

駒澤大學校圖書館漢籍目錄
(濯足文庫다쿠소쿠목록) 駒澤大學校

日本 國立公文書館 日本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韓國本目錄 한국서지학회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朝鮮關係資料目錄 國立國會圖書館

국립중앙도서관

日本 宮內廳書陵部 宮內廳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錄
宮內廳書陵部

한국해외전적조사연
구회

日本 宮城縣立圖書館
(미야기현립도서관) 宮城縣立圖書館漢籍分類目錄 宮城縣立圖書館

日本 기내학교 기내학교원광사장서목록 -
日本 南禪寺 南禪寺藏一切經目錄 南禪寺

日本 內閣文庫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內閣文庫
日本 닛코산지간도서 닛코산지간도서고현존한적분류목록 -

日本 大谷大學校
(오오타니대학교) 大谷大學校圖書館貴重書善本解題 국립문화재연구소

日本 大東及記念文庫 大東及記念文庫書目 -
日本 對馬縣 宋家文庫史料目錄 -

日本 東京道立中央圖書館 東京道立中央圖書館韓國朝鮮語圖書目錄 東京道立中央圖書館
日本 東京經濟大學 東京經濟大學圖書館藏書目錄(영櫻井文庫) 東京經濟大學
日本 東北大學校 東北大學校所藏和漢書古典分類目錄 東北大學校圖書館

日本 龍穀大學校 圖書館 龍穀大學校 圖書館善本目錄 -
日本 米澤市立圖書館
(요네자와시립도서관)

市立米澤圖書館善本解題付興讓館舊藏和漢
圖書目錄 市立米澤圖書館

日本 福岡縣立圖書館
(후쿠오카현립도서관) 福岡縣立圖書館和漢圖書分類目錄 福岡縣立圖書館

日本 蓬左文庫 蓬左文庫漢籍目錄 나고야시쓰루마이
日本 山口大學
야마구치대학교

山口女子大學朝鮮本目錄
(데라우치문고 寺內文庫) -

[표 6-11] 일본 지역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전수조사 필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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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조사 필요 기관
- 중남미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1.3.2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근대(1890년~1945년) 자료 현황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근대(1890년~1945년) 자료의 소장 현황은 아래와 같음

日本 西尾市立圖書館
(니시오시립도서관) 니시오시립도서관소장한국전적목록 문화재관리국

日本 神宮文庫 神宮文庫圖書目錄 神宮司廳
日本 愛知大學附屬圖書館 愛知大學附屬圖書館藏韓國典籍目錄(簡齋

文庫간사이문고) 문화재관리국
日本 陽明文庫 陽明文庫漢籍分類目錄 -
日本 에산문고 에산문고한국본 -

日本 靜嘉堂文庫 靜嘉堂文庫漢籍分類目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日本 早稻田大學校
와세다대학도서관 早稻田大學校圖書館藏漢籍分類目錄 早稻田大學圖書館

日本 足利學校(아시카가학교) 足利學校貴重書目錄 足利學校遺蹟圖書館
日本 尊經閣文庫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 국립문화재연구소
日本 宗家文庫 宗家文庫(소케문고)史料目錄 -
日本 창고관 창고관 미도 도쿠가와케 명품전 창고관

日本 千葉縣立東部圖書館 千葉縣立東部圖書館所藏韓國朝鮮語圖書目
錄 千葉縣立東部圖書館

日本 秋田縣立秋田圖書館
아키타현립추전도서관 秋田縣立秋田圖書館和漢圖書分類目錄 秋田圖書館

日本 
築波大學校(츠쿠바대학교) 築波大學和漢歸重圖書目錄 築波大學校

日本 學習院大學校 學習院東洋文化硏究所朝鮮史關係所藏目錄 學習院大學校
日本 杏雨書屋 杏雨書屋(삼목영문고) -
日本 興陽館 興陽館舊藏和漢書目 요네자와시립도서관

日本 天理大學校圖書館 天理大學校圖書館稀書目錄 국립문화재연구소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한국문화재, 한국미술 소재 -

소장처 서지목록 원문이미지 상세해제 조사기관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 국립중앙도서관

태국 국립도서관 - - - -
파키스탄 이슬람 아바드 - - - -

중동 알렉산드도서관 - - - -
이란 국립도서관 - - -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자카르타 가자마대학교 - - - -
베트남 국립중앙도서관 - - - -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도서관 - - - -
브라질 국립도서관 - - - -

칠레 - - - -

[표 6-12] 한국고문헌 소장 현황 기타 조사 필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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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소장처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 http://www.archives.go.jp
- 추밀원 자료. 舊幕府 문고

地方公文書館 -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www.jacar.go.jp)
- 지방정부 수준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현지의 개인소장 자료

국립국회도서관

- 가시와바라 효오타로(柏原兵太郞) 관계문서 
- 고노에 아츠마로(近衛篤磨) 문서 

- 곤도 세이쿄우(權藤成卿) 관계문서
-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巖) 관계문서 

- 오자키 사부로(尾崎三郞) 문서 
- 등에 조선관련 자료

外務省 - 한국관계 外務省記錄, 韓末外交史關係未刊文書目錄」
外務省 

外交史料館 - 일본의 외교관계 문서 중 관동대지진, 2차대전 당시의 문서

防衛廳 
防衛硏究所 圖書館

- http://www.nids.go.jp
- http://www.jacar.go.jp

- 戰前 일본 육해군의 공문서
靖國偕行文庫

야스쿠니가이코문고 - 일제시기 조선에 배치되었던 19사단, 20사단 관련 1차 자료
國立國會圖書館 支部 

東洋文庫 - 개항 이래 외국인이 쓴 조선관계 서적들의 원본
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 http://nippon.ndl.go.jp/kensei/index.html

- 조성구의 글
京都大學 - 漢城府戶籍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社會科學硏究所 

-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책자와 자료 
- 회사 등 민간기관이 갖고 있던 자료 

- 戰前에 간행된 각종 도서·잡지·조사 자료
一橋大學·滋賀大學 -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각종 경제관련 자료

-  戰前 조선경제 관련 자료
 

문화센터아리랑(文化セン
ター·アリラン)

- 재일조선인과 그 후원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한국사연구자 梶村秀樹(1935～1989)의 藏書가 소장

- 『梶村文庫朝鮮關係圖書目錄』(1995) 간행
齋藤實記念館 - 齋藤實文書 소장

- 水澤市立圖書館 편찬 『齋藤實藏書目錄』(2책, 1974·75년)
樺戶博物館

(舊北海道行刑資料館) - 「寄留戶籍簿」, 「囚人身分帳」, 「德隣嚴秘錄」(複寫本) 등
北海學園大學 

附屬圖書館 北駕文庫 - 北海道 및 사할린 관계 문헌
北海道開拓記念館 - 万字炭鑛文書, 住友鴻之舞工業所文書 등

北海道 總務部 
行政資料課 北方資料 - 舊 樺太廳 공문서를 포함한 사할린·千島 관계 자료 약 1,344점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 식민지 관계 자료 
- 北海道·사할린·千島·시베리아·알류우샨·알래스카 등에 대한 

자료(북방자료실에 소장) 

[표 6-13] 일본 소재 한국 관련 근대 자료 소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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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海島 開拓史 관련 공문서 
- 강제연행 관계 문서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佐藤昌介文庫 - 농학, 식민학 등 식민지 농업경제 관계 문헌 다수

靑森縣立圖書館 
靑森縣勞動文庫 - 한국, 중국 관계 잡지, 사회운동 기관지 등
齋藤實記念館 - 조선 관련 자료, 서한류, 사진첩 등
原敬記念館 - 原敬(1856～1921, 전 일본 수상) 자필 일기 83책, 서한·유품 등

宮城縣圖書館 養賢堂文庫 - 伊達氏伯家藏宝書, 東里疇人 등의 印記가 있는 조선본 
福島縣立圖書館 

佐藤文庫 -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관한 자료
福島大學 經濟學部 - 식민지 관계 자료

