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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도서관 리모델링의 방향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장 이춘실

2. 민간포털사이트의 학술 연구정보 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차미경

2006. 6. 21 (수)



대학 도서관 리모델링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의

증축 및 리노베이션

이 춘 실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장

문헌정보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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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리노베이션 및 증축 공사 개요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하였는가?

어떤 공간이 매력적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였다

성과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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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도서관 리노베이션
도서관 기존 건물
1984년 준공

지상 6층, 연건평 3,179평

지하 1층, 연건평 623평

도서관 증축
도서관 앞마당 지하에 신축

500평씩 2개층, 연건평 1,02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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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일반열람실, 휴게실

일반열람실, 보존서고

B1

4

3

2

1

5

6

인문과학 정보실

사회과학 정보실

자연과학

예체능 정보실, 휴게실

SMART Plaza, DICA Plaza
영화상영관, 교육실, 교사자료실

보존서고

Study Lounge, 세계여성문학관
대출대, 지정도서실

도서관 구성도
리노베이션 및 증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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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1단계 (1,2층)
2004.12.15-2005.4.4

2단계 (3,4,5,6층)
2005.6.15-2005.12.31

3단계 (1층 세계여성문학관)
2006.1.2-2006.5.8

증축 (A,B층)

2004.10.27-2005.9.13

2006년 5월 8일! 
리노베이션 완료

2004년 10월 27일

착공

1년6개월



8

증축

2004 2005 2006
10 12 4 6 9 1 5

리노베이션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진행을 한 이유

도서관 대체 공간이 없다
임시로 옮겨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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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진행의 문제점

안전 관리

소음 관리

청결유지

좌석수 일정 수준 유지

2004 2005 2006
10 12 4 6 9 1 5

1,694석
1,928석

503석

1,507석

2,166석

2,260석

1,42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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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운영 및 관리
2단계 공사 기간 중에는

최근 4년간 구입분 도서 14만권만 개가제 운영 대출

2단계 임시 서고 3단계 공사구간

지정도서제도 적극 활용

50만권은 물류창고에 6개월간 보관

50만권은
물류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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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진행의 장점/효과

1단계 성공적 완료
학생들을 비롯한 교내외 반응 매우 좋음

학생들의 기대 상승 인내심 및 협조 분위기 유발

건축 관계자들 도서관 의견 존중 분위기 형성

2,3단계 진행에
힘을 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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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현황 리노베이션 완료 후

2,264석 (이용자수 13,000명)

이용자용 PC 289대

디지털 사물함 990개

Group Study Rooms 32개
14인실 1개, 8인실 4개, 4인실 3개

1-2인실 24개

영화상영관 19석

이용자 교육실/회의실 2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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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현황 리노베이션 완료 후

총장서 80여만권 수장

인쇄 학술지 2,000여종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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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리노베이션의 목적 Objectives

노후설비 개선
바닥, 벽, 천정, 배관, 누수, 방화시설

냉방 설비 및 난방시설 교체
냉방 설비 없음, 스팀 보일러 시설 노후

소음 억제
돌바닥, 1-2층 개방 공간, 계단실

Digital 정보 이용 환경 구축
충분한 전력 + 유무선 network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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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리노베이션의 목표 Mission

면학 분위기 조성
학교 건물 중에서 인구밀도 가장 높은 곳

학생의 대학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21C 미래지향적 환경 구현
다양한 이용자 요구 수용

User-Friendly Interface

자연친화적 분위기

친환경 소재 사용

New 
Spirit

New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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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의 사전 정의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Remodel

to alter the structure of: REMAKE

Renovate 
1. to restore to a former better state (as by

cleaning, repairing, or rebuilding) 

2. to restore to life, vigor, or activity:

REVIVE <the church was renovated by a

new ecumenical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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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물이 가지고 있던 미학

Bauhaus의 특징을 가진 건물
유리벽면 외관
채광, 조망 극대화

시원한 공간감

“A space free of any interior props”
장식성 배제

실용주의적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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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St. Savior Chapel, Chicago

기존 건물: 도서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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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Lake Shore Drive 
Chicago

