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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대학도서관의 자료 보유 현황
 국내 대학도서관의 평균 자료 구입비는 미국대학의
3.4%
 평균 보유 학술지는 미국 대학의 3.1% 수준
 인터넷 기반의 전자자료 구입비는 미국 대학의 8%
수준
 전자저널 출판 확대로 실질적인 자료 구입비 증가
 학술지 구독비 증가로 단행본 구입 축소

1. 서론
 한국과 미국 대학 도서관 평균 현황 비교
연간 자료
구입비

연간 증가
책수

평균 보유
학술지

평균 소장
책수

한국

346
(백만원)

12,025(책)

882(종)

196,700
(책)

미국

10,046
(백만원)

85,427(책)

28,455(종)

3,790,600
(책)

* 한국도서관통계 2003, 미국 AR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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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독 해외 학술지: 국내 대학 전체가 구독하는 외
국 학술지는 총 발행되는 외국 학술지의 6% 수준
구분

종수

연간 발행되는 해외학술지(Ulrich’s Web, 2001)

250,000

국내 대학에서 구독하는 외국학술지 총수

15,000

미국 ARL 회원 대학도서관 평균 구독 종수

15,300

* 연구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해외 학술정보의 확보율은 전세
계 출판량의 10% 미만에도 못 미침

1. 서론
 대학 전체 예산 중 도서관 예산 비율 감소
 IMF 금융 위기시 도서관 예산 1차적 삭감
(학술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관리자의 인식 부족)
 최신 학술 정보자원의 부족
- 사회과학 분야: 50-70%, 기술과학 분야: 95% 이상
외국 학술 정보 이용, 학술자료 확충 시급
- 서울대학교의 경우 미국 유명 대학과 비교하여 장
서는 37%, 학술지 종수는 2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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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목적


대학도서관 게시판에 나타난 이용자의 불만이나 요
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대(對)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함
- 정보환경의 변화로 이용자들은 불만이나 요구사항
을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
- 도서관 경영에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2.대학 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조사 대상
 국내
- 대, 중, 소규모별로 4개 기관씩 선정한 12개 대학도
서관의 게시판
- 선정 기준: 재학생수,장서수,도서관 규모
- 조사기간: 2004년 1월 1일 – 6월 30일
(6개월)

4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해외
- UC Berkeley, UCLA, Texas A&M등
미국의 3개 대학도서관의 e-mail이나
online comment
- 조사 기간: 7월 1일 - 16일(2주간)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국내 대학 도서관 현황


6개월간 조사대상 대학 도서관 게시판에 올라온 이
용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의 부서별 주요 내용
- 수서: 희망도서 구입 신청 건
- 정리: 자료정리의 지연
청구기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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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 열람: 대출, 반납 처리 오류
예약도서 처리 미비
소재불명자료
연체도서처리
상호대차 관련 문의
장서부족
자리독점
환경(냉난방, 폐관 시간 등)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 정보서비스: 정보검색 오류
직원,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
도서관 도난관리
- 전산: 홈페이지 관리면
(개인정보 노출, login 불만)
PC관리면( 고장, 다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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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사례(1)
1

2

3

게시물 건수
희망도서 구입신청건
수서
기타
자료정리의 지연
청구기호 오류
정리
기타
환경 (냉난방,폐관시간 등)
자리독점
대출, 반납 처리 오류
소재불명 자료(장서점검미비)
장서부족
예약도서 처리 미비
열람
상호대차 관련 문의
연체도서처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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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
정보
도서관 도난 관리
서비
정보검색(e-book, 전자저널 안됨)
스
기타
홈피 관리면
(개인정보 노출, log in불만)
전산 PC 관리면
(고장, 다른 용도로 사용)
기타

A대학교 도서관

B대학교 도서관

C대학교 도서관

총 200건 (기타 91건)
22 - 11%
1) 저널구독신청
3 - 1.5%
2 - 1%

총 308건 (기타 121건)
13 - 4.2%

총 58건 (기타 24건)
2 - 3.4%

4 - 0.5%

4 - 1.3%

3 - 5.2%

11 - 5.5%

25 - 8.1%
LAN선 고장

1 - 1.7%

5 - 1.6%
5 - 1.6%
1 - 1.7%
도서분산정리
(과도관, 중도관 등)
12 - 6%
54 - 17%
3 - 5.2%
26 - 8.4%
7 - 3.5%
10 - 3.2%
3 - 5.2%
22 - 11%
9 - 2.9%
8 - 13.7%
2 - 0.6%
1 - 0.3%
3 - 5.2%
1 - 0.3%
1 - 0.5%
4 - 1.3%
2 - 3.4%
1)대출기간, 대출권수 불
1) 휴학생 자료대출 가능
만 2)졸업생 이용가능 3) 1)예약도서재예약가능
2) 반납 알림서비스 안옴
사물함신청 4)딸림자료 대 여부
3) 졸업생대출, 열람실 이용가능 출 5)휴학생 대출건
2)졸업생 이용가능여부
1 - 0.5%
8 - 2.6%
3 - 1.5%
21 - 10.5%
14 - 4.5%
8 - 13.7%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사례(2)
게시물 건수
희망도서 구입신청건
1

2

3

D대학교 도서관

E대학교 도서관

F대학교 도서관

총 278건 (기타 145건)
24 - 8%

총 205건 (기타 85건)
19 - 9.2%

총 156건 (기타 65건)
31 - 19.9%
1)정리자료 대출문의
2)도서상태에 관한 상
세 한 제시요구
2 - 1.3%
2 - 1.3%

수서
기타
자료정리의 지연
정리 청구기호 오류
기타
환경 (냉난방,폐관시간 등)
자리독점
대출, 반납 처리 오류
소재불명 자료(장서점검미비)
장서부족
예약도서 처리 미비
열람
상호대차 관련 문의
연체도서처리

13 - 4.7%
정리중인 도서대출 49 - 17.6%
8 - 2.9%
10 - 3.6%
17 - 6.1%
1 - 0.6%
13 - 4.7%
1 - 0.6%
4 - 1.4%

기타

4

5

직원,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
정보
도서관 도난 관리
서비
정보검색(e-book, 전자저널 안됨)
스
기타
홈피 관리면
(개인정보 노출, log in불만)
전산 PC 관리면
(고장, 다른 용도로 사용)
기타

1 - 0.6%
20 - 7.2%

1)장서파본
2)우선정리문의
5 - 2.4%
1 - 0.5%
10 - 4.9%
14 - 6.8%
13 - 6.3%
3 - 1.5%
25 - 12.2%
6 - 2.3%
2 - 1%
1)딸림자료대출문의 2)대
출연장안됨 3)반납메일알
림 안됨 4)졸업생이용문의
5)사물함신청문의
2 - 1%
1 - 0.5%
13 - 6.3%

10 - 6.4%
1 - 0.6%
4 - 2.6%
3 - 1.9%
7 - 4.5%
2 - 1.3%
1)휴학생도서관이용
2)외부인이용문의
3)졸업생이용문의
4)대출도서수 추가요청
1 - 0.6%
1 - 0.6%
15 - 9.6%

16 - 5.8%

3 - 1.5%

7 - 4.5%

5 - 1.8%

3 - 1.5%

5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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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사례(3)
1
2

3

게시물 건수
희망도서 구입신청건
수서
기타
자료정리의 지연
정리 청구기호 오류
기타
환경 (냉난방,폐관시간 등)
자리독점
대출, 반납 처리 오류
소재불명 자료(장서점검미비)
장서부족
예약도서 처리 미비
열람 상호대차 관련 문의
연체도서처리

G대학교 도서관

H대학교 도서관

I대학교 도서관

총 142건 (기타 112건)
5 - 3.5%

총 214건 (기타 95건)
17 - 7.9%

총 109건 (기타 35건)
25 - 22.9%

2 - 0.9%
1 - 0.5%

1 - 0.9%
1 - 0.9%

7 - 4.9%
6 - 4.2%

1 - 0.7%

기타
1)외부인이용문의
2)졸업생이용문의
4

5

직원,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
정보
도서관 도난 관리
서비
정보검색(e-book, 전자저널 안됨)
스
기타
홈피 관리면
(개인정보 노출, log in불만)
전산 PC 관리면
(고장, 다른 용도로 사용)
기타

3 - 2.1%

28 - 13%
2 - 0.9%
14 - 6.5%
11 - 5.1%
5 - 2.3%
16 - 7.5%
2 - 0.9%
3 - 1.4%
1)사물함신청문의 2)휴학
생이용문의 3)외부인 이용
문의 4)졸업생이용문의 5)
반납알림메세지문의 6)신
입생대출문의
3 - 1.4%

2 - 1.8%
14 - 12.8%
4 - 3.7%
1 - 0.9%
12 - 11%
9 - 8.3%
1)시험기간 대출요령
2)반납알림메세지안옴
3)딸림자료상태나쁨
4)졸업생이용문의

4 - 1.9%

2 - 1.8%

7 - 4.9%

1 - 0.5%

3 - 2.8%

1 - 0.7%

10 - 4.7%
1)지문인식시스템 에러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사례(4)
J대학교 도서관

1
2

3

게시물 건수
희망도서 구입신청건
수서
기타
자료정리의 지연
정리 청구기호 오류
기타
환경 (냉난방,폐관시간 등)
자리독점
대출, 반납 처리 오류
소재불명 자료(장서점검미비)
장서부족
예약도서 처리 미비
열람
상호대차 관련 문의
연체도서처리
기타

4

5

직원,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
정보
도서관 도난 관리
서비
정보검색(e-book, 전자저널 안됨)
스
기타
홈피 관리면
(개인정보 노출, log in불만)
전산 PC 관리면
(고장, 다른 용도로 사용)
기타

총195건 (기타 93건)
32 - 16.4%
10 - 5.1%
3 - 1.5%
6 - 3.1%

K대학교 도서관

L대학교 도서관

총 459건 (기타 220건) 총 415건(기타 178건)
28 - 6.1%
30 - 7.2%
1)장서파손
11 - 2.4%
25 - 6%
3 - 0.7%
3 - 0.7%
49 - 10.7%
39 - 8.5%
18 - 3.9%
3 - 0.7%
3 - 0.7%
12 - 2.6%
4 - 0.9%
5 - 1.1%
1)사물함신청문의 2)휴학
생이용문의 3)외부인 이용
문의 4)졸업생이용문의 5)
일반서고 대출신충
6 - 1.3%

20 - 4.8%
1)휴학생대출가능여부
2)외부인이용문의 3)졸
업생이용문의 4)사물함
신청 5)재대출문의
3 - 0.7%

9 - 4.6%

24 - 5.2%

6 - 1.5%

2 - 1%

25 - 5.4%
(개인정보변경요구)

20 - 4.8%

4 - 2%

9 - 2%

5 - 1.2%

12 - 6.2%
10 - 5.1%
1 - 0.5%
5 - 2.6%
8 - 4.1%
1)사물함신청문의
2)휴학생이용문의
3)외부인이용문의
4)졸업생이용문의

23 - 5.5%
50 - 12%
28 - 6.7%
24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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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사례 종합
12개 대학도서관 게시판
1
2

수서
정리

3

열람

4

정보서비스

5

전산

희망도서 구입신청건
합계
자료정리의 지연
청구기호 오류
합계
환경 (냉난방, 폐관시간 등)
자리독점(열람실 무인좌석시스템)
대출, 반납 처리 오류
소재불명 자료(장서점검미비)
장서부족
예약도서 처리 미비
상호대차 관련 문의
연체도서처리
합계
직원,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
도서관 도난 관리
정보검색(e-book, 전자저널 안됨)
합계
홈피 관리면
(개인정보 노출, log in 불만)
PC 관리면
(고장, 다른 용도로 사용)
합계

총 2740건 (기타 1270건)
248건
77건
22건
213건
68건
162건
128건
16건
119건
14건
60건
24건
6건
139건

16.8%
16.8%
5.2%
1.4%
6.6%
14.4%
4.6%
11%
8.7%
1.0%
8.0%
1.0%
4.0%
52.65%
1.6%
0.4%
9.4%
11.4%

95건

6.4%

79건

5.3%
11.7%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국내 대학도서관 게시판에 나타난 이용자 요구 및
불만사항의 부서별 순위:
- 1위: 열람(환경, 대출, 반납 처리 오류) 52.6%
- 2위: 수서(희망도서 구입 신청건) 16.8%
- 3위: 전산(홈페이지 관리, PC관리)11.7%
- 4위: 정보서비스(정보검색, 직원의 불친절)
11.4%
- 5위: 정리(자료정리의 지연, 청구기호 오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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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국내 대학 도서관의 경우 조사대상 도서관간 각 항목
별 %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대학
간, 그룹별(규모면) 차이는 없음
 이용자 불만사항의 대부분은 이용자 서비스 관련 단
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의가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됨
 도서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제기
는 나타나지 않음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외국 대학 도서관 현황
 UC Berkeley Library
-질문 내용 입력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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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UC Berkeley 도서관 문의 내용
(2주간 질의: 34건):
-자료조사 문의가 가장 많음
- 논문 준비 자료 요청(복사, 대출, 자료 구입처, 외부
이용자, 학위논문 주제, ILL, 분실도서, 소장자료, 필
름 자료 ,도서관 분관 자료 전송 등)
- 해외도서관 자료 요청(호주, 타이완)
- 웹 이용(사이트 갱신, 강의록 탑재, 자료 다운로드,
색인 DB, 기타 홈페이지와 연계 등)
-기타(외국어 교육기관, 해외 지원사업, 후원기관, 직
업 알선, 도서 기증 등)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UCLA Library
- 개인정보 입력 후 질문 내용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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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UCLA 도서관 문의 내용(2주간 질의 6건)
- 해외 대학도서관 자료 요청(캐나다, 독일)
- 웹사이트(사진 저작권, 링크 등)
- 도서관 이용(운영시간 변경, ID 등)
- 자료 이용 방법(신규 목록 이용시)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Texas A&M Library
- 개인정보 입력 후 Comment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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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Texas A&M 도서관 문의 내용
- 도서관 서비스 및 자료 이용
• 자료의 소재 파악이 어려움
• 부정확한 안내 표지
• 대출 연체 자료의 알림 안내
- 웹 페이지
• 이용자 메뉴 불편
• 용어 안내 및 링크
• 온라인 자원 활용

2.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현황
 미국 대학의 경우는 한국과 다른 문화적 차이로 공개
적인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으며 질문사항은 사서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질문 내용은 대부분 참고질의나 도서관 서비스에 관
련된 내용이며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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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비교분석
 국내외 도서관 게시판 이용 현황 비교
국내 도서관

해외 도서관

운영 형태

공개

비공개

건의자

학부학생 중심

학부학생 ~ 교수
교외의 이용자

주요 건의
내용

-단순 시설로서의 -서비스 및 정책을
도서관 이용
포함한 광범위한
불편 사항
대상
-기 제공되는
-신규 서비스 건의
및 창의적 서비스
서비스 대상
아이디어 제시

3. 국내외 비교분석
 국내외 도서관 게시판 이용 현황 비교
국내 도서관

해외 도서관

건의 내용
특성

유사 사안에 대한 이용자 개인별로 다
반복적 내용
양한 내용

도서관 활
용 목적

공공 시설로서의
열람 기능

연구 지원 기능
서비스 개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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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대학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對) 이용자 서비스
이므로 이용자 요구 내용의 파악 및 이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필요함
 국내 대학도서관 게시판에 나타난 이용자 불만 및 요
구사항은 기본적이고 단순한 서비스 관련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요구되
는 것은 문제 해결이 늦거나 안되는 것을 의미함

4.결론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서관 이
용자들이 보다 본질적인 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구된 문제를 일회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가 있음
- 정기적인 요구사항 처리 위원회 개최
- 업무별 성과 관리에 처리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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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학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IMF 이전 : 신설대학 및 입학정원 대폭 증가,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학술정보유통의 확대,
전문직의 확보 및 배치
-IMF 이후: 대학의 구조개혁과 통폐합, 대학간
경쟁체제 돌입, 학생수 급감, 교직원 채용 억
제, 임시직 증가

우리나라 도서관 아웃소싱 동향
- 정부,자치단체: 협의의 아웃소싱, 민간위
탁, 민영화
- 공공도서관: 협의의 아웃소싱, 민간위탁
- 대학도서관: 협의의 아웃소싱, 민간위탁논
의중(O대학교)

따라서, 발전적 측면은 물론 생존적 측면
에서도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아웃소싱 관련 대비책 마련 절실.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II. 도서관 아웃소싱에 대한 찬ᆞ반 양론
국내·외 도서관계 학술지 기사를 살펴보면, 최
근에 이르러 도서관의 아웃소싱(민간위탁 포함)
에 관한 찬·반 양론이 부단히 제기됨.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자
치단체의 행정 관료, 그리고 대학 당국은 재정
운영 여건의 악화를 타개하고 봉사의 질적 향
상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서관의 아웃소싱
을 찬성함.