興風會圖書館 
有吉文庫 - 有吉忠一이 수집한 한국고대사 관계문헌 등 

成田圖書館 
白鳥庫吉文庫

- 白鳥庫吉(1866~1942, 동양사연구자)이 수집한 조선본을 포함한 동양사 
관계 문헌

慶應義塾大學 
言語文化硏究所 市河文庫

- 市河三喜(1886-1970, 영어학자)가 수집한 유럽·중국·조선·몽고 등의 
언어학 관계 자료

國立國會圖書館 
專門資料部 

朝鮮關係地圖資料
- 1945년 이전부터의 한반도 지도

財團法人 朝鮮獎學會 
旗田巍文庫 - 旗田巍(1908～1994, 한국사연구자) 장서

拓殖大學圖書館 
舊外地資料 - 경성제국대학, 조선의 금융조합 관련 자료 등

拓殖大學 八王子圖書館 
高橋龜吉文庫 - 高橋龜吉(1891～1977)이 수집한 경제관계 문헌

東京外國語大學 
附屬圖書館 

維新前後外國語圖書
- 한국어를 포함한 각국의 언어 관련 문헌

東京外國語大學 
附屬圖書館 - 朝鮮近代民族文化運動資料 컬렉션

東京經濟大學圖書館 
朝鮮錦繪컬렉션 -  櫻井義之가 수집한 조선 錦繪
東京市政調査會 
市政專門圖書館

- 식민지관계 조사 보고서, 後藤新平(1857～1929, 근대일본의 정치가. 
식민지 경영에 깊이 관여) 장서 등

東京大學經濟學部 
營業報告書 -  식민지 관련 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영업보고서

東京大學經濟學部 
戰時海運關係資料 - 1937~1945년 시기의 물자수송, 조선, 해운 관계 자료

東京大學 史料編纂所 - 근세 朝日 외교관계 繪卷·문서,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조선사편수회 
소장물 등 귀중서 약 400건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我妻榮氏舊藏書 - 我妻榮(1897～1973, 법학자)이 수집한 아시아 법제관계 등의 문헌 자료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東아시아宗族社會史 

關係資料
- 동아시아 종교사회사 비교연구에 관한 중요한 자료군으로 

「조선족보집성」 494 책 등 포함
東京大學 法學部付屬 
近代日本法政史料센타 

- 明治, 大正기에 간행된 신문·잡지와 이들에 관한 도서자료, 錦繪 및 
井出文庫(井出三郞의 東亞同文會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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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新聞雜誌文庫
 東京都公文書館 

關東大震災 關係文書 
-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본 자료. 『雜書震災關係書類』, 『厚生情報』, 

『東京震災錄』, 『東京府大正震災誌』 기타.
 東京都立大學 

付屬圖書館 花房義質文書 - 花房義質(1842~1917, 초대 재조선 일본공사) 장서
東京都立 中央圖書館 

市村文庫
- 市村瓚次郞(1864~1947, 동양사연구자)이 소장한 조선 관련 도서, 

동양사 관계 문헌 등 약 3만건 외 기타 한국어 문헌
東京農業大學 圖書館 

東亞史料 - 昭和초기~1942년 기간의 농업척식 관계 전단 등 19,283건
東洋文庫 梅原文庫 및 

梅原考古資料 - 한국을 포함한 동양 고고학 관계 자료
東洋文庫 

開國百年記念文化事業會
文庫

- 식민지 관계 자료

農林水産省 日本農業文庫 - 식민지 시기 조선, 대만의 농업경제 관련 문헌 다수 포함
一橋大學 經濟硏究所 - 한국사 관련 문헌 다수 포함
一橋大學 附屬圖書館 - 1945년 이전 아시아 각국의 사진 컬렉션 등. 한국 관련 자료 다수 포함

防衛廳 防衛硏究所戰史部 - 1945년 이전 군인 회고록 등 일본군 관계 자료. 조선군 관련 자료 포함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硏究所 - 1945년 이전 한국의 노동운동 관련 자료, 치안유지법위반 재판기록 등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硏究所 - 1945년 이전 한국의 노동운동 관련 자료, 치안유지법위반 재판기록 등

法政大學 圖書館 - 1945년 이전의 한국사 관련 문헌
- 田中光顯(1843～1939) 文書에 伊藤博文 관계 자료

早稻田大學 
아시아太平洋硏究센터 - 伊藤博文 관계 문서 45건 등
大倉精神文化硏究所 

松井文庫
- 松井等(1877～1937)가 수집한 중국사 관련 문서에 關東州, 조선 관계 

자료 있음
小田原市立圖書館 

山縣公文庫 - 山縣有朋(1838～1922) 장서 1,039건
橫浜國立大學 

學術情報센터 所藏 
伊藤博文宛桂太郞書簡

- 伊藤博文, 桂太郞의 대한정책 서한(1909년 1월 12일자) 소장.
富山大學 附屬圖書館 

朝鮮開化期大衆小說 原本 
컬렉션

- 1900년 전후 한국에서 출판된 대중 오락소설의 원본

浜松市立中央圖書館 
中村輿資平設計圖 컬렉션

- 中村輿資平(1880～1963, 일제시기 조선에서 많은 은행, 백화점, 학교 
등을 설계한 건축가)의 설계도 1,000건

名古屋市 鶴舞中央圖書館 
深山文庫

- 今關天彭(1882～1970)의 소장 도서로 1945년 이전 한국 관련 도서 
약간 포함

名古屋商工會議所圖書館 
東亞文庫 - 1913~1942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아시아지역 제 관계 도서 약 4,000건

西尾市立圖書館 岩瀨文庫 - 岩瀨彌助(1867~1930)가 수집한 조선시대 金世鈞 장서 등, 
- 朝鮮本 1,596책

滋賀大學校 經濟學部 
附屬圖書館 - 식민지시기 한국의 지방 관련 자료

京都大學 經濟學部 
調査資料室 - 통계, 유가증권 보고서 등 경제관계 자료들로서 .식민지시기 자료 

京都大學 文學部 
民族硏究所 藏書

- 2차세계대전 중에 교토대학 문학부 민족학연구소가 수집한 동아시아에 
관한 민족학 관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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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谷大學 大宮圖書館 
禿氏文庫 - 인도·중국·조선·일본의 불교 관계 古寫本, 古刊本

大阪市立大學 圖書館 
福田文庫 - 福田德三(1874~1930)이 수집한 장서

廣島大學 氣象文庫 
- 廣島기상대가 보유했던 기상관계자료. 주로 1945년 이전 일본 국내에 

관한 자료 약 5,000책이며, 사할린·조선·중국·대만 등 주변 지역의 것도 
포함

山口縣文書館 湯淺文庫 - 湯淺倉平 자료 및 식민지 조선 관련 자료
山口縣立大學(前 

山口女子大學)附屬圖書館 
寺內文庫

- 조선본을 포함한 조선관계 일본서, 한적 등 17,747건

山口大學 經濟學部附屬 
東亞經濟硏究所 

- 山口高等商業學敎가 수집·소장해온 조사서·보고서·잡지 등의 
문헌자료로서 중국·조선·소련 관계 자료가 많음

 山口大學 附屬圖書館 - 일제시기 잡지 약간 소장
九州大學 圖書館 - 조선총독부 관련 도서 다수 소장

大分大學 經濟學部 
經濟硏究所 - 식민지시기 경제 관련 문헌 등

神戶新聞, 福岡日日, 
大阪每日 등등 - 戰前 日本在住 朝鮮人 關係 新聞記事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 友邦文庫에 한국사 관련 자료 
- 재단법인 友邦協會와 사단법인 中央日韓協會가 수집한 자료

滋賀縣立大學 朴文庫

- 재일 역사학자 朴慶植(1922～1998)의 藏書 및 자료 약 5만점. 
- 戰前 조선총독부 등에서 간행한 비밀 자료, 

- 다양한 1차 자료, 
- 해방 직후부터 전개된 재일조선인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전단과 팜플렛
- 재일조선인의 민족운동지도자에게 청취한 녹음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
大阪市立 中央圖書館 - 朝日新聞社寄贈 중국·조선·대만·만주 등에 대한 1945년 이전의 지도 