지하증축건물:  view from Sunke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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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목표: 이렇게 만들겠다

오래 머물게 하겠다

눈이 시원하게 하겠다

넓어 보이게 하겠다

깔끔하게 보이게 하겠다

작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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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잡겠다

User-friendly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

시설 관리가 용이하게 하겠다

문화품격이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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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목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디지털 정보!  별난 것이 아니다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다

쓸데없이 크게 만들지 않겠다

과잉투자하지 않겠다

낭비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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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머물게 하겠다

쾌적한 환경
냉난방, 조명

편안한 책상 의자
인체공학적인 의자

Sofa 충분히

눈에 편안한 색상 선택
바닥은 Black 계열

벽면과 천정은 흰색

가구는 옅은 gray tone

몸을

웅크리지 않고

쫙 펴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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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시원하게 하겠다

채광
유리창에 UV Protection film 부착 책 보호

조망
창가쪽으로 열람석 배열

높은 서가는 전망이 없는 쪽으로

6층에는 낮은 서가만 사용

조경
녹색 환경

도서관의 사계 (四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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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 보이게 하겠다

유리 벽면 마감
예전에는 흰색 시멘트 벽에 청회색 철문

불필요한 벽면 제거

가구 배치
넓직하게

채광
Vertical blind 대신 roll screen 사용

색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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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보이게 하겠다

고급감+ 침착한 분위기

복잡한 장식, 인테리어는 철저히 배제
Bauhaus 정신

건축비용 감소, 공사기간 단축

전기선과 Network 선 안보이게 처리
미리 계획하여 도면에 표시

도서관 이용 안내용 LCD Kiosk 설치
게시판은 화장실 출입통로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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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하겠다

창가 기둥사이 counter top 제작 설치
PC 와 Network printer 설치

계단 밑 공간에 책상 및 sofa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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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잡겠다

Carpet tile, vinyl 바닥재 사용

투명 elevator 설치
계단 사이 빈 공간

흡음재 사용
Study Lounge (1,2층 뚫린 공간) 벽면과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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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riendly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

이용자 서비스 데스크의 높이

사무실과 이용자 서비스 데스크 사이 유리
벽면 설치

사무실 소음 차단

이용자가 사서의 존재를 용이하게 식별 가능

사무실 벽면 space graphics 설치

장애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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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가 용이하게 하겠다

냉난방 관리
Zoning 방식

전기 관리

창고 충분히 확보
도서관 업무용

청소용
청소도구, 휴지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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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파손 훼손시 교체 쉽게 마감재 선택

벽면: 유리

대출대 등 counter top: 코리안

기둥: 대리석

바닥: 돌, 카펫 타일, 비닐 바닥재

청소 쉽게
카펫: 진공청소기 사용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물걸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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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개방 열람실 관리의 효율성
출입구 분리

인력관리, 도서관리

보안 시스템 설치

7개 열람실로 구분

2개는 언제나 24시간 개방

열람석 이용 현황에 따라 열람실 추가 개방

전기 절약,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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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품격이 있게 하겠다

Space Graphics 설치

조각품, 미술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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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별난 것이 아니다

도서관 어디에서라도 이용 가능

모든 책상 위에 전기와 유선 network 설비
Hook-up/plug-in 장치

도서관 전지역 무선 network 설치

ubiqui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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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실” 등의 명칭 사용하지 않음
SMART Plaza
SookMyung Access to Rich Treasures in Real Time

DICA Plaza
Digital Information Convergence & Access

도서관의 다른 장소와 동일한 인테리어 적용

Analog + Digital
Books                     E-Resources

Your Creative Thinking
Con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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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이용자용 PC 289대 설치
12%의 좌석에 PC 설치 (289대/2,260석)

2층에 PC 200여대 설치

DICA Plaza에서는 1시간씩 배정 받아 사용

그 외 장소에서는 누구나 임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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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실 각 층마다 PC 20대씩 설치
창가 counter top에 설치

