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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장소

13:00 - 14:00 •등록  시 람

사비홀

14:00 - 14:20

•개회

  - 개회사 (KERIS 원장)

  - 격려사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 )

  - 환 사 (충남 학교 총장)

14:20 - 14:40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학도서 ․개인 시상

14:40 - 15:10 • 학도서 의 시론 : 3C 운동 (건양 학교 신숙원 부총장)

15:10 - 15:40 •문화기술(CT)와 학도서  (KAIST 원 연 교수)

15:40 - 16:10 • 학도서  발  계획 정책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 트랙별 문주제 강의  심층 토의

< /과장회의 >

16:30 - 17:20 •해외 학에서의 도서 평가 (숙명여  장윤  교수)

1층

사비홀 B
17:20 - 18:10

•도서  만족도 향상을 한 이용자와의 소통 략  

(이화여  장 민 도서 장)

18:10 - 18:30 • 학도서  정책 건의  자유토론

 <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

16:30 - 19:00

•정리 분과

  - 학도서  정리 아웃소싱과 품질( 남 학교 이유정 과장)

  - 주요 토의 내용(진행 : 앙 학교 임  운 원)

   ․ 학도서 에서의 목록 아웃소싱 사례

   ․ 학도서 의 목록 아웃소싱의 장단  

   ․ 학도서 의 목록  아웃소싱시 품질 리 방안

1층

달솔

•수서/연간물 분과

  - 학도서 의 수서 정책 소개(고려 학교 이상오 과장)

  - 주요 토의 내용(진행 : 서강 학교 조성원 운 원)

   ․수서 세부 업무별 심층 토의(국내자료, 국외자료, 기증자료, 연간물 

 자 )

1층

덕솔

1일차 : 2011년 5월 26일 (목) 

행 사 일 정 표



16:30 - 19:00

•상호 차 분과

  - KERIS 상호 차서비스(WILL) 통합 랫폼 구축(KERIS 정기  선임연구원) 

  - 주요 토의 내용(진행 : 충남 학교 박정이 사서)

   ․ WILL 통합 랫폼 구축에 한 회원기  의견 수렴

   ․ 렴하고 효율 인 국내외 학술자료 입수사례 공유 

   ․ 상호 차 수요층별 타겟 홍보 방안

1층 

은솔

•참고 사/열람 분과

  - 해외 학도서  서비스 사례 소개(USC 이선윤 사서)

  - 주요 토의 내용(진행 : 경희 학교 이용성 운 원)

   ․ 도서 과 사활동

   ․ 연속간행물 제본과 출

   ․ 사서 재교육 로그램 련

1층 

사비홀 A

• 산 분과

  - 온라인 도서 서비스의 실질 인 발  방향( 진 문 학 허석은 사서)

  - 주요 토의 내용(진행 : 주 학교 강상  운 원)

   ․ 신규 도서  서비스에 한 각 학도서 의 반응

   ․ SNS의 참여도  만족도

   ․ 도서 에서 운용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에 한 소고

   ․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 도서  서비스 운용시 문제  공유

지하 1층 

교육실

19:00 - 21:00  ○ 만찬
1층 

본디마슬

시  간 내                 용 장소

09:00 - 09:40 •정보 환경 변화와 정보서비스 (충남 학교 곽승진 교수)

사비홀

09:40 - 10:10 •[특강] 로벌 백제 (한국 통문화학교 이도학 교수)

10:10 - 10:20 •휴식

10:20 - 11:00 •주요 선진국의 학도서  발  략의 분석 (청주 학교 윤정옥 교수)

11:00 - 11:40 • 학도서  발 과 평가 (前 한국 학교육 의회 학평가원 이 호 원장)

11:40 - 11:45
•분과별 토의 결과 체 요약 발표 

  (한양 학교 양주성 사서커뮤니티 운 원장)

11:45 - 12:10 •경품 추첨

12:10 - 12:20 •폐회식 / 설문지 배포  수거

2일차 : 2011년 5월 2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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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경쟁력 제고 

 가입자 : 총 181만여명       월평균 검색 : 215만건      월평균 다운로드 : 143만건 

수집·가공 

전국대학  
공동목록 
(UNICAT) 

학술정보 
수집시스템 
(dCollection) 

행안부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해외 DB 
컨소시움 

대학강의 
공동활용체제 

민간 보유 
학술논문공유 

RISS Int. 
(한국학연구지원) 

교수� 
�(�7만여명�)� 

석박사�/대학생� 
�(�1�2�6만여명�)� 

기타회원� 
�(�4�1만�8천여명�)� 

연구원� 
�(�4만�8천여명�)� 

해외� 대학� 
�(�H�a�r�v�a�r�d� 등� 
� �9개� 기관�)� 

이용 

해외 

박사논문 
(원문) 

대학강의자료 
※WCU, 교육역량강화

사업과의 연계 

  국내 

학위논문 
(원문) 

종합목록 

상호대차 
(InterLibrary  

Loan) 

원문 
(Fulltext) 

해외 연구정보 

KOCW 
(대학강의 
공동활용) 

해외 유명대학  
강의록 

KERIC 
(교육유관기관 

보고서) 

대학도서관 협력체제 고도화 

  

해외 DB  

국가라이센스 
(126종 컨소시엄) 

전국 대학  

소장자료 

공동활용 

목록� �9�0�7만건� 
소장� �4천만건� 

�9�1만� �3천건� 

�1�1만건� 
해외� 핵심� �D�B� � 

�1�8종� � 

�1�,�7�6�9강좌� 
강의자료� �2만건� 

�1�1만� �9천건� 

학술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6�6�3개� 국내� 
대학도서관� 

생산 

�7�7�2개� 대학� 
부설연구소� 

�1�6�4개� 학회� 

일본�N�I�I� �1�,�2�0�0개� 
대학도서관� 

중국� �C�A�L�I�S� � 
�7�0�0여개� � 

대학도서관� 

미국� �O�C�L�C� � � 
�7만�2천여개� � 

도서관� 

교육유관기관� 
�(�K�E�D�I�,� �M�O�E�,� 
�K�R�I�V�E�T� 등�)� 

�1�0개� 권역별� � � � 
이러닝� 

지원센터� 

�R�I�S�S� 

해외대학  

강의자료 

국내학술지논문 
(원문) 

�2�7�8만건� �3�,�5�0�9만건� 

해외학술지논문 
(목록) 

2011. 3월 말 기준 

�2�0�1�1�.� �5�.� �2�6� 

학술정보� 공동활용� 현황� 및� � 
�2�0�1�1�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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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지표  가중치 

종합목록 

서지 구축 건수, 소장 추가 건수, 신규 서지    

채택 비율, 레코드 중복 교체율,  수정 건수,   

연간 증가 책수 대비 업로드 건수, 회원기관   

선호도, 검색 검수  

100 

상호대차/ 

소장정보 

[상호대차] 복사/ 대출 신청 및 제공 건수,     

신청 성공률,  웹신청 승인 및 제공처리 평균  

소요일수, 회원기관 선호도                      

[소장정보] 해외학술지 권호정보 제공건수 

100 

원문공유 

학위논문, 학술논문 원문 제공건수(절대평가),  

원문 제공비율(상대평가),                          

원문 피이용건수 (활용도)  

100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ㆍ유통� 기여도� 평가기준� 

평가 기준 

3 

학술정보� 공동활용� 현황� 

구 분 참여도서관 서비스 현황 

전국
대학
소장
자료
공동
활용 

종합

목록 

 전국 663개 도서관 참여  목록 907만건, 소장 4,335건 

 검색 44만건(월평균), 업로드 28만건(월평균) 

상호

대차 

 전국 542개 도서관 참여  문헌복사 연간 6만여건, 도서대출  

   9천여건 신청  

원문공유 
 dCollection 214개 보급 완료 

 ※ dCollection : 대학 학술정보 유통시스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원문 91만건,  

   학술논문 원문 278만건 제공  

해외학술정보 

공동활용 

 전국 201개 도서관 해외DB  

   컨소시엄 참여 

 국가 라이센스 DB 18종 도입  

 126종 컨소시엄 구성  

KOCW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전국 112개 대학 참여   국내 1,769강좌, 22,340건 강의자료 

 해외 연계 118,791강좌 

2011. 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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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5 

구분 수상교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상 

종합 

평가 

A 그룹 연세대학교 

B 그룹 신라대학교 

C 그룹 서일대학 

한국교육
학술정보
원장상 

사업별 

평가 

종합목록 고려대학교 

상호대차 부산대학교 

원문공유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년 수상교 선정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ㆍ유통� 기여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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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숙 원

(건양대학교 부총장)

기조강연 1:
대학도서관의 시론 : 3C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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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변화의 바람 

• Contents 

• Community 

• Communication 

• 대학도서관의 미래 
2 

대학도서관 時論 
Contents, Community & Communication 

2011. 5. 26 
싞숙원 

(건양대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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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 

• Information technology 

• Internet-based learning 

•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 Scholarly communications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scholarship 

• Multi-cultural society 

• Multiple careers 

 

 

4 

변화의 바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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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  인쇄형태 → 젂자형태 

    1980년대: 색인/초록 CD-ROM 

    1990년대 중반: 웹버젂 

    1990년대 말: Full-text 저널, e-Book 등장 

    2000년대 초: 대부붂 젂자저널화, 

    Google Books Projects,  

    연구도서관의 book digitizing projects 

     6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CONT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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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 도서자원의 구매 →  콘텐츠 Curating 으로 변화 

   -OA 저널 증가 (2003. 350 종 → 2006. 2,500 종) 
    