하지만,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 인사들은
도서관의 광의의 아웃소싱을 강력히 반발.
-즉,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민주시민의 기본권
보장장치로서, 교육핵심시설로서 도서관의 위상을 강조하
면서 광의의 아웃소싱(민간위탁) 추진 불가를 주창.
-왜냐하면, 비영리기관인 도서관에 대해 경제논리를 적용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도서관 운영의 부실화 등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 및 대학당국의 도서관정
책 및 지원의 포기이고, 기본적 책무의 유기이기 때문임.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국내ㆍ외 도서관 아웃소싱 관련 논의
ㆍ 국내 : 노옥순(1995),
노옥순(1995), 윤희윤(1998,
윤희윤(1998, 2000), 윤정기(1998),
윤정기(1998), 김영귀
(2001, 2003,2004), 민난희(2002),
민난희(2002), 배순자(2003),
배순자(2003), 곽동철(2004),
곽동철(2004), 윤정
옥(2004) 등
ㆍ 외국 : S. E. Harken(1996), H.Hopkins(1996), R. Wittorf(1998), B.
B. Baker(1998), Jette & Dixon(1998), Steinhagen and
Moynahan(1998), V. M. Scheschy(1999), E.Hiller(1999), J. H.
Sweetland(2001), F.H. Sweetland (2001), David Ball(2003) 등

미국도서관협회에서도 도서관의 아웃소싱 문제와 관련
하여 그 산하에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양상
과 현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대
응방안을 발표함.(http://www.ala.org/org/outsourcing).

III. 도서관 경영의 아웃소싱 배경
우리나라 아웃소싱 제도의 도입 배경은, 1997년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작은 정부, 정
부혁신 및 민간위탁 활성화 정책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계기로 작용함.(이후 대학도서관의 사서수
가 급감)

이러한 민간위탁의 추세는 문민정부, 국민정부
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도서관 아웃소싱 구상의 배경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현주소
-국가 전문인력 수급 계획을 무시한 교육인적
자원부의 대학(교) 신설 인가 및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 허가 등으로 대학 부실 초래
-당해년도 대학의 전체 또는 학과별 모집정원
을 기준으로 입학생수를 비교하여 교직원 급
여 삭감 및 해고 시도 (사립대학의 계약제,연
봉제 악용 사례 등장)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대학도서관의 기구 축소 및 대학내 타기관
과의 통폐합, 자료구입비를 제외한 도서관
운영예산의 삭감, 사서직의 타부서 전출
(심장인가? 맹장인가?)
-대학도서관의 장서 및 이용자는 증가하는
반면, 사서직원의 수는 매년 급감 추세
(아웃소싱 필요악?, 공익요원, 계약직, 인
턴사원 등 증가)

국·공립 대학도서관의 장서/사서 수의 비교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국·공립 대학도서관 이용자/사서 수의 비교

IV. 도서관 아웃소싱의 유형 및 현황
협의의 도서관 아웃소싱은 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추
진해오고 있는 것으로서 도서관의 세부 업무 수행의 권
한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외주 또는 하청의 개념.
(대학도서관의 일반적 사항)
반면에, 민간 또는 공단 위탁은 도서관의 핵심 기능 뿐
만 아니라 조직의 경영관리권까지도 수탁자에게 일임하
는 형태.(대학도서관 최근 논의 시작; O대학교)
그리고,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소유까지도 민간에 이양
하는 것을 의미.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협의의 아웃소싱, 민간위탁, 민영화 범주

아웃소싱의 수준별 기능 범주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일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연대별 특징

대학도서관 아웃소싱 현황
-미국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현황
(James H,Sweetland, 2001)

*1996년 조사내용

장서개발

70

수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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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도서관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도서관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의 문제
점은 정부, 자치단체와 사서 및 이용자 집단이
서로 다른 선호 양태를 보이고 있음. (한국문화
관광정책연구원, 공립문화시설의 민간위탁 평가 및 개
선방안, 2003. 참조)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정부나 자치단체를 대학당국으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는 아웃소싱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됨.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도서관에서->대학도서관으로 파급됨)

첫째,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아웃
소싱 및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거의 무관심.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민간위탁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거나 공공성
을 경제성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조직사명으로
여기는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위탁사실을
더욱 잘 인지함.
도서관 이용자는 사서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중시하고는 있지만, 민간위탁의 찬·반 양론에 대한 뚜
렷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 점에 주목.
따라서 사서들은 이용자를 끌어들여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대학당국이 추구하는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에 대
해 반대 논리를 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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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서들은 도서관 아웃소싱 및 민간
위탁의 단점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의 질적 수준 저하를 지적하지만, 이용자
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용자는 민간위탁 이전보다, 도서관의 운영상황
개선, 서비스 수준 및 운영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문화욕구 충족 및 설비·환경 등도 개선되고 있
다고 느낌.
따라서 사서의 입장에서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시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입증할 계량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 지표 개발의
필요성 대두.

셋째,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그리 찬성하지 않고 있음.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그리 선호하지 않지
만, 도서관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사명은 공공성〉양자
의 균형적인 추구〉경제성의 선호를 보임.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반대하는 경
우에는 경제성을 조직사명으로 중시함.
이는 이용자들이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리면서, 자
치단체가 도서관에 요구하는 수익창출을 위한 유료의
제반 서비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임.
사서들도 도서관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익창
출을 위한 각종 부대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부담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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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서들은 상당히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 방어적, 저항적인 반응
을 보임.
-이러한 사서들의 반응은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
탁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에서 비롯됨.
-사서직 신분 지속의 불안정.
-무리한 수익 창출 요구로 도서관의 본질을 벗어난 사업
의 추진 및 부담.
-낮은 직급을 지닌 비전문직 행정직원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갈등.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용자는 서비스에 만족하지만, 기존에 사서나 자
치단체가 각각 주장하는 양측의 상반된 모든 논리
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음.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도서관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나 자치단체 및 대학
당국이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의 성숙이 절
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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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정보, 자원, 문
제해결 능력이 우월해야 함.
둘째, 시장경쟁에 의한 인적․물적 자원의 신축
적인 활용이 가능해야 함.
-민간시장이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에 기초한 인적,
물적 자원의 유동성, 탄력적 활용의 가능.
-도서관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
직 사서의 양성 및 관련 시장의 조성이 선결되어야 함.

셋째,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성과 측정, 평가 지표
의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활용 절실.
-도서관의 특성상 성과 측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

넷째, 도서관에 대한 분권화된 관리환경 조성.
-중앙집권적 관리 하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어렵
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분
권적 관리환경을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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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나 자치단체 및 대학당국은 도
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
우에 수립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은?
첫째, 합리적인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의 기
준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 방식
을 활용하여 최적의 서비스 방식을 선택해
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과 관리에 있
어서 경쟁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을 실
시할 때 충분한 전문직 사서의 확충과 함께
적정한 신분상 대우나 신분 유지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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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또는 계획중인 도서관의 아웃
소싱 또는 민간위탁은 과연 정책적으로 올바른 선택인
지. 계속 실시될 것인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좋을지.
비핵심기능을 대상으로 소위 협의의 아웃소싱으로 볼
수 있는 외주나 하청이 좋을지. 아니면 도서관의 민간
위탁을 전면 백지화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답은 불분
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
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 대학당국, 그리고 사서들이 제기하고 있는
논리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은 암묵적으로 민간시장
이 정부부문 보다 더 우월한 정책결정자이며, 자원 배분자
라는 것을 전제로 함.
-과연 도서관 부문도 그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민간시장의 부실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소홀
등의 비판이나 우려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경우에 표준정원제를 근간으
로 하는 작은 조직 구현이라는 지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담당인력 신규채용의 어려움을 덜고, 기존 인력을 축소하려
는 내부적 목적 등을 위해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 실시.
(대학당국의 인식도 유사함) =>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
지 않음(장서수와 이용자의 증가, 신규서비스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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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명관대학도서관 직원 및 아웃소싱 추이(일본)

이처럼 정부나 자치단체 및 대학당국이 철저한 사
전준비 없이 실시하는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
위탁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오히려 열악한 도서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
가 있음.
따라서 정부, 자치단체, 대학당국은 도서관의 아웃
소싱 및 민간위탁 실시를 전제로 한다면, 그 이전
에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 최소
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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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도서관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영리
조직이 아니므로 비용 문제가 대상 선정의 절대
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비용의 측면에서는 유
리하더라도 도서관의 중요한 업무는 직접 수행
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은
차선책으로서 실시한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함.
이와 함께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의 부
정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이를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 및 대학당국은 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의 조사
·분석 작업과 함께 제도·과정·인력·시장·환경 등
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여건을 조성해야 함.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도서관의 발전과 함께 사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웃소싱 및 민간위탁이 도서관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조사·분석하여 그 대응책을
제시하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전략-정보자원
서비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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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 장서

연세대학교
이지연

의미의 변화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장서는 형태와 기능
면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점차적 발전
혁명적 변화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2

2

디지털 장서 변화의 근원(1)


디지털 정보자원 시스템의 등장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목록 및 전자 참조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reference databases)
전문 기사, 학술잡지, …
AND: 새로운 학술적 정보교류매체, 전자출판물, earchives

모든 정보는 네트워크 상에서 접근할 수 있다.

3

디지털 장서 변화의 근원(2)








디지털 도서관과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성격, 목
적의 변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네트워크 기반
소유 개념의 변화
다양한 링크 가능성
공유 가능성
접근 방식의 변화
이용자 요구의 변화
4

3

전통적 개념의 ‘장서’란…


도서관 관점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리
적 자료를 의미한다.

주요 특성: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tangible)
내용(content)이 아닌 자료 자체(document)를 소
유
도서관 건물 및 서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근 방식(physical, direct
access)
5

전통적 장서개념의 확대


장서




이용자 집단의 이용을 목적으로 선택, 수집, 개발
된 정보자원을 의미한다.

주요 특성:





물리적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도 포함(tangible
& intangible)
자료의 소유와 접근, 공유, 협력의 개념 포함
대부분 도서관 자체자료(in-house)
방문뿐만 아니라 원거리 접근도 가능
6

4

디지털 장서 – 포괄적 의미


디지털 장서는 디지털 정보자원 및 멀티미디어 정보자
원을 의미한다.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에 근거하여 선별, 개발된 자원
이용자 대상 집단의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개발된 자원
소유, 라이센스, 혹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
consortia를 통한 공유 가능한 자원
위치적으로 분산된 자원
네트워크로 접근 가능한 자원
자료뿐 아니라 접근, 탐색도구도 포함
다양한 방식의 접근 권한
다른 자원으로 연결가능

아직도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는 개념
7

디지털도서관 자원의 주요 특성


다양한 유형의 전자 자원



외부 자원: e-publications, e-journals, e-books, multimedia
내부 자원:
 기존

장서를 선별하여 디지털화한 자원
 디지털 형태로 생성된 지원


Gateways, portals, directories
 다양한

유형의 링크자원
 vertical portals
 분산된 자원으로의 전자적 연계
8

5

디지털도서관의 경제적 특성


소유권 vs. 접근권한


소유권의 상대적 감소
 접근권한으로의 변화
 라이센스






개념
consortia를 통한 비용 절감
비용 보조

디지털도서관의 역할 증가 (e-publishing,
digitizing)
9

디지털도서관의 위치적 특성



in-house network 상에서 존재 가능
보편적으로는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저장
됨







collections
라이센스된 자료들은 직접 e-publisher가 소장
분산된 자원에 대한 제어 능력 감소

Persistence의 문제점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적임
10

6

디지털 도서관 자료의 접근 특성


디지털 장서의 접근방법은 중요한 측면의 하
나이다.





접근 방법




정보검색
 검색 도구가 같이 제공되는 디지털 장서
네비게이션, 브라우징 방법
라이센스나 policy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양하게
결정됨

이용자의 자율적, 능동적 접근 (self-directed)
11

장서개발 방법


장서개발





acquisitions, selection, collection building
Criteria 및 user needs에 의거함

장서관리




장서개발과 더불어 정책, 계획수립, 분석, 협력
방식을 포함
디지털 장서는 접근방법의 고려도 포함
12

7

전자자원 선별기준




전통적 기준과 더불어…
디지털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별의 중요성

13

선별 기준 (1)


what & why?




by whom?




Content, purpose, scope, viewpoint
Identity, authority, credibility, reputation,
qualification, refereeing

where?


Identity, authority, credibility, reputation

14

8

선별기준 (2)


for whom?




when?




intended audience, needs satisfied, user
community,
Currency, up-to-date, revisions, persistence
estimate

how?


Accuracy, credibility, objectivity, style, clarity,
organization, usability
15

선별기준 (3)


in what way?




how much?




Format, layout, interface, search capabilities,
access
Effort, price, cost-benefits, license, sharing

in comparison to?


other similar resources

16

9

웹 정보자원 (1)


특성









불안정성
복제의 용이
접근의 편리성
자료 배포방법
역동성, 빠른 변화
지적재산권의 논쟁가능성

따라서, 선택의 신중함 요구
17

웹 정보자원 (2)



웹 정보자원의 신뢰도 측정은 어렵다
 Identity, reputation, qualifications
신뢰도 측정 기준:




document, author, institution & affiliation
-> authority; accuracy; currency; objectivity;
coverage

웹 정보자원의 신뢰도 측정은 도서관만이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18

10

웹 정보자원 (3)


이용목적(Trochim 1996)








정보 배포
교육과 훈련
경제활동(상업, 광고 분야 등)
오락
커뮤니케이션

각 도서관의 이용목적에 맞는 웹 정보자원
선정이 필요
19

웹 정보자원 (4)


평가요소




일반적인 요소
 권위성, 신뢰성
 내용
 기능성
 접근성
 구조, 디자인
 링크사항
 이용자 지원
이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관련된 요소를 추가하
여 웹 정보자원을 평가하여 선정
20

11

현실적 문제점 (1)






경제적 제약
능력있는 인적자원 양성의 어려움
인쇄물과 디지털 정보자원의 적절한 조화
디지털 정보자원 평가의 양적 부담
Persistence 보장의 어려움

21

현실적 문제점 (2)




학술분야에서의 출판과 정보교류의 많은 변화
가 생김
도서관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경쟁 증가
급변하는 기술에 적응 필요

22

12

디지털 장서와 관련된 사항들 (1)


장서개발 및 관리의 전통적 기준


standards, values, approaches (keep, modify,
develop)



디지털 장서 저장 위치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범위


예: forward links, networks

23

디지털 장서와 관련된 사항들 (2)


디지털 장서의 생성:




디지털 장서로의 접근:





도서관과 출판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짐
기존의 전통적 장서와 디지털 장서의 통합
안정적인 접근 제공

디지털 장서의 경제성:


예산 분배

24

13

웹 정보자원 기반
디지털도서관 장서개발


장서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웹 정보자원의 지적 가치
이용자 요구
중복 방지
접근성 강화
지적재산권
지적 통제
선정의 객관성, 일관성 유지
다른 기관과의 협력
25

결론



도서관 장서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계속 변화될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의 장서개발 및 관리에 있어
서의 변화



거시적 변화
미시적 변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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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의 존재의 근거
S. R. Ranganathan.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1931.
제 1법칙 – Books are for use
=> Libraries are for users
= collection of books

2. 운영주체(사서)의 문제
의식의 전환
사서로서의 소명의식, 가치관 확립
: 사회가 도서관과 사서에게 부여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치열한 인식
소극적 사고, 수동적 행태
적극적 사고, 능동적 행태
자신감의 고취
: 국가, 사회, 고객들로부터 주목받고,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 성원으로의
자부심

2

2. 운영주체(사서)의 문제(2)
전문성의 확보
대학도서관의 제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권위의 확보
정보, 지식기반사회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제고
사서직에 대한 대학사회 내의 인식 제고
상기 사항을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확보
의 수월성 제고

3. 대학도서관
대학의 역할 변화
소수 엘리트
양성기관

고급인력 양성
대중 교육기관

교육을 통한
지식전파

지식의 축적, 전파
및 창출

상아탑에서의
안주

사회봉사, 개방,
현실 참여

3

3. 대학도서관(2)
대학도서관의 변화
대학의 체제 변화에 따른 대응
: 교육중심, 연구중심, 절충형 대학에 적합한
봉사체계의 도입
Market segmentation(시장 세분화)에 따른
봉사 프로그램의 표적화
: 학부도서관(학부학생 중심 교육지원),
연구도서관(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중심
연구지원)

3. 대학도서관(3)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
: 대학 및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고객(이용자) 중심의 운영
도서관 출현의 배경 : 고객(사회)의 요구와 기대
도서관의 기업적 경영 요건
: vision, willingness to take risks, customer focus,
initiative, creativity, desire for success, innovation(St.
Clair, Guy. 1996. Entrepreneurial Librarian – ship.
London : Bowker-Saur.xv)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제고, captive audience의 탈피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업무 및 봉사의
확대

4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마케팅의 중심적 개념
마케팅
소비자(고객, 이용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어 생산자의
생산목적(이익창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려는 경
제활동