1,494건
大阪府立中央圖書館 

塚本文庫 - 塚本勳(조선어대사전 편찬에 관여) 기증 자료
 藤井寺市立圖書館 

古代資料 - 일본의 고대사, 고고학 도서 중심으로, 중국과 조선 자료
神戶大學 經濟經營硏究所 

新聞記事文庫
- 明治말기부터 1950년대까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식민지 

등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
神戶大學 

社會科學係圖書館 
東·平井文庫

- 「開城簿記帳簿」 소장

神戶市立中央圖書館 
靑丘文庫 - 식민지시기 조선 관련 문헌 및 기초 자료 등으로 「金英達 文庫」 포함

天理大學附屬 天理圖書館 - 16~19세기 일본을 포함한 세계지도, 아시아지도 등 서양 古地圖 500건 
및 기타 조선 古地圖 소장

天理大學附屬 天理圖書館 
今西龍博士蒐集 
朝鮮金石拓本集

- 今西龍(1875～1932, 한국사연구자)이 수집한 조선시대 금석문 拓本 
260건

奈良縣立圖書館 - 1945년 이전 한국 관련 문헌
奈良女子大學 附屬圖書館 

龍門文庫 - 조선본 등 奈良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중세의 漢籍 등
島根縣立圖書館 山口文庫 - 山口宗義(1851～1934, 전 대장성 관료, 전 일본은행 이사)이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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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장서로서 조선본에 귀중본이 많음
廣島大學 浦文庫 - 浦廉一(1895~1957, 동양사연구자)이 소장한 중국·대만·조선 등 동양사 

관계 문헌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한국현대사 관련 외교문서가 집중된 중앙문서철(central file), 

숫자분류문서철(The Numerical File, 1906～1910), 
십진분류문서철(The Decimal File, 1910～1963)

국립문서보관소 -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 군사실 문서철
- 주한미군사령부, 하지장군 문서철

하와이 오아후(Oahu)섬 
도서관과 박물관 소장 

한국사 자료

- U. S. Army Museum of Hawaii
- 2차대전 중 태평양 일대에서 포로가 되었던 약 2천여 명의 한인 

징용노무자들의 자료
- Tropic Lightening Museum

- 1909년 오아후섬 스코필드에 육군기지가 생긴 이후 사탕수수밭을 떠나 
세탁업, 잡화상, 구두수선, 양복점 등 자영업을 시작한 한인들의 자료

- Bishop Museum
- 19세기 말부터 이민 온 각국 사람들의 유물과 사진 소장. 한인이민자의 

유품.
- Center For Korean Studies

- Hamliton Library
- 1903년부터 한인들의 독립운동, 법정투쟁, 범죄행위, 한인교회 주일미사 

내용
UCLA Research 
Library, Special 

Collection

- 1995년에 기증된 재미 한인 이민사, 독립운동사 자료 1,200점
- ＜진희섭수집자료(The 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

- 상해 임시정부와 국민회 그리고 구미위원회 사이에 오고 간 전문 원본과 
공문서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한인비행학교 창립에 관여한 한장호에 관한 컬렉션
- 흥사단 자료

- 김영란의 『토담』 원고 4상자, 영화배우이자 도산 안창호의 아들 안필립 
컬렉션 4상자, 이승만의 고문 올리버(Robert Oliver)의 서신 사본, 

재미한인들의 사진 200장
- 조선혁명당 LA지부 당원들이 데모하는 사진

Pomona College - 갑오개혁 때 친미파 학부대신들이 발행한 교과서
- 여학생용으로 따로 출판한 약 30권의 교과서

Richard M. Nixon 
Library - 닉슨이 부통령으로 재임 중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
National 

Archives-Pacific Sierra 
Region

- 1920년 미국연방정부에서 이승만과 김노디를 미행한 보고서

Hoover Institute
- 1940년 초반부터 한국전쟁 후까지 굿펠로우와 이승만, 그리고 임병직, 

임영신, 프란체스카, 김시연 등 이승만의 정치고문격인 요인들과의 서한
- 한길수가 한국전쟁 후 발행한 뉴스레터

Bancroft Library - ＜Chinese Collection＞ 중 1900년 미 이민국 관리가 찍은 상투머리의 
한인노동자들의 사진

[표 6-14] 미국 소재 한국 관련 근대 자료 소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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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중국, 대만

- 한길수가 2차대전 후 한국에 관한 미국 신문기사들을 모은 것

국무부

- 한말 외교문서·영사관문서(1883～1905년간 주한미국공사관 문서(Recor
ds of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U.S. Legation 

in Korea, 1883～1905)
- 경성주재 미국영사관문서(지금까지 전혀 국내에 소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문서들)
국립공문서관 - 1825년에서 1972년까지 있었던 국가간 회합 기록

- 이승만 등이 독립청원운동을 벌린 워싱톤 군축회의 관련 내용

푸트(Lucius H. Foote,)
- 1826. 4～1913. 6

- 1882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조약의 결과로 한국에 파견된 
외교대표부. 특별전권공사(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

tiary)의 문서
포크(George Clayton 

Foulk)
- 1856. 10. 30～1893. 6

- 초대 주미공사 푸트가 1885년 1월 한국을 떠난 이후 미국 공사관을 
책임졌던 미국 대표부로서의 자료

파커(William H. 
Parker)

- 1826. 10～1896. 12
- 포크의 후임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파커 공사의 자료

- 1886년 클리브랜드 행정부의 명령으로 한국의 공사로 발령 이후, 
변리공사로서 1886년 6월에 서울의 미 공사관에 도착하였으나 한국의 

공사 직책에 실망하여 3달만에 한국을 떠났던 당시 기록

딘스모어(Hugh A. 
Dinsmore)

- 1850～?, 외교가
- 한국에서의 미국공사 임무

-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딘스모어가 미국 공사직을 사퇴하고 데니의 
후임자로서 한국의 외아문의 법률과 외교고문관 자리를 맡았던 관련 자료

허드(Augustine Heard) - 1827. 12～1905. 12, 상인, 외교가
- 청나라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짐

씨일(John M. B. Sill)
- 1831～1901, 교육자, 외교가

- 교육자로서 오랜기간 미국에서 활동한 씨일이 공사로 활동하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억압을 저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관련 자료

알렌(Horace N. Allen)
- 1858. 4～1932. 12, 선교사, 의사, 외교가

- 유명한 선교사이며 외교가였던 알렌이 1885년 5월 고종의 어의로 
임명되어 고종을 비롯한 왕실과의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관련 자료

모건(Edwin V. Morgan)
- 을사조약 체결로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였고 그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 공사관들은 철수해 줄 것을 통고받았던 때 가장 먼저 
미국이 외교대표부를 철수했다는 관련 자료

소장처
러시아국방성 -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上海圖書館

- 『上海圖書館館藏家譜提要』의 부록으로 첨부된 ‘朝鮮譜’에 따르면, 
順興安氏族譜 총 6卷을 포함하여 10種, 즉 총 69卷의 한국인 족보들이 

上海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음
寧波市 天一閣 - 『新編天一閣書目』(中華書局, 1996)

[표 6-15] 러시아, 중국, 대만 소재 한국 관련 근대 자료 소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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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 조사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외국서 목록 분석

1.4.1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 조사 개요

1) 외국자료 분포 조사의 목적
❍ 한국 관련 외국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수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관련 전문 

도서관 사례를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관련 외국 도서의 자료 수집과 그 이후의 관리,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

관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확인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사례조사 대상의 선정
❍ 한국 관련 외국자료의 수집과 외국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추후 장서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 국가 주도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긴밀한 협의가 수

월한 공공 영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구성함

3) 사전 조사 및 분석 방법
❍ 조사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웹을 통해 해당 분석 대상 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개발 정책 

및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함
❍ 조사 기관에서 수집한 외국자료 구축 목록을 통해 서명, 발행처, 저자명 등 키워드 검색43)

을 통해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 조사
43) 목록 색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coreanos」, 「corean」, 「corea」, 「korean」, 「korea」, 「koryo」, 「k-pop」, 「hallyu」,「Hangul」, 「ChoSeon」, 「Jos

eon」, 「suwon」, 「seoul」, 「pyeng yang」, 「democracy」, 「корейцев」, 「Корея」, 「Корейцы」, 「корейский язык」, 
「韓国」, 「こうらい」, 「高麗」, 「ちょうせん」, 「朝鮮」, 「かんりゅう」, 「寒流」, 「日本統治時代」, 「日帝強占期」, 「文
禄の役」, 「慶長の役」, 「新羅」, 「しらぎ」, 「しんら」, 「三国時代」, 「民主主義」, 「デモクラシー」, 「みんしゅしゅぎ」, 
「ハングル」, 「韓国固有の文字」, 「諺文」, 「かんこくこゆう」, 「大韩帝国」, 「韓國」, 「高丽」, 「高句麗」, 「滿洲」, 「新
羅」, 「新罗」, 「臨時政府」, 「日帝」, 「朝鲜」, 「朝鲜时代」, 「民主主義」, 「韩文」, 「訓民正音」.