• Google, Google Scholar, 무료웹저널등 고품질 

   학술자료의 무료 제공 확대  → 도서관이  

   유일무이핚 자원 제공처 아님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다양핚 붂야의 실시갂 

   데이터 장서(Collection) 구축으로 변화 
8 

Old vs. New 

Biblioteca Angelica (Rome, Italy) 
안젤리카 도서관(로마) 

Salt  Lake City Public Library (USA) 
솔트레이크시티 공공도서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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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문자를 통핚 
지식의 기록 

-> 
도서관 등장 

구젂을 통핚  
지식의 젂수 

Archivy1.0 

Archivy 2.0 
Archivy 4.0 

Archivy 3.0 

디지털 혁명 
-정보의 홍수 
-정보의 가변성 
-정보의 모호함 
-자료가치 권위,싞뢰 모호 
-자료 검색 기능의 혁싞 
-……… 
 
 
 
 
 인쇄술 및   

복제술  
->  

지식 관리 및  
정보 교홖 

지식관리자인  
대학도서관의 
역핛 변화 

•Katz & Gandel “The Tower, the Cloud, and Posterity”의 내용을 그림 

10 한혜영, “대학도서관의 콘텐츠 변화에 따른 향후 발전 방향(2010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재인용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 정보 도구, 시스템 등에 젂문성 강화    

- 도서관은 더 이상 정보자원의 일차적 

  젆귺젅 아님 (Google, Naver, 도서관 숚서)   

    

   - 도서관은 정보탐색처가 아니라 정보를 홗용 

     하는 물리적인 공갂(spac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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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도서관 현황 

• 자료구입비 추이 

12 

*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조사대상기관 : 4년제 대학 269개 도서관, 전문대학 143개 도서관  

Contents Curating 

• 장서 구성의 변화 

•Lewis 2007 “A Model for Academic Libraries 2005 to 2025”의 <그림1>을 다시 그림 

도서관 
자원의 
비윣 

현재(2005) 10년후(2015) 15년후(2020) 

젂통적 특별 장서 
10% 

60% 
장서 구매 

디지털 콘텐츠 수집,보관 

75% 

11 

90% 

25% 

한혜영, “대학도서관의 콘텐츠 변화에 따른 향후 발전 방향(2010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재인용 



기조강연 1 : 대학도서관의 시론 15

우리 대학도서관 현황 

구분 
북미(ARL) 한국(상위 20위) 

평균 1위 113위 1위 평균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562 3,514 270 259 165 

학생 1인당  
대출도서 

26 102 6 35 17 

1기관당  
상호대차 

39,792 170,711 5,670 19,261 2,882 

1.  * 단위 : 천원 
2.  ARL 통계 : ARL Statistics 2007-2008 (123개 회원도서관 중 113개 응답도서관) 
3. 국내도서관과의 합리적 비교를 위하여 국내 도서관의 경우 재학생 2만명 
    이상으로 핚정 

14 

*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조사대상기관 : 4년제 대학 269개 도서관, 전문대학 143개 도서관  

우리 대학도서관 현황 

• 장서 증가 추이 

13 

*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조사대상기관 : 4년제 대학 269개 도서관, 전문대학 143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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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도서관 현황 

• 참고봉사서비스 비교 
 
 
 
 

 
 
 
*인쇄자료의 수서, 정리,관리 업무 축소  
                                          → 이용자 서비스 확대 

북미(ARL) 한국(상위20위) 

평균 1위 4위 62위 109위 1위 평균 

78,681 534,328 191,370 56,692 2,640 196,657 56,067 

(단위 : 회) 

16 
*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조사대상기관 : 4년제 대학 269개 도서관, 전문대학 143개 도서관  

우리 대학도서관 현황 

• 학생 1인당 대출도서수 비교 
 
 

 
 

• 이용자 교육 비교 
 

 

북미(ARL) 한국(상위20위) 

평균 1위 23위 71위 113위 1위 평균 

26 102 33 17 6 35 17 

북미(ARL) 한국(상위20위) 

평균 1위 98위 111위 1위 평균 

990 3,686 422 170 422 137 

(단위 : 회) 

(단위 : 책) 

15 
*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조사대상기관 : 4년제 대학 269개 도서관, 전문대학 143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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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Z 

• 대학싞입생은 평균 1,151달러를 디지털 기술 

구입에 홗용 

• 학생들은 어떤 매체보다 인터넷 선호 

• 재학생은 평균 9개 디바이스 소유 

• 93% 재학생이 핸드폰 소유(2009년 유엔미래

포럼 자료)* (우리나라 100%) 

• 학생들의 61%는 생젂 만나본 일 없는 사람들

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화, 그룹홗동에 참여 
18 

COMMUNIT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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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 : 신세대 직장인 성향 

• B (Broad Network & Spec) : 인갂관계가 넓고 
다양핚 스펙 추구 
 

• R (Reward Sensitive) : 보상에 민감 
 

• A (Adaptive) : 싞기술,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 
 

• V (Voice) :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 O (Oriented to Myself) : 회사보다 개인 생홗 
중시 

20 

• 학생들(전은이)은 주당 평균 6.5시갂을 Social 
Networking 사이트에 투자 
 

• 지식정보에 대핚 요구 → Ubiquitous web 
  any topic, anywhere, anytime 
    - 십대(Teens)의 젃반, 혹은 인터넷 이용 
      십대의 57% 는 잠재적 콘텐츠 생산자 
 

• Information consumers → Information 
   producers 

19 

Generatio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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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22 

정보 이용 현황 비교 

• 도서관 vs. Twitter vs. Facebook 
  

구분 재학생(이용자수) 접속수 

도서관* 1,682,000 145,557,000/year 

Twitter (S. Korea)** 1,819,199 113,700,000/week 

Facebook (S. Korea)*** 3,534,720 171,300,000/week 

* 2010년 1월 ~ 12월 (출처 : 2010년 대학도서관 통계붂석 자료집) 
** 2010. 10월 통계 (출처 : Oiko Lab, http://twitpic.com/2z7c41/full) 

*** 2010. 11월 통계(출처 : http://www.socialbrakers.com) 
21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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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ulture of Sharing 
 
• Social Learning 

  - Group/Team Study 

  - Collective Intelligence 

  - Mixture of Participants 

  -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I think, therefore I am.” 

   “I participate, therefore we are.” 
24 

 
Communication Behavior 의 변화 
 
• Multiple community 
   - Global community 
   - Virtual community 
   - Multiplicity of information consumers 
  
• 학문연구에 융복합적인 젆귺 
   - MIT Media Lab 
   - Carnegie Melon Univ. 의 ETC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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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EDU 

• 최다 젆속 보유 기관 현황(2011. 4) 

기관명 동영상 수 이용현황 

KHAN Academy 2,310 53,426,212 

MIT 1,726 23,972,445 

Stanford Univ. 1,244 19,763,477 

Carnegie Mellon Univ. 270 18,100,564 

Berkeley - Music 176 14,631,561 

UC Berkeley 2,097 9,577,331 

Yale Univ. 786 5,564,431 

Univ. of Michigan 879 4,261,801 

Open Learn 543 3,857,372 

26 

YouTube/EDU 

• 미국대학의 교육 콘텐츠를 핚 눈에 제공 

   - 젂 세계에서 하루에 2억명 이상 젆속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 매달 4.9 억명의 유니크핚 이용자 젆속 

      920억회 이상의 페이지뷰 발생 
      매달 이용자들이 2.9 억 시갂 보냄 – 
      이는 325,000 년에 해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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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Librarian 

• Baylor University에서 테스트 
 
• 토롞 수업에 Twitter를 홗용 도서관 사서를 실시갂 
   으로 참여하도록 함 
 
• 학생들과 교수의 질의 응답을 실시갂 모니터링하여  
   적합핚 자료를 토롞 시갂 안에 제공하는 역핛 
 
•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학생들의 정보홗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 
 
• 단젅 : 핚시갂 토롞 수업을 위하여 3시갂 투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갂이 각종 토롞 수업시갂을 위해 투자 
   될 수 있을지가 관건 

28 

YouTube/EDU 

- Apple: 200,000 대학강의 iTunes 통해 제공  
  
- 국제 학술회의, Conference 내용도 제공 
   
- 대학 교수가 자싞의 강의 Abstract 직젆 제작
하여 YouTube 통해 공개 

  “It’s not that the students aren’t interested, 
and it’s not that the teachers are bad. It’s 
because you haven’t found a way to sell 
that to them. (Lehigh Prof.)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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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FB) for Libraries and Librarians 

• MSU Libraries 에서는 도서관 귺로장학생들을 
위하여 페이스북 홗용 

 

• 귺로장학생들을 위핚 페이지 개설하여 학생들과 
도서관 사서와의 소통 경로 홗용 

 

• 학생들은 이메일이나 면대면 방법보다는 페이스
북을 홗용하여 도서갂 업무 및 각종 업무 관렦 
고려 사항에 대하여 훨씬 홗발하게 논의 

30 

FaceBook (FB) for Libraries and Librarians 

• 미국 학부생의 85% 이상이  페이스북 홗용 
 
• 사서는 페이스북을 홗용하여 개인적인 네트워크 
뿐 아니라 도서관 홍보 가능 

 
• 특히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홗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손쉽게 제공 가능 

 
• 이미 “Librarians and Facebook” 계정에는 7,000
여명 이상의 사서들이 참여하여 도서관의 미래에 
대하여 홗발히 토롞 중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221090133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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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대학도서관 

32 

FaceBook (FB) for Libraries and Librarians 

• 페이스북에 내장된 “JSTOR”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스북에서 자관 JSTOR 검색 가능케 함. 

 

• WorldCat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스북에서 자
관 및 WorldCat 검색 바로 가능케 함. 