장애우 전용 PC는 열람책상에 별도 설치

OPAC 검색 전용 PC + 제본 잡지 검색 전용

Network printer 1대씩

자신의 notebook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
전기, 유무선 networ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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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다

칸막이 책상, 최소 수량 설치

리노베이션 공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

A, B층 일반열람실에도 PC 5대 + 
Network printer 1대씩 설치

디지털 사물함 설치

한학기씩 배정 시간제 사용

1회 24시간 이상 사용하면 K-cash로 연체료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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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크게 만들지 않겠다

정보이용교육실 겸 회의실
26석

홍은원 영상자료관
19석

이용 극대화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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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자 (과다 지출)하지 않겠다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석 교육실에 PC 13대 (2인 1대) 설치

남쪽 창가에 PC 설치 가능하도록 설비, 그러나 PC 설
치하지 않음

경영 mind가 있는 것이 교내 집행부와 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 절약 정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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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하지 않겠다

10년-15년 사용한 철제 서가 다시 사용
대신에 end panel + graphic 부착하여 reform

책상/의자
군부대 도서실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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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의 완성

건물 Renovation

가구 Reform + New

장서 Cleaning

총체적 변화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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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Reform

서가
end panel 부착

Bench
페인트 제거

1인용 PC 책상
아래쪽 가리개 제거한 후 야외용 탁자로 사용



62



63

장서 Cleaning

Air Compressor로 먼지 날리기

짤순이로 짠 걸레로 닦기

책
먼지! 냄새!
청결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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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간이 매력적인가?

이용자 흡인력이 있는 요소들
PC

Sofa

Group Study Room

특화사업 공간
세계여성문학관

홍은원 영상자료관

미적 감각이 있는 공간

Space Graphic 설치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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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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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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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Browsing Corner

2단 서가 사용
가운데 단을 추가 삽입하면 수용능력 2배로 확장 가능

Sofa 충분히 배치

오래 머물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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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tudy Rooms



71



72

투명 Elevator

소음 통로 차단 효과

안전 확보

교통량 해소

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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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 Hall + 계단

눈이 시원한 공간

Contemporary l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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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벽면 Space graphics 

각 주제정보실 명칭 표기
한글 (동국정운) + 한문 (추사 글씨) + 영문

주제분야의 성격 규정 (사전 정의)
한글 표준국어대사전
영문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도서관 image 창출 및 전달

문화 품격

미관

직원들의 Privacy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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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지역의 Browsing Tables

도서관 전 지역의 열람실화

훑어본 책을 책상 위에 두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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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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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정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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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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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물함

도서관 A층과 B층에 990개 설치

충분한 전력과 Network선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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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문학관

숙명여대도서관의 특화사업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확장 이전

상설전시/기획전시를 위한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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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원 영상자료관

19석의 영화 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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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Study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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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Lobby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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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층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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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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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 이전에 없었던 곳

지정도서실

영화 상영관

이용자 교육실

Group Study Rooms

SMART Plaza 등 자유롭게 PC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전에는 지정석 제도)

Study Lounge

Lobby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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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고민하였다

주문 제작 vs 기성 가구

설계도면 vs 현장

평면도 vs 입면도 보기

설계자, 건설팀, 도서관의 의견

막바지 단계의 scheuling

“도서관 증축 리노베이션”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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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 vs 기성 가구

최대한 기성 가구 사용
검증 받은 품질

품질, 규격의 일관성

정확한 비용 산출 가능

결과물에 대한 예측 가능

Catalog 등을 통하여 다양한 품목 선정 가능

추가 및 교체 용이

가구 업체 선정 방식
Design/Style 통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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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vs 현장

도면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
3D rendering 화면

문제점 포착 기회
바로잡기

뜯어고치기 발품을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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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vs 입면도 보기

입면도 보기의 중요성
문 위치, 창문 위치

벽 design

벽 분할과 건축 마감 소재, 공법

전기 switch, 콘세트, 냉난방 조절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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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건설팀, 도서관의 의견

왜 다른가?

누가 옳은가?