- 『朝鮮雜誌』(一冊)(四庫全書總目地理類存目)：明 董月 撰
- 『朝鮮圖說』(一卷)(四庫全書總目地理類存目)：明 鄭若曾 撰

- 『朝鮮國誌』(一卷)(四庫全書總目地理類存目)：無名氏
- 『朝鮮誌』(二卷)：無名氏. 

浙江省 檔案館 및 
浙江圖書館 

- 金九：1－2條記錄
- 韓國臨時政府：1－1條 

海鹽縣檔案(局)館 - 韓國의 臨政－金九先生과의 關聯 資料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안관 - 신문 자료, 잡지자료 『基督教青年会報』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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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료의 구성과 한국 관련 자료 구성을 단계적으로 방사형 그래프로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사유를 검토함
❍ 조사 대상 기관의 자료 구성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단행본(KDC/DDC)으로 

분류 기준을 세워 분석함

4) 비교분석대상 도서관의 개요 및 현황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 개요
    · 한국학 기초 자료 및 한국학 연구 자료 집적
  - 주요 컬렉션
    · 자료의 주제와 기증자의 전공에 따른 주요 학자들의 기증문고 수증

  - 현황

❍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 개요
    · 대한민국의 역사 기록, 자료의 수집
  - 주요 컬렉션
    ·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형태와 입수 방법에 따라 컬렉션화

일반도서(국내·동양·서양) 문고본도서(기증도서)
470,626권 67,016권

[표 6-17] 한국학도서관 현황

문   고 주   제
하성문고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및 근현대사

천남문고·항산문고 미술사학
손호철문고 정치학

[표 6-16] 한국학도서관 주요 컬렉션

컬렉션 명 설   명
개인문고 조선사학, 한국사학, 한일관련 문서와 동아시아 자료, 문집류 등
귀중자료 1900년대 이전 자료로서 원본은 열람할 수 없고, 스캔본 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 가능
재판기록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하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
사진자료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 와 조선사 편수회 소장 사진자료 및 국내·외 수집 

사진자료의 목록
중추원자료 일제 강점기 중추원과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 작성하여 보관한 자료

[표 6-18]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주요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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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1.4.2 조사 대상 도서관 외국자료 전체 장서 분석

1) 개요
❍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를 조사하기 앞서 조사 대상 도서관에서 구축한 전체 외국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자 함

2) 국립중앙도서관

일반도서
(국내·동양·서양)

문고본도서
(기증도서) 사진·재판·귀중본

205,764책 68,568책 97,350책

[표 6-19]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현황

[그림 6-1]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및 발행 연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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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자료에 대해 주로 구입 및 교환, 기증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전체 외국자료(단행본) 248,148권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 사회과학분야가 93,602권으

로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기술과학, 역사, 문학, 
예술 분야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그 외 주제는 5% 미만의 비중으로 분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주로 사회과학과 문화, 역
사류에 중점을 두고 외국서를 수집하였음을 나타냄

❍ 사회과학분야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평준화된 외국자료 수집이 나타남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주로 구입 및 기증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부 교환에 의
해 수집

❍ 전체 외국자료 107,494권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비슷하게 사회과학분야가 29,985권으로 

[그림 6-2] 한국학도서관 외국자료 및 발행 연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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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 28%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 20%, 총류 15.7%의 순으로 외국 
장서를 보존하고 있음을 보임

❍ 연구자들 및 대학원생 연구 지원을 위해 총류 주제가 타 도서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
고 있음(사전 및 총서류)

❍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로는 공공의 영역이 아닌 연구기관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및 전문성 있는 학술자료를 비중있게 수집하다 보니 사회과학 및 역사 분야에 편중화된 
모양을 보임 

4)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은 구입·기증이 수집방법의 주를 이루고 있음
❍ 전체 외국자료 25,157권으로, 역사서가 9,444권으로 전체 중 37.5%, 사회과학서가 7,136

권으로 28%의 비중을, 역사와 사회과학, 총류 분야에서 82%의 장서 구성을 보임

[그림 6-3]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외국자료 및 발행 연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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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 도서관이 장서개발의 지침, 전략, 목적, 

계획 등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인문학 계열 연구기관이므로 유사한 모양의 방사형 그래
프를 보임

❍ 한국사 연구의 심화 및 역사 인식 고양이라는 소속 기관의 주요 방향에 따라 위 두 기관에 
비해 역사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이는 소속기관의 목적에 따라 도서관의 장서 수집 
방향이 결정된다는 예를 나타냄 

1.4.3 한국 관련 외국자료 장서 구성 분석

1) 개요
❍ 조사 대상 도서관에서 구축한 한국 관련 외국자료에 대한 장서 구성 분석
❍ 전체 자료에서 한국 관련 장서만 추출하여 방사형 그래프로 분석 결과 도출

2)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자료 수집 후 정리 시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상에 한국 관련 필드값
을 부여하여 한국 관련 외국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 전체 외국자료 중 한국 관련 외국자료는 8,421권으로 전체 대비 3%의 비중을 보임
❍ 전체 분석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회과학분야가 2,785권, 33%의 비중으로 수집되

었음을 나타냄. 대체적으로 전체 외국자료 수집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기술과학, 역사, 문
학 분야에서 주로 수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문학 분야의 경우 전체 대비 수집 비중 시 10%에서 한국 관련 수집 시 18%로 전 주제에서 

[그림 6-4]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관련 외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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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상승 비중을 나타냄
❍ 언어와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두 분야를 합쳐 3%의 비중을 보임
❍ 이·공학 분야(15%)보다는 인문학 분야(41%)44)의 수집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 한국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은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필드값을 시스템에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전체 목록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분석 

❍ 한국학도서관의 한국 관련 외국자료는 7,484권으로 전체 외국자료(107,494권) 대비 7%
대의 비중을 보임

❍ 사회과학분야 2,890권 38%, 역사분야 2,535권 34%로 전체 외국자료 분석 대비 역사분야
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나타냄

❍ 사회과학분야와 역사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슷한 장서 구성 수준을 보이나 
자연과학 분야는 0.3%의 비중을 보임

44) 이공학 분야(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인문학 분야(철학, 종교, 역사, 언어, 문학), 그 외(총류, 예술, 사회과학) 분야는 43%의 
비중을 보임

[그림 6-5] 한국학도서관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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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의 한국 관련 외국자료는 3,890권으로 전체 외국자료(25,157권) 
대비 15%대의 비중을 나타냄

❍ 역사분야 1,652권 42.5%, 사회과학분야 1,489권 38%로 전체 외국자료 그래프에서 보이
는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보임, 다만 전체의 비중보다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 
시 두 분야에서 80% 이상의 장서 구성을 나타냄

2. 국내 기관 간 한국 관련 자료 장서개발 협력모형 제시

2.1 한국 관련 외국자료 장서개발 

2.1.1 한국 관련 외국자료 장서개발 목적

❍ 한국 관련 외국자료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장서개발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관련 외국자료를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한국 관련 

연구나 문화를 알리는데 힘써야 할 의무가 있으나 위 통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외국자료의 한국 관련 외국자료는 3%로, 양적으로 매우 부진함.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망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실무적으로 어려움

[그림 6-6]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한국 관련 외국자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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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제분야의 전문도서관들이 존재하는 만큼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한국 관련 외국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실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됨

❍ 중요 외국자료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이 논리적으로 중요하더라도 실제 이용
주체인 국민들이 부정하거나 체감하지 못하면 설득력이 없으므로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시설에서의 공간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은 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장서개발의 전략적인 노선을 수립하
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2.1.2 한국 관련 외국자료 장서개발 원칙