마케팅 개념의 비기업 도입 확산
1960년대 말부터 마케팅 개념의 범위 확대론이 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됨(P. Kotler and S. J. Levy,
“Broadening the Comcept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33:1(Jan.1969) 10-15,; 공공도서관이 대중
들에게 도서관을 이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마케팅 개념
의 도입 필요성 강조)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2)
마케팅 대상의 확대
외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
(외부 고객 -> 내부 고객)

내부 마케팅의 개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종업원들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하고, 고객 서비스의
가치에 대하여 종업원의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

5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3)
마케팅 시스템

내부 마케팅

상호작용적
마케팅

외부 마케팅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4)
고객(customer)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사람
유형
Internal/ external customer
Actual/ potential customer
In-person/ virtual customer
Present/ lost customer

6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5)
용어에 대한 관점
: 자신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
하고, 어떠한 태도로 응대하는 가는 서비스 대
상자들을 어떠한 용어로 지칭하는가에 달려있
음. 우리들이 봉사하고 있는 개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우리들이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충실한
가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위스콘
신주 경찰서의 사례(Sandy, John H., “By any
Other Name, They are Stil Our Customers,”
American Libraries 28, no.7(August 1997):
43.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6)
만족(satisfaction)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
나는 개인적이고도 감성적인 반응, 고객이 서비스
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결과
고객 만족도는 고객들의 관점에서 도서관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진단적(diagnostic tool) 도구
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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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7)
고객만족(외부)을 통한 주요 혜택
기존 고객의 충성도 향상(기존 고객의 이탈방지)
신규 고객의 창출
조직의 명성도 향상
모기관으로부터의 지원규모 확대
사회적 인식의 제고(지역사회의 지지)
조직의 존재 의의 달성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8)
내부 고객 만족요인
내적요인(content) : 직무와 관련된 과업
외적요인(context) : 임금, 신분안정, 감독,
역할갈등, 조직구조, 직무 분위기 등과 같
은 직무의 외재적인 면
외적요인 : 경제적 요인/ 비 경제적 요인

8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9)
내부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간
의 상대적 영향력
내적 요인 < 외적 요인
경제적 요인 < 비 경제적 요인
Motivation 이론
1. A. H. Maslow의 욕구 이론
: 생리, 안전, 소속, 인정(자존), 자아실현의 욕구
2. C. Alderfer의 ERG 이론
: 생존(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의 욕구
3. 상기 욕구들의 순차적 발로, 동기유발(만족)요인으로서의 영
향력(강도)

4.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10)
고객만족의 모델
내부
서비스
품질

서비스
능력
외부고객
만족

경제적
요인

내부고객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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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품질
내부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
적절한 교육 기회의 제공
비전의 제공(사서직의 가치관 및 사회적 중
요성 인식, 가능성 등)
성과에 대한 적절한 측정과 보상, 인정
구성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상호이
해, 존중)
팀웍의 구축
직원의 자율성 제고

5. 서비스 품질 (2)
내부 서비스 품질과 외부고객 서비스
만족 간의 관계
도서관이 내부고객(사서)에게 제공하는 내
부 서비스 품질이 향상(상승)되면 사서들의
서비스 능력과 만족이 향상됨
사서들의 서비스 능력과 만족이 높아지면
외부 고객의 만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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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품질 (3)
서비스 품질(외부)
도서관 방문시(직접 또는 전자적 접근), 도서관과 서비스
를 제공받은 고객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형성됨
Service quality
= 고객의 기대치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인식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입장에서 도서관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특성, 방향 등을 설정하거나, 미래에 개
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서비스 품질은 도서관의 전략
적 계획수립의 도구(strategic planning tool)로 사용될 수
있음

5. 서비스 품질 (4)
서비스 품질(외부)의 구성요소
= content(내용) + context(상황)
Content
: 도서관을 방문하여 획득한 것, 즉 특정 자료나
정보, 연구공간, 서비스 등
Context
: 도서관에서의 경험자체, 즉 직원과의 상호작용,
도서관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 또는 불편함,
물리적 환경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사례
: 내용->만족 / 상황->불만족 or
내용->불만족 / 상황->만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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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품질 (5)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
도서관(사서)의 관점과 고객의 관점 간의
차이(gap)가 빈번하게 발생
-> 서비스 우선 순위에 문제점의 발생
-> 고객의 불만 야기

5. 서비스 품질 (6)
서비스 품질과 재 이용 의도와의 관계
서비스
가치
서비스
품질

재이용
의도

고객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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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불만의 처리
불만사항 제기의 중요성
불평하는 고객들로 인하여 고객들의 관심사항에
귀를 기울이게 됨
불만사항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와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음
불만사항 처리를 위한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도서
관이 고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
시킬 수 있음
주기적(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통해 도서관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

6. 고객불만의 처리 (2)
고객의 권리
고객들은 도서관의 잘못이나 자신들이 인
식한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
해, 또는 특정 불만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음
(마치 사서 자신들이 다른 조직에서 경험한
불만에 대해 표명하듯이)
현명한 관리자들은 고객의 불만을 통해 깨
닫게 되고, 그 불만을 수용하며, 고무되고,
또한 많은 것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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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불만의 처리 (3)
고객 불만의 영향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불만고객의 96%가
결코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그들 중 90% 정도는 그 서비스를 다시 이
용하지 않음
더구나 90%에 해당하는 각 개인들은 적어
도 9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조직에 대한
불만의 경험을 전파하며, 또 13% 정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제공받은 형편없는 서비
스에 대하여 20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
게 전파함

6. 고객불만의 처리 (4)
고객 불만의 처리
불만처리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경우이면서
도 보편적인 현상은 무관심과 방어적인 태
도임
대학도서관의 직원 중 시간제 직원과 보조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고개에게 응대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
에게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또는 “그
자료는 아마도 분실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나쳐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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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불만의 처리 (5)
어떤 이들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적인
언사로 응수하여 고객의 불평을 원천적으
로 봉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

그러한 표현은 도서관 서비스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과 현재와 같은 불만스러운 상태
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
는 것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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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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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환경의 변화
정보량의 급속한 증가
 새로운 형태의 정보자원과 매체의 등장
 이용자의 요구와 행태 변화
-> 도서관의 환경과 역할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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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도서관을 대체할 수 없
는 10가지 이유 (Herring 2001)






이유 2: “The needle in the haystack”
편목 되지 않은 자료들로 가득찬 도서
관?
이유 3: 품질 제어(Quality control)가
없다: 고급, 저급 정보의 여과 없는 혼
재
이유 4: “당신이 실제로 알지 못 하는
것이 당신을 상하게 한다.”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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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 조직의 중요성 및
목록의 역할에 대한 선언!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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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목적 (Cutter 1904)
1. To enable a person to find a book of
which either (a) the author, (b) the
title, c) the subject is known
2. To show what the library has (d) by
a given author, (e) on a given subject,
(f) in a given kind of literature
3. To assist in the choice of a book (g)
as to its edition (bibliographically), (h)
as to its character (literary or topical)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8

4

목록의 역할 (1) (Rubin 2000)






체계적인 방식으로 도서관 내의 지식을
제시하는 지적 기술
도서관 장서나 정보 시스템에 소장된
모든 지식의 많은 부분 대표
현대의 목록은 도서관 자체 장서 이상
으로 도서관 자원 확대하는 전자색인과
기타 정보검색 도구들에 대한 접근 제
공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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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역할 (2)
정보원의 증가와 새로운 포맷의 등장
 도서관 장서가 보다 복잡화
-> 그 어느 때보다 도서관 운영이 일관성
있는 다큐멘테이션에 더 의존해야 함
-> 목록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이용자 뿐
아니라 사서들이기도 함 지적(Iliff 2004;
Morris & Wool 1999)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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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록의 역할 (3)
(Morris et al. 2000)
“Cataloging is a bargain”: 타 기능보다
투입 비용이 낮으며 생산성 높음
 효과적 참고 서비스, 효과적 장서관리,
효과적 자원공유와 효과적 데이터베이
스 자동화가 모두 “quality cataloging*”
에 의존
* Quality cataloging: 표준의 준수; 완전
한 정보 포함; 정확성과 신뢰성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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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역할 (4) (Iliff 2004)






“견고한(rock solid)” 정보기반구조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역할
‘목록’이라는 정보기반구조가 취약해도,
이용자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음.
다만, 자기가 찾는 것의 전부 아닌, 불
완전한 일부를 찾을 뿐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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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록자의 역할 (Iliff 2004)






모든 사서의 공통적 의무: “사람을 정보
와 연결하는 것”
목록자의 역할: 사서로서 “그 정보에 대
한 접근(access)을 제공하는 것”
“도서관 목록이라고 부르는 정보기반구
조의 건축가, 건축인부이며 관리자
(architects, construction workers, and
managers)”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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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조직 업무 외주의 개념
과 논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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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 외주의 개념과 유형


외주 (Outsourcing)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재능(talent)에 의존하
는 전통적 업무 방식의 일부로 여겨짐

유형




완전 외주
단기적 부분 외주
장기적 부분 외주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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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의 전통 (White 1998)


외부자가 더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경우




<예> 단기간 이용 위한 고가 장비 구입 필
요 시: 규모의 경제성

내부조직에 결여된 기술 위해 외부자를
계약으로 채용


<예> 드문 외국어 번역; 한정된 구체적 용
도의 시스템 자문 등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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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의 전통 (White 1998)


일상적 업무를 위탁






<예> 내부에서 도서 선정(전문적) 후 물리
적 입수와 서가정리용 처리, 제본 등

<사례> NASA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Facility: 1960년대 중반 전
면적 외주 시행; 우수 인력 고용, 최상
의 보상 주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
‘더 싸게(cheaper)’가 아닌 ‘더 낫게
(better)’를 목표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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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외주






도서관과 외주 서비스 제공자 간, 해당
업무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계약 체결
외주 서비스 제공자는 도서관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침만 받거나, 아무런 지침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예> Wright State University가 OCLC
TechPro와 계약, 편목 업무 전면 외주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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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부분 외주




카드 목록을 온라인으로 소급하거나,
미처리분(backlogs)을 정해진 기일 내
처리하기 위한 것처럼
업무를 일회적, 단기적으로 외주 서비
스 제공자에게 맡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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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부분 외주




카피 편목, 서지 유틸리티 유지, 문헌제
공, 바코드 부착, 제본 등 비전문적, 일
상적(routine) 업무를 지속적으로 외주
<예> 미국 루이지애나 주 27개 대학 도
서관:


시간, 제한된 직원 수 및 예산 등 이유로
일부 외주 -- 카피 편목, 일부 오리지널 편
목, 외국어나 특수 자료, 미처리분 편목, 전
거제어, 기타 자료 처리 등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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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주의 동기와 성과에 대
한 논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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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Wright State Univ.






1993년 도서관 편목 부서를 폐쇄하고 업무를
OCLC TechPro에 전면적 외주
관리자: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성 증대와 backlogs 축소 위해 외주 -> ‘성공’
이라고 평가 (Winters 1994)
실무자: 외주 결정 전 편목 서비스의 객관적
비용 측정 없었음, 편목 부서의 “무능력과 낮
은 생산성”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 있었음 지
적 (Doepker 1996)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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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의 의의








이전의 일부 기능의 선택적, 부분적 외
주에 반한 전면적 외주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요구하고, 상당
한 prestige 지녀온 사무직의 외주
즉, “없어서는 안 될(indispensable)” 것
으로 여겨온 인력을 외주 (Dunkle 1996)
1990년대 이후 외주 확산의 도화선 됨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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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rvices Division 구성





2004년 4월 13일 현재
14명의 직원으로 구성: Head (1), Music
& Humanities Librarian (1), Serials &
Binding Coordinator (1), Database
Maintenance/Catalog Coordinator (1),
Account Technician (2) 및 다양한 레벨
의 Technical Assistant (8)
별도의 편목 부서와 Cataloger 없음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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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에 대한 견해 (1)


1990년대 사서들의 가슴에 두려움을 일
으키던 “buzzword” (Foote 1999)





도서관 서비스 질에 치명적
직업에 대한 위협

혹자는 “보편적 만병통치약(universal
panacea)”으로 봄 지적 (Hirshon &
Winters 1996)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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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에 대한 견해 (2)






많은 경우 질 개선 동시에 비용 절감이
라는 불가능한 효과 기대 (White 1998)
관리자의 목표인 ‘비용절감과 고품질
및 적시적 제품 입수’와 벤더의 ‘저가로
고품질 제품 제공능력’ 모델은 실존하
지 않음 (Dunkle 1996)
‘Quick or dirty’: 많은 양의 자료를 단
시간 처리 가능하나 반드시 우수한 질
이나 비용효과 보장 못함 (Jiang 1998)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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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도서관 관리자의 인식
문제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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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의 중요성 인식 결여


편목 업무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조직의 사명에 중대하지 않음
‘핵심 (core)’ 부서가 아님

도서관 관리자와 목록자 간 효과적 커뮤니케
이션 부재




‘편목의 상아탑 (Ivory tower of cataloging)’: 폐
쇄적으로 수행되는 전문영역
목록의 후방에서 구축과 유지 기능 수행하므로 업
무가 비가시적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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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조직 업무와 생산성
3.1 주요 업무와 비용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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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


McCain & Shorten (2002):







ARL 소속 26개 대학도서관 서베이: 비교적 중소
규모(FY 98/99 장서보유량 1.8 mil.-5.3 million)
편목 부서 업무를 8개 과제로 구분
오리지널 편목, 카피 편목, 전거 제어, 소장정보
갱신, 종합목록 리스팅, 학위논문 (대부분 도서관
이 이 6개 업무에 집중)
서지 레코드 반입과 security tagging (대개 타부
서와 공유)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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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 et al. (2000)
 Iowa State University 도서관
 8개 업무로 구분: 훈련, 수정, 절차 및 정책
수립; 자문과 문제 해결; 전거 업무; 기타*;
카피 편목; 완전수준 오리지널 편목; 최소
수준) 오리지널 편목; 재편목
 *기타: Sorting, shelving, boxing,
distributing, retrieving, and any file
maintenance; Searching and printing
cataloging copy; OCLC updates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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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수준 편목 (Full level)




완전편목의 국가표준을 충족시키는 레
코드(기술과 분류)의 생성; 이판(variant
edition) 레코드에서 파생된 신규 레코
드 포함
편목 업무의 일부로 수행되면, 아이템
레코드 생성과 바코딩; 청구기호의 확
인; 및 로컬 시스템으로 레코드 전송 (*
다른 업무에서도 공통으로 수행)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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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수준 편목 (Minimum level)


완전수준 편목의 국가표준을 충족
시키지 않는 레코드(기술과 분류)
의 생성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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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목 (Recataloging)
편목 레코드의 후속적 변경(기술이
나 분류); 연속간행물에는 간행 중
단, 서명 변경 및 주기 추가 포함
 편목 레코드에 추가적 카피나 권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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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 편목 (Copy cataloging) (1)
기존 목록 레코드의 (기술과 분류
의) 확인과 수정: 청구기호 및 주제
표목 추가 포함; 그러나 로컬 레코
드의 재편목 포함하지 않음
 OCLC나 RLIN 같은 서지 유틸리티
에 회원기관이 집어 넣은 레코드를
로컬 시스템에 맞게 수정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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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 편목 (2)
오류 수정, 이전에 한 것을 고치고
레코드를 업그레이드
 오리지널 편목의 책임 일부 수행:
특히, 유사하거나 관련된 카피가
이미 서지 유틸리티에 있는 신규
레코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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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 편목 (Rider 1996)







레코드 업그레이드와 적절한 접근점 부
여 위한 분류번호와 주제표목 부과
청구기호와 Cutter Number 확인
어떤 경우엔 로컬 전거 제어와 표준 표
목의 적용 확인 위해 목록 레코드에 나
타난 저자, 주제나 시리즈 엔트리의 확
인 수행
도서관마다 다양한 수준의 업무 부과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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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장





전문 목록자와 비전문 카피 목록자의
업무 분장
편목 업무 자체의 효율성에 영향 및
업무의 생산성 척도인 비용효과에 영향
미침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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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Ohio State University Library
조직과 기능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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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State University: 도서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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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State University: 편목 부서의 조직과 기능

기능: 장서의 접근 제공과 관리
(편목); 목록 관리 및 전거 제어

조직: 서양언어 편목; 비-로마어 편목; 목록 QC와 개선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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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State University: FY 2003 편목 업무 통계

자료 형태별
통계: 전체
6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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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State University: 목록 QC 섹션의 조직과 기능

서지 레코드 품질 제어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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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Iowa State Univ. 도서관, Technical Service
Division에서 FY 1986/87에 처음 시작: 편목
시간과 비용 지속적 연구 (Morris & Wool 2000)
편목 비용은 1991년 이래 계속 낮아짐: FY
1990/91 ISU의 title당 평균 편목 비용 $20.83
-> FY 97/98 $16.25로 저하 (22% 하락)
동 기간 편목 종수: 31,225-> 44,158(30% 증
가, 오리지널 편목은 74% 증가): 더 적은 전
체 직원 및 전문사서 시간 투입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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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의 비용








