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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본(卷子本)

파피루스(papyrus) 점토판(Clat Tablet)

Information Media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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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Trends

인터넷이용자는 5년안에 Mobile User가 Desktop User를앞설것으로예측함. 지

금현재로서는더빨라질수도있음.     - Morgan Stanley(June 7,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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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volution

 Web 2.0 > Web 3.0 > Web 4.0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6

http://cfs4.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wNjM5OUBmczQ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yMDAwMDAwMDAwMS5qcGc%3D


Smart Phone

뉴미디어가 출연하여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으면 Trend, 500만명 이상이며 Fashion,  

1000만명이 넘으면 Culture가 된다.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7



Ebook Reader

디지털화된 전자책 시대의 도래

 인터넷 서점 아마존(Amazon)의 최고경
영자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2007
년 11월 뉴스위크(Newsweek)의 커버스
토리 “The Future of Reading”을 통해서
“책은 죽지 않았다. 다만 디지털로 향하
고 있을 뿐이다.” (Books Aren`t Dead. 
They`re Just Going Digital.)라는 유명한
말을 야심차게 남기며 킨들(Kindle)이라
는 전자책 리더기를 출시

 전자책 시장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였
으나, 그 대신 종이책 시장이 작아지고
있다고 하긴 어려움. 그 이유로 종이책
과 전자책의 사용성 문제가 그 원인의
중심에 있음

킨들DX를 소개하는 제프 베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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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 PC

 2010년 1월 애플(Apple)이
iPod, iPhone에 이어서 혁신적
인 실험의 결정체인 아이패드
(iPad) 출시

 전자책 리더기가 사용성 측면
에서 종이책의 장점을 어느 정
도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
가와 함께, 디지털 기기 고유의
사용자 경험을 최대화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
구가 필요

iPad를 소개하는 Apple의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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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Society 

유비쿼터스 사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인터넷, 
핸드폰
3,000만
가입자

모바일뱅킹
가입자 130만

지상파, 
DMB,
WiBro 
상용화

텔레매틱스
디지털 홈

1,000만 가구

4G, BcN 
시대

TV 방송
디지털화
완료

지능형
로봇

유비쿼터스
IT 기반

유비쿼터스
사회 발전

Netizen

Ubi-Nomad

 한국은 2007년 경부터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2015년 경이면 유비쿼터스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한국전산원, 2005)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U-Library

• 정보 알리미 서비스

-7/23 예탁금 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u-Message

u-Mobile

u-Guide u-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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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도서관 정보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관찰되는 두드러진 변화는
주제 전문화, 모바일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와 개방, 정보자원 공유
를 강조하는 Library 2.0과 오픈 액세스(Open Access), SNS 서비스의
확산

Subject Gateway Mobile Service
Library 2.0 & 

SNS, Open Access

 Online / Mobile service

 Ask a Librarian

 FAQ / Q&A / Chatting

 RFID/ QR code

 Ebook reader

 Transcoding 

 UCC/UGC

 PLoS

 Twitter

 facebook

 Dspace

 dCollection

 Wiki

 Blog

 Flickr

 Annotation

 Ajax

 Tagging

 Mash-up… … …

 Metadata

- DC, MODS

- FRBR

- GEM, IEEE/LOM

- GILS, CDWA

 Pathfinder

 Portal site 

 Semantic Web

정보서비스 발전방향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1



• 우수성 (excellence)
• 혁신 (innovation)
• 즐거움 (joy)
• 팀웍 (teamwork)
• 존중 (respect)
• 성실 (integrity)
• 사회적 이익 (social profit)

핵심적 가치(Core values)

(Leonard L. Berry)

 서비스 품질과 만족은 고객의 관점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인 도서관은 변화(Change)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보서비스의 핵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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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의 만족을 고려할 때, 도서관은 어떻게 우수성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우수성: Excellence(E),   변화하는 환경 : Changing Environment(CE) 

서비스 품질: Service Quality(SQ),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CS) 

생존: Survival(S),  번영: Prosperity(P),  도서관의 비전: Library’s Vision(LV)

Customer Service in CE leading to S and P = E(SQ + CS) - LV

 전통적인 경영모델에 집착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선택한 도서관은 점차
그들의 고객과 관계가 줄어들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상실할 것이다.