❍ 장서개발을 하는 목적, 관계설정, 방향을 분명하게 하여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간이 경과되고 담당 업무,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장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이 이루어져야 함

❍ 정책을 수립한다면 규정 및 규칙을 통해 성문화 할 필요가 있음

2.1.3 한국 관련 외국자료 장서개발 모형

❍ 모범적인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흐름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전략 구성은 국내 모든 도서관이 참여하기에는 시간과 예산 인력의 한계가 존
재하고 공적·사적영역 도서관 모두 통합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적영역 부분에서라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장서개발 가

[그림 6-7] 한국 관련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설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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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제시하며, 협력을 통해 한국 관련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방향을 수립·도모해야 할 
것임

❍ 흐름도에 따른 장서개발 모형은 아래와 같음

2.2 국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2.2.1 조사 준비 단계에서의 협력

❍ ‘국외한국문화재 지원 유관 기관 협의회’ 확대 
- 2009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 기관 중심으로 

‘국외한국문화재 지원 유관 기관 협의회’가 구성됨
- 본 협의회는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과 국외 한국 문화재 정보 공유, 국외 한국 문화재 

조사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 관련 보고(국립중앙도서관, 2009, 83쪽)에 따르면 이 협의회에 대학 연구기관의 참여 

등 참여 기관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대학 연구기관의 참여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음

- 현재 국내에서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조사과, 국외소재문화재연구소 해외조사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
학자료센터 등이 있음

- 해외 소재 자료 조사·가치 판별·전산 시스템 구축·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외한국문화재 
지원 유관 기관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정보 교환

[그림 6-8] 한국 관련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장서개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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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조사는 인력,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중복 조사로 인한 낭비를 지양
해야 함

- 따라서 국내의 각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기관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상호 
정보 교환을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해외 각 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상호 협조
- 일본의 한국고문헌 소장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으로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의 공개와 제공에 
대해 소극적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약탈 자료를 많이 소장한 일본의 기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맺어 나간 뒤 접근하는 것이 유효함 

- 일본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조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관 기관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원문이미지
를 확보·입수하도록 상호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2.2.2 조사 과정에서의 협력

❍ 소장기관별 전수조사를 위한 협력 
-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는 기관별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여야 함. 그렇지 않다면 2차, 

3차 등 방문 조사가 불가피하고, 또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해외 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므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됨

- 기관별 전수조사를 하려면 각 조사 기관이 조사 결과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역
할 분담을 적극 논의하여야 함

❍ <한국고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 부합하는 서지목록 작성 필요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에 대한 서지목록을 작성할 때 현지 방문 조사와 목록간 

대조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한 표준화 안인 <한국고
문헌 자동화목록기술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한국고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 부합하는 서지목록작성은 <한국고문헌종
합목록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됨

❍ 원문이미지, 상세해제 등 완결성 높은 조사를 위한 협력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현재 일본 지역 한국고문헌 조사를 하고 있으나 서지목록 

작성, 간략 해제 작성 그리고 목록집 출판에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원문 이미지촬
영, 중요 자료 해제 작성, 고문서 탈초 등을 진행하여 조사를 종합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함

-이에 각 연구 기관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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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 조사를 완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오류 정보 공유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를 진행하면서 잘못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 각 

소장 기관에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본으로 오인된 자료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 자료에 대한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동시에 동일 자료를 소장한 한국 각 기관에도 정보를 수정할 수 있
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함

-이때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을 조사하는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잘 설정되어 
있다면, 자료 조사 및 자료의 가치(등급) 판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립중
앙도서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기관 차원에서의 열람 및 정보 제공 등을 요
청함으로써 자료의 중복 구축 및 서지 정보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음

2.2.3 조사 결과 공유

❍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의 중앙 허브 기능 강화
- 지난 200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기 시작한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

은 국내·외에 소장된 한국고문헌의 목록을 한 자리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임
- 현재 전국의 대학·박물관·사찰 등 60여 개 기관과 국외의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

며 규장각과 장서각 등 가치가 높은 고문헌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의 고문헌을 총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각 조사 기관에서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서지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 이용자
가 효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 내에서 통합 검
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국고문헌 허브 역할이 보다 더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이 한국고문헌 자료 구축의 허브 역할을 하자면 자료 구축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분류 기준이 통일되어야 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규장
각, 각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의 분류기관이 상이함(사부분류-주제별 분류-형식별 
분류). 물론 분류기준이 완벽하게 통일될 수는 없으나 해석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표준
안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전체 아카이브에서 분야별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음

m 각 기관 홈페이지와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의 원활한 링크 서비스
- 현재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에서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을 검색하면 몇몇 조사만

이 링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각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
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각 기관별 도서관에서 검색하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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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에서 다 검색되지 않는 등 반영이 즉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내 각 기관과의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 결과가 종합적으
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사기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동
시에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과 링크가 가능하도록 하여 통합적으로 검색이 가능
하도록 해야함

2.2.4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노하우 및 정보 공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노하우 및 정보 공유
-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를 조사한 뒤 그 결과 공유를 위해서는 자료를 표준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이를 위해 각 조사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때 국립중
앙도서관이 중앙 허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중앙 허브에서는 각 조사 기관에서 제공할 
자료의 수집, 정리에 관한 모범 프로세스 규칙을 제시하여 상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 조사의 성과를 DB로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구축한 DB를 꾸준하게 유지·보수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스
템을 유지하는 작업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DB를 구
축한 기관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특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구축했는가보다 어떤 자료를 구축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을 들여 구축한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산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표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관계 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함께 DB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함

❍ <한국고문헌종합정보시스템>의 검색 기능 강화 필요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에는 각 종의 고문헌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에는 동일 서명의 수십 종의 이본이나 판 종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각 자료의 
원문이미지 유무, 해제 유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목록을 열람하여야 원하는 답을 
확인할 수 있음 

-원문이미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유무가 표시되고, 다른 기관이 조사
한 자료의 경우 극히 일부 기관의 정보만 표시되며 대부분 기관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검색하여야 함

(예) 정약용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50페이지가 넘는 정보가 있는데 어디에 이미지를 제
공하는가를 찾으려면 50페이지를 다 넘겨보아야 함. 이미지가 있는 자료, 해제가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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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검색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각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되, <한국고문헌종합목

록시스템>을 통해서도 전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함. 따라서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과 각 조사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훨씬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3. 국제교환(국제기탁 포함)에 의한 수집 범위 및 방향 제시

3.1 한국 관련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 교환 사례

❍ 한국 관련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 교환 사례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제 교류를 통한 한국학 진흥 사업이 있음

❍ 한국학 진흥 사업에는 해외파견연구 지원, 해외 학술행사 참가지원, 한국문화강좌, 세계한
국학대회, 차세대한국학학자 교류 지원, 해외한국학 진흥을 위한 국비 장학생 유치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여러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이와 관련되고 연결된 연구자 및 학생들은 자기 본국에서도 
꾸준히 한국 관련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자 함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국학도서관은 연구원의 출판도서를 각 연구자·학생들이 있는 
지역으로 발송하며 자료 교환을 시작하게 되었음

❍ 한국학도서관은 매년 교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 21개국 97처와 
자료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그 명단은 아래와 같음

번
호 국가명 교환처명 비고

1 대만
(9처)

國家圖書館 (National Central Library)
國立臺灣大學 圖書館 (National Taiwan University Library)

國立中興大學 圖書館(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Library)
國立故宮博物館 圖書館 (National Palace Museum Library)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Institute of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中央硏究院 文哲硏究所
(Institute of Chinese Literature and Philosophy, Academia Sinica)

國史館(Academia Historica)
國立成功大學 歷史學系 

(Department of History,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漢學硏究中心(Center for Chinese Studies)

2 중국
(6처)

北京大學校 圖書館 (Peking University Library)
延邊大學 朝鮮韓國硏究中心 

(Center for North and South Korean Studies, Yanbian University)

[표 6-20] 한국학도서관 국외 교환처 명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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浙江大學 韓國硏究所 (Institute of Korean Studies, Zhejiang 
University)