Iowa State Univ. 연구: 1997/98 title
당: 카피 $12.22, 오리지널 $88.24
(Morris & Wool 2000)
미국 8개 학술 및 연구도서관 단행본: 오리지
널이 카피보다 3배 정도 비용 (Kanter 1986)
LC의 완전수준 오리지널 편목 비용: $138.00
(Wiggins 2000)
캐나다의 대학도서관: 카피 $17, 오리지널
$38 (Beheshti et al. 2002)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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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의 변화와 생산성의
증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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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변화
(Morris & Wool 1999)
(1)
(2)
(3)
(4)
(5)

공동 편목의 이용 증대
온라인 전거 파일의 성장
보조직원의 역할 확대
목록자 업무의 자동화 증대
조직 구조의 수평화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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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편목의 기여




OCLC 및 기타 협력 서지 유틸리티의 성장
과 확산으로 즉시 이용 가능한(ready-touse) 레코드 수 확대: 2004년 6월 현재
OCLC WorldCat의 56백만 레코드 보유
OCLC의 품질제어와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PCC) 등의 협력이
결합하여 레코드의 전반적 질 향상:


LC 이외 도서관들이 기여한 레코드를 보다 더
적게 검토, 편집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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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의 웹사이트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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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거 제어
 협동 전거 활동 증대도 편목 효율성 기여
 FY 97: 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NACO)가 OCLC 통해 이용 가능한
국가 전거 파일에 146,858 신규 레코드 기여:
NACO의 20년 역사상 참가 기관들이 LC보다
더 많은 새 레코드 기여한 첫 해 기록 <그림
참조>
 전거 제어된 이름의 증가: 목록 내 이름의 일
관성 있는 이용 보장 위한 목록자의 업무 단
순화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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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O의 신규 레코드 생성 통계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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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O의 신규 레코드 생성 추이:
FY1990-2003

신규 레코드 생성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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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도서관 전거 파일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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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거표목;
이름 전거표목;
서명 전거표목;
이름/서명전거표목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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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레코드 검색 결과: Mark Twain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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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레코드: Mark Twain (MARC 디스플레이)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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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직원의 역할 변화






공동 편목과 전거 데이터 이용 증대 ->
MLS 미소지자의 목록 업무 허용 증대
높아진 레코드 품질, 다양한 서지 및 전
거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 카피 목록
자의 업무 가속화
카피 목록자의 참여 증대 -> 전문 목록
사서는 양질의 오리지널 편목 및 새로
운 전문 영역 확대 위한 더 많은 시간
갖게 됨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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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NLC 연구 (Beheshti 1996)






캐나다의 88개 대학도서관과 CALUPL 소속
30개 공공도서관 연구
2000/01 편목: 대학도서관 당 평균 11,000
titles Æ 85%가 카피
카피 편목: “편재하는 (ubiquitous)” 보편적
처리방법임 입증
도서관들은 오리지널 편목 하기 전, 카피용
레코드 입수위해 평균 3.5개월 기다림
대학 평균 4.8개월, 공공 평균 1.5개월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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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의 발전




자동화 시스템 발전, PC 워크스테이션, 파일
의 데스크탑 접근, 온라인 전거 파일 발전,
OPAC 성능 개선, 검색 향상 등으로 업무수행
정확성, 신속성, 편이성 증대, 문제해결 가속
화 및 비용 절감
LC의 Cataloger’s Desktop, Classification
Plus, WebDewey 등의 이용으로 규칙과 참고
도구에 보다 신속한 접근 가능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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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도서관 제공 Cataloger’s Desktop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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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구조의 수평화






기술의 발전은 조직 구조의 수평화
(flattening)에도 기여
업무가 처음 수행될 때, 참조나 수정 별
로 없이 완료되어야 함
따라서 직원 각자가 보다 폭 넓은 지식
가져야 하고, supervisor의 역할 축소되
어, 조직 수평화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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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벤더 및 서지 유틸리티 제공 편목 서비스의
다양화로 로컬 시스템 용 서지 레코드 입수
용이: Professional Media Services, Baker &
Taylor; OCLC PromptCat 등 (Rider 1996)
각국 국립도서관의 서지 레코드 증대:
<예> 캐나다 국립도서관(NLC): 연간 약 30,000 목
록 레코드 생산; 특히 Canadiana 문헌(캐나다 저
자에 의한, 혹은 캐나다에 관한, 캐나다에서 간행
된 자료)의 레코드 위한 주요한 정보원 역할; NLC
자체는 대단한 비용 소모 (Beheshti et al. 2002)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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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영향







편목 생산성과 품질 증대 가능성 높음
“편목을 누가 하는가는 편목이 수행되
어야 하고,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보다 덜 중요하다”는 주장과 연결
일부는 편목의 최종 산물인 목록은 도
서관 핵심요소이지만, 목록 생산 주체
가 반드시 자관 부서일 필요 없음 주장
자료조직 업무의 대안적 형태 채택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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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형태: 새로운 통합부서






상당수 대학도서관들이 카피 편목 기능 활용
하여 관내 편목 업무 가속화 위한 통합기능
부서 설치
대상: 공유 서지 유틸리티에서 정확한 서지
카피 얻을 수 있는 최신, 주류 영어권 간행물
새로운 도서의 입수와 체크인 -> 이용가능한
서지 레코드 탐색 -> 최소수정으로, 혹은 수
정 없이 로컬 OPAC 위해 편집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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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보다 수서담당 부서에 배치하기도
하고, ‘FastCat’, ‘Searchin/FastCat’,
‘Quick Edit’, ‘Cataloging upon Receipt’
등의 명칭을 갖는 독립부서로 두기도
함
Yale Univ.; Michigan State Univ.;
Vanderbilt Univ.; Cornell Univ.; Duke
Univ.; Univ. of Oklahoma; Univ. of
Minnesota; Univ. of Oregon 등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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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ornell University Library 중앙 정리 부서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66

33

Cornell University: 중앙 정리부서 업무 분장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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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 University: Fastcat 업무

목표: 완전수준, CIP 혹은 core level
LC나 멤버 카피가 있는 자료나 기존
의 Cornell 대학도서관 레코드에 추
가될 수 있는 자료에만 적용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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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 University: Fastcat 대상 자료 확인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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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조직
외주 사례와 문제점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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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외주의 현황


김포옥 & 노옥림 (2004): 국내 213개 대
학도서관 연구







응답자 320명: 정리업무 관련 사서, 기관
중복 있음
일부 외주 시행: 21% (50명)
시행 동기: 정리업무 담당 직원 부족
(72.9%), 구입 자료 증가, 미정리 도서 처리
에 대한 요구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 인식, 긍정적 고려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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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A 대학 도서관







2003년 보유 장서: 150만 권; 연간 7만 여종
의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증가 규모
매우 우수한 목록의 품질과 생산성 유지
교내 설립 특수도서관 기증자료 3만 여종의
단기간 처리 위한 외주 시행
결과: 기술(description) 부분 비교적 양호; 분
류의 많은 오류; 레코드 작성자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른 품질의 편차 큼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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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부서의 전문 목록자가 외주 레코드 품질
제어 수행
분류 데이터의 오류 판별 및 레코드의 업그
레이드 수행
내부 전문인력의 시간과 노력 추가 투입:



추가 비용 발생
실제로는 단기 내 일정 수량 정리 목표의 부분적
달성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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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대학 도서관






2003년 보유 장서: 132만 권; 연간 5만
여 종 증가
일정 기간 누적된 중국어 등 외국어 자
료 미처리분 3,000여 종 외주 처리
결과: 기술 부분의 많은 오류; 분류의
신뢰도 매우 낮음; 도서관의 기존 목록
수준과 일관성 갖지 못함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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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 대학 도서관







장서 규모 47만 권 정도의 중규모 대학
대학 평가에 따른 도서관 자료 구입 예
산 2배 증가
정리 업무 인원 증대 없으므로 외주 시
행
결과: 국내서 단행본 서지 레코드의 질
은 높지 않으나 시간을 절감; 비도서
1,500여 종의 레코드 질 매우 낮음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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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 대학 도서관






정규적 업무의 일부로 신간 국내서의
서지 레코드 입수
수서 부서 주관, 선정 도서 납품 업체가
일정 비용 추가 시 제공
결과: 레코드 품질 매우 낮아, 기술 데
이터 입력 시간 절감 효과 뿐, 편목 부
서에서 기술과 분류 데이터 모두 다시
작성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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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분석





A, B, C 대학: 정규 인원과 업무량으로
처리 어려운 급증 자료와 누적 미처리
분의 단기 내 처리 위해 외주
D 대학: 수서와 연결된 정규적 의존
공통적 성과:


외형적으로는 수량적 목표 달성: 일정 기
간 동안, 일정한 비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목록 레코드 입수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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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문제점




목록 레코드 질이 매우 떨어짐: Quick or
Dirty (Jiang 1998)
처리





도서관 내부 인력 투입으로 레코드 수정
혹은 업그레이드 없이 질 낮은 레코드를 기존 목
록에 편입

결과




외주 이후의 내부 처리 비용 발생 -> 외주의 전
형적 목표인 ‘비용 절감’ 달성 못함
목록 레코드의 일관성 저해 및 부적합성 증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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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주의 전망과 다섯 가지
질문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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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외주’에 대한 기대




성공사례의 편향적 제시:
“외주가 부적절하게 수행되었거나, 열
악하게 이행되었거나, 직원이나 서비스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아
닌 ‘훌륭한(good)’ 외주들만을 예시하고
있어…” (Intner 1999)
외주의 비용 효과 및 영향에 대한 객관
적 인식 적음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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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현황




일부 대규모 사립 대학이 자료정리 업
무의 전면적 외주 고려 중
대학 당국과 관리자:






목록과 목록자의 역할, 편목 업무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 결여
실제적 비용 절감 효과의 객관적 데이터
없음
한 두 기관의 외형적 ‘성공적 외주’ 선망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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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질문
(1) 목록 전문성을 갖는 우수한 외주 서비스 제
공자가 있는가?
(2) 국내에 우수한 공유목록이나 서지 유틸리티
가 있는가?
(3) 외주한 목록의 품질을 누가 제어할 것인가?
(4) 외주를 통해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
(5) 새로운 포맷의 정보자원 조직과 접근은 누
가 맡을 것인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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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다양한 매체 처리 능력,
자료 조직 위한 서지 포맷 및 목록 규칙
의 국가와 국제적 표준 준수, 및
각 도서관의 로컬 요구사항 반영하는
오리지널 목록 레코드 생산 전문성 필
요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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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U. of Dayton




라틴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1800년 이
전 간행 희귀 단행본 콜렉션 소급 편목 및 오
리지널 편목; 1800년 이후 자료 30,000권 미
처리분 완전수준 편목 외주
OCLC TechPro에 대한 평가:
 “모든 수준의 편목 레코드에서, 모든 자료
형태에서 높은 수준의 주문에 맞출 수 있
고, 거의 모든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Tsui & Mushenheim 1999)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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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상황


대부분 ‘국내 간행 최신 단행본’에 제한
된 매우 제한된 처리 능력:




복잡한 기술과 분류 요하는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다양한 매체 형태의 비도서 자
료 및 구간 자료, 외국어 자료의 전문성 결
여

서지 레코드 ‘끼워 주기’:


일부는 전문적 목록 서비스 제공자 아닌
도서 납품업자가 납품 시 부차적 서비스로
제공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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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목록과 서지 유틸리
티의 우수성


국가 혹은 국제적 공유목록과 서지 레
코드 이용의 이점




‘규모의 경제’ 달성: 한 기관이 생산한 오
리지널 레코드를 다른 기관이 저렴한 비용
으로 카피함으로써
특히 외주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생성된
서지 레코드를 탐색, 다운로드 및 개별 도
서관을 위해 가공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
로 제공 가능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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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OCLC WorldCat, LC 목록, 캐나다 국립
도서관(NLC) 목록 등:






방대한 규모의 품질 제어된 서지 레코드
및 전거 데이터 이용 가능
개별 도서관 및 외주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용함으로써 비용 효과 달성
캐나다의 목록 서비스 제공자: Library
Services Center, Bibliocentre, OCLC
Canada 등이 NLC 목록을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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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상황






OCLC, RLIN과 같은 서지 유틸리티, LC나 NLC
수준의 국가 종합목록 존재하지 않음
KERIS의 ‘전국대학소장자료’ 목록, KISTI의
‘학술지 국가목록’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품질과 범위 제한적
외주 서비스 제공자는 참조할 우수한 공유목
록의 부재로 각기 오리지널 편목 수행 필요:


제한된 인력, 시간, 비용으로 품질 낮은 레코드 양
산 불가피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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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록 품질의 유지와 제어


전형적 목록 업무:








목록 레코드의 신규 생산 및 지속적 변경
사항 수정,
기존 레코드와 신규 레코드 사이의 기술과
접근점의 일관성 유지함으로써
목록의 품질 유지 관리

전면적 외주 시, 목록 데이터의 품질 제
어, 일관성과 효율성 유지 문제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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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외주 시, 정규 목록자가 품질의
부분적, 전면적 평가로 레코드 검증 및
수정, 보완 대책 마련 가능
전면적 외주 시, 타 부서에 품질 제어
및 목록 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필요




결국 자료조직 부서의 고유 업무의 일부
유지 불가피
조직 개편/구조 조정의 효과 감소됨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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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절감


자료 조직 외주의 실제적 비용 절감의
실패 요인 (Dunkle 1996)




외주 준비, 직무 분석과 인벤토리 통제, 연
락과 후속 업무 등에 많은 책임과 시간 소
요; 수반 비용 상당히 큼
철저한 요구 분석, 구체적 제안 및 사전 계
획 없이는 고품질 결과의 기대 어려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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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범위의 정의와 비용




외주 준비, 진행과정의 관리, 업무 수행
이후의 성과 평가 및 후속 처리에 투입
되는 시간과 비용: 외주 관련 업무로 보
는가? 내부 업무로 보는가?에 따라 비
용 평가 달라짐
국내 사례: 비용 지불 방식 및 편목 부
서의 추가적 업무 투입 비용 산출하지
않은 ‘비용절감의 성공’ 선언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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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포맷의 정보자원
조직과 접근






새로운 형태의 전자정보 및 웹 학술정
보자원의 급증
Born-digital 정보자원의 비중 증대로
이들의 조직과 접근
통합형 목록의 중요성 및 검색 시
‘One-Stop Shopping’에 대한 이용자 요
구 증대 -> 적시적 접근 제공 위한 목
록의 역할 증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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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과 제언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94

47

자료조직 외주의 타당성?




아직은 소수 대학도서관의 외주 사례에
주목하는 단계
단기적 부분적 외주의 적절한 사용 고
려할 수 있으나, 전면적 외주는 부적절





비용 절감 효과의 기대 대신
정규 인력으로 단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의 일부 처리로 목표 설정
구체적인 요구 제시 및 철저한 품질 관리
필요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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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변화


자료조직 업무의 효과와 효율성 높이는 방안:





개별 도서관 내부 처리 개선 및
도서관 협력 필요

특히, 국내 공동편목의 발전 필요




서양 자료는 OCLC WorldCat 등 이용으로 국제적
서지 유틸리티, 종합목록, 전거 DB의 질적, 양적
향상의 혜택 봄
국내 및 동양 자료 서지 공유 위한 동일한 발전
기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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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편목의 확대와 개선






단행본 및 학위논문, 구간도서,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 오리지널 레코드 생성 어려운
자료의 서지 레코드 소스로 발전 필요
포괄적 범주, 고품질 완전 수준 레코드 제공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오리지널 레코드 생성에 장려금 제공, 카피
이용에 비용 부과 등 -> ‘유료화’ 패러다임으
로 전환하여 생산성 증대 및 품질 제어 동기
부여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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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owa State University Library
전문 목록자의 새로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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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목록자의 새로운 역할 (1)
(Morris et al. 2000)








오리지널 편목과 로컬 서비스 개선과 전문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구할 더
많은 시간 가짐
ISU Library 웹사이트 위해 선정한 모든 웹
자원의 편목
웹 페이지 생성 위해 MARC 레코드로부터 정
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 개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접근 제공 위해 웹 사
이트의 주제 접근 개선 위한 연구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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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목록자의 새로운 역할 (2)
(Morris et al. 2000)





전자자원 편목에 보다 많은 시간 투입
계속 변동하는 전자자원의 포맷에서 정
책과 절차 수립 위해 수서와 public
service 담당자들과 협력
특히 전자저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
가에 따라 연속간행물 편목자의 참여와
역할 증대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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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목록의 발전






유, 무형 정보자원에 대한 ‘견고하고 편
리한 진입로’ 역할
표준 준수, 정보의 완전성과 무결성 달
성,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목록의 구축
과 유지
“장서를 위한 편목보다는 접근을 위한
편목으로” (Rider 1996)!!
전국대학도서관대회(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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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정책 방향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중심으로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정보화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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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식정보자원 현황
지식정보자원
지식정보자원 보유
보유 현황
현황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개발)정보가 절대 부족
특히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능력이 낮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억 달러)
28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86,000

96,000
100000
56,000
50000
0

60,000

9,600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출처 : 곽동철,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 2003. P.22