 

• WorldCat의 “CiteMe” 어플리케이션은 페이
스북 이용자들의 책과 논문에 대해 바로 인용
가능하도록 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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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생존을 위해 물어야 할 질문 

• 국내외 다양핚 디지털 자료, OER, 스마트 폰 
등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된 이용자의 지식정
보 요구에 대핚 대처는? 

 
• 국내외 연구자 사이의 지식공유 및 social 

network 구성을 위핚 도서관의 역핛은?  
 
• 다양핚 도구에 흩어져 있는 지식/정보를 개인  
에게 맞춤형으로  어떻게 제공핛 것인가? 

34 

도서관이 생존을 위해 물어야 할 질문 

• Is Library to go? 

• 도서관 장서는 무용지물인가? 

• 도서관과 사서는 필요핚가?  

• IT Departments 만으로 충붂핚가?  

• 연구자, 또는 지식정보가 필요핚 사람이 

   꼭 도서관에 와야 하는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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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래의 대학도서관 

• 젂통적 장서는 무용지물인가?  

   - 디지털 자료 및 젂 세계에 널려있는 각종 

     정보를 실시갂으로 수집하고 데이터화 핛 

     수 있어야 함. 

 

   - 정보를 찾기보다는 널린 정보를 홗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지원 

 

   

 

36 

도서관이 생존을 위해 물어야 할 질문 

 
• 과학연구자의 연구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해
서 어떤 도구를 제시핛 것인가? 

 
• 지역사회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민자
치센터로서의 스마트 도서관의 역핛은? 
 

• 도서관이 대학 구성원의 젃대적 지지를 받으
려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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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은 소수 연구자들만을 위하여 고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 

–  페이스북, 트위터 등 보다 이용자 홗용도 높은 

사이트를 경유핚 대중적인 젆귺 경로를 찾아야 

함. 

38 

도서관: 지식관리센터 

도서관: 지식관리센터 

• 대학도서관: 대학의 총체적 지식관리센터 

    - 대학의 지식, 정보를 저장, 유통, 관리 

    - 대학의 지적 자산 관리, 유통 책임    

    - 대학이 생산하는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 융합지식 창출하는 학구적 홗동 지원 

    - 연구자, 이용자의 연구/학습 능력 향상 

    - 연구자의 연구시갂 단축을 위핚 지원 

    -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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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교육 

• 대부붂의 시갂을 인터넷에서 보내는 이용
자들과 social network service로 소통하는 
도서관 

    - Information consumers → information 
       producers 
    - Homogeneous users → multi-cultural               
      groups 
    - One way flow of information → Multiple- 
      way flow of information 
 
   

40 

도서관 사서의 새로운 역할 

도서관과 사서는 필요없다? 
 

• IT Departments 만 필요핛뿐? 
–  정보기술의 발달이 도서관의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나 기술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
일 뿐, 콘텐츠의 품질 확보는 도서관의 역핛 
 

• SNS와 검색엔짂이 참고봉사 서비스를 대체? 
–  싞뢰가능핚 정보를 찾고 홗용핛 수 있는 교육
을 받은 사서가 SNS 서비스를 홗용하여 참고
봉사를 핛 수 있어야 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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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도서관의 역할 

• 연구자와 학생들을 위핚 연구윢리 교육 

   - 타인의 저작물 이용시(인쇄,사이버 자료) 

     documentation 에 대핚 교육 
 

   - 특히 사이버 공갂의 자료에 대핚 저작권 

     문제, 표젃 등 윢리교육에 적극 개입 

42 

이용자 교육 

• 기존의 웹DB 이용 교육이나 정보검색법이 아
닌 수업과 연계된 정보홗용법에 대핚 교육 필
요 

 

• 정보홗용을 위핚 정보도구, 시스템 지원하고 
그 홗용도에 대핚 젂문적 교육을 수행 

 

• 정보 도구, 시스템 등에 젂문성 강화 
(CMS 연계, 참고문헌 정리 등의 Bibliographic  
 tools (EndNotes, RefWorks)교육)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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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44 

 
 

    오늘의 나를 있게 핚 것은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핚 도서관이었다. 
 

                           Bill Gates 

43 

21세기 도서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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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 연

(KAIST 교수)

기조강연 2：
문화기술(CT)와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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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개인적 경험 
 

• 원론적 이슈 
– 산업의 문화화,  문화의 산업화 
– 산업들 갂의 융합 

 
• 새로운 융합 분야들 

 
• CT와 도서관 

–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 

CT와 대학도서관 

2011.  05.  27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원광연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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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Technology (1994) 

• Movement 
– Technology + Socio-Humanities + Art 

 

• Technology 
–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goods and culture 

industry 
 (e.g., games, movies, musical instruments, tourism, …) 
– To avoid re-inventing the wheel 
– To create synergy 

Culture 
Technolog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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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분야로 채택 

• KISTEP 국가젂략기술분야 우선순위 공청회 
 (2001. 11) 

차세대성장산업으로 채택 

• 국가경제자문회의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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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지도 (2002. 11) 
 
– “정보, 지식, 지능화 사회 구현”을 위핚 14개 젂략제품의 
하나로 “문화콘텐츠”가 정의됨. 
 

– 문화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핚 4개 핵심기술과 2개 
관련기술이 도출되었고 각 기술의 로드맵이 작성됨. 
 
• 디지털 정보디자인 기술 
• 문화원형복원 기술 
• 디지털 콘텐츠 저작도구 기술 
• 게임엔진제작 및 기반기술 
• 영화,영상,디지털미디어 표준기술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 과학기술기본계획 2002~2006 (2001. 12.) 
 
– 미래유망싞기술의 하나로서 CT(문화기술)가 정의됨 

 
– 3개 분야, 7개 기술로 세분화됨 

• 문화콘텐츠분야 
–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 디지털영상,음향 디자인기술 
– 영화,영상,디지털미디어 표준화 기술 
– 디지털콘텐츠 저작도구 
– 게임엔진제작 및 기반기술 

• 생활문화분야 
– 사이버커뮤니케이션기술 

• 문화유산분야 
– 문화원형복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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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C  = Content 
 
T  =  Technique 

문화관광부 정책에 반영 

• 콘텐츠 코리아 비젂 21 (2001. 6) 
 

•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2003~2007 (2002) 
 

•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젂 보고회 (2003. 12) 
 

•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종합계획 (200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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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대학원 (2005) 

 

반대론 

• 선진 사례? 
 

• IT의 응용분야 
 

• 실체? 정체성? 
 

• 융합 불필요 
 

• 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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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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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문화 

IT 
바이오 

자동차 

교육 

농업 

현재 

 

 문화산업 
자동차 

바이오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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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발전 비전보고서 
(2004, 2008, 2009) 

 

문화콘텐츠산업 
(문화 IP) 

문화산업 
(기능성+문화 IP) 

창조산업 
(문화산업 + 생활) 

The Meaning of Places, 
Intel Workshop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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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Push-Pull 효과 

기술 및 산업 문화 

교육 

과학기술 

제조산업 

국토개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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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융합분야 

• 디지털 문화유산 
 

• 디지털 패션 
 

• 디지털 젂시 
 

• 디지털 공연 
 

• 디지털 교육 

문화산업 
창조산업 

문화기술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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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패션 

디지털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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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 

디지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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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as a Media 

• Comparison to other media 
– TV, Newspaper 
– Internet portal services (Google, Naver, Daum, …) 

 
– Centralized 
– Divergence model 

 
• Library 

– Centralized 
– Convergence model 

CT + Library 
• Library as the Cultural Hub 

 
• Library as a Media 
 
• Library Science     Library Science ++ 

 
– Library  Technology 

 
– Information Science     i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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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as the Cultural Hub 

• Amenities 
– Coffee shop 
– Gift shop 
– Theater 
– Art gallery 

 
• Social Network 

– Meeting rooms 
– Audi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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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cience ++ 

• Library Technology 
 

• Information Science   iSchool 
 
– Classification 
– Information retrieval 

 
   +  
 
– Information user behavior 
– Information soci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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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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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2 

3 학술자원 관리 체계 구축 

4 학술자원 확충 

5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 

2 

2011년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 

2011. 5.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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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수 소장책수 
(천책) 

열람석수 
(석) 

직원수 
(명) 

자료구입비 
(백만원) 

대출책수 
(천책) 

일반대학 국공립 26 25,429 70,721 626 52,401 5,271 

사립 153 78,105 258,110 1,347 141,879 18,356 

소계 179 103,534 328,831 1,937 194,280 23,627 

전문대학 국공립 9 404 1,929 14 321 59 

사립 131 10,987 63,558 279 8,043 1,822 

소계 140 11,391 65,487 293 8,364 1,881 

교육대학 10 2,004 8,506 65 1,999 760 

산업대학 12 3,937 11,392 62 5,366 633 

기   타 37 2,805 7,647 125 6,928 309 

전   체 378 123,671 421,863 2,518 216,937 27,210 
4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총계 

1-1. 대학도서관 현황(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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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6 

 대학의 교육연구지원을 위한 학술정보자원의 절대 부족 
- 우리나라의 재학생 수 2만명 이상 대학도서관의 평균 소장 책 수는 1,914천책, 구독 학술지
종 수는 3,915종으로 각각 ARL 113위, 82위 수준에 불과 

 최신 학술자원 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부족 
- 우리나라 4년제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109천원으로 ARL 최하위인 Kent 
State Univ.의 40%에 불과 

  대학 간 지식정보격차의 심화 
- 최상위 20개 대학도서관의 평균 소장 책 수는 1,644천책, 자료구입비는 4,349백만원인데 비
해 최하위 20개 대학도서관은 각각 8천책, 3백만원에 불과  

-  전문대학도서관은 4년제 대학도서관과 비교 시 소장 책 수는 14%, 직원 수는 19%, 자료
구입비는 5.5%에 불과 

구분 대학수 소장책수 
(책) 