中央民族大学 朝文言語文學部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Minzu University of 

China)
中山大學 (Sun Yat-sen University) MOU

东北师範大学 (Northeast Normal University) MOU

3 일본
(24처)

國立國會圖書館 (The National Diet Library)
東京大學 圖書館 (University of Tokyo Library)
早稻田大學 圖書館 (Waseda University Library)

築波大學 圖書館 (University of Tsukuba Library)
天理大學 中央圖書館 (Tenri University Central Library)

天理大學 朝鮮學會 
(The Academic Association of Koreanology in Japan, Tenri 

University)
廣島大學 綜合科學硏究科

(Hiroshima University, Faculty of Integrated Arts and Sciences)
東北大學 圖書館 (Tohoku University Library)

九州大學 朝鮮史學硏究室 
(Department of History Faculty of Literature, Kyushu University)

九州大學(Kyushu University Library)
東京外國語大學(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ia-Africa 言語文化硏究所
東洋大學 アゾア․アフリカ文化硏究所

(Asia-Africa Cultural Research Institute, Toyo University)
京都大學 圖書館 (Kyoto University Library)

國立民族博物館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國立歷史民俗博物館(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日本学士院 (The Japan Academy)
國立敎育硏究所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東洋文庫 (The Oriental Library, The Toyo Bunko)
神田外語大學 韓國語學科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桃山學院大學 (St. Andrew's University)

富山大學 人文學部 (Faculty of Humanities, Toyama University)
南山大學 人類學硏究所 (Aisan Folklore Studies, Nanzan University)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Research Institute for Oriental Cultures, Gakushuin University)

日韓文化交流基金 (The Japan-Korea Cultural Foundation)
4 홍콩

(2처)
香港浸會大學 圖書館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Library)

香港中文大學 圖書館 
(University Librar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5 말레이시아(1
처)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6 인도(2처) University of Delhi
Jawaharlal Nehru University MOU

7 베트남
(2처)

Vietnam National University-Hanoi MOU
Academy of Social Sciences(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nformation)
8 아제르바이잔

(1처)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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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주(1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10 미국
(20처)

Library of Congress
Indiana University Library
Harvard-Yenching Library

Korean Section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
Korean Section East Asia Library, Columbia University

Asian Library, University of Illinois
East Asiatic Library, University of CA. AT Berkeley

East Asian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East Asia Collection Mckeldin Library, University of Maryland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sia Collection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Library
East Asian Collection, Yale University Library

Korean Section East Asian Library,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East Asia Library, Stanford University
East Asian Library  UCLA

Oriental Library  UCLA
Center for Korean-American & Korean Studi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Los Angeles
Korean Heritage Librar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ast Asian Library, Rutgers University of New Jersey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11 캐나다
(3처)

Asian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Far Eastern Library, Royal Ontario Museum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12 영국

(2처)
School of Oriental &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Western Bank Library, University of Sheffield

13 독일
(6처)

Niedersächsische Staats- und Universitätsbibliothek Göttingen
Ruhr-Universität Bochum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Heidelberg

Korean Studies,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Universität Bonn

14 오스트리아(1
처) Koreanlogie, Universität Wien

15 프랑스
(5처)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Université Paris Diderot-Paris VII

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Bibliothéque, Musée Guime

Centre National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UMR Chine, Corée, 
Japan)

16 네덜란드
(1처) Center for Japanese and Korean Studies, Universiteit Leiden

17 이탈리아
(2처)

Università di Roma Scuola Orientale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MOU

18 스웨덴
(2처)

Uppsala Universitetsbibliotek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 스위스
(1처) Universität Zürich

20 러시아 National Library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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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 교환에 의한 한국 관련 외국자료 수집 주제·범위 및 방향

❍ 국제 교환의 목적
- 자료 교환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문헌정보의 국제적 홍보가 가능
- 한국의 다양한 주제와 문화를 국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가능
- 외국 기관 및 개인들의 보수적인 자료 교환 의식의 변화 용이

❍ 한국 관련 외국자료 교환의 주제
-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 관련 자료는 유형·형태 불문 수집
- 단, 주제의 경우 과학 분야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과 역사·철학·

언어 분야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번역원 도서관 등 어느 정도 예
산과 인력이 보장된 특정 분야에서의 장서개발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서개발이 가능

- 위의 도서관을 제외 하고는 우리나라의 전문도서관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정
규직 사서 인원이 1.6명으로 나타나 있어45) 한국 관련 외국자료라는 특정 기준을 가
지고 있는 장서의 개발은 어려운 실정

-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분야와 역사·철학·언어 분야 보다는 그 밖의 
예술, 문학분야의 집중적인 장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한국 관련 외국자료 교환의 방향성
- 교환에 의한 외국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해외 기관과의 자료 교환을 위한 관계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교환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학술 지원이라든지 사전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수월하게 

협력이 가능
- 교환에 의한 한국 관련 외국자료의 경우 구입보다 수집의 범위와 종류를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특정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수집 지역 확대가 필요
- 구입을 통한 자료 수집은 예산의 한계와 양질의 자료를 선택하여 정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교환을 통한 수집은 수집 후 자료를 선택하여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과 구입이 어려운 자료를 교환을 통해 수집이 가능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45)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EtcSpecialLibPop.do)

(5처)
Library for Foreign Literatur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Library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MOU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MOU
21 케냐

(1처) University of Nair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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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한국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주제의 구분 없이 망라적 수집

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국내 다른 기관과의 교류가 확대되어 정보에 대한 협력 관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필요하다면 기관간의 협력과 업무 분담을 통해 한국 관련 자료의 공동 수집도 고려해
야 함. 국립중앙도서관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예산과 특정 주제를 가진 도서관의 
전문성을 통해서 원활한 수집 방향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m 한국 관련 외국자료 교환 우선 순위 설정
① 단행본, 참고도서의 경우 기관 간 포괄적 교환에 의한 수집보다는 주제를 정한 후 주제에 

맞는 기관과 컨택을 시도하여 교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포괄적 교환에 의한 수집
은 필요치 않은 자료가 유입이 되어 자료를 선별하는데 있어 인력, 시간, 예산 등의 낭비
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연구보고서, 간행물, 고문서는 교환처의 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수집한 후 주제에 따
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함. 예를 들면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에서 기업의 역사, 재무, 영향, 외교, 안보 등 많은 주제로의 보고서가 발행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필요한 주제로만 교환 가능하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료 정리를 위한 2차 선별 업무 필요함

③ 해외 기관 간 교환 시 반드시 교환자료 체크리스트를 수령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로 수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료의 효율적 구성과 교환 업무의 증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임

3.3 국제 교환 원칙

❍ 교환처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
- 기존 교환처 뿐만 아니라 각국의 주요 대학, 박물관, 공공도서관, 연구소 등에 국립중

앙도서관 측에서 교환자료 목록을 발송 하여 교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교환처의 확대가 필요함

- 교환처 정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비해야 함
① 상호 교류중인 교환처
② 보내는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증만 하는 교환처
③ 보내는 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증만 받는 교환처
④ 교환처의 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 교환업무 논의에 필요(특정 자료 교환의 경우 반

드시 알아야 할 사항임)
⑤ 상호 교환 협력 관계 지속 여부 정비

❍ 한국에서 출판된 자료의 번역서, 한국 관련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 
가능한 자료를 수집·개발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 뿐아니라 국내 전체 도서관에도 협
조 공문을 통해 자료의 기증을 의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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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관 중 연구 용역 혹은 연구 과제를 통해 국외에 지원하여 자료를 출판하는 경우 
교환·기증 받을 수 있는 지의 사전 조사가 필요함. 국내 기관에서 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판된 자료가 있는지, 국외 연구 지원 기관은 어디인지 조사해야 함

❍ 보통 국내에서 교환은 포괄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교환의 중요성을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ex. 도서관 대 도서관이 아닌 기관 대 기관의 협정). 이를 방지하
기 위해 한국 관련 외국자료의 경우 특정한 단행본, 간행물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는 특정 교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함