1. 국가 지식정보자원 현황
지식정보자원
지식정보자원 활용
활용 현황
현황
지식정보 축적 초기에는 활용이 저조하지만, 추적 후에는 급격히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출발점에 도달
지식자산
활용도

지식 국가의
발전 경로

미국(8.21)

영국(6.47)
프랑스(6.25)
독일(6.15)
한국(6.04)
일본(5.34)
지식자산 규모
 출처 : 곽동철,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 200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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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식정보 관리기관 현황
현황
현황
국가 규모에 비해 국가 대표 지식정보자원유통기관이 많음
-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0개 행정부처 산하 63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

문제점
문제점
자원을 수집, 관리, 가공, 유통하는데 있어서 중복문제 초래
기관별 관련 법규 제정 및 시행으로 납본 등 국민의 부담 가중
생산 및 유통하는 기관들 사이에 자료의 호환성과 표준화 결여
정권교체기나 변혁기마다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잦은 구조조정으로 안정적인
성장 발전에 지장 초래

2. 국가 지식정보 관리기관 현황
지식정보관리기관별
지식정보관리기관별 주요
주요 사항
사항 비교
비교
구분

국립중
앙도서
관

국회도
서관

KISTI

KAIST

K-JIST

KERIS

한국전
산원

근거법
규

도서관
및독서
진흥법

국회도
서관법

과학기
술기본
법

한국과
학기술
원법

광주과
학기술
원법

한국교
육학술
정보원
법

지식정
보자원
관리법

소속부
처

문화관
광부

국회

국무총
리실

과학기
술부

과학기
술부

교육인
적자원
부

정보통
신부

수집정
보

종합지
식정보

종합지
식정보

과학기
술정보

과학기
술정보

과학기
술정보

교육학
술정보

종합지
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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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목적
- 대학도서관의 장서부족문제 해결
- 학술정보의 전자적 공유 및 공동활용 체제 구축

내용
- 국내 각 대학 소장자료 디지털화 촉진
- 구축된 DB는 교육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하여 연구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추진기간 : 2001∼2004년
추진실적
- 서지 4,591천종, 권호소장 349천종, 기사색인 1,664천건, 학위논문 · 학술지 원문 43천
편 DB구축
- 통합시스템 개발 및 통합서비스

소요예산
- 9,662백만원 (2004년 937백만원)

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역사자료
역사자료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목적
- 역사정보의 원활한 공유, 활용 및 역사연구 저변확대
- 대학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전자적 공유체제 구축

내용
-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고문헌의 서지정보 DB화 및 종합목록 구축
-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고문헌의 탈초, 해제, 원문 DB화 및 통합서비스

추진기간 : 2004∼2008년
추진실적
- 학계, 전문서비스 기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역사자료 정보화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10개 대학의 고문헌 서지 348천건, 원문 718천면 DB구축 지원

소요예산
- 27,000백만원 (2004년 1,12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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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지식정보생성
지식정보생성 및
및 유통시스템
유통시스템 보급
보급
목적
- 학술정보의 생성단계부터 유통까지 디지털형태로 관리
- 디지털화 비용 절감 및 정보 서비스 준비기간 단축

내용
- 국립대학도서관에 H/W, S/W, DB변환비 지원
- 공·사립대학도서관에 S/W, DB변환비 지원

추진기간 : 2003∼2008년
추진실적
- KERIS에서 S/W 개발
- 2003년에 4개 대학, 2004년 12개 대학 지원(국립 4, 사립 8)

소요예산
- 17,500백만원 (2004년 1,200백만원)

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목적
- 지식정보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국가 경쟁력 향상(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조)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학술분야 및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 전자적 유통체제 구축

추진기간 : 2000∼2004년 (1차 5개년 계획)
추진실적
- KERIS에 교육학술분야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3개 기관 과제 수행
-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6개 기관 과제 수행

소요예산
- 41,776백만원 (2004년 12,49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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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학술정보원자료시스템
학술정보원자료시스템 구축
구축
목적
- 학술정보 원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생산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
성에 기여
※ 원자료란? 과학적인 학술논문이나 저서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통계자료, 여
론조사자료 등 수치화된 데이터의 총칭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생산
물의 재료를 의미

내용
- 학술정보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RISS를 통하여 대학교육용 컨텐츠로 보급

추진기간 : 2004∼2008년
추진실적
- KERIS에서 학술정보원자료 시스템 구축 (1식)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학술정보원자료 DB구축 (메타 18천건, 수치 20천건)

소요예산
- 2,354백만원 (2004년 605백만원)

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대학
-Learning지원센터
Learning지원센터 구축
대학 ee-Learning지원센터
구축 사업
사업
목적
- 대학들이 교육 컨텐츠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하여 공동활용

내용
- 2007년까지 10개 대학 e-Learning지원센터 구축
- 대학간, 산학간 상호협력 및 공동운영체계 구축
- 교육 컨텐츠 공동 개발, 공동활용 체계 마련

추진기간 : 2003∼2007년
추진실적
- 2003년 1개 센터 구축(제주대학교 센터 71강좌 6천명 수강 중)
- 2004년 1개 센터 구축(경상대학교 센터 구축 중)

소요예산
- 17,442백만원 (2004년 81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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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교육전산망
교육전산망 운영
운영
목적
- 전국 대학에 지식정보 유통을 위한 인터넷 망 제공

내용
- 24시간 망 관리 체제 유지
- SLA (Service Level Agreement) 및 패널티 정책 지속적 반영
- QoS, 유해사이트 차단 등 망 부가 서비스 강화

추진기간 : 1992년부터 계속
추진실적
- 회원가입 316개 기관(대학 305개교, 교육행정기관 11개 기관)

소요예산
- 2003년까지 62,100백만원 (2004년 7,300백만원)

3. 교육부 추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
사업
목적
- 교육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국가교육 및 학술연구 발전에 이바지

추진 내용
- 종합목록 운영 (회원기관 443개 기관, 메타데이터 669만건)
- 상호대차 운영 (회원기관 376개 기관)
- 학위논문 서비스 (국내 원문 24만건, 해외 메타데이터 및 원문 187만건)
- 학술논문 서비스 (국내 원문 121만건, 해외 메타데이터 1,700만건)
- 해외 학술DB (국가라이센스 구매 10종, 대학 공동 구매 67종)
- 해외 eBook (원문 16,100권)
- 사서커뮤니티 (6개 분야 5,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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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과제
교육부
교육부 SWOT
SWOT 분석
분석
구분

긍정적요인

내부
요인

Strength
· 정부지원으로 기본 예산확보 용이
· 사용자들의 높은 정보시스템 활용 능력
· 정보화 사업 담당자들의 강한의지
· KERIS와의 정책적 공조

외부
요인

Opportunity
·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사회전반의 정보화 수준의 진전
· 규제완화 및 자율화 확대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과 아웃소싱 기회 확대

부정적 요인
Weakness
· 높은 정부지원 의존도가 높아 의사결정
독립성이 낮음
· 제도적 문화적 경직성으로 추진력 부족
· 정보화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
· 대학의 지원이 절대적임
Threat
· 중·장기적으로 예산 동결 내지 축소
· 정부의 대학지원에 부정적 여론
· 관련 학술정보유통기관간의 중복 투자
· 교육시장 개방시 대학경쟁력 약화
· 대학간 인프라의 불균형(지방대학)

4. 향후 추진과제
SWOT
SWOT 분석을
분석을 통한
통한 추진전략
추진전략

SO전략
· 도서관 기능 강화
· 대학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 사서 전문성 신장

ST전략
· 정보공유 및 유통 기반 마련
· 투자재원 다양화
· 학술정보자원의 확충과 디지털화 추진

WO전략

· 커뮤니티를 활용한 공감대 확산
· 평가를 통한 대학참여 유도

WT전략
· 중복 투자 적극 조정
·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확립
·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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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과제
학술정보자원의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확충
대학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 확충에 노력
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및 평가 제도를 통한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대학별 주제 분야의 특화된 장서개발과 분담수서 도입을 통한 공동 수집 및
공동 활용 추진
해외 학술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며,
수요가 높은 해외 학술DB 국가 라이선스 도입 확대
대학의 부족한 서고공간 해결을 위한 보존도서관 설립 타당성 분석
학술정보관련 웹 자원의 수집 및 활용 방안 모색

4. 향후 추진과제
학술정보
학술정보 유통체제
유통체제 강화
강화
국내 및 해외정보자원의 대학간 공동 활용 체계 구축
학위논문, 학술지 등 대학 생산 간행물의 효율적 유통방안 마련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정부출연 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지역사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주요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과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
해외 주요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과 학술정보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계
방안 모색
학술정보 유통기관 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해외학술
DB 등의 유통에 있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조정의 역할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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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과제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기능
기능 강화
강화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대학의 핵심 기반 시설로 육성
- 학습 연구 지원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지원센터로 육성
- 대학도서관의 학내 위상강화
대학도서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발 및 도입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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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현황
구

분

제

공

내

용

컨텐트 현황
회원기관 : 443기관

⊙ 대학보유 메타데이터 및 소장데이터 제공
메타데이터 : 669만건
⊙ 온라인 공동목록 운영
1

소장데이터 : 2,964만건

종합목록

메타데이터 : 990만건
⊙ 국내외참조데이터 (LC CDS, NII,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제외)
⊙ 국내 석·박사 / 내국인 해외박사학위논문 원문
2

(URL연계 10만건 포함)

학위논문
⊙ 해외 상위권 대학 박사학위논문(DDOD) 원문

3

상호대차

원문데이터 : 26만건

원문데이터 : 5만 1천건
회원기관 : 558기관

⊙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문헌복사 신청 지원
(의학도서관 182기관 포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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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현황
구

분

제

공

내

용

컨텐트 현황
원문(연계)데이터 : 75만건

4 국내학술논문 ⊙ 국내 학회 및 대학부설 연구소 학술논문
학술지 기사색인 : 335,734건
5 해외학술논문 ⊙ 해외학술논문

메타데이터 : 1,700만건

⊙ 대학공통DB 국가 라이선스 취득 · 서비스 제공

OCLC FS 외 10종

⊙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방식 공동 구매 주관

SciFinder외 67종

6 해외전자정보

7 사서커뮤니티 ⊙ 사서 대상 커뮤니티 (전문분야별)

6개 분야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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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종합목록
 전국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 정보
9 443개 도서관 640만 책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현황 : 50만건 검색/월 (업로드 : 13만 건/월)
 기타 제공되는 종합목록
9 미국 의회도서관 DB : 780만 건
9 WORLDcat DB (전세계 45개국, 9,000개 도서관) : 5,600만 건
9 일본 NII DB (520개 대학도서관종합목록) : 210만 건
9 국립중앙도서관 DB (국내 384개 공공도서관목록) : 340만 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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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
 대학 소장 학술정보에 대한 복사 및 대출 서비스
9 전국 558개 대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기업체 자료실 등 상
호 복사서비스 제공 (5개 이용자그룹 포함)
9 전국 101개 대학도서관 간 상호 현물대차 서비스 (4개 이용자그룹 포함)

 국내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해외 정보센터 및 도
서관으로 연계하여 전세계 70개국 학술지의 95% 까지
제공 가능
 서비스 이용 현황 : 2만 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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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
 KERIS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 내역
9 전국대학소장자료 : 558개 대학 및 기관 소장 자료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 (문헌복사 서비스 참여기관 소속이용자만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기본요금(1,000~3,000원) + 복사비(70~200원/장)
소요기간 : 2.5일(팩스전송) ~ 5일(빠른우편)
9 해외학술지(Infotrieve) 및 전세계 9,000여개 도서관 소장자료
(OCLC) 원문신청 서비스 제공
※ Infotrieve : AUD$ 18/건 (소요기간 : 평균 7일 이내)
※ OCLC : 17,500~84,500원 (소요기간 : 즉시 ~ 20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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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학술지 원문 및 기사색인
 KERIS 및 민간업체가 보유하는 국내 주요 학회 및 연구소
발행 학술지 원문의 통합 서비스
종 류

내

수

정통부 지식정보자원

KERIS보유DB

민간 보유 DB

용

관리사업으로 구축
업무 협정으로 연계서비스

계

량

2,003종 30만건

1,245종 46만건

3,248종 7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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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학술지 원문 및 기사색인
 대학 발행 학술지 및 의학 학술지 기사색인

종 류

내

용

대학발행 학술지

SOLARS, CONET 이용자 그룹 소속

의학학술지

의학분야 학술지 기사색인 통합 DB

계

수

량

1,266종 131,271건

570종 204,463건

1,836종 335,734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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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학술지 소장정보 및 기사색인
 외국학술지 소장정보 및 기사색인
종 류

내

외국학술지 소장정보

용

수

대학도서관 소장 외국학술지
소장정보

량

171개 도서관 55,000종
*2004년 말 215개로 확대 예정
*2004년 구독분까지 갱신 예정

BLDSC 및 대학도서관
분담구축 데이터

외국학술지 기사색인

BLDSC 컨퍼런스 데이터

20,000종 1,700만건

62,500종 46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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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논문 원문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의 원문 제공
: 학위논문 원문 파일 또는 URL 정보를 통하여 대학에서
.소장하는 자료를 연계 제공
종

류

내

국내대학 학위논문
국내인의 해외취득
박사 학위논문
해외대학 박사학위논문

용

수 량

국내 100개 대학 논문

24만건

학술진흥재단 등록대상

2만건

북미 및 유럽 주요대학 논문

180만건

계

206만건

- 12 -

-6-

7.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국가 라이선스 구독
외국학술정보의 절대적 부족 및 정보격차 해소를 12종의 DB를 국가
라이선스로 획득하여 전국의 연구자에게 제공
9 지방 대학의 40%가 해외 DB 1종도 구독하지 못하고 있음

 공동구매 지원
예산 부족으로 충당치 못하는 DB는 구독을 희망하는 대학을 대표
하여 공동구매 추진함으로서 Buying Power를 형성함
9 2003년 현황 : 68종 142개 대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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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전자정보서비스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 (1)
구

분

제공대상

제

공

내

용

OCLC FS

원문
(인문 · 사회)

OCLC Worldcat 외 11종 DB의 서지 ·초록 정보 제공

netLibrary

eBook 원문

전 주제분야 전공서적 및 참고자료(Reference) 11,000여

eBook

(전 분야)

Safari Tech

eBook 원문
(공학 · IT)

Online eBook
CSA IDS

서지, 초록
(이학 · 공학)

ACM Digital

원문

Library

(컴퓨터공학)

WilsonSelectPlus, ECO Archive 원문(PDF/HTML) 무료 제공

권의 해외 전자책 원문 무료 제공
공학 기술, IT분야 전문 해외 전자책 원문 제공
자연과학·공학 분야 60여 종 DB(약 6,000여종 저널)의
서지·초록 정보 제공 및 기관별 구독원문 연계
컴퓨터·전자공학 분야 전자저널 및 Proceedings 등 300여
종의 원문 무료 제공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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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전자정보서비스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 (2)
구

분

DDOD

PQDD

제공대상
원문
(전 분야)
서지,초록
(전 분야)

ERIC

원문

(E*Subscribe)

(교육학)

Ulrich’s & BIP

JCR Web

서지, 초록
(전 분야)

제

공

내

용

전 주제분야 북미 상위권대학의 최신 박사학위논문 원문
51,000여 편 제공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180만건 제공

교육학 관련 분야 비저널자료(ED) 원문 46만건 무료 제공
해외간행물, 연감, 해외 신간 도서 정보 등 저널·출판물에
대한 서지 및 서평 정보 제공

저널평가정보
저널의 인용정보 및 과학기술, 사회과학 분야 누적 논문 수
(사회 · 이학 · 공학) 및 인용횟수를 통한 비교 평가 정보(Impact Factor 등) 제공
- 15 -

8. 향후 방향
 대학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9 RISS를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참여 기관의 노력을 가시화
• 개별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원문서비스와 통합하여 제공
9 해외 학술정보의 확충 지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9 업무 분야별 세미나, 정보 공유 등 현장 인력의 지식공유 강화
9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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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 지식생성 및 유통체계
현황 및 향후 방향

1. 사업 배경 및 목적
2. 사업 목표
3. Dcollection 소개
4. Dcollection 구성도
5. Dcollection 업무 FLOW
6. Dcollection 단위시스템 소개
7. 사업 현황
8. 전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
9. 전문협의회 향후 운영 계획
10.기대 효과
- 18 -

-9-

1. 사업 배경 및 목적
 학술정보 유통 환경의 변화

Graph 2

Monograph and Serial Costs
in ARL Libraries, 1986-2003

9 구독 단위 비용의 상승 (16년 추이)
o 학술지 구입 비용 : 215% 상승
Serial
Expenditures
(+260%)

250%

연평균 약 5%인상
o 과학-기술-의학(STM) 분야 : 고가 주도

Serial
Unit Cost
(+215%)

200%

o 단행본 구입 비용 : 82% 상승
o 소비자 물가 : 68% 인상

150%
Monograph
Unit Cost
(+82%)

100%

CPI (+68%)