열람석수 
(석) 

직원수 
(명) 

자료구입비 
(천원) 

대출책수 
(책) 

일반대학 국공립 26 978,021 2,720 24.1 2,015,432 202,747 

사립 153 510,491 1,687 8.8 927,312 119,972 

소계 179 578,400 1,837 11.0 1,085,363 131,995 

전문대학 국공립 9 44,954 214 1.6 35,687 6,561 

사립 131 86,868 485 2.1 61,396 13,911 

소계 140 81,367 468 2.1 59,743 13,439 

교육대학 10 200,349 851 6.5 199,898 76,009 

산업대학 12 328,118 949 5.2 447,203 52,781 

기   타 37 75,806 207 3.4 187,239 8,340 

전   체 378 327,171 1,116 6.7 573,908 71,986 
5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평균 

1-2. 대학도서관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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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 특성화된 전문 학술정보센터로서의 대학도서관 육성 지원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 학술자원 공동 관리 체계 구축 외국 학술자원 확충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 대학도서관 평가 

- 대학도서관 직원 직무역량 강화 

- 대학도서관 발전 유공자/기관 발굴 

- 국가 학술자원 관리 시스템 운영 

- 대학 생산 학술자원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 의학학술정보종합시스템 개발·운영 

- 학술자원 디지털배송시스템 운영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 외국학술DB 공동활용 지원 

 

8 

1-5. 비전 및 추진체계 

 제14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시“대학도서관활성화방안”심의·확정('02.11)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dCollection) 구축·운영('04~)  
- 학위·학술논문의 온라인 원문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학도서관 발전계획(2009~2013) 수립('08.1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발의('09.2.2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7개로 확대('09.12)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전북대 

 외국 학술DB 공동 활용 사업 시작('10.7)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실시('10.7~11) 
7 

1-4. 주요 정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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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추진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1년 추진 계획 

10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책무성 부여  

   등 대학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 진흥을 도모 

 '08.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09 교과부 과제로 확정 

 '09.02. 대학도서관진흥법(안) 발의(정두언 의원 등 21명)  

 '10.03.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 예비검토보고서 제출 

 '11.03. 국회 교과위 소위 계류 중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정법 절차에 따라 연내 제정되도록 진력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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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도서관 평가 정착(2)  
 2011년 추진 계획 

12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지연에 따른 법적 근거의 미비로 자율평가 실시 

 대학도서관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격년제 평가 실시 

 '11년에는 전문대학도서관, '12년에는 4년제 대학도서관을 평가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 

 평가 자체의 전문화·고도화 및 평가 결과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근본적인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의 확립을 통한 평가의 합리성 확보 

 각종 대학평가 및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2-2. 대학도서관 평가 정착(1)  
 추진배경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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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유도를 통해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반 조성 

 대학도서관 진단 및 우수 서비스 발굴·확산을 통해 대학도서관 활성화 유인 

 일선 대학도서관의 평가 요구(의견조사 결과 95.7%가 평가 찬성, '09.07.) 

 '10.07.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실시 기본계획 수립(차관결재) 및 발표 

 '10.07.~11. 정책연구를 통한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실시 

 공모에 참여한 58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 

 계량지표 및 특성화지표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장 실사 등 3단계 평가 및 지표 개발 

 3개 특성화 분야, 대학 규모에 따른 9개 그룹 구분 평가를 통해 10개 우수 대학도서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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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최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14 

 전국 대학도서관 관계자들 간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최신 동향 파악,  

   학술정보서비스 성과의 교류·확산, 대학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 기회 제공 

 2010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최  

 대학도서관 관계자 377명 포함 총 500여 명 참가  

 대학도서관 주요 현안 논의, 정책 발표 및 현장 의견 수렴, 유공자(기관) 발굴·포상 

 5개 분과별 전문 주제 토의 및 발표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최 

2-3. 대학도서관 직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13 

 대학도서관 직원 재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학술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와 정보 

   요구의 다변화·전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역량 확보 지원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 4개 교육과정 운영(113명 이수)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개최 : 4개 분과 세미나 개최(552명 참석) 

 대학도서관 직원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교육 기회 확대(2회 증설, 6회 운영) 

 대학도서관 현장 의견 수렴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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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 학술자원 현황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16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rinfo.mest.go.kr) 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학술자원 

   보유·활용 현황 등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현황 관리 시스템 운영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조사 및 대학도서관 평가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통계 관리의 일원화 및 개별 대학도서관의 업무 부담 경감 

 학술자원 통계 관리 체계의 지속적 개선 및 연계 활용도 제고 

 통계분석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학술자원 관리 체계 구축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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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18 

 의학도서관, 병원도서관 등 의학 관련 학술정보 유통·관리기관 간 연계 및  

   학술자원 공동 활용을 통해 의학 분야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원 

 57개 의학도서관, 127개 전문도서관 등 184개 기관 참여로 연간 4만여 건 공동 활용 

 이용자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신규 개발(MEDLIS ULM) 

 학술지종합목록구축시스템 신규 개발로 DB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환경 제공  

3-2. 대학 생산 학술자원 공동 활용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17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등 대학·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주요 학술자원 수집·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으로 국가 학술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도 제고 

 학술자원유통시스템(dCollection) 보급·운영 : 2천2백여 개 기관 참여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원문 340만건 구축·연계로 연간 1,975만건 서비스  

 학술자원 수집·디지털화 및 품질 관리 강화 

 학술자원유통시스템 고도화로 이용자 친화적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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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원 확충 4 

20 

3-4. 학술자원 디지털배송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19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시 인쇄 학술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전송함으로써  

   학술자원 공유의 속도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디지털배송시스템(dCUBE) 개발·운영으로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처리  

   시간을 평균 4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 

 2010. 3. 1. 서비스 개시 / 8,609건 서비스(전체 상호대차의 10%)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이용 활성화로 학술자원 공동 활용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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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 학술DB 공동 활용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22 

 핵심 외국 학술DB의 대학라이선스 구독 및 전 대학 공동 활용으로 국가적                                                              
차원의 가용 학술자원 확충, 예산 절감 및 대학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도모 

 핵심 외국 학술DB 17종을 대학라이선스 구독하여, 연간 912만건 공동 활용 

 원문(Full Text) 중심의 외국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종 수 확대 

 전문대학 등 특성화된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 학술DB 도입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핵심 학술자원 발굴·확충  

4-1.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21 

 학문분야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핵심 외국 인쇄학술지를 망라적
으로 수집·보존 및 공동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및 개별 
대학도서관의 인력·예산·공간 절감 

 7개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핵심 학술지 6,537종, 논문 
585만편을 확충하고 상호대차를 통해 연간 13,420건 공동 활용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핵심 학술지 확충, 공동 활용 시스템 개선 및 홍보로 학술자원 활용도 제고 

 사회과학 분야 2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추가 지정(행정·경영학, 교육·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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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국가적 차원의 가용 학술자원 지속적 확충 
 

 

 

 

 국가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활성화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구축 

24 

 외국 학술DB 국가라이선스 구독 지속적 확충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추가 지정 및 지원금 합리화 

 대학 생산 학술·연구 성과물 디지털화 지원 

 학술자원 현황 관리 시스템(rinfo), 학술자원 유통 시스템(dCollection), 학술자원 디지털 배송 시스템 

   (dCUBE), 의학학술지 종합정보시스템(MEDLIS) 등 학술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고도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적극 추진 

 대학도서관 평가 제도 정착 및 운영 합리화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   

향후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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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26 

5-2. 기대효과 
 국가 학술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구입 예산 절감 

 

 대학·연구자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25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핵심 학술자원의 지속적 확충으로 국가의 학술연구 역량 강화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을 통해 개별 대학도서관의 중복 구독을 방지 

 국가적 차원의 핵심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으로 대학 간, 연구자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학술연구 환경 제공 





관/과장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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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Needs for Assessment 

 

Assessment Tools 

 국내 평가지표 

 해외 평가지표  

 

Assessment Results?  

 Now What? 
 

 

해외대학에서의 도서관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윤금 

2011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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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ssess? 

“In an age of accountability,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n effective…process to evaluate and 
compare research libraries.” (Kyrillidou and Young, 2005) 

 

“Assessment cannot be seen as a separate  
‘management activity’  but must be appreciated  
and valued by all members of the culture  
and assumed to be part of their regular work.” 

(Lakos and Phillip, 2004) 

Questions   

Why are we conducting this assessment? 

 

What you want to know? 

 

What time/financial costs will we incur? 

 

Will the assessment support the goals of 
the overal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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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Focus of Library Assessment 

 Inputs/outputs → Outcomes 

 Library Performance → Service Quality 

Quantitative Measures → Qualitative Measure 

”…only customers judge quality; 

all other judgments are essentially 

irrelevant” (Zeithaml, Parasuraman, Berry, 1999) 

Students… 
Enrollment? 

Learning? 

Experience? 

Achievement? 

Retention? 

Graduation rate? 

Success? 

Faculty… 
Teaching? 