 계획(Plan)입안이 고객을 중심으로 하지않을 경우 계획은 정열적으로 도서관을

다음 세기로 발전시킬 수 없다.

(Darlene E. Weingand)

정보서비스의 핵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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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upport

Customer “Delight”

• 현재와 미래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
• 경쟁자에 비해 우월함

• 고객을 유지하고 유치
• 도서관 서비스를 추천하는 고객의 확보

• 약속된 것의 이행 : 잘못된 기대는 발생 안함
• 고객이 기대하는 것을 제공
• 기대 예측

From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to Customer “Delight”

정보서비스의 핵심적 가치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4



Smart Library Service

시멘틱
검색 위치기반

서비스

카메라
연동

증강
현실

My 
Library

희망
도서

시설
예약

SMS
전화

전자책
전자저널

멀티
미디어

온라인
참고 봉사 Push

SNS
서비스

Smart Phone, Table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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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남도서관

 국내 최초의

디지털도서관

 ELIT 

과학연구정보 포털

 LG사이언스랜드

청소년 과학 포털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읽어주는 도서관

 http://www.lg.or.kr

 http://www.lg-sl.net  http://voice.l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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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남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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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LG상남도서관 정보서비스

구 분

ELIT 사이언스랜드 책 읽어주는 도서관

http://www.lg.or.kr http://www.lg-sl.net http://voice.lg.or.kr

자료의
차별화

-과학포털서비스
-주제별 웹DB
-강의자료, 학술비디오 등

-청소년 과학 메타 DB
-멀티미디어 컨텐트
-과학송 등

-디지털 토킹북

시스템의
차별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통합서비스 시스템
(메타검색 기능)

-유비쿼터스 도서관
-웹서비스, 모바일

운영의
차별화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청소년(초중고학생), 교사 -독서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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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검색
- All in one 검색
- Open search

교육강의정보
- 강의자료
- 학술비디오

기술동향정보
- LG리포터
- 분야별 동향정보
- 해외동향정보

연구지원정보
-유학노하우
-논문발표 노하우
- 채용정보

Science
Portal

LG-E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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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과학교사, 학부모 등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학 리터러시
(Science Literacy) 향상과, 과학에 보다 더 친근해 질 수 있는 과학정보를 제공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

다양한 정보원

게이트웨이

재미있는 과학

컨텐츠 제공

과학정보 통합

서비스 기반 확립
과학정보탐색
길잡이 역할

청소년 과학포털

LG사이언스랜드

통합정보검색
- 정보찾기(메타검색)

- 주제별로 보기(디렉토리서비스)

멀티미디어

정보

- 사이언스 IQ       - 과학게임
- 과학실험 - 과학퀴즈
- LG사이언스홀

커뮤니케이션
- 과학자 탐방 - 과학진로/진학정보
- 사이언스클럽 - 뉴스레터서비스

부가 서비스
- 과학뉴스 - 과학사전
- 호기심해결사 - 과학영재코너
- 과학정보소양 - 내 과학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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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도서관

 LG상남도서관이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유비쿼터스 기술
을 이용해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세계
최초로 오픈

 2006년 4월 17일 서비스 시작

(http://voice.lg.or.kr)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도서를 들려주는 도서관으로, 시각
장애인은 전용 휴대폰 및 PC를 통해 언
제 어디서나 도서관 서버에 접속해 음
성으로 제작된 도서를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음

 책 읽어주는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
해 LG상남도서관과 LG전자, LG CNS, 
LG텔레콤, LG이노텍, 데이콤 등 유비
쿼터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G
의 IT분야 5개社들이 공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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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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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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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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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없는 디지털도서관

(The Digital Library has no barriers)