극복하는 방법?

e.g., 세계여성문학관 gallery의 위치

교육실의 앞쪽 방향

바닥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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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단계의 Scheduling

바닥재 시공

가구 납품

서가 이전

장서 이전

장서
merging (물류창고 + 도서관)

Sorting

목록시스템에 장서위치 변경, 대출 불가 가능 변환



102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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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증축 리노베이션” website

개요

진행상황
매일 현장 사진 촬영하여 기록

Before & After 비교 사진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도면 및 가구배치도

Weekly Schedules

전시미술품, Space graphic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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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사서들의 노고

방학 중에 이사 및 재개관 준비작업 집중

주말/휴일/야간 작업 다반사
학생이용 불편 최소화

소음이 많이 나는 공정

먼지와의 전쟁
공사현장 먼지

책 먼지

마무리 하기
끝없는 청소

실험 운영, 하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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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이제는 우리대학의 심장
학생생활의 중심

연구지원 기능 활성화

도서관 사서들의 위상과 사기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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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

유지, 보수, 관리업무의 체계화

사서의 전문성 제고

장서의 내실화

이용자 서비스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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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 e-campus 대회 2006년 6월 21일 BEXCO

민간포털사이트의민간포털사이트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도서관도서관 서비스의서비스의 방향방향

차 미 경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cha@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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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차례

• 배경
- 대학도서관 이용자(적어도 학부학생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이동 중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서비스” or “학술정보서비스” 확대 중

• 현황과 전망
-학술정보의 의미와 범위
- 인터넷 포털 학술정보서비스 (in 대학도서관 서비스)
- 대학도서관 서비스 (in 인터넷 포털 학술정보서비스)

• 과제

- 도서관 서비스 vs 인터넷 포털 서비스
- 이용자의 요구 반영
- 공동 대응 방안

•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방향

-개별 도서관 이용자에 집중
- 개방과 공유
- 심화 요구 분야와 확장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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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배경

• 대학도서관 이용자(적어도 학부학생들은) 인터넷 포털 사
이트로 이동 중 많은 이용자에게 있어 정보 접근을 위한
첫 관문이 더 이상 도서관이 아니다.

• 이용자 특성

- 포털사이트를 수시로 방문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 정보가 필요한 경우, 포털 사이트를 먼저 검색 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향

- 인터페이스: 친숙, 검색 용이, 재현률 높아 실망시키지
않음

- 정보이용방법 또는 정보검색 교육 회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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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이용자 조사조사

Perceptions of Libraries &Information Resources. OCLC 
Market Research & Harris Interactive. 2005. 11

캐나다

미국

영국

인도

싱가폴

491

1,854

535

468

3,348

전체조사인원
호주

396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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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대학생: : 도서관도서관 전자자원에전자자원에 대한대한 인지도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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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books Electronic
books

Electronic
magazines or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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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ference
materials

Yes, library has these No, library does not have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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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대학생: : 도서관도서관 전자자원전자자원 이용도이용도

0%

10%

20%

30%

40%

50%

60%

Audiobooks Electronic
books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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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journals

Library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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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databas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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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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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ference
materials

1달에 한번 이상 1년에 몇번
이용해본 적 없음 이용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이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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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의사서의 서비스와서비스와 검색엔진에검색엔진에 대한대한 만족도만족도 비교비교

Very
Satisfied

Satisfi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48%

60%

36%
30%

11% 7%
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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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fitLifestyle fit”” of information sourcesof informa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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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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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s perfectly with your lifestyle
Is a good fit for your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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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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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인터넷 포털포털 서비스의서비스의 학술정보서비스에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대한 관심과관심과
서비스서비스 확장확장

• Google Print Google Book, Google Scholar
• Yahoo 2005. 4

− 영국 National Archives, the Internet Archives,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University of
Toronto의 자료의 통합 검색과 접근 지원 발표

• Microsoft 2005. 11. 3
− 영국 British Library 장서 가운데 저작권 해지된

도서 2천5백만 페이지를 전자화하여 MSN Book 
search service에서 2006년 중 제공계획

• 네이버 지식시장, 지식서비스, 지식브랜드서비스, 지식검색,
참고자료, 네이버 북

• 파란 지식몰; 엠파스 지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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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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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izerGooglizer vsvs Resistors  (LJ 2004)Resistors  (LJ 2004)

• 평등의 시대
−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
− Google이 참고 자료 대체 (특히 directory)

− 매달 80만명의 이용자, 매일 2억건을 검색

• 이용자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 만족 but 도서관의 역할은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찾게 해 주는 것.  