 

 Library IMPACT 
 Library Contributions 

in the form or 
resources and 
services 

변화하는 대학환경과 대학도서관 

Source: Oaklea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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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도서관평가-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 1주기) 
( )는 평가 가중치 

출처: 핚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2001, p. 3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5. 시설 설비영역 
(100) 

5.2 교육 지원시설 
(32) 

1. 도서 확보의 적젃성 
(8) 

재학생(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 수 
확보된 도서의 질 

2. 열람 좌석의 확보 
(4) 

열람좌석 당 재학생(학부+대학원)수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 

3. 국내외 정기갂행  
학술지의 구독 
(4) 

학과 당 평균 정기갂행 학술지 구독종수 

6. 정보처리 체제의  
구축 및 운영 
(4) 

젂산체계 및 LAN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 및 행정을 위핚 홗용 정도 
도서관 젂산화 정도 

6. 재정 경영영역 
(100) 

6.2 예산편성 및 
운영(26) 

4. 도서구입비의 규모 
(4)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해외 Library Statistics 

ARL Statistics – 미국, 캐나다 대학도서관 

 

CAUL Statistics – 호주, 뉴질랜드 

 

CARL Statistics – 캐나다 

 

SCONUL – 영국 

 

 IFLA – Statistics and Evaluat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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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협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 )는 평가 가중치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가중치 주 요 지 표 

   1. 이용자        

    서비스(14) 

      [23%] 

 1. 도서관 소장 장서 관외대출 실적(3)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연갂 대출 책 수 

 2. 상호대차, 원문복사 교류실적 (3)                                    최근  3년갂 연평균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교류 실적  

 3. 서비스 개선 실적 (2)  최근 3년갂 서비스 개선 실적 

 4. 이용자 교육의 적젃성 (2)  최근 3년갂 이용자 교육 방법 및 실적 

 5. 지역사회 봉사 (2)  최근 3년갂 지역사회에 대핚 개방 정도 

 6. 특성화를 위핚 자료수집 혹은 DB구축 실적 (2)  최근 3년갂 특성화를 위핚 자료수집 혹은 DB구축 실적 

   2. 정보화(10) 

      [17%] 

 1. 정보처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의 적젃성 (2)  도서관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2. DB 구축 (6) 

 소장 장서 수 대비 서지DB 구축 장서 수 비율 

 자관 구축 젂문(Full Text) DB 구축 실적 

 최근 3년갂 연평균 외부 DB 도입 금액 

 3. 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실적 (2)  최근 3년갂 연평균 공동 목록 및 DB 구축 실적 

   3. 자료(14) 

      [23%] 

 1. 장서확보의 적젃성 (4)  재학생 1인당 장서 수 

 2. 장서확충 실적 및 구입 단행본의 평균단가 (3)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평균 장서증가 수 및 구입 단행본의 평균단가 

 3. 연속갂행물 구독 종수 및 종당 평균단가 (5) 
 최근 3년갂 학과(젂공)당 외국 연속갂행물 구독종수 및 종 당 평균단가 

  최근  3년갂 학과(젂공)당 국내 연속갂행물 입수 종수 

 4. 비도서자료 구입의 적젃성 (1)  최근 3년갂 연평균 비도서자료 구입액 

 5. 장서폐기의 적젃성 (1)  최근 3년갂 증가 수 대비 폐기 정서 비율 

국내대학도서관평가-2(1)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2001, p. 8 

국내대학도서관평가-1(2) 

20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 2주기) 

( )는 평가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6. 교육영역 및 지원 
체제 영역 (80) 
(학부 평가기준) 

6.4. 정보지원 체
제(23) 

6.4.1. 도서 및 정보
자료의 확보와 홗용 
상태 (15) 

1. 재학생 (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수 (4) 

2. 최근 3년갂 구입핚 도서의 질 (구입단가) (2) 

3. 대학구성원의 도서 홗용 정도 (2) 

4-1. 대학의 정기갂행 학술지 (도서형태) 구독 종
수 (1.5) 
4-2. 대학의 젂자저널 구독 종수 및 홗용 현황 
(1.5) 

5.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홗용(2) 

6. 대학갂 정보자료의 공유체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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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도서관평가-3(1)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평가 일반지표 및 공동홗용지표 (400점) 

구 분 지 표 
배

점 
비고  

일반지표 

(200) 

예산 

(70) 

도서관자료구입비/대학총예산 30 

    대학의 도서관 투자에 대핚 핵심 지표로 

가중치 부여 

재학생 1인당 연갂자료구입비 20          

최근 3년갂 자료구입비 증가율 20 

인력 

(70)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직원 수 30 

-    도서관 직원수 및 사서 직원수의 경우 

      정규직 1.0, 비정규직 0.25로 적용 

재학생 1,000명당 사서직원 수 20            

직원 1인당 평균 교육․연수 참여시갂 20 

서비스 

(60) 

도서관방문자수/봉사대상자 수 20 

대출책수/봉사대상자 수 20 

도서관홈페이지접속건수/봉사대상자 수 20 

한국도서관협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 )는 평가 가중치 

국내대학도서관평가-2(2)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2001, p. 8 

   4. 인적자원(10) 

       [17%] 

  1. 직원 수의 적젃성 (3)  직원 1인당 장서 수와 재학생 수 

  2. 직원 구성의 적젃성 (3) 
• 젂체도서관 직원수 대비 사서직원수 비율 및 사서 자격증  

평가지수 

  3. 젂문직 관리자 및 부서장 보임의 적젃성 (2)  관리자 및 부서장의 젂문직 보임 비율 

  4. 직원 재교육의 적젃성 (2)  최근 3년갂 연평균 직원 재교육 실적 

   5. 시설(6) 

       [10%] 

  1. 도서관 공갂확보의 적젃성 (2)  재학생 1인당 도서관 면적() 

  2. 열람좌석 확보의 적젃성 (1)  열람좌석 당 재학생 수 

 3. 적정홖경의 유지 및 이용자 편의 시설 (3)  ․    냉난방시설을 비롯핚 제반 홖경 및 각 종 이용자 편의시설 

   6. 예산(6) 

       [10%] 

  1. 도서관 예산의 적젃성 (3)  최근  3년갂 대학 젂체예산(경상예산) 대비 도서관에 산 비율 

  2. 자료 구입비 규모 (3)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자료구입비 

총60점 

[100%] 
       총 2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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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평가지표 사례  

ACRL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2004) 

 

 LIBQUAL+ 

 

Asian Online Statistics (CAVAL)   

공동홗용 

지표(200) 

종합목록 

(50) 

 온라인 서지․소장 구축 건수 10 

- 대학도서관의 평가는 개별 대학도서관

의 발젂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학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교육․연구에 필요핚 

정보자원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및 

시갂 젃감을 위핚 국가정책에 기반 

 

- 따라서 개별대학이 젂체 대학의  

   학술정보 공동 홗용에 기여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에 가중치 부여 

 수정․통합․삭제 건수 10 

 연갂 증가 책(종)수 대비 업로드 건수 20 

 종합목록 회원기관 선호도  10 

상호대차 

(70) 

 상호대차 원문복사 제공 건수 20 

 상호대차 도서대출 제공 건수 10 

 상호대차 원문복사․대출 제공율 20 

  상호대차 제공처리 평균 소요 일수 10 

  상호대차 회원기관 선호도 10 

원문공유 

(80) 

  학위논문 원문 제공 건수 20 

  학술논문 원문 제공 건수 20 

  학위논문 원문 제공 비율  20 

  학술논문 원문 제공 비율  2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대학도서관 평가 안내, p. 5 

국내대학도서관평가-3(2)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평가 일반지표 및 공동홗용지표 (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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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ibraries 
English LibQUAL+™ Version 

4000 Respondents 

QUAL 
 
 
 
 

QUAN 
 
 
 
 
 
 

QUAL 
 
 
 
 

QUAL 
 
 

QUAN 
 
 
 
 
 

QUAL 

PURPOSE                    DATA                 ANALYSIS                   PRODUCT/RESULT 
Describe library 
environment; 
build theory of library 
service quality from 
user perspective 
 
 
 
 
 

Test LibQUAL+™ 
instrument 
 
 
 
 
 
 
 
 

Refine theory 
of service quality 
 
 
 

Refine LibQUAL+™  
instrument 
 
 
 

Test LibQUAL+™  
instrument 
 
 
 
 
 

Refine theory 

Unstructured interviews 
at 8 ARL institutions 
 
 
 
 
 
 

Web-delivered survey 
 
 
 
 
 
 

 
 

Unstructured interviews at 
Health Sciences and the 
Smithsonian libraries 
 
 
 
 
 
 

E-mail to survey 
administrators 
 
 
 

Web-delivered survey 
 
 
 
 
 
 

Focus groups 

Content analysis: 
(cards & Atlas TI) 
 
 
 
 
 

Reliability/validity 
analyses: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SEM, descriptive statistics 
 
 
 
 
 

Content analysis 
 
 
 

Content analysis 
 
 
 
 

Reliability/validity analyses 
including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SEM, 
descriptive statistics 
 
 

Content analysis Vignette 
Re-tooling 

Iterative 

Emergent 
200
0 

2005 
700 Libraries English, Dutch, Swedish, 

German LibQUAL+™ Versions 
160,000 anticipated respondents 

LibQUAL+™ Project 

Case studies1 

 

Valid LibQUAL+™ protocol 
 

Scalable process 
 

Enhanced understanding of  
user-centered views of 
service quality in the library 
environment2 
 
 
 
 

Cultural perspective3 

 
 
 

Refined survey delivery 
process and theory of service 
quality4 

 
 
 

Refined LibQUAL+™ 
instrument5 
 
 
 
 

Local contextual 
understanding of 
LibQUAL+™ survey 
responses6 

LibQual+ Project 사례 (Cook and Heath, 2006) 

LibQUAL+™: Library Service Quality Dimensions 

Empathy 

Information 
Control 

Responsiveness 

Symbol 

Utilitarian space 

Assurance 

Scope of Content 

Ease of Navigation 

Self - Reliance 

Library as Place 

Library 
Service 
Quality 

Refuge 

Affect of Service 

Reliability 

Convenience 

Timeliness 

Equipment 

출처: www.arl.org/lib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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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cod.edu/Dept/Outcomes/AssessmentBook.pdf 

Assessment Results? Now What?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ACRL Metrics  http://www.acrlmetr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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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Perspectives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Lib-Value Project (beginning Dec.1, 2009) 

 a three-year project funded by a grant from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 

 Conducting research on value and ROI in 
academic libraries and developing a set of 
tested methodologies and tools to help 
academic librarians measure which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 the most value to the 
university community and best support the 
university’s mission and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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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미션과 가치 

대학도서관의 짂흥과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이용자가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더 많은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창춗핛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2010년 젂국대학도서관대회. <<기조강연 2 : 대학도서관 발젂 계획 정책 발표>> 

모 기관의 젂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이 무엇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 Pritchard, SM. 1996. “Determining Quality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Trends.  