세계적인 지식정보 유통의 관문으로서의 디지털도서관

(The Digital Library is Global Knowledge 

Information Commerce Hub)

정보레퍼런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도서관

(The Digital Library provide Information 

Reference Service)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도서관

(The Digital Library invites participation)

정보리터러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도서관

(The Digital Library provide Information Literacy 

Service)

21

3

5

4

6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도서관

(The Digital Library is everywhere)

NDL : 디브러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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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도서관

공공
기관

장애인

외국인

전문가
그룹

디브러리 포털 플랫폼
국내
연계

국외
연계

다문화
포털

정책정보
포털

지역
포털

장애인
포털

메인
포털

개
인
화
서
비
스

검색
서비스

표
준
통
계
서
비
스

공유
서비스

참여
서비스

활용
서비스

맞
춤

도
움
말

포
털
시
스
템
평
가

디브러리 지식이용공간 (IC)

디브러리 장서
• 도서관

• 공공기관

• 민간포털

• 단체

• 개인

• 해외국립

도서관

• 해외지식

정보원

NDL : 디브러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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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URL특허번호

OpenURL

협력/연계

KIPRIS PMID

인용정보

인용정보
구독정보

링크센터 기반구축(2007)
- Knowledge Base 구축
- Link Resolver 개발
- 링크 마스터 개발
- Citation Matcher 개발
- 정보자원 간 밀겹합 및 융합

국가링크센터로 발전
-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협력강화
- 참고문헌 분담구축 및 공유
- 구독정보 연계
- 핵심솔루션 개발 및 공동활용

참고문헌, 인용문헌, 관련문헌의 전자원문 링크

참고문헌 자동파싱 및 매칭(Citation Matcher)

링크센터(CLICK) 주요기능

학술논문, 특허정보, 사실정보 융합 및 연계

Cooperative LInk Center in KOREA

링크센터

국내 최초로 구축한 국가적인 학술정보 링크센터로 전자원문에 대한 종합적인 Gateway 역할 수행

KISTI Servic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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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오픈 아카이브 (개인 레파지터리) 기초학문자료 DB
데이터 레지스트

리

인문 사회 예술/체육 복합

인력 DB

과제 DB

기관 DB

Activity
온톨로지

패싯기반
용어정의
시소러스

연구자네트워크분석

개인별 맞춤서비스
(RSS)

(데이터 레지스트리 기반)
의미기반 정보검색(예정)

(FRBR 기반) 
성과물 DB 검색

셀프 아카이빙
(BLOG)

연구자간
동적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레지스트리 기반]
주제 디렉토리 검색

심사후보자추천시스템

중복지원과제검색시스템

* FRBR: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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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SAS / S-SPACE

 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  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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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중앙도서관은 21일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

이패드 등 태블릿 PC를 기

반으로 한 새로운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 

서울대는 KT의 전자책 서

비스 ‘쿡(QOOK) 북카페’

와 연계해 전자책을 대출. 

중앙도서관은 11일부터 두

달간 전자책 단말기 60대

를 시범 도입해 대여 서비

스를 실시.

서울대도서관 전자책리더기 서비스

Amazon Kindle DX Apple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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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Information Service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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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Information Service

POSTECH 청암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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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file21.uf.tistory.com/original/170510284B024C9529F931


Mobile Information Service

DBPIA EBSCOhostRefWorks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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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국립도서관

 2013년 개관예정, 약 1000억원의 예산

세종시 주민및 공공기관 관계자를에게지식정보 및문화체험 공간을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행정/정책분야정보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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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 : 빛의숲(설계자: 우규승, 국제건축설계경기당선작)

 위 치 : 광주광역시(구, 전남도청 일원)

 규 모 : 부지면적 128,621m2, 연면적 178,199m2

 개 관 : 2014년

 주요시설 : 5개원 13개센터

 아시아문화를생산, 수집, 서비스하는사이버전당을구축

건립개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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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극장