❍ 교환 시 반드시 종이자료를 기반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전자자료의 증대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전자자료로 교환을 받는 방향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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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보고로서 국내·외에서 발행된 각종 지식정보
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정리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에 걸맞게 2015년 천만장서를 달성한 이후 20
20년 6월 현재 일반자료 1,256만여건, 온라인자료 1,543만여건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자료의 경우 자료수집의 양, 질, 서비스 현황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6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소장자료 
12,522,822책/점 중 외국서는 1,524,690책/점으로 12.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9년 수집 44만책 중 외국자료 점유율 5%(22천책), 수집예산 투입률 34%(11억원)에 불
과하다. 통상 외국자료 비중이 전체 장서의 20% 이상을 유지하는 주요국 국가도서관에 비
해 세계문헌 수집 기능이 미약하며, 외국도서 이용 저조에 따른 장서개발 정책 재검토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외 현황 및 장서정책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
료 장서 평가, 이용자 의견 조사·분석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수집정책 및 수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인식과 유사하게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장서구성은 주요국 국가
도서관에 비해서 양적으로 미흡할 뿐더러 수집 인력 및 예산에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컨스펙터스 평가 결과 현재장서수준이 4단계로 평가된 주제는 동양서와 서양서 모두 사회
과학과 예술분야에 불과하여, 현재의 집서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46)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자료 이용 비경험자의 경우 외국자료 필요시, 국립중앙도서
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고, 그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 /정보원의 활용이 훨씬 편함이 36.4%를 
차지하여 외국 전문자료의 확충과 활용방법의 편의성 향상이 필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외국자료 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 및 이용자 FGI에서도 개선점으로 언급된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자료를 확대할 근거와 이용정책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량 증대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정책이 우선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외국자료의 경우 가치 기반 수집보다는 요구 기반 수집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6) 현재 장서개발지침은 총류와 종교(3단계 학교교육지원수준)를 제외하고 모든 주제에 대해 4단계 연구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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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입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집기관간의 협력네
트워크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 중복적인 투자와 노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집기관별로 역
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국가별 또는 기관별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의 특성상 소장 기관과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며 오랜 기간동안의 연구조사
가 필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효과적인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을 실행하기 위해
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한국 관련 자료 수집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실효화하여 한
국고문헌 및 문화재, 근대 한국 관련 자료 등의 디지털 반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중장기적인 외국자료 장서수집지침이 개발되었으며, 이와 같은 장서개발정
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현실적으로 외국자료의 포괄적 수집이 어려운만큼 집중 수집해야 할 장서를 구체적
으로 정의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주제영역에 대해 연구수준 이상의 집서를 목표로 수서를 
이행해가야 한다. 문자로 표현된 명시적인 집서수준보다 이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분야별 장서의 완전성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한 핵심자료(인문, 예
술, 정책자료)와 특성화자료(한국학자료, 북한자료, 동북아·신남방·신북방 전략적 자료, 다
문화자료) 수집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여 장기적인 장서개발을 꾀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외국자료 수집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관외대출이 제한된 국내자료와 차별화하여 외국자료 이용정책을 
적극적 서비스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료 대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폐가제
로 운영중인 외국자료를 일부 개가제로 전환하여 주제별 컬렉션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자료제공서비스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셋째, 주요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디지털 반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현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는 미 행정부 생산 공문서와 NARA 컬렉션 중 한국 관련 자료를 
디지털 수집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를 적극 확장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중요 
한국 관련 자료가 일본에 산재해 있고, 유럽 국가에서도 한국고문헌 및 근대 자료를 소장하
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서 다양한 디지털 
반환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신중한 평가과정을 거쳐 연차별 실행계획이 추진된다면, 국제적인 국가도서관으로서
의 위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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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이용자용 설문지]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이용 」 관련 설문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자료서비스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오니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을 작성해주신 분 중 200분께 5,000원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설문은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작성에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20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책임자 :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jbae@dongduk.ac.kr

부 록

* 본 설문은 외국자료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입니다. 

mailto:kjbae@dongd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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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 인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⓵ 남성 

⓶ 여성

2. 귀하의 만 나이를 적어주세요. (숫자만 입력 가능)

   ________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 재학 중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석사 취득

⑥ 박사 취득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연구자·연구원

② 교수 

③ 공무원/교사

④ 공공기관 종사

⑤ 단체(NGO 포함)/학회

⑥ 학생

⑦ 회사원

⑧ 자영업

⑨ 은퇴자 

⑩ 취업준비생

⑪ 기타(             )    

5. 귀하의 연구분야는 무엇입니까? (연구자인 경우 답변) 
① 공학

② 농수해양학

③ 복합학, 신분야(인지과학, 감성과학, 등 학제간연구)

④ 사회과학

⑤ 예술체육학

⑥ 의약학

⑦ 인문학

⑧ 자연과학

⑨ 한국학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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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국자료이용행태
외국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외국자료를 이용하시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 Part1로 이동

② 없다 > Part2로 이동    

Part1. 도서관 이용자 대상

2-1. 귀하는 외국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① 주 1~3회

② 월 1~3회

③ 6개월 1~3회

④ 거의 사용 안함

2-2. 귀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도서관내 이용

② 도서관외 대출(책바다, RISS)

③ 우편복사서비스                    

④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활용

2-3. 귀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외국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4.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형태 및 주제는 무엇입니까?

(                                                                           )

2-5. 귀하가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 시 불편한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  

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Part2. 도서관 비이용자 대상

구분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외국자료의 수량 1 2 3 4 5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1 2 3 4 5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1 2 3 4 5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1 2 3 4 5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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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하는 얼마나 자주 외국자료를 이용하시는지요?   

① 거의 매일

② 주 1~3회 

③ 월 1~3회 

④ 6개월 1~3회 

⑤ 거의 사용 안함

2-2.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외국자료를 이용하시는지요?  

① 인터넷 공개자료 검색 

② 도서관(자료실) 자료 이용

③ 개인 직접구입

④ 기타(             )

2-3. 외국자료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찾아가기 불편함(교통, 원거리)

① 도서관 운영시간 맞지 않음

② 현재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정보원의 활용이 훨씬 편함

③ 최신자료 부족

④ 전문분야 자료 부족

⑤ 세미나, 회의,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부족

⑥ 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일반대중서 부족

⑦ 온라인자료(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부족

⑧ 도서관 홍보나 이용자 교육 부족

2-4.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구입 서비스하는 「비치희망도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2-5로 질문답변 계속

① 아니요  > 2-4-1 답변 후 계속

2-4-1. 「비치희망도서」 서비스에 향후 이용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① 아니요 

2-5.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외국자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만족하지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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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3. 귀하가 외국자료를 활용하시는 필요도를 체크해주세요. 

4.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서비스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개 선택)   

①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수집·서비스 

②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

③ 저명인, 단체 등의 추천도서 수집 

④ 자료실 내 외국자료 비치*

⑤ 외국자료 도서관외 개인대출 서비스*

⑥ 외국자료 레퍼런스 서비스(선행연구 검색 등)

⑦ 해외 문화예술 자료 전시 서가 운영

⑧ 소장 한국학 자료 목록집, 해제집 발간

⑨ 한국학 관련 연구모임 운영 지원(모임장소, 자료 제공 등)

⑩ 기타(                                                             )

 *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는 현재 서고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관 간의 대출만 허용됨

외국자료 활용 목적
필요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업무용(협업 활용 등) 1 2 3 4 5

연구용(해외연구동향 파악 등) 1 2 3 4 5

학습용(어학학습 등) 1 2 3 4 5

여가용(문학서, 실용서 등) 1 2 3 4 5

기타(              ) 1 2 3 4 5

않는다

외국자료의 수량 1 2 3 4 5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1 2 3 4 5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1 2 3 4 5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1 2 3 4 5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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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형별 외국자료 수집
이용하시는 자료의 유형과 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자료(오프라인자료)와 

온라인자료에 대해 각각 답변해주세요. 

1. 외국 일반자료가 중요한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2. 외국 일반자료 중 귀하의 실 활용도를 체크해주세요. 