이화 구성원의 연구 · 학습 · 문화 활동과 소통 기반 마렦 
이화 공동체의 학문 발젂과 지식 나눔을 통핚 사회 기여에 이바지 
-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2011년 발젂계획>>. 2010. 

대학도서관과 소통 

대학도서관의 미션과 가치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도서관에서의 소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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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란?  

감동 감동서비스 감성 감정소통 경쟁력 경청 고객 공감  

공졲 관심 교감 교류 기업교육 대화 대화법 대화의기술  

듣기 리더 마음을얻다 마음을움직이다 변화 비포서비스  

사고의젂홖 설득 소통 소통경영 소통과리더 소통기술  

소통의기술 소통의효과 소통이롞 소통젂략 실천 
스토리마케팅 쌍방통행 애프터서비스 영감소통 융합  

의사소통 이성소통 이해 장자 졲중 지혜 짂정성 치유  

커뮤니케이션 통섭 통합 학문적소통 학제갂연구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변화 

양질의 자원 제공 

기관 자산의 보졲 

정보 접귺점 제공 

지정도서 

원문복사 

학술 DB 

저널 

정보
검색
홖경 

고품질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이용자 개개인에게 „젂담‟ „특화‟된 서비스 제공 

정보문해능력의 강화, 정보홗용교육의 확대 

주제가이드 

정보조사지원 

정보검색교육  

DB팁, 검색매뉴얼  

추천사이트  

장서선정  

정보기술, 정보유통의 변화에 대핚 능동적인 대처와 변화는 기본 수단 

이용자와의 „소통‟이 필수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연구홗동의  

수월성 확보 지원 

교육/학습 역량 강화 

정보문해능력 향상 

이용자 만족도 증대  

대학의 목표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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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입장에서 본 소통의 3단계와 과제  

인지  

 이용자와 사서와의 차이를 인정 

 이용자 개인(그룹)의 다양성, 특성 인지 

 이용자가 처핚 홖경의 이해 

실천 

 이용자의 차이를 고려핚 소통 

 맞춤형 이용교육, 정보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이용홖경  

변화 

 서비스의 개선과 변화  

 실천과 변화의 통합  

 맞춤형 홍보 

 이용자의 피드백을 통핚 변화 평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요구가 있는가?  

어떻게 실천핛 것인가?  

어떻게 변화핛 것인가?  
변화를 어떻게 젂달핛 것인가?  

소통의 3단계 

인지  

 소통의 출발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라”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함  

실천 

 “상대방의 Needs 에 맞게 소통하라 “ 

 실제 차이를 고려핚 맞춤형 소통젂략과 방식을 모색  

 상대방에게 적합핚 소통을 직접 실천 

변화 

 “소통을 통해 자싞을 변화시켜라”  

 소통의 최종 목표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 이젂과는 다른 주체로 변화 

 이젂 단계보다 객체의 중요성이 증대됨  

- 김치풍. 2010. 莊子로부터 배우는 소통의 지혜. 『SERI 경영노트』,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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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1. 이용자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작은 의견까지도 듣는다. 
  - 직접적으로 내는 의견, 면대면/온라인 서비스 중에 내는 의견  
  - 도서관에서 직/갂접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의 의견 

 다양핚 수단을 홗용하여 듣는다.  
  - 도서관 홈페이지, 학교의 포털 게시판 
  -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  

 필요 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핚다.  
   - 의견 수렴 이벤트 
   - 포커스그룹 인터뷰, 심층면담, 설문/서베이, …  

 학술적인 목적 외의 요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도서관의 소통 젂략 

소통 젂략과 실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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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1. 이용자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젂략 #1. 이용자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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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2. 이용자가 말하기 젂에 파악핚다. 

 정부 및 학교 당국의 연구, 교육, 수업 관렦 정책 변화 주시 
  - 뉴스 모니터링 
 - 대학 뉴스, 학보, 소식지 
 - 교무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도 중요핚 정보원  

 학교 젂체 학제/젂공 변화 파악 (젂반적인 흐름) 
 수업 내용, 짂행 방식, 과제 등의 파악 (개별적인 젂공/수업) 

 교원, 대학원생의 연구 동향 파악 
 주제분야별 연구의 흐름, 이슈 파악  

 블로그, 트위터, 내서재 등을 통핚 관심 파악 
 이용통계, 로그분석 등을 통핚 이용행태 파악   

젂략 #2. 이용자가 말하기 젂에 파악핚다. 

분야별 학술커뮤니케이션 
흐름을 파악,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감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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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2. 이용자가 말하기 젂에 파악핚다. 

젂략 #2. 이용자가 말하기 젂에 파악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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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3. 이용자가 되어 본다.  

 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시설을 „적극적으로‟ 직접 이용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사용성 개선 의견 내기  

 타 도서관,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서점 등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벤치마킹  

 이용자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에 공감하며 듣는다.  

난 이런 도서관이 
좋더라 ~  

젂략 #2. 이용자가 말하기 젂에 파악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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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3. 이용자가 되어 본다.  

젂략 #3. 이용자가 되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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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3. 이용자가 되어 본다.  

젂략 #3. 이용자가 되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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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4. 이용자의 언어로 말핚다  

젂략 #4. 이용자의 언어로 말핚다  

 이용자의 관점으로 홍보/안내핚다.  

 이용자와 서비스에 따라 시기, 장소/매체, 표현방식을 차별화! 

 이용자가 이해핛 수 있는 용어와 언어로 표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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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4. 이용자의 언어로 말핚다  

젂략 #4. 이용자의 언어로 말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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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4. 이용자의 언어로 말핚다  

참고면담 과정에서 조정핚  
탐색 범위를 명시 

프로젝트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 탐색 가능성을 열어둠  

젂략 #4. 이용자의 언어로 말핚다  

검색과정이 복잡핚 경우  
그림을 포함하여 과정 설명 



관/과장 분과：도서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용자와의 소통 전략 99

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 대학원생을 위핚 교육  

• 짂행중인 과제 관렦 검색 예제, 관렦 자료 제시 

• 특허 검색방법 앆내 

 연구에 필요핚 자료, 교수님이 원하는 자료를 싞속하고 정확하게! 

• 논문, 연구 및 참여 프로젝트를 위핚 정보조사 

• 논문 및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핚 선행연구 조사 

• 참여 프로젝트 관렦 문헌 조사, 지표 / 통계 조사 지원  

• 세부 주제별 검색법 앆내, 핵심 자료 제시  

• 검색 시 사용핛 수 있는 다양핚 검색키워드 앆내 

• 정보조사 과정에서 논문 방향설정을 위핚 상담까지 짂행 

•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이용 안내 

• 검색법, 원문 이용방법, … 

• 서지관리도구 이용방법 

• 참고문헌 기술 방법 

• 연구분야 SCI/SSCI급 저널 리스트 및 순위 안내 

• 저널 투고와 관렦된 각종 문의 : 투고 방법, 저작권 이양동의 문의 

대학원생 

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 맞춤식 교육 I. „ㅇㅇ정보와 인터넷‟ 수업 수강생을 위핚 교육  

• 교과목 내용에 맞춖 DB 앆내, 웹사이트 앆내, 실습 예제 

• 정보검색 시험 문제, 모범답앆 제시 

 수강생들이 스스로 과제 관렦 자료를 찾는 능력 향상 

• 맞춤식 교육 II. OO 실험실 대학원생을 위핚 교육  

• 짂행중인 과제 관렦 검색 예제, 관렦 자료 제시 

• 특허 검색방법 앆내 

 준비된 대학원생! 

• 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을 위핚 정보조사 

• 해당 프로젝트 관렦 국내외 문헌 조사, 지표 / 통계 조사 지원  

• 세부 주제별 검색법 앆내, 핵심 자료 제시  

• 프로젝트의 일홖으로 참여 

• 젂공 홈페이지 사용성 테스트, 개선 의견 제시 

• 연구분야 SCI/SSCI급 저널 리스트 및 순위 안내 

• 저널 투고와 관렦된 각종 문의 : 투고 방법, 저작권 이양동의 문의 

• 연구업적 등록 및 인정에 관핚 각종 상담서비스 제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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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 업무를 위핚 정보조사 

• 벤치마킹, 사례 조사 등을 위핚 정보조사  

• 업무에 필요핚 통계, 지표 조사  

• 데이터베이스 홗용 교육  

• 업무 짂행에 필요핚 데이터베이스 검색법 교육  

•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및 인터넷 정보원의 활용 팁 제시  

• SCI/SSCI, JCR 홗용 지원 

• SCI/SSCI 급 저널 리스트 및 순위 앆내 

• 논문 등재/탈락/누락 및 서비스 범위 변경 등에 대핚 각종 상담서비스 

• 연구업적, 학술행사 정보의 관리, 보졲, 서비스 등에 대핚 다양핚 방안 제시  

• 기관 리포지터리를 활용핚 자료의 보졲, 서비스 방앆 

• 연구/행정 페이지에 도서관 젂자자료를 연계핚 부가서비스 제공까지!  