• 중극장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 경영전략지원센터

• 문화예술콘텐츠개발센터

• 어린이체험관

• 아시아문화연구소

• 아시아문화자원센터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 문화콘텐츠기획창작센터

• 문화콘텐츠제작센터

• 복합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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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http://www.childrenslibrary.org)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HCI연구소와
Internet Archive의 공동 프로젝트로
구축

 2002년 11월 오픈.  현재 1,100여종의
책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3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의 고유한
언어로 된 자료들을 선정, 수집, 디지털
화

 조직하고 어린이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

IC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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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배경

 대부분의 디지털도서관들은 성인들에게 적합한 인터페이스로 디자인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디지털도서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

트

 검색, 브라우징, 검색결과 보기 등을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처리

 3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의 고유한 언어로 된 자료들을 선정, 수집, 디지털화,

조직하여 어린이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

 주요 특징

 디자인 파트너로서 어린이를 설계 시 참여시킴

 개발팀은 사서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자, 교육개발자, 비주얼 아티스트, 생물학

자,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사 등 여러 분야의 여러 세대에 이르는 멤버로 구성

 디자인 설계는 안정된 디자인 원칙을 정하였으며, 어린이들이 디지털도서관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웃음거리와 흥미거리가 있게 독창적으로 만듬

IC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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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 Search

 Location Search  Keyword Search

 Advanced Search

IC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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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세를
위한 SFW

7-11세를
위한 SFW

11-14세를
위한 SFW

Stories from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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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from the Web

 0~7세 어린이를 위한 S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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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from the Web

 7~11세 어린이를 위한 SFW  11~14세 어린이를 위한 S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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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The European Librar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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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L : The World Digit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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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a

 세계 최대 상업 온라인 도서관

(http://www.questia.com) 

 전 세계 250여개 출판사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음

 전문가가 선정한 학술도서, 저널, 잡지, 

신문, 백과사전, 연구토픽 등 이용

 학교 수업 지원 기능

 수준별 책 고르기 기능(Lexile 지수)

 자료에 어노테이션 기능(북마크, 하이

라이팅, 메모 …)

 규정에 맞는 각주 및 인용목록 생성을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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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a

독서 능력에 따라 수준에 맞는
책을고를 수 있는 객관적 지수,

책의 난이도를 100~1850까지
단계별 숫자로 표시,한마디로
책의 어려운 정도를 잰다.

Bookmark

Highlight Add Note

Quo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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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PLoS : Public Library of Science

 과학의 발전, 교육, 공익을 위하여 과학 및 의학 문헌이 전세계 과학자와 공

공에게 자유롭게 접근 되기를 바라는 과학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과학분야

공공도서관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

 198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하롤드 바무스박사와 미 스탠퍼드대 페트릭

브라운박사가 주도하여 설립

 주제분야
 PLoS Biology   : 2000년 10월 13일 창간(ISI impact factor 14.7)
 PLoS Medicine : 2004년 10월 19일
 PLoS Computational Biology : 2005년
 PLoS Genetics : 2005년
 PLoS Pathogens : 2005년
 PLoS Clinical Trials : 2006년
 PLoS ONE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PLoS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 설립 준비

- 하버드대학교 버크만센터
- 2011년 3월 1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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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J

 개요

 DOAJ :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http://www.doaj.org)

 OSI(Open Society Institute, 

http://www.opensource.org)의 재정

지원과 SPARC(Scholary Publishing 

and Academic Coalition, 

http://www.arl.org/sparc)의 주도로

운영. 현재 스웨덴의 Lund대학 도서

관이 Head office

 2003년부터 제공하는 오픈액세스 서

비스로 과학 및 학술저녈을 무료로

full-text를 제공하며, 모든 주제와 언

어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

 2011년 4월 현재 6395 저널과

551,010건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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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omas Jefferson Building

The John Adams Building The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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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작은책

세계에서 가장 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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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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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Facebook

YouTube Flickr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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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cast Blog

RSS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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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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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립도서관