• 재현 vs 정확

• 정보의 깊이와 수준, 평가

• 검열과 광고

• 이용자는 검색 교육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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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ook SearchGoogle Book Search

• 2004. 12월 시작 (Google Print)

• 제휴 도서관 (G5)

– Harvard University

– University of Michigan

– Stanford University

– University of Oxford

– New York Public Library

– 2005년1월 현재 총 1천8백만 권, 80%는 아직
저작권 효력유지

• OCLC WorldCat 서지데이터 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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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cholarGoogle Scholar

1.Title – Links to the abstract of the article, or when available on the web, the complete article.
2.Cited By – Identifies other papers that have cited articles in the group. 
3. Library Links (online) – Locates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work through your affiliated library's 

resources. These links appear automatically if you're on campus. 
4.Library Links (offline) – Locates libraries which have a physical copy of the work. 
5.Group of – Finds other articles included in this group of scholarly works, possibly preliminary, 

which you may be able to access. Examples include preprints, abstracts, conference papers or 
other adaptations. 

6.Web Search – Searches for information about this work on Google. 
7.BL Direct – Purchase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hrough the British Library. Google receives no 

compensation from this service. 

http://scholar.google.com/intl/en/scholar/librarylinks.html
http://scholar.google.com/intl/en/scholar/librarylinks.html
http://scholar.google.com/intl/en/scholar/librarylin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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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cholarGoogle Scholar

• OCLC Worldcat 검색

• 학술지 논문 in CrosRef
• 심층 웹 검색을 위하여 기타 디지털 정보원과 연계

- 예, library link program

• 신속

• 매우 포괄적: 찾고자 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

• 재미있고 쉽다, 소속감 느낌

• Aggregation and Meta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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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Open WorldCatWorldCat::

• 제휴 사이트

– Abebooks (abebooks.com) 

– Alibris (alibris.com) 

– Amazon.com (amazon.com) 

– Antiquarian Booksellers' Association of America (abaa.com) 

– Ask.com (ask.com) 

– Biblio (biblio.com) 

– BookPage (bookpage.com) 

– DirectTextbook (directtextbook.com) 

– Google, Google Scholar and Google Books (google.com, 
scholar.google.com, books.google.com) 

– Greenwood Publishing Group (greenwood.com) 

– HCI Bibliography (hcibib.org) 

– Yahoo! Search (search.yahoo.com) 

http://www.abebooks.com/
http://www.alibris.com/
http://www.amazon.com/
http://www.abaa.com/
http://www.ask.com/
http://www.biblio.com/
http://www.bookpage.com/
http://www.directtextbook.com/
http://www.google.com/
http://scholar.google.com/
http://books.google.com/
http://www.greenwood.com/
http://www.hcibib.org/
http://search.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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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ghtGreenRedLightGreen

• www.redlightgreen.com

• RLG 종합목록 가운데 학부생들을 위한 도서 1억2
천만권을 통합검색

• 표준 형식별 참고문헌 작성

• 도서관 링크

• Amazon 링크

http://www.redlightgr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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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우리나라 민간민간 포털포털 사이트의사이트의 학술정보학술정보: NAVER: NAVER

• 국립중앙도서관과 NAVER 2006년 3월 26일 국립
중앙도서관과 상호업무협정

– 2006년 5월 4일 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70
여만 장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NAVER 검색창
에서도 검색 가능

– 국립중앙 도서관이 구축한 무료 원문 DB로 확대
예정

• 고서 96,019책

• 관보 (1984-1945) 164종 147,133쪽

• 1945년 이전 361종

• 1950년 이전 연속간행물 3,036종
• 고전, 신문학 대표소설,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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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NAVER