50%

Monograph
Expenditures
(+66%)

Monographs
Purchased
(0%)

o 상업기관의 이윤 추구와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장애의 문제 인식

02

9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요구 제기

20

98

96

94

92

90

00
20

19

19

19

19

19

19

88

-50%
86

9 학술지 상업화의 결과로 인한 현상

Serials
Purchased
(+14%)

0%

19

 새로운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 등장

o 학술정보의 open access 개념 대두

Source: ARL Statistics 2002-03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Copyright © 2004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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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배경 및 목적
 대학도서관의 대학 내 위상 및 역할 강화
9 대학도서관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9 대학 생산 학술정보 관리의 중심 기관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 정립
9 대학의 총괄적 지식관리자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 발전
9 분산형 차세대 국가전자도서관의 핵심 주체로 대학도서관 위상 발전

 학술정보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
9 디지털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유통 비용의 절감
9 생산에서 이용까지 일관된 유통과정을 통한 정보서비스 속도의 개선
9 대학도서관을 연결하는 분산형, 개방형 체계를 구축하여 학술정보
서비스의 양, 질, 다양성 측면에서 획기적 개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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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배경 및 목적
 대학생산 학술정보의 체계적 관리
9 대학도서관이 주관하여 대학 생산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정보자원의 체계적 수집과 효율적 관리 실현

9 분산된 효율적인 통합 관리체제로 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
9 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통한 정보자원의 유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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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표
국가 지식자원의 생성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일원화된 서비스체계 구축
편리한 논문제출

자동화된 DB 구축

국가적 서비스 망 구축

¾디지털 자원의 통합관리
¾온라인 논문제출 시스템
¾논문제출 절차 간소화
¾제출 워크플로우 표준화

¾자동 원문변환 시스템 (PDF

¾One-Stop 서비스 망 구축
¾통합검색 및 원문 연계제공

자동변환기)
¾메타데이터 표준화

¾유통 프로토콜 표준화

¾저작자 기반의 논문 구축
(구축 비용 절감)

 대학도서관 중심의 국가적 지식관리 기반 구축
 Self-Archiving 기반의 국가적 지식자원 유통체계 구축
 DB 구축 비용절감 및 효율적 지식자원 관리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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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ollection 소개
 대학생산 학술정보(Digital Collection)을 수집, 관리, 공유하는 시스템
9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국가학술연구 DB구축사업” 으로 진행
9 인쇄 형태의 수집 및 디지털화에서 파일의 자동 수집, 관리 및 공동활용으로
발전된 형태의 체계

9 유통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까지의 시간을 단축

 대학 생산 디지털 정보의 개방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
9 개별 대학도서관은 해당 대학의 생산하는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
9 공개 가능한 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활용 기반 구축
9 대학 간 통합 검색과 원문의 공동활용을 통한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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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collection 구성도
통합검색시스템
관리시스템
유통시스템(SP)

KERIS

Service Provider

OAI 프로토콜

HTTP, XML, SOAP

이화여대

충남대

부산대

성균관대

교육
유관기관

Data Provider
학술자료구축시스템
유통시스템(DP)

변환시스템(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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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collection 업무 FLOW

Community

Collection

Item

관리의 주체
-기관의 행정 단위 조직
-학과, 대학원, 연구소 등
-커뮤니티 정책(제출자,심사과정,이용권한 등)
-커뮤니티 워크플로우(제출MD, 심사, 편집)
-자신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설명
자료유형
-커뮤니티 내의 장서
-주제별, 자료유형별, 정렬단위별(년도, 개인 등)
-컬렉션 정책(제출자, 심사과정, 이용권한 등)
-컬렉션 워크플로우(제출MD, 심사, 편집)
-자신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설명

- 컴퓨터공학과
- 경영대학원
- 여성학 등

- 학위논문
- 학술지 논문
- 연구보고서 등

단위논문
제출 및 관리 대상(단위)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
-Documents (e.g. articles, preprints, working
papers, technical reports, conference papers)
-Books, Theses, Data sets, Computer programs
-Visualizations, simulations, and other models
-Multimedia publications
-Learning objec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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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collection 단위시스템 소개(생산기관)
단위 시스템
학술논문 구축관리
시스템

원문구축 시스템

로컬 검색시스템

기능

세부 기능

 학술논문 웹 제출기
(메타/원문 제출)

제출 워크플로우 (제출자 인터페이스)

 학술논문 관리기
(편집,반송,저장 등)

제출 워크플로우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 기능

원문등록기(원문DB서버)

원문 변환 (필요시)
디지털 보관 (서비스용, 보관용)

원문서버 관리기

원문 저장소 관리

로컬 검색시스템

검색기능 탐색-검색)
원문확인 기능( 다운로드, view)
부가가치 서비스 (alert, My서비스)
이용자 관리
통계작업

시스템관리기
유통시스템(DP)
메타변환기
원문변환기(PDF)

유통시스템(DP)

OAI 서버 기능 (OAI 프로토콜 처리
기능)

메타변환기

기존 메타데이터 변환

원문변환기(PDF)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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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collection 단위시스템 소개(서비스기관)
단위 시스템

기능

세부 기능
 OAI-PMH/SOAP 지원
 수집 스케쥴링 / 이력 관리 등

 유통 시스템(SP)-OAI 수집기

 OAI-PMH/SOAP 지원
 유통 시스템(DP)

 분할 및 선택적 데이터 전송 지원
 기존 시스템의 메타변환기

유통 시스템

 통합 메타데이터 검증,수정보완
 동일 레코드 중복처리

 통합메타 DB관리기
 색인데이터 구축 관리기

 DB 구축, 웹서비스 이용 통계 등
 각종 환경정보 및 권한정보 관리

 통계 및 관리기

통합검색
시스템

 검색엔진

 색인 구축 기능

 통합검색 인터페이스

 Browsing (주제별, 신착)
 Searching:간략/상세, 기본/고급
 Download/view(원문연계)
 Alert, My Collection

 PURL 기반 원문 연계
원문연계
제공시스템

 OpenURL 링크 생성기
 KERIS 상호대차 연계기
 이용자인증
- 27 -

7. 사업 현황
 2003 시범 운영
9 03년 KERIS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 받아 S/W 개발 및
시범 운영(13억원)
9 시범운영 : 부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충남대, MOE, KEDI,
KICE(교육과정평가원), KRIVET(직능원)

 2004 확대 계획
9 국립 :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9 사립 :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 조선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학술정보 공동활용 기여도(KERIS 종합목록, 상호대차, 학위논문 등)에 의한
평가 순위로 참여 기회 부여
- 28 -

- 14 -

8. 전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
•

¾ 전문위원 : 도서관 사서
¾ 운영위원 : 사업관계자

협의회 구성

성공적인
사업 추진

각종 정책조사 활동 수행
표준화 사업 추진
선진사례 조사
참여기관 선정 (기준설정, 심사)

정책 및 표준화 개발

교육 및 홍보 활동
현장 적용 및 시험

•

¾ 시스템 설계 지원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

전문협의회

환경분석
¾ 기존 시스템 분석

•

¾
¾
¾
¾

¾ 실무위원 : 참여기관 실무자

•
¾ 개발시스템 현장 설치
• 지원

¾
¾
¾
¾

교육/훈련 지원
각종 홍보활동 수행
현장의 참여유도
사업홈페이지 운영

¾ 시험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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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협의회 향후 운영 계획
 전문협의회는 2004년까지 사업 참여교를 대상으로 운영 예정
 단, 2005년부터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사업 참여교 중 선출 예정)
2004년 전문협의회 역할 : 2004년까지 사업에 필요한 정책 협의 및 결정
o 2004년까지 사업에 필요한 정책 협의 및 결정
o 2004년, 2005년 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제 정책 협의 및 결정
o 2005년 구성 예정인 위원회의 구성 범위 및 방법에 대한 협의 및 결정

위원회의 역할 : 원문 유통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도적 역할 수행
o 원문 유통에 대한 세부 정책 결정
o 보급 확대를 위해 대학의 참여 유도
o 사업 평가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의 작성 참여
o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수렴 및 정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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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대 효과
해결과제
도서관의 기대효과
¾새로운 정보환경 구축 (도서관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¾기관 지식의 관리자로서 위상 강화
¾교수진과의 협력 및 신뢰 관계 구축
가능

 시스템 운영에 따른 도서관의 부담 가중
 교수진/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할
경우 문제 발생
 수집체계, 저작권 관리 등 관련 정책기반
미흡

기대효과

이용자의 기대효과

기관/연구자의 기대효과
¾지적 재산의 효율적 관리 가능
(연구업적물 관리, 영구적 보존 등)

¾ 최소한의 제한으로 고품질의 지식자원
접근이 가능

¾기관/개인의 지적 역량의 가시화
(연구업적물의 자유로운 이용)

¾ 각종 부가가치 서비스 기대 가능 (alert,
인용연계 등)

¾생산기관의 위상과 권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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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이용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보상금 제도’에 관한 현안 집중 분석

전국 대학도서관 사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강화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의 문제점 지적
‘보상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전략’ 강구

2. 용어의 정의

복

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14)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에 저장
서버에 저장
스캐너를 이용하여 인쇄자료를 스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CD-ROM 등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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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송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9의 2)

Fax 등의 전자기기를 통한 전송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상에 정보를 업로드
E-mail 전송

이용 허락
저작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저작자나 저작권자(이용허락자, licensor)와
저작물 사용자(피이용허락자, licensee) 사이에 적절한 계약
(이용허락계약, licenseing agreement)에서 합의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전자가 후자에 부여하는 허락(허가)를 의미
‘이용 허락’과 ‘양도’와의 차이
양

도 : 저작권 소유의 이전을 가져 옴

이용허락 : 저작권 소유의 이전을 가져오지 않음
오로지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
부여된 이용 허락의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음
이용 허락 후에도 저작권은 여전히 이용허락자에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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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제도
합법적인 권리처리의 일반적 형태 :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한 후에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저작권 사용료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 지급되는 대가(사용료)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의 차이
보상금 : 일정한 금액이 미리 정해진 것
저작권 사용료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

4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
저작권법 제28조의 면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저작물의 전송과
출력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
과금 시스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도서관 등이
그 전송 및 출력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계적인 장치
과금 장치
보상금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

3.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제한의 국제 동향
3.1 국제 규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
도서관의 복제 전송에 관한 저작권 제한
국제 규범

조항

베른 협약

제9조 (2)

TRIPs 협정

제13조 제한과 예외

WCT

제10조 제한과 예외

5

저작권 제한의 3단계 검사법(Three-Step Test)

‘특별한 경우’로 한정될 것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할 것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것

3.2 미 국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에서 규율

ª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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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저작권법상 디지털 복제ㆍ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
관내 (소장 자료)
면책 유형
면책 조건
■ 자체 보존 목적인 경우【제108조 (b)】

도서관간

안방

아날로그 자료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 복제

디지털 복제

복제ㆍ전송

복제ㆍ전송

O

O

(3부까지 허용)

(3부까지 허용)

X

X

X

X

■ 대체 목적인 경우【동조 (c)항】
파손, 훼손, 분실된 경우
저장 형식을 표시할 수 있는 기계나 장치가 더

O

O

(3부까지 허용)

(3부까지 허용)

O

O

X

X

X

X

X

X

X

X

이상 제조되지 않는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마지막 20년 동안에
해당되는 경우【동조 (h)항】-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된 저작물*
연구, 학문, 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논문이나 기사
일부분의 1부 복제인 경우【동조 (d)항】
개인적인 연구, 학문, 조사 목적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 게시

■ 저작물이 절판 된 경우【동조 (e)항】
학문 목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 게시

O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 이용 허용)

O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 이용 허용)

4. 학술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4.1 도서관내 복제 전송

1) 관내 열람을 위한 디지털화 조건(동조 제2항)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
보관된 도서 등

2) 동시 열람자수 제한 (동조 제2항 단서)
보관된 도서 등의 부수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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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경우
관내 열람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른 포맷이나 다른 매체 등으로
디지털 복제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의 대상(동조 제4항)
4) 관내 열람을 위한 경우 동일 도서관 건물 내에서의 전송
¨ 무상의 전송 허용
5) 동일한 건물일지라도 도서관 시설을 벗어난 학교 시설이나
교수 연구실, 사무실로의 전송
¨ 이용 허락의 대상
6) 동일 캠퍼스 내일지라도 건물을 달리하는 분관으로의 전송
¨ 도서관간 전송

7) 관내 열람을 위한 복제 및 전송의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관한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동조 제6항)
8)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적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계약을
통해 구매(독)되는 경우
¨ 계약에서 허용하는 방법과 조건 내에서 그 도서 등의
자유 이용 가능
9) 전자도서인 경우
¨ 도서관은 전자도서 출판사와 윈 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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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서관간 복제 전송

1) 도서관간 복제 전송의 면책 조건 (동조 제3항)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 목적
보관된 도서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발행 후 ‘5년’ 경과

2) 추가적 경제 조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 (동조 제5항)

보상금 을

보상금 제도

종전법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47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48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제50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제65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68조)

현행법 : 법정허락(legal license)제도를 확대
제28조에 보상금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세계 초유, 유일의 획기적인 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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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의 경우
but,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의 전송 행위는 보상금 지급 대상임.

4) 종이 기반 형태의 비판매용의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즉시 전송 가능

5)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간 복제 및 전송 행위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을 위하여 이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동조 제4항)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 목적 이외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전송하는 행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이 그 발행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전송받는 도서관 등이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
(비판매용, 판매용 모두 포함)을 다른 도서관 등에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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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 대통령령의 정함에 따름 (동조 제5항 단서)
7)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
¨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가 추가)
를 취해야 함(동조 제6항)

8) 보관된 도서 등의 디지털화 이후에 디지털 복제물이 판매용으로
출시된 경우
¨ 디지털 형태의 판매용 도서 등으로 대체 보유
(입법취지, 제28조 전체, 제5항)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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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적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계약을
통해 구매(독)되는 경우

10) 도서관 등이 현행법이 나오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을 위해 도서관 등이 보관된
해당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는가

4.3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출력(복제)

1)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출력(프린트 아웃)를 위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 조건

도서관 등이 출력의 주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전송 받은 디지털 형태 도서 등
일부분
1인 1부
(동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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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경우 추가적 경제 조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 (동조 제5항)

보상금

을

국가, 대학 등이 저작재산권자인 비판매용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인
경우
¨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동조 제5항 단서)

3)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출력) 행위

도서관 등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출력(프린트 아웃) 이라 할지라도 그 전부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행위
도서관 등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의 일부분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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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분’의 적정 한도

일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일부분에 대한 합의의 도출 필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 연구과제로 진행 중

4.4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활용한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전송받는 도서관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활용하여
자체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 이용 허락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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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송 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활용하여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보존을 위한 복제

전송받는 도서관 등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활용하여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보존용의 복제물(아날로그/디지털 형태) 을 만드는 행위
¨ 이용 허락의 대상

4.6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 정보의 공동 이용

1) 다른 도서관(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한
보관된 아날로그 형태 도서 등의 사진 복제물의 우편 제공
도서관 상호대차 협약에 따라 도서관 등은 저작권이 있는 해당도서
등을 구독이나 구입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총량을 복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행위는 허용
사진 복제물의 총량
정기간행물의 경우, 연도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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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도서관(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한
팩스를 이용한 원문 복사 제공

 팩스 전송이 온라인 전송과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의해 보관된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 등의
일부분을 사진 복제하여 Fax 전송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도서관간 전송의 면책 사유에 포함되는가

 보상금 적용의 가능성

3) 다른 도서관(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한
Ariel System을 이용한 원문의 사진 복제물 제공

 다른 도서관 등의 요청에 의해 보관된 아날로그 형태 도서 등의
일부분을 ‘스캔’한 후 Ariel System을 이용하여 원문의 사진 복제물
을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도서관간 전송의 면책 사유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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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금 제도 분석
5.1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

(1) 도서관 등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관된 디지털 형태 도서 등과 자체 구축한 DB의 일부분을
출력(프린트 아웃)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전송받는 도서관 등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의
일부분을 출력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도서관 등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전송하는 행위

5.2 보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도서관 등은 저작재산권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저작재산권자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
저작재산권자단체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2003. 10. 15)
보상금 지급일
¨ 도서관 등이 복제 전송한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
(동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보상금 지급 시 제출 서류
¨ 보상금 지급과 함께 복제 전송의 내역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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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상금 기준 및 보상 금액

문화관광부가 ‘관보’에 고시한 내용을 따름
해당 적용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기준이 관보에 고시
그에 따라 보상금 기준 및 보상 금액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현행 보상금 기준 : 2004년 6월 8일 관보에 고시된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4-29호]로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보상기준 및 보상 금액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구

단행본
정기간행물

전 송

분

출

력

판매용

1면 당 5원

비매용

1면 당 3원

판매용

1면 당 5원

비매용

1면 당 3원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1파일 당 20원
1파일 당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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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상금의 지급 주체

구분

책임

근거 규정

전송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

출력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 등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

전송의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 주체의 결정

5.5 보상금 징수와 분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업무
각각의 도서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
징수된 보상금을 ‘개별권리자’에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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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관보에 고시된 도서관 보상금 제도 명칭

부적절한 명칭의 수정 필요
현행 : [도서관 보상금 제도]

수정(안) : [도서관의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전송 출력에 대한
보상금 제도]

6. 보상금 약정
6.1 보상금 약정 체결

1 이용자가 보상금을 부담하고 대리지급자(복사업체)가 있는 경우
도서관 등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 체결, 약정서 제출
대리지급자 : 이행각서를 작성, 그 각서 제출

2 이용자가 보상금을 부담하고 대리지급자(복사업체)가 없는 경우

3 도서관 등이 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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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약정서 주요 내용

‘이용 내역’ 기록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제출
보상금 연체 시 연체 보증금에 년 ‘20%’의 지연 이자 가산 지급
이용 내역 기록 사본을 ‘10년’간 보존
원문 DB 구축 후 ‘2개월 이내’에 구축된 저작물 및 저작자 내역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송부

6.3 약정 체결 시 주의 사항

1) 보상금 ‘공탁’에 관한 사항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위임하여 추후 보상금 공탁에 관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개별 도서관의 특수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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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
7.1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유형

1) 보관된 도서 등을 전송하거나 자관의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경우
1 보상금을 이용자 또는 도서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모두
보관된 도서 등의 전송 및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금 시스템을 설치.
2 보상금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관된 도서 등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과금장치 설치.
3 보상금을 도서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산정
하기 위한 과금 시스템외에 과금 장치의 설치는 필요하지 아니함.