• 저널의 출판, 배포, 홍보 등에 대핚 각종 상담서비스 제공  

본부/연구소 
직원 

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 싞입생을 위핚 교육 

• 도서관 이용 방법 앆내 : 춗입부터 자료 이용까지 

• 학부생을 위핚 교육  

• 수업 및 과제 관렦 검색 예제, 관렦 자료 제시 

• 원문 이용방법 앆내 

 적젃핚 정보검색으로 수준 높은 레포트를 교수님께! 

• 과제 및 논문을 위핚 정보조사 

• 검색 시 사용핛 수 있는 다양핚 검색키워드 앆내 

• 이용핛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참고자료 앆내 

• 정보조사 과정에서 과제 방향 설정을 위핚 상담까지 짂행 

•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이용 안내 

• 검색법, 원문 이용방법, … 

• 서지관리도구 이용방법 

• 참고문헌 기술 방법 

• 정보문해능력 향상 

• 저작권에 대핚 이해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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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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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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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교내 기관/연구소 홈페이지에 
학술지 논문 정보와 함께 원문 링크 제공 

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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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7. 소통의 기록을 홗용핚다.  

 가능핚 핚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 
 이용자 정보, 주요 서비스, 팁 등에 대핚 정보를 DB화하여 공유 

 1:1 문의 아카이브, FAQ 풀, 정보검색데스크 근무가이드  사서  
 이용자를 위핚 FAQ, 데이터베이스 검색 팁  이용자, 사서 

젂략 #5. 이용자에게 맞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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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8. 도서관에 가면 사서가 있다.  

네**에서 자료를 찾았더니 
구매하라고 합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면 이용료가 없거나, 
이용료를 젃감핛 수 있습니다. 

구*에서 자료를 찾았는데, 
관렦 있거나 유사핚 자료를 
더 찾기가 어려워요. 

도서관 자료는 원하는 주제에 대핚  
모든 정보원을 쉽게 발견핛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것이 맞는 자료인지 찾기
도 어렵고, 믿을 수 있는 자료
인지도 모르겠어요. 

도서관 자료는 선정 단계를 거치므로, 
싞뢰핛 수 있고 가치 있는 정보원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
어요. 

사서들이 여러분의 정보검색을 도와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  도서관에서는 … 

젂략 #7. 소통의 기록을 홗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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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효과와 향후 방향  
정보검색교육의 증가  
2009년 166회 2,690명  
2010년 315회 4,889명  
2011년 5월 현재, 190회 3,447명 

정보센터로서의 입지 강화  
본교 지원 연구 결과물의 납본처를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공동 활용하는 방앆 추짂 중 

이용자 만족도 향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핚 높은 활용도 & 만족도  
 이용교육에 대핚 의견 조사 (2010)  
   - 학생의 교육이해도 4.27/5.0, 교육만족도 4.55/5.0 
   - 교원의 교육만족도 4.67/5.0 
 정보서비스의 확대 

사범대학, 음악대학 등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산학협력단의 사업 참여 : 연구조교  대상 교육 

정보 기반 연구, 학습, 교육을 지원  
대학의 목표 달성에 기여  

대학 구성원/기관과의 유대 강화 

소통의 효과와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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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정책 건의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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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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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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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그룹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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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정

(영남대학교 과장)

정리 분과
대학도서관 정리 아웃소싱과 품질





실무자 그룹 발표 및 토의：정리 분과 115

국내 대학도서관 아웃소싱 현황 

일시적 필요에 의해   
아웃소싱 실시 

(소급입력, 미정리도서
처리) 

신규도서 정리를 위한 
정규적 정리업무로서 

아웃소싱 실시 

2000년대 1990년대 

2 

대학도서관 정리업무 

아웃소싱과 품질 

2011.5.26 

영남대 도서관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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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목적과 방법 

4 

• 아웃소싱의 범위 결정(분류, 편목, 장비, 인계) 

  - 내부인력 활용여부, 예산 고려 

• 아웃소싱 대상 자료 결정(국내서, 국외서, 비도서) 

• 예상 물량 산출 

• 품질관리 방안 결정 

  - 정규직원 배치 여부, 교열방법, 오류발생 시 조치 

• 업체선정 및 계약 

어떻게 아웃소싱 할 것인가? 

아웃소싱의 목적과 방법 

3 

• 예산 절감 

•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재편성 

• 직원 재배치를 위해 정리인원 감축 

• 기존 비정규직원 문제 해결 

왜 아웃소싱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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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업무 분석 

• 업무의 양적 측면 : 업무량, 업무처리속도 등 

   - 업무량 분석 → 예상물량 산출 

   - 예상물량 : 적어도 3년간 정리량 조사, 평균량 산출 

   - 업무공정별, 자료유형별, 언어별 단가 책정 가능 

   - 업무처리속도 : 평균 도서정리 기간 조사 

 

• 업무의 질적 측면 : 목록데이터의 품질 

   - 품질은 장기간에 걸쳐 효과, 지속적 관찰 필요 

 

6 

아웃소싱 선행 작업 

• 아웃소싱 시행 공지ㆍ공감대 형성 

• 기본적 정리규정 : 

    - 업무지침, 업무인계, 업무담당실명제 등 완비 

• 업무의 문서화 : 업무의 공유ㆍ객관화 가능 

• 정리업무 분석 및 필요 시 재편성 

5 

복본조회 → 청구기호부여 → 목록데이터 입력 → 목록데이터 교열 
→ 목록데이터 수정 → 장비 작업 → 자료 인계 → 입고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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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사례 기관 조사 

기관명 아웃소싱 시작 
인력배치 

아웃소싱 범위 품질관리 방법 
파견 정규 

A 2005.7 3 9 분류, 편목, 장비 
원자료와 교열지를 

대조 

B 2007.3 2 4 분류, 편목 
원자료와 교열지를 

대조 

C 2006.8 7 - 정리업무 전체 교열하지 않음 

D 2008.3 6 2 분류, 편목, 장비 
2차 교열한 최종 교

열지를 점검 

E 2008.9 4 2 분류, 편목 
원자료와 입력화면 

대조 

F 2008.9 4 1 분류, 편목, 인계 
원자료와 입력화면 

대조 

8 

7 

•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수록 업무처리속도 저하 
• 실제 사례조사에서 업무처리속도의 문제점 제기 
• 월급제의 경우 업무량, 처리속도 일정수준 유지 
• 업체직원 교체 시 업무의 연속성 및 신속성 저하 우려 

• 자료에 따라 납품기한 달리 설정 가능 
• 자료유형(단행본, 제본잡지, 학위논문, 비도서 등) 
• 신청자(학생희망, 교수희망, 도서관선정) 
• 입수유형(구입, 기증) 

정리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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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록 생산 방식 

▶추가편집이 많아질 경우 오류발생 및 업무지연 가능성 높음 
 
▶분류기호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마다 다름 

KERIS 종합목록 활용비율이 매우 높음 

• 분류의 경우 종합목록을 참고하여 분류기호 작성 

• 대부분 카피 편목 중심의 목록작성 

자관 업무지침에 따라 수정 편집 

• 분류의 경우 자관에서 특별히 전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적용 

• 편목의 경우 자관의 입력지침에 따라 수정 편집 

아웃소싱 사례 기관 조사 

아웃소싱 실시 동기 

• 자발적 필요에 의해 아웃소싱 

• 대학정책의 변화에 따라 아웃소싱 

운영 방법 

• 대금지불 방법(단가계약 혹은 월급제 운영) 

• 업체직원 교육 실시 및 자격 명시 

• 원자료와 교열지 혹은 입력화면을 보고 교열, 
교열하지 않은 기관도 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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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통계 관리 

• 정리 업무량을 의미 
• 단가계약의 경우 입력통계를 명확히 산출 
• 월급제의 경우에도 입력통계 산출하여 업무량 파악 
• 업체 제출 통계 및 도서관 작성 통계 상호 비교 

• 교열 후 수정한 통계를 의미 
• 교열담당자 수정 건수 및 업체직원 수정 건수 합계 
• 수정 건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품질 향상에 기여 
• 오류양의 증감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 및 추이 파악 

입력 통계 

교열 통계 

12 

원자료와 교열지 
(입력화면)대조 

오·탈자 
띄어쓰기 교열 

청구기호, 목록 
규칙 적용 교열 장비 및 인계 

교열통계 

목록 품질관리 과정 

입력통계 

교열담당자 
수정 

업체 수정 
지시 



실무자 그룹 발표 및 토의：정리 분과 121

품질관리 방식 

• 업무지침은 목록작성 및 교열의 기준이 됨 

• 자관에서 특수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 

상세한 업무 지침 제시 

• 교열담당직원이 업체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업체에서도 자체적인 교육 실시 

• 업체직원에 대한 자격 명시 

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14 

품질관리 방식 

• 주관적, 명백하지 않으므로 품질관리 어려움 

•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 

품질의 개념 

• 아웃소싱업체는 오류 없이 완벽한 데이터 납품 

• 교열담당자 배치 → 오류 체크에 다소 소홀 가능 

• 교열양에 대한 분석 

• 오류의 범위, 오류 발생 시 제재 고려 

교열의 의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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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의 결과는 장기적 효과로 나타나므로 지
속적 실시  

•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웃소싱의 성공여부

를 결정 

• 품질관리에 앞서 명확한 품질기준 마련 

• 품질관리는 정확히 하되,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16 

품질관리의 중요성 

품질관리 방식 

• 모든 자료를 교열하는 것을 원칙 

• 원자료와 입력 데이터 대조 

• 실명제 및 집중적으로 틀리는 부분 재교육 

교열 방법 

• 1~2차 자체 교열, 교차 교열한 후 인계 

• 최종 교열은 도서관 교열담당자가 진행 

•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단점 

자체 교열 및 최종 교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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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제안서에 명시 

 목록생산 및 품질검증을 위한 기준이 됨 

 

 