• 책 http://book.naver.com/

http://bo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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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비스에의도서관서비스에의 도입도입

• 정보 광장

• 113개 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회원도서관 조사: 인터넷 검색엔진의 도입
- 도서관 홈페이지에 표시 38%
- OPAC에서 제공 5%
- Database 항목에서 제공 24%
- 주제별 연구가이드(subject research 

guide)에서 제공 13.5%
- 검색엔진 항목 19%

• 인터넷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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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Kentucky University Western Kentucky University ““Topper Info PortalTopper Info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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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의학술정보의 의미와의미와 범위가범위가 변화변화

학술정보

지식

대중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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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과제

• 민간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평가: “이용자 관점”

• 도서관 서비스의 원칙과 철학의 재확인

• 도서관 서비스의 역사와 축적된 지식/자원 활용

•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의 차별화
- 심층 웹의 검색
- 정보의 평가와 선정 과정
- 상업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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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과제: : 이용자이용자 요구의요구의 반영이반영이 무엇보다무엇보다 중요중요

• Market 조사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
- Web 2.0: 참여와 개방
- Library 2.0
- Wikipedia

• 이용자 생산 정보 (User-Created Content)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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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대응 또는또는 활용활용 전략의전략의 수립수립

•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 필요

• 제공 정보의 범위 규정, 제공 방법의 다양화 필요

• 무엇보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봉사 전략의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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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료

전시자료

PDAs
컴퓨터

학습관리시스템

대학포털
(홈페이지)l

수업자료
교재

개인장서

reading
lists

기관정보저장소

전자장서

E-reserve
목록

Licensed 
collections

Aggregations

Virtual 
reference

공유 목록

도서관
이용자

자원

교수/학습 지원 전략 구축을 위한

정보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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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도서관도서관”” 이용자에이용자에 집중해야집중해야

•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달리 대학도서관은 이용자
집단을 명확하게 규정 가능 이용자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해결

• “학부생”들의 요구에 관심

• 민간 포털 정보서비스와 차별화

• 이용자 자기 정보 관리 공간 및 시스템 제공
• My Library, 개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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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온라인과 오프라인의오프라인의 적절한적절한 조화조화

• 온라인의 개방성을 적절히 활용

• 도서관 공간과 오프라인 자료의 장점을 활용

- 원격 이용의 편의성 유지
- 도서관 홈페이지는 접근이 용이하고 친숙하게
- “포탈”의 개념 한 곳에서 여러 요구를 해결

- 도서관은 온라인 전자 자료 뿐만 아니라 인쇄 자
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유일
한 곳
- 시설과 환경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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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개방과 공유공유: : 협력체의협력체의 역할역할

• 전자 자원을 관리

• 변화하는 정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 전략을 마련

• 홍보, 이용자 요구를 개발

• OCLC의 예

• 도서관 장서의 공동 활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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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empsey (2005)L. Dempsey (2005)

인터넷 포털 서비스 도서관 OCLC의 대응

포괄적인 검색

결과를 바로 얻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

개방적

“이용자와 함께”

분산적
OpenWorldCat,
Group catalog

중간 단계가 필요 서비스 제공 경로를 통합

수동적
전체 장서 분석, 목록 개
선 등을 위한 노력

독점 웹 서비스 도입

도서관 중심 WorldCat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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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개방과 공유공유

• 도서관 장서의 Long Tail 

– 일부의 장서가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

20 대 80의 법칙 (최근 10 대 90까지)

– Google Book search
• G5의 전체 소장 도서 60%는 한 도서관에서 소장

• 5% 이하만이 5개 도서관 모두 소장

• 20%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움

– 인터넷은 참여와 공유를 위한 기반 제공

– Aggregation 용이

– 접근과 배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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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심화 요구요구 분야와분야와 확장확장 가능가능 영역의영역의 개선개선

• 교수/학습의 지원 확대
- 예, 리에종 서비스

• 참고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

• 주제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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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소장 정보 자원과 서비스의 가시성
(Visibility)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 접근점의 다양화 필요

• 한 장소에서 여러 과제를 해결하려는 이용자의 요
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방”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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