2) 전송받은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

1 보상금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전송받는 도서관 등은 저작물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과금 장치 설치

2 보상금을 도서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도서 등을 전송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 및 출력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와 관련된
과금 장치의 설치는 필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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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및 제언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도서관 면책 규정
¨ 아날로그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논란의 대상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동향과 조화(harmonization)
 우리나라 현행저작권법상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유형
1 면책의 대상 , 무상
2 면책의 대상 , 보상금
3 이용 허락의 대상 , 저작권 사용료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복제 전송, 출력서비스
¨ ‘보상금’과 ‘이용 허락’이라는 이중적 구조

 준비된 도서관

¨ 보상금 제도 실시

 도서관 전 직원에 대한 저작권법 교육 확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보상금 약정 체결 시 그 구체적인 내용,
책임관계 및 제한 사항을 잘 파악 검토하여 도서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이용 허락 또는 양도) 체결 시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의 방법과 조건을 ‘서면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이 이용 허락 대상인 경우
¨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용

 초법적인 정보서비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행위 중지하는 것이 현명
 도서관 자료의 범위 및 유형을 제한한 단계적인 안방서비스 정책의 수립

23

최우수작

2004

대학도서관 신규서비스 제안 공모 수상작 발표

디지털 도서관과 메타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MODS 적용 사례

김

2004

비

225

연

디지털 도서관과 메타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의 MODS 적용사례

2004. 8. 19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부
김비연

목차
1. 서론 ……………………………………………………………………
2. 표준메타데이터의 기본요건

3

…………..……………………….

5

3. MODS 채택과정 ……………………………………………………….

6

4.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4.1 MODS 특징 ..……………………………………………………………….

8

4.2 MODS 요소와 속성 ……………………………………………………….. 10
4.3 MODS 사례(워크폼과 XML 문서)

………………………………………. 23

5.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5.1 METS 발전배경 ……………………………………………………………

28

5.2 METS의 기본구조 …………………………………………………………. 29

6.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의 구성 …..……………………………….

31

7. 디지털 콘텐츠의 웹 서비스 …..………………………………….

35

8. 결론 …………………………………………………………………… 38
<참고문헌>

2

1

1. 서론


대학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
텍스트
텍스트 중심의
중심의
도서관
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가상도서관)
(가상도서관)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전산화도서관
전산화도서관
(통합도서관)
(통합도서관)

소속기관의 지식활동에 적합한 지식을 선별, 수집
가공하여 디지털 형태로 축적
고도의 정제된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디지털 콜렉션



유사한
단일의
특정한
단일의



관리자 및 관리조직 필요 (agents)





성질을 가진 자료들의 집합 (items)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관리
위치(물리적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소장 (location)
이용자 인터페이스로 서비스

3



디지털 콜렉션의 선정







가치(지적인 내용,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가치 포함)
노력과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학내적 요구
지적접근의 강화
여러 기관간의 협력 가능성 등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디지털 콜렉션
컬렉션

내용

장르

비고

전자저널

국내외 전자저널

저널

외부자원

저널기사

BL(British Library) 저널기사

저널기사

외부자원
(SDI 서비스용)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

학위논문

내부자원

귀중서-고서
귀중서-연간물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귀중서 고서와 귀중서 연간물

단행본,
저널, 저널 권호

내부자원

구한국외교문서

아세아문제연구소구축 원문

문서

내부자원

Web DB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Web DB

외부자원

e-Book

국내외 전자책

단행본

외부자원

멀티미디어

VOD, AOD

멀티미디어

외부 및 내부 자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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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메타데이터의 기본요건


메타데이터의 5가지 기본요건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s)






기술사항(Descriptive)- 서명, 저자, 초록, 주제명 등 서지사항
기술 및 구조정보(Technical & Structural)- 파일크기, 파일유형, 표현방법 등
관리정보(Administrative)- 메타데이터의 메타(레코드 번호, 레코드 날짜, 레코드 작성기관)
지적소유권(Rights)-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운영정보(Management)- 가격, 이용제한 사항 등

문서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마크업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님
XML이 융통성과 구조를 적절히 구현해주는 메타 언어라고 할 수 있음

문자 인코딩(Character encoding)




컴퓨터 환경에서 텍스트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
현재 수많은 인코딩 표준이 있으며 문자변환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듬
"Unicode"는 포괄적인 세계적 인코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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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S 채택 과정


XML DTD와 XML Schema의 장단점 비교
XML DTD

XML Schema

구문의 문법

SGML DTD의 일부를 활용

XML문서이기도 하면서 특정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
하는 규칙을 표현

데이터형식

데이터형식이 제한적

숫자와 알파벳 문자를 구분하여 지정
데이터 타입의 상속, 확장 또는 제한하여 사용

요소 반복

반복여부만 결정

반복 횟수에 대한 조건을 다양하게 지정

네임스페이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듬

유연한 네임스페이스의 지원 -> 문서의 유효성 검증,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을 증진

유효성검증

프로그래머에 의존적

다양하고 제한적인 유효성 검증
자동적 실행 가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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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콜렉션의 메타데이터 요소추출


콜렉션의 문서 형식을 지정하는 XML XSD를 정의



타대학의 메타데이터 요소검토



대부분 더불린 코어(DC) 기반으로 이루어짐



DC로 기술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규격이나 자체 내에서 추가한 요소를 사용



DC는 도서관의 관점의 복합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기에는 부족함



콜렉션별 XML DTD 또는 Schema를 유지



서지기술요소 뿐 아니라 관리 정보들이 혼재



표준화된 서지기술포맷의 부재



불완전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포맷이 일관성없이 작성될 가능성



디지털 자원의 여러 유형을 모두 기술할 수 있는 통합 메타데이터 셋의 필요성



DC이외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는 표준을 검토
미의회 도서관의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으로 MODS와 METS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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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4.1 특징


도서관 중심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데이터 요소 세트가 DC보다 풍부 – 19개 상위요소와 47개의 하위요소
미국 출판계의 ONIX보다 도서관에 더 적합함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객체를 기술
Elements

DC

Elements

DC

titleinfo

Title

tableOfContents

Description

name

Creator
Contributor

targetAudence

Audience

note

Description

Type

subject

Subject

classification

Subject

relatedItem

Relation

identifier

Identifier

typeOfResource
genre
originInfo

Publisher
Date

language

Language

physicalDescription

Format

abstract

Description

location
accessCondition

Rights

extension

-

recordInfo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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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의 서브 세트









웹 환경에 적합







데이터 요소 셋이 완전 MARC 포맷보다 간단
요소가 숫자태그가 아닌 언어태그로 표현 – 이용자 중심적
MARC 에 익숙한 사서가 이해하기 용이
일반적으로 MARC21의 요소와 세만틱(기술요소가 갖는 의미)을 전수
MARC21과의 호환성이 높음(MODS to MARC, MARC to MODS 매핑 테이블 제공)
MARC21의 요소를 재구성, 재배치함

새로운 웹 환경에 맞는 XML Schema 제공
디지털 객체에 적합한 새로운 요소추가
모든 상위요소의 반복사용 가능-유연성있게 데이터 요소를 표현
다양한 도구와 유틸리티 제공

MODS의 개발관리




미의회 도서관의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에서 개발관리
2004년 현재 3.0 버전 공식 배포
MODS Listserv 운영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점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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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4.2 요소와 속성


상위요소(top-level elements)
Elements

한글명

Elements

한글명

titleinfo

서명사항

targetAudence

이용대상

name

저자사항

note

주기

typeOfResource

자료유형

subject

주제어

genre

장르

classification

분류

originInfo

발행사항

relatedItem

관련정보

language

언어

identifier

식별기호

physicalDescription

형태사항

location

소장위치

abstract

초록

accessCondition

이용제한

tableOfContents

목차

extension

로컬정보

recordInfo

레코드정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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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속성
일반 속성

설명

스킴(scheme)

lang

개별 요소에서 사용되는 언어

ISO 639-2b

xml:lang

XML 표준으로 개별 요소에서 사용
되는 언어

ISO 639-1

script

문자

ISO 15924

transliteration

번자

encoding

날짜를 입력하기 위한 형식 속성

point -- start
end

날짜속성 중 point에는 시작날짜와
마침 날짜의 두 가지 값을 가짐

keyDate

“yes"값을 취하면 레코드 내의 여러
날짜 중에 검색이나 정렬의 기준이 됨

qualifier
-- approximate
inferred
questionable

날짜를 설명하는 속성중의 하나로 대략,
추정, 알 수 없음의 세 가지 값을 가짐

ID

레코드 내부의 연관이나 외부의 요소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

xlink

외부의 연결을 위해 사용

w3cdtf, ISO860,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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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세부 설명


Titleinfo(서명사항)
MARC21의 245 태그
$c “statement of responsibility"는 <note: 주기>에서 표현
Title(서명)

<titleInfo> <title> Academic Research Library </title> </titleInfo>
<titleInfo type="abbreviated"> <title>ARL</title> </titleInfo>
--------------------------------------------------<titleInfo> <nonSort> The </nonSort>
<title> Game World</title> </titleInfo>
---------------------------------------------------

subTitle(부서명)
하위
요소

partNumber(권차)
partName(권차서명)
nonSort
Type

속성

-abbreviated
-translated
-alternative
-Uniform
authority
displayLabel

<titleInfo> <title>한국기업의 영어교육</:title>
<subTitle>K社의 사례를 중심으로</subTitle> </titleInfo>
--------------------------------------------------<titleInfo type =“translated“ lang =“eng">
<title> Land surveying and agriculture equipment
</title> </titleInf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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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저자사항)
MARC 21의 1XX와 7XX 태그
namePart(저자명)
-- namePart의 type(date, family, given, termsOfAddress)
displayForm(표현형식)
하위
요소

Affiliation(소속기관)
Role(역할)
description
Type
- personal
- corporate
- conference

속성
authority

<name type="personal"> <namePart>홍인기</namePart>
<affiliation>고려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과</affiliation> </name>
---------------------------------------------<name type="personal"> <namePart>임권조
</namePart> <namePart type="termsOfAddress">日本公使
</namePart> <role> <roleTerm type =“text"> 發信
</roleTerm> </role> </name>
---------------------------------------------<name type ="corporate"> <namePart>춘추관 실록청
</namePart> </name>
<name type ="corporate"> <namePart>세종대왕기념사업회
</namePart> <role> <roleTerm type =“text"> 등역
</roleTerm> </rol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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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fResource(자료유형)
MARC 21의 leader/06에 상응

collection
manuscript

속성

•
•
•
•

자료
유형

•
•
•
•
•
•
•

text
cartographic
notated music
sound recording
sound recording-musical
sound recording-nonmusical
still image
moving image
three dimensional object
Software/ multimedia
mixed material

<typeOfResource>text</typeOfResource>
------------------------------------<titleInfo> <title> Camp Council meeting; speech
by Dewey Rodgers </title> </titleInfo>
<typeOfResource> sound recording-nonmusical
</typeOfResource>
<genre authority =“marcgt"> speech </genre >

14

7

genre(장르)
9
<typeOfResource>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특정 유형, 형식, 내용을
나타낼 수 있음
9 입력 스킴으로 “marcgt"와 같은 특정 전거를 사용할 수 있음
9 비통제 용어의 사용-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장르 정의



단행본, 저널, 저널기사, 저널 권호,학위논문(석사, 박사)
문서, Web DB, VOD, AOD

language(언어)
본문언어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language> 속성을 반복하여 사용



하위
요소

속성

languageTerm
Type
-text
-code

<language> <languageTerm type="code" authority="iso639-2b">eng
</languageTerm> </languag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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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Info(발행사항)

place (발행지)
publisher(발행기관)

</originInfo>
<place> <placeTerm type="text">New York</placeTerm>
dateCreated(제작일)
</place> <publisher>Marcel Dekker </publisher>
dateCaptured(매체제작일) <dateIssued>c2002</dateIssued>
<issuance>monographic</issuance>
dateValid(유효일)
</mods:originInfo>
dateModified(수정일)
dateIssued(발행년)

하위
요소

copyrightDate(판권일)
dateOther(기타일)
edition(판사항)
issuance(발행연속성)

---------------------------------------------<originInfo> <dateOther>1970- </dateOther>
<publisher>한국문헌정보관리학회</publisher>
<frequency>계간</frequency> </originInfo>

frequency(발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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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Description(형태사항)
form(자료형태)
reformattingQuality
(매체제작목적)

하위
요소

internetMediaType
(인터넷 자료유형)
extent(크기)
digitalOrigin
(원자료 형태)
note(주기)



<physicalDescription> <extent>零本14冊(全32卷15冊) :
四周單邊 半廓 20.3 ×14.1 ㎝, 有界, 10行21字, 小字雙行,
下黑口, 上白魚尾 ; 27.7 ×18.1 ㎝ </extent>
</physicalDescription>
-------------------------------------------<physicalDescription> <form authority="marcform">
electronic</form> </physicalDescription>
*marcform: braille, electronic, micorfiche, microfilm, print

abstract(초록)

<abstract>CD-ROM으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DAO(Dissertation Abstracts Ondisc)의 웹버전이다.
1,440여 개 이상의 북미 지역, 유럽 주요대학 및 각종 학술연구기관들로부터 수여된 석.박사
학위논문의 서지, 초록 및 원문(처음 24페이지)정보 제공되며, PDF 파일로 온라인 주문할 수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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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OfContents(목차)
9 텍스트형으로 직접 내용을 기술하거나 xlink를 사용
9 목차를 좀더 구조화시켜서 풍부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relatedItem>의 type
속성중 “constituent(구성요소)”를 이용하여 기술

<tableOfContents>大東地志目錄 = 1 大東地志卷十七 = 3 黃海道(號海西) = 3 海州 = 6 延安 = 17
豊川 = 23 白川 = 28 金川 = 33 長淵 = 40 白翎島鎭 = 46 松禾 = 48 殷栗 = 51 康翎 = 54 甕津 = 57
大東地志卷十八 = 63 黃海道 = 63 黃州 = 63 平山 = 71 瑞興 = 78 谷山 = 84 鳳山 = 88 安岳 = 94
載寧 = 99 遂安 = 103 信川 = 109 新溪 = 112 文化 = 116 兎山 = 121 長連 = 123 疆域 = 126
田民 = 128 驛站 = 131 烽燧 = 131 摠數 = 132</tableOfContents>



targetAudience(이용대상)
9 MARC 21의 008/22
9 “marctarget”와 같은 전거 사용가능
<targetAudience authority=“marctarget”>adult</ targetAudience>
<targetAudience authority=“marctarget”>adolescent</ target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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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주기사항)
9 MARC 21의 511, 518 태그, 245 태그 $c등에 해당
9 그 밖의 MARC 21의 5XX 필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MODS의 <abstract>
<accessCondition> <tableOfContents> <targetAudiece> 사용
하위
요소

속성



type
-performers
-venue
-statementOfResponsibility

<note type="statement of responsibility">Kristine DeMaria ;
foreword by Theron W. Downes</note>
<note type="general">국역 조선왕조 실록, 표점교감
조선왕조실록을 열람할 수 있다</note>

subject(주제명)
topic
geographic
temporal
titleInfo
하위
요소

name
geographicCode
hierarchicalGeographic

<subject authority="lcsh"> <topic>Medical ethics </topic>
</topic>Early works to 1800</topic> </subject>
---------------------------------------------<subject authority="lcsh"> <name type="personal">
<namePart>Matta-Clark, Gordon</namePart>
<namePart type="date">1945- </namePart>
<topic>Criticism and interpretation</topic> </subject>

cartographics
occupation
19



classification(분류)
고려대학교 분류시스템
- DDC 21, 사부분류표, 학위논문분류표, 국내 전자저널 분류표, 국외 전자저널 분류표