 MS와의 서적 디지털화 프로젝트  전자책 리더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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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andpolicy.bl.uk/ImageLibrary/detail.aspx?MediaDetailsID=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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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립도서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귀중본(Treasures)

http://pressandpolicy.bl.uk/Resource-Library/British-Library-Treasures-App-2e5.aspx
http://pressandpolicy.bl.uk/Resource-Library/British-Library-Treasures-App-Home-Page-1-2f9.aspx
http://pressandpolicy.bl.uk/Resource-Library/British-Library-Treasures-App-Beowulf-2-2f8.aspx
http://pressandpolicy.bl.uk/Resource-Library/British-Library-Treasures-App-Library-Information-1-2ed.aspx


영국국립도서관

 Web Archive  Archival Sound Recordings

 Sound Map BL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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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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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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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도서관

BnF 홈페이지 Gallica 홈페이지

 디지털도서관 Gallica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의 소장 자료 중 특히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거나 백과사전류의 성격을 갖는 핵심자료들을 웹 사이트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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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도서관

 웹 2.0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다양하고 희귀한 자료

<뫼비우스의 띠>로 유명한
뫼비우스의 연구물

마르셀 푸르스트의 <읽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친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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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서관의디지털도서관 시스템으로 유럽연합 i2010 정보기술
전략(IT Strategy)에 의거, eContnetplus의 예산지원하에 수행함

유로피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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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피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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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폴 게티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 역사, 

교육 부분 박물관

 13년에 걸친 공사기간에 건축비만 10억

달러 투입. 1997년 12월 개관

 LA 샌타모니카 산등성이 건설된 초대형

전시실과 70만권 장서를 갖춘 도서관 등

기능별로 6개 건물이 있음

Getty Center / V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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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Center / V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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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Center / Villa : CDWA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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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디지털도서관(e-library)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 아이패드 등 다른 전자책 리더기 대여
(다양한 장르의 중국어 및 영어 작품 400여편)

- 노트북을 위한 책상 및 휴대전화 충전기

- 아이패드 등 다른 전자책 리더기 대여



 Web 2.0  영향력의 이해

 Web 2.0 과 Library 2.0의 주요 도구의 학습

 전자정보원과 프린트 포맷의 결합

 매체 독립적인 정보 이용과 제공

 통합검색과 OpenURL 표준을 적용한 개발

 이용자와 기술과 정보의 결합

 태깅, 폭사노미 등 이용자 주도 콘텐트

기술(description)과 분류의 적용

 비텍스트정보와 멀티미디어 특성의 결합

 롱테일(long tail)의 이해

 오래된 콘텐트와 새로운 콘텐트의 적절한

조화

 이용자에게 전문가 토론, 죄담, 커뮤니티의 실

습 및 참여를 연결

 이용자 주도 메타데이터와 이용자 생성 콘텐

트(UGC)와 논평(commentary)의 장려

 콘텐트, 전문가 의견, 정보전문가, 이용자를

연결하는 최신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이용

 누구나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드를 선택하

여 연결

 진보된 사회 네트워크의 이용과 개발

 대중의 지혜, 블로그와 위키의 역활과 영향력

의 이해

Librarian 2.0 striv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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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1) 주제 전문화, 2) 모바일 정보서비스의 증가
3) Library 2.0, SNS 서비스, Open Access 운동의 확대

 오늘날 사서는 무엇보다 도서관 이용자를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고, 최종이용자의 목표와 열망, 작업플로우(workflows), 사회 그리고
콘텐트 요구를 더 깊이 있게 이해

 e-learning과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을 지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배가

 이용자의 정보 찾기, 지식의 수집, 콘텐트 제작을 지원

 이용자의 삶, 일, 놀이를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초석을 만드는 것

 Librarian 2.0의 능력, 통찰력, 지식은 도서관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사서의 미래를 보증

Super Librarian
http://www.youtube.com/watch?v=Bu-TijjVs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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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Thank you ^^
곽 승 진, Ph.D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sjkwak@cnu.ac.kr
(042) 821-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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