3. 외국 온라인자료가 중요한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외국자료 일반자료 유형
활용도

활용성이 매우 낮다
활용성이 없다 보통이다 활용성이 있다

활용성이 매우 높다

일반도서(단행본) 1 2 3 4 5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1 2 3 4 5

연속간행물 1 2 3 4 5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1 2 3 4 5

학위논문 1 2 3 4 5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1 2 3 4 5

지도자료 1 2 3 4 5

사진자료 1 2 3 4 5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1 2 3 4 5

마이크로형태자료 1 2 3 4 5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1 2 3 4 5

외국자료 일반자료 유형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일반도서(단행본) 1 2 3 4 5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1 2 3 4 5

연속간행물 1 2 3 4 5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1 2 3 4 5

학위논문 1 2 3 4 5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1 2 3 4 5

지도자료 1 2 3 4 5

사진자료 1 2 3 4 5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1 2 3 4 5

마이크로형태자료 1 2 3 4 5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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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온라인자료 중 귀하의 실 활용도를 체크해주세요.

5. 가장 많이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언어는? (복수 응답 가능)

①  영어

②  일본어

③  중국어

④  스페인어 

⑤  프랑스어

⑥  독일어

⑦  러시아어

⑧  기타 (          )

Ⅳ. 주제별 장서개발
1. 주로 많이 이용/활용하는 외국자료의 주제는? (복수 응답 가능)   

① 총류

② 철학

③ 종교

④ 사회과학

⑤ 자연과학

⑥ 기술과학

⑦ 예술

⑧ 언어

⑨ 문학

⑩ 역사

⑪ 한국학

2.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유형
활용도

활용성이 매우 낮다
활용성이 없다 보통이다 활용성이 있다

활용성이 매우 높다

전자출판물 1 2 3 4 5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1 2 3 4 5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등 1 2 3 4 5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1 2 3 4 5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1 2 3 4 5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유형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자출판물 1 2 3 4 5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1 2 3 4 5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등 1 2 3 4 5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1 2 3 4 5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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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분야

② 일반 대중분야

③ 기타(             )

3. 외국학술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분야는 무엇입니까?

4. 일반대중 외국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문학·어학

② 경제(동향, 통계, 취업 등)

③ 건축, 디자인, 사진, 패션, 미술·박물관(전시도록 등)

④ 음악, 영화, 스포츠

⑤ 요리·음식

⑥ 의료, 건강, 환경

⑦ 법률정보(정책, 이민, 관세 등)

⑧ 기타정보 [직접작성:                 ]

Ⅴ. 자유의견 
기타 외국 장서를 활용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Ⅵ.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한국학 연구자 해당)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에 있는 한국학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수집한다면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면 좋을까요.

수집 분야
필요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1 2 3 4 5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1 2 3 4 5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1 2 3 4 5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1 2 3 4 5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관련 내용 등) 1 2 3 4 5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1 2 3 4 5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1 2 3 4 5

국가 또는 지역

소장기관(도서관, 

문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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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분 가운데 설문을 상세히 작성해주신 200분께 5,000원권 커피 모바일 상

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주시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상품권 자동 발송 후 휴대폰 번호가 삭제되어 재발

송이 불가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문지 답변 커피 모바일 상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휴대폰번호)의 이용에 동의

합니다.  

핸드폰번호:    -     - 

-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 

자료명 또는 주제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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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직원용 설문지]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관련 설문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양질의 외국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지식문화유산의 구심체로서 사명을 달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본 설문을 통해 외국장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수집정책과 서비스 방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향후 외국자료 수집과 서비스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오니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입니다.

2020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책임자 :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jbae@dongduk.ac.kr

mailto:kjbae@dongd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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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 인적 사항
1. 귀하의 만 나이를 적어주세요. (숫자만 입력 가능)
   ________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 졸업

③ 대학원 재학 

④ 석사 취득

⑤ 박사 취득

3.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자료관리부

② 기획연수부

③ 디지털자료운영부

④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⑤ 국립세종도서관

⑥ 자료보존연구센터

⑦ 기타

4.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8~9급

② 6~7급

③ 5급 이상

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귀하는 얼마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
력, 예:4.5년)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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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국자료 만족도와 정책 관련 질문

1. 귀하는 자관에서 소장 중인 외국자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2. 국립중앙도서관이 우선 수집해야 할 외국자료는 무엇입니까? 

3. 국립중앙도서관이 외국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서비스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개 선택)   

①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수집·서비스 

② 해외 학술 전자책 확대

③ 저명인, 단체 등의 추천도서 수집 

④ 자료실 내 외국자료 비치*

⑤ 외국자료 도서관외 개인대출 서비스*

⑥ 외국자료 레퍼런스 서비스(선행연구 검색 등)

⑦ 해외 문화예술 자료 전시 서가 운영

⑧ 소장 한국학 자료 목록집, 해제집 발간

⑨ 한국학 관련 연구모임 운영 지원(모임장소, 자료 제공 등)

⑩ 기타(                                                             )

자료분야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관련 내용 등) 1 2 3 4 5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디지털화 수집) 1 2 3 4 5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1 2 3 4 5

주제별 학술연구자료 1 2 3 4 5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1 2 3 4 5

인문 ․ 문화예술 분야 1 2 3 4 5

일반대중서(문학도서, 교양서, 실용서 등) 1 2 3 4 5

구분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외국자료의 수량 1 2 3 4 5

외국자료 주제의 전문성 1 2 3 4 5

외국자료 주제의 다양성 1 2 3 4 5

외국자료 입수방법 1 2 3 4 5

외국자료의 이용방법 또는 접근성 1 2 3 4 5

외국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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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자료는 국내자료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체 장서를 100%라면 가정한다면, 외국자료는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할까요?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2020년 6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

체 소장자료 중 외국서는 12.17%를 차지함) 

(                )%

Ⅲ. 유형별 장서개발
이용하시는 자료의 유형과 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자료(오프라인자료)와 

온라인자료에 대해 각각 답변해주세요. 

1.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외국 인쇄자료 유형별로 중요도를 체크해주세요.

2. 전자자료 유형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중요도를 체크해주세요.  

외국자료 일반자료 유형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일반도서(단행본) 1 2 3 4 5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등 1 2 3 4 5

연속간행물 1 2 3 4 5

공공간행물: 국가,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등 1 2 3 4 5

학위논문 1 2 3 4 5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1 2 3 4 5

지도자료 1 2 3 4 5

사진자료 1 2 3 4 5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1 2 3 4 5

마이크로형태자료 1 2 3 4 5

시청각자료: DVD, 음반, 모형자료 1 2 3 4 5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유형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자출판물 1 2 3 4 5

웹데이터베이스: 주제별DB 등 1 2 3 4 5

멀티미디어: 이미지, 음악 파일등 1 2 3 4 5

회색문헌: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비매품 자료 1 2 3 4 5

참고자료: 사전, 서지정보, 소프트웨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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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제별 장서개발

1.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하여 수집해야 하는 외국자료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학술 분야

② 일반 대중 분야

③ 기타(               )

2. 외국자료를 수집할 때 주로 수집해야 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3개 선택)   

① 총류

② 철학

③ 종교

④ 사회과학

⑤ 자연과학

⑥ 기술과학

⑦ 예술

⑧ 언어

⑨ 문학

⑩ 역사

⑪ 한국학

3.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 수집해야 할 학술 외국자료 분야는 무엇입니까? 

4.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일반대중 외국자료 분야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문학·어학

② 경제(동향, 통계, 취업 등)

③ 건축, 디자인, 사진, 패션, 미술·박물관(전시도록 등)

④ 음악, 영화, 스포츠

⑤ 요리·음식

⑥ 의료, 건강, 환경

수집 분야
필요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인문분야(철학, 문학, 역사 등) 1 2 3 4 5

예술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 1 2 3 4 5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1 2 3 4 5

기술과학(공학, 의학 등) 1 2 3 4 5

한국 관련 자료(한국인저자, 한국관련 내용 등) 1 2 3 4 5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1 2 3 4 5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및 이슈자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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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률정보(정책, 이민, 관세 등)

⑧ 기타정보 [직접작성:                 ]

Ⅴ. 자유의견 
기타 외국 자료의 장서개발, 수집, 활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

세요.

Ⅵ.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선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에 있는 한국학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수집한다면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면 좋을까요.

국가 또는 지역

소장기관(도서관, 

문서관 등)

자료명 또는 주제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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