<classification authority=“kissc”>종교학</ classification >
<classification authority=“kulibopacddc”>331.094/ classification >



identifier (식별부호)
하위
요소
type
-doi

속성

-hdl (Handle)
-isbn
-issn
-issue number
-lccn
-sici
-uri 등

<identifier type="issn">1361-4819</ identifier >
<identifier type="isbn">0585439486 (electronic bk.)
</ identif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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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Item(관련정보)
titleInfo
-recordInfo
하위
요소

part

속성

type
-preceding
-succeeding
-original
-host
-constituent
-series
-otherVersion
-otherFormat
-isReferencedBy

-

detail
extent
date
text

<titleInfo> <title> 朝鮮語文學會報</title> </titleInfo>
-<relatedItem type="constituent“ xlink:href="RSE000001252682">
<titleInfo> <title> 朝鮮語文學會報</title>
<partNumber> 第四號 </ partNumber > </titleInfo>
</ relatedItem >
--------------------------------------------------<titleInfo> <title> 朝鮮語文學會報</title>
<partNumber> 第四號 </ partNumber > </titleInfo>
-<relatedItem type="host“ xlink:href="RSE000001244433">
<titleInfo> <title> 朝鮮語文學會報</title> </titl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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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소장위치)

하위
요소

physicalLocation

<location> <physicalLcation> 고려대학교 도서관 </physicalLcation>
<url> http://www.umi.com/padquto </url> </location>

url



accessCondition(이용제한)
9 METS amdSec의 rightMD 사용으로 대체



extension(로컬정보)
9 MARC 21의 9XX 필드와 유사
9 로컬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위해 활용가능
9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미사용



recordInfo(레코드정보)
recordContentSource
recordCreationDate
하위
요소

recordChangeDate
recordIdentifier
recordOrigin
languageOfCataloging

<recordInfo> <recordContentSource authority=“marcorg”>
211009 </recordContentSource>
<recordCreationDate encoding=“marc”>030715
</recordCreationDate>
<recordChangeDate encoding=“iso8601”> 20031110095236
</recordChangeDate>
<recordIdentifier>000001807064 </recordIdentifier> </recordInf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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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4.3 MODS 사례(워크폼과 XML 문서)
[구한국외교문서-워크폼]

상위 요소

하위요소 및 속성

한글 레이블

비고(속성값/요소값)

Subelements
titleInfo
(서명사항)

title

문서명

subTitle

부서명

Subelements
name(저자사항)

namePart

저자

<type>

"termsOfAddress"

role

직책
역할어(발신/수신)

type of Resource

자료유형

“text"

genre

장르

“문서”

Subelements
originInfo
(출판사항)

dateIssued

발신일

issuance

발행연속성

“monographic"

23

language

Subelements
languageTerm

언어

type 속성 값 “code"

form

자료형태

“electronic"

digitalOrigin

원자료형태

"reformatted digital"

Subelements
physicalDescription
(형태사항)
note
classification
(분류)
location(소장정보)

주기

Attributes
authority

분류

physicalLocation

소장위치

Subelements

recordInfo
(레코드정보)

구한국외교문서 분류표

SubElements
“아세아문제연구소”
시스템 자동생성
recordContent
Source

메타데이터작성기
관

recordCreation
Date

메타데이터작성일

recordChange
Date

메타데이터수정일

recordIdentifier

제어번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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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외교문서-XML]
<?xml version="1.0" encoding="euc-kr" ?>
<mods:mods xmlns:mods="http://www.loc.gov/mods/v3"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version="3.0"
xsi:schemaLocation="http://www.loc.gov/mods/v3
http://www.loc.gov/standards/mods/v3/mods-3-0.xsd">
<mods:titleInfo>
<mods:title>마공사관함의 한문역정에 대한 동의사 (馬公使官啣의 漢文譯定에 對한 同意事) (謄 11 冊)
</mods:title>
</mods:titleInfo>
<mods:name>
<mods:namePart>유기환</mods:namePart>
<mods:namePart>兪箕煥</mods:namePart>
<mods:namePart type="termsOfAddress">外部大臣署理</mods:namePart>
<mods:role>
<mods:roleTerm>發信</mods:roleTerm>
</mods:role>
</mods:name>
<mods:name>
<mods:namePart>馬□寧</mods:namePart>
<mods:namePart type="termsOfAddress">露公使</mods:namePart>
<mods:role>
<mods:roleTerm>受信</mods:roleTerm>
</mods:role>
</mods:name>
25

<mods:genre authority="kulibgenre">zdoc</mods:genre>
<mods:originInfo>
<mods:dateIssued>光武 2年 6月 29日</mods:dateIssued>
<mods:dateIssued>西紀 1898年 6月 29日</mods:dateIssued>
<mods:dateIssued encoding="marc">1898</mods:dateIssued>
</mods:originInfo>
<mods:language>
<mods:languageTerm authority="iso639-2b">mul</mods:languageTerm>
</mods:language>
<mods:physicalDescription>
<mods:form authority="marcform">electronic</mods:form>
<mods:digitalOrigin>reformatted digital</mods:digitalOrigin>
</mods:physicalDescription>
<mods:note>俄案 : 마공사관함의 한문역정에 대한 동의사 (馬公使官啣의 漢文譯定에 對한 同意事)
(謄 11 冊) , (發) 外部大臣署理 兪箕煥 , (受) 露公使 馬□寧 , 光武 2年 6月 29日 , 西紀 1898年 6月
29日</mods:note>
<mods:note xlink:href="http://www.arc.re.kr" type="ownership">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mods:not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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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s:relatedItem type="host">
<mods:titleInfo>
<mods:title>구한국외교문서</mods:title>
<mods:partNumber>17</mods:partNumber>
<mods:partName>俄案</mods:partName>
</mods:titleInfo>
<mods:part>
<mods:extent unit="pages">
<mods:start>624</mods:start>
<mods:total>1</mods:total>
</mods:extent>
</mods:part>
</mods:relatedItem>
<mods:location>
<mods:physicalLocation>고려대학교 도서관</mods:physicalLocation>
</mods:location>
<mods:recordInfo>
<mods:recordCreationDate>20040625063317</mods:recordCreationDate>
<mods:recordChangeDate>20040802013456</mods:recordChangeDate>
<mods:recordIdentifier>000001238625</mods:recordIdentifier>
<mods:recordOrigin>24098</mods:recordOrigin>
<mods:recordChangeDate>20040802013751</mods:recordChangeDate>
</mods:recordInfo>
</mods: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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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5.1 METS의 발전배경


정의




“디지털 도서관 객체의 계층적 구조와 그러한 디지털 객체를 형성하고 있는 파일들의
이름과 위치, 연관된 기술 및 관리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XM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안된 XML 스키마 “

MOA2(Making of America II) DTD의 발전








UC Berkeley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디지털 객체(주로 텍스트와 스틸이미지)의 표준
인코딩과 전송, 교환을 위해 기술적(descriptive), 관리적(administrative), 구조적
(structural) 메타데이터를 개발
METS는 MOA2가 미국의 DLF(Digital Library Foundation)의 지원하에 좀더 상호운영성이
뛰어나며 기타의 메타데이터 표준들을 수용할 수 있는 XML 스키마로 발전, 개정되어진 것
관리기관
Library of Congress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
2004년 현재 1.3 버전까지 나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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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5.2 METS의 기본구조


METS 패키지
M ETS
m e ts H d r
dm dSec
am dSec
s tr u c tM a p

te c h M D
r ig h ts M D
S o u rc e M D
d ig p r o v M D
d iv
d iv

s tr u c tL in k s

fp tr

f ile S e c
b e h a v io r S e c

m p tr

f ile G r p
f il e
f il e
29



METS의 부분적 수용


Descriptive Metadata
9 권장 스키마- MARCXML, MODS, Simple Dublin Core



Administrative Metadata
9 <rightsMD> 지적소유권, 정보원의 접근, 이용 및 복제에 관한 제한>부분을 적용
9 <techMd> 파일 생성 저장정보 파일 생성 저장 정보
- “internetMediaType”(text/html, ASCII, Postscript file, JPEG image 등 )



File Section
9 디지털 객체를 구성하는 내용 파일들의 이름과 위치정보를 열거
9 정보원의 이미지 파일, 원문 파일 및 관련 파일
9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fileGrp>으로 이루어짐
9 파일 ID는 structMap의 div에 있는 파일과 연계성을 이룸



Structural Map
9 METS의 중추역할, 디지털 객체의 계층적 구조와 구성요소의 순서를 표현
9 VOD 콜렉션의 구간정보 표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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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도서관시스템의 구성


특성






OAIS 참조모델을 참고하여 아키텍쳐 설계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로 METS 표준의 부분적 사용
표준 메타데이터: MODS, METSRights(수정)

DL 관리시스템 구성도
모듈
기능

컬렉션 관리
검색(고급, ABC가나다)
MODS 입력기
저작권 설정
매체연결 및 등록

환경관리
디풀트 워크폼 관리
컬렉션 관리
코드관리
저장소관리
IP관리

데이터 관리
권한관리
반입관리
반출관리
삭제함관리

통계
메타구축통계
매체구축통계
저작권통계

31



MODS 입력 및 편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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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워크폼 관리
-해외전자저널

33



코드관리-스킴관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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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콘텐츠의 웹 서비스


간략정보

35



상세서지(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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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서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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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MODS 적용의 의의








MODS의 전망







국내 최초의 서지메타데이터 표준 스키마 적용
METS의 개념 도입과 적용
신규 콜렉션 설정 및 메타데이터 워크 폼 추가가 용이
메타데이터 요소의 다층구조 표현가능
메타데이터 전송과 교환이 용이, MARC과의 호환성이 뛰어남

미의회도서관의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지속적 개발관리
2002-2004까지 3.0 버전에 이름
이용자 사용지침서에 의해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DC보다 도서관환경에 적합

제한점




적용사례가 적고 초기단계
속성(Attributes)정보의 제한적 사용
KOMARC과 같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보완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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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사서커뮤니티 구성 및 활성화 방안

정

재

영

1. 들어가며…

 도서관 위상 및 주변환경
의 변화

 서비스 변화의 필요성

 정보생산자의 다양화

 조직의 변화 필요성

 정보유형의 변화

 사서의 역할 변화 필요성

 이용행태의 변화

• 증가하는 자료의 보존 방안

대응인원 고정

문제 증가

• 도서관 역할/조직변화
• 재해/재난 대책
• 도서관간 협력방안

방법

방안

공동대응

커뮤니티의 활성화

1

2. 사서커뮤니티의 목적

 이용의 편리성

 적합성

 활용의 경제성

 내용의 기능성

3. 사서커뮤니티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확보

 다양한 문제의 협력적

 유용한 정보의 공유

해결도구

 관련 이슈의 공유 및
공동대응

2

4. 현재 운영중인 사서커뮤니티 현황 (1)

4. 현재 운영중인 사서커뮤니티 현황 (2)

3

5. 새로운 커뮤니티 운영방안

• 기능적 구분
• 영역 및 주제별 미구분

 현재 커뮤니티

• 현장의 문제해결 장으로의 기능 미약
• 실효성있는 협력적 공간 역할 미흡

• 문제점 수정
• 개선방안 마련
• 보다 유용하고 효과적인
커뮤니티로의 변화

 주제별 커뮤니티

 이슈별 커뮤니티

6. 주제별 커뮤니티 (1) 필요성

 통합형 디지털 참고
봉사의 활성화

 이용자 질의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 필요

 참고질문의 주제별
구분을 통한 전문화

 협력 참고서비스 모형
의 개발

4

7. 주제별 커뮤니티 (2) 사례 - Questionpoint

7. 주제별 커뮤니티 (2) 사례 - Ask a librarian

5

7. 주제별 커뮤니티 (2) 사례 - MyWebLibrarian

8. 실제 활용 (예)

6

8. 실제 활용 (예)

9. 주제별 커뮤니티 :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

현황

 실험단계수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자료의 구분에 그치고 있다.

원인

 인력(주제사서)의 부족
 적절한 모델 개발의 실패

방안  주제별 커뮤니티를 통한 협력참고봉사

연구자(조사연도)

주제별자료실 운영 대학도서관 수

강혜영(1999)

11

정재영(2000)

13

신은자.이혜영(2001)

34

정재영(2003)

37

정재영(2004)

56

7

10. 주제별 커뮤니티 : 구성방법

고려사항

구 성

 주제별 자료실과 분관의 구분
 현실적 여건
 주제별 질문 및 답변 제공 공간
 주제관련 정보, 주제별 자원소개 및 이용방법 공유 공간

11. 이슈별 커뮤니티 (1) 필요성

 도서관 내.외 환경 변
화에의 대응

 도서관 관련 이슈에
관한 전문성 확보

 공동 대응을 통한 커
뮤니케이션 통로 확보

 도서관 협력 대응 모델
의 개발

8

12. 이슈별 커뮤니티 (2) 사례 - ALA의 Round Tables

12 . 이슈별 커뮤니티 (2) 사례 - ALA의 Round Tables

9

12. 이슈별 커뮤니티 (2) 사례 - SORT의 초기화면

12. 이슈별 커뮤니티 (2) 사례 - CoOL(Conservation OnLine)

10

12. 이슈별 커뮤니티 (2) 사례 – Conservation Topics

12. 이슈별 커뮤니티 (2) 사례 – Disaster planning and response

11

13. 이슈별 커뮤니티 :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

현황

원인

방안

 적절한 협력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체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부적절한 이슈별 구분
 체계적인 관리 미흡
 이슈별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대응방안 마련

적절한 공간부족
답변제공기능
부족

비 활성화

부적절한 이슈별
구분

참여부족

14. 이슈별 커뮤니티 : 구성방법
 선진국 사례 참조
고려사항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실적 문제 반영
 이슈별 질문 및 답변 공간

구 성

 각종 이슈관련 정보 공유, 자관사례 및 이슈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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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커뮤니티 구성 모형

주제별 커뮤니티

이슈별 커뮤니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농.공학

주제별 커뮤니티

 의.약학

이슈별 커뮤니티

 예술



 체육
 경영. 경제






 교육학
 법학
 종교.철학.심리

도서관 경영
자료구입
분류/목록
이용자교육
도서관환경
및 건축
자료보존 및
장서관리
저작권/전송권
도서관 협력
참고봉사
도서관전산화

사서
(단위도서관)
도서관 관련 각종 문제해결

도서관 참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참고 질문 해결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의 대응

사서간 협령망 구성

사서의 재교육

16.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1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중심으로 구성해 주제에 관한 답변제공
및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슈 및 주제별로 모든 형태의 도서관 사서가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해 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 담당

다양한 주제분야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주제사서와 일반 이용
자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확대해 국가적 정보협령망으로 발전

13

17. 결 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의
변화
정보환경의 변화

가상공간(커뮤니
티)을 활용한 협력
대응 필요

서비스 요구의 다양화

인력 / 예산의 부족
개별 도서관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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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yWebLibrarian의 초기화면

<표 1> 사서의 답변에 불만족한 이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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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대학도서관 주제별 자료실 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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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철학. 심리.
종교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주제별 커뮤니티

농/공학. 기술

의. 약학

교육학

경영. 경제

예술

체육

<그림 7> 주제별 커뮤니티 구성

4.2. 이슈별 커뮤니티의 필요성 및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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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Roundtable 설명 화면

<그림 9> Roundtable의 이슈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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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oundtable중 하나인 SORT(Staff Organization Round table)의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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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Disaster planning and response의 내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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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경영

도서관전산화

자료구입/자료선정

분류/ 목록

참고봉사

도서관 협력

이슈별 커뮤니티

이용자교육

저작권/전송권
도서관 환경
및 건축

자료보존/
장서관리

<그림 14> 이슈별 커뮤니티 구성

5. 새로운 커뮤니티를 위한 모형 및 활성화 방안
5.1. 커뮤니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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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별 커뮤니티

이 슈 별 커뮤니티
q 도서관 경영
q 자료구입
q 분류/목록
q 이용자교육
q 도서관환경
및 건축
q 자료보존 및
장서관리
q 저작권/전송권
q 도서관 협력
q 참고봉사
q 도서관전산화

q 인문과학
q 사회과학
q 자연과학
q 농.공학

주제별 커뮤니티

이슈별 커뮤니티

q 의.약학
q 예술
q 체육
q 경영. 경제
q 교육학
q 법학
q 종교.철학.심리

사서
(단위도서관)
도서관관련 각종 문제해결

도서관 참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참고 질문 해결

사서간 협령망 구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의 대응

사서의 재교육

<그림 15> 커뮤니티 구성 모형

5.2.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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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중심으로 구성해 주제에 관한 답변제공
및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슈 및 주제별로 모든 형태의 도서관 사서가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해 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 담당

다양한 주제분야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주제사서와 일반 이용
3단계
3단계

자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확대해 전국가적인 정보협령망으로
발전

<그림 16> 커뮤니티의 단계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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