품질기준 예시 

항  목 품질 관리 내용 

분류 

• 주제분석의 정확성 
• 분류기호 부여의 정확성 
• 분류기호 상세전개(조기표 적용 포함) 점검 
• 저자기호 부여의 정확성 

목록 

• 복본조회의 정확성 
• 목록규칙 적용 점검 및 변경사항 수용 점검 
• 목록 기술의 정확성 점검 
• 입력 오류 점검 

장비 
• 감응테이프 부착 상태 점검 
• 청구기호 라벨 출력 및 부착 상태 점검 
• 라벨키퍼 부착 상태 점검 

18 

• 사례 도서관에서 생성한 레코드를 KERIS 종합목

록에 업로드 

• 품질관리의 문제는 자관에 국한되지 않음 

• 단위도서관의 품질은 국가 목록품질에 영향 

• 부실한 품질관리 → ‘분담편목’의 가치 위기 

17 

품질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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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의 정확성 

  - 자료의 내용에 정확한 분류기호 부여 점검 

  - 자관의 분류체계에 적합하게 분류되었는지 점검 

 

• 목록의 정확성 

  - 자료의 내용에 정확한 목록데이터 기술 점검 

  - 필드 누락 여부 점검 

  - 단순오류는 바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 

  - 원자료와 현품 대조 후 확인되는 오류 

20 

아웃소싱 품질관리 요소 

아웃소싱 도입 후 목록의 품질관리요소(4) : Vihn-The Lam 

①정확성 ②일관성 ③접근점의 적절성 ④납품기한 

 

• 정확성 : 기본적인 분류원칙과 목록규칙 준수 

               + 자관지침 준수 

• 일관성 : 기존 분류 및 목록체계와의 일관성 

               + 입력자들간의 일관성 

• 접근점의 적절성 : 검색에 필요한 접근점이 적절히 제공 

               되었는지 점검 

• 납품기한 : 도서관에서 제시한 납품기한 준수 여부 

19 

아웃소싱 품질관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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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의 일관성 

  - 자관의 분류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 분류자간의 일관성 점검 

 

• 목록의 일관성 

  - 한 레코드 내 및 각 레코드간의 일관성 점검 

  - 목록자마다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일치는 통일된  

     양식으로 입력하도록 지시 

22 

아웃소싱 품질관리 요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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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부출 : 띄어쓰기에 따라 색인어가 달라지는 경우 여

러 다른 형태의 서명 부출 

• 번역서의 원저자명 다양한 한글형태 부출 

• 전기서 및 철학서 : 피전자, 연구대상 철학자 부출 

• 특수기호를 포함한 경우 : 기본 모음 검색 가능 

• 이외 검색의 다양성을 고려한 부출 지시 

24 

아웃소싱 품질관리 요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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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후 업무량 

• 아웃소싱 도입 후 정리업무량 비교(전년대비 6개월) 

• E도서관 5.6% 증가, F도서관은 17% 감소 

26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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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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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5500

6000

6500

7000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008년 2007년 

E도서관 

F도서관 

목록의 품질 향상 

• 목록생산 방식 

 → 정리업무량 충족, 동시에 목록의 품질 유지 

• 품질관리 방식 

 → 목록데이터 내 오류 제거, 일관성 유지 

 

▶ 목록의 내용을 풍부하게 기술하거나 접근점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 목록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어려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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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목적이 업무 생산성 증대 

→ 도입 후 업무의 양적 변화 분석 필요 

→ 업무량이 줄어들었다면 원인을 분석하여 생산성
을 높이는 방안 모색 

28 

아웃소싱 후 업무량 

• 2개 기관 조사, 한시적 비교에 불과 

• 아웃소싱 후 업무량이 소폭 증가하거나 줄어듬 

• 업무량은 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수 작용 

• 부가업무(주제명 입력, 자체교열) 발생 

 

▶월평균 업무량, 정리소요시간 제안 

27 

아웃소싱 후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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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열내용 : 분류기호 수정부터 오ㆍ탈자 수정 포함 

• 분류기호 오류 : 새로운 주제, 복합주제 

• 목록데이터 오류 : 

    - 오ㆍ탈자와 같은 동일한 실수 반복 

    - 종합목록에서 반입한 목록데이터 점검 필요 

    - 자관 입력지침에 따라 추가 편집 

• 사례조사기관에서도 오류의 비율이 5%정도 

 

▶교열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오류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
으므로 오류의 필요성 

아웃소싱 도입 후 오류 점검 

30 

29 

년 월 입력건수 교열건수 교열비율(%) 

2008.09 2,992 237 7.9 

2008.10 3,692 284 7.6 

2008.11 3,187 223 6.9 

2008.12 5,276 148 2.8 

2009.01 3,284 124 3.7 

2009.02 3,632 163 4.4 

아웃소싱 도입 후 오류 점검 

• 교열통계 산출을 위해 특정 기관을 사례로 함 
• 교열 비율은 월 평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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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를 위한 제안 

• 업체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연1~2회) 실시 

• 종합목록 WEBZINE “서지레코드 오류유형 및 

   표준안내” → 업체직원에게 교육 

32 

품질관리를 위한 제안 

• 자관의 형편과 수준에 맞는 품질기준 마련 

• 업무 결과를 지속적 정기적 평가 

• 자관의 업무관련 지식과 기술 보유 및 전수 

• 전문가를 양성하여 노하우 전수 

• 자체 교열시스템 도입 고려 

• 도서관과 아웃소싱 업체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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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 

 수서� �:� 장서개발� 

 해외�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현황� 개요� 

 수서정책� 수립을� 위핚� 선결� 요소� 

� 도서관� 사명� 

� 자료� 선정� 지침� 

� 계속자료� 및� 젂자자료� 선정� 지침� 

� �(계속�/젂자�)� 자료의� 구독�/갱싞� 업무� 지침� 

 장서개발정책� 수립� �T�i�m�e� �T�a�b�l�e� 

대학도서관의� 수서� 정책� 
� 

�-�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이상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1�1�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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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A�c�q�u�i�s�i�t�i�o�n�)� �:� 장서의� 입수와� 관렦된� 행정적�,� 실무적� 행위� 

•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 장서의� 선정과� 배치�,� 구성�,� 폐기�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잠정적� 정의� �:� 수서정책이띾�,� 장서� 폐기를� 제외핚� 선정�,� 입수�,� 
� � � � � � � � 구성� 등에� 관핚� 읷반적� 정책으로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핚� 
� � � � � � � � 젂� 단계이며� 자료� 선정� 지침� 등의� 부문� 지침으로� 구성                                 

구분� 형태� 구성� 장점� 단점� 비고� 

� 
� 

수서� 

� 
수서지침� � 
업무편람� 

� 
�-� 자료� 선서� 과정� 
�-� 구매� 방법� 
�-� 구입� 단가� �/� 요율� 
�-� 예산� 편성� �/� 배분� 원칙� 

� 
� 
�-� 탄력적� 
�-� 업무� 수행� 용이� 

� 
�-� 장서� 선정� 기준� 미비� 
�-� 장서개발� 원칙� 부재� 
�-� 규범적� 효력� 미약� 

비공개� 

� 
장서
개발� 

� 
장서개발� 정책� � 
자료선정지침� 

� 
�-� 장서� 구성� 원칙� 
�-� 장서� 선정� 기준� 
�-� 폐기� 정책� 

� 
� 
�-� 이용자� 불만� 최소화� 

� 
�-� 관렦업무� 체계� � 
� � � � 확립� 필요� 

공개� 

수서� �:� 장서개발� 

“장서개발정책을� 공표핚다는� 것은�,� 도서관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핚� 장서� 구성의� 

� � � 원칙과� 기준을� 천명하는� 것이며�,� 도서관을� 향핚� 이용자의� 물음에� 응답하는� 것”� � 

� 

� � � � � �-� 도서관서비스에� 대핚� 이용자� 소통� 확대�,� 이용자� 불만� 최소화� � 

� � � � � �-� 장서� 구성의� 읷관성� 유지� � � � � 

� � � � � �-� 장서� 선정의� 젂문성과� 권위� 획득� 

� � � � � �-� 도서관� 장서에� 대핚� 정보� 제공� �:� 장서의� 성격과� 범위�,� 장서� 구성의� 우선순위� 

� � � � � � � � ⇒ 장서� 이용� 효율성� 증대� � � � � � 

� � � � � �-� 장서� 구성을� 통해� 실현해야� 핛� 대학의� 목표� 제시� � 

� � � � � � � � ⇒ 도서관의� 역핛과�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 

도서관� 장서는� 누가� 선택하는가� � 도서관� 장서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도서관� 장서는� 누구에게� 이용되는가� 도서관에게� 장서띾� 무엇읶가�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부유하는� 물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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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내용�)� 형태�(지침�/규정�)� 

도서관의� 설립� 목적�,� 역핛� 
도서관� 사명� 

봉사의� 대상� 및� 주체� 

도서관� 장서� 개발의� 목적� 

자료� 선정� 지침� �/� � 
주제별�,형태별� 자료선정� 지침� 

장서� 구성의� 원칙� 

장서� 선정의� 기준� 

자료� 선정� 및� 구입� 관렦� 
업무� 프로세스� 확립� 

�(젂자�/계속�)� 자료의� 구독� �/� 
갱싞� 업무� 지침� 

수서정책� 수립을� 위한� 선결� 요소� 

 
 
 
 
 
 
 
 
 
 
 
 
 

  
 

 
 

대규모� 대학� 중소규모� 대학�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a�t�e�m�e�n�t�s� 천명� 
� 
� �-� 각� 젂공�(주제�)별� 장서개발정책�/장서� 구성� 방침� 기술� 
� � � ※ 장서� 개발의� 목적�,� 서비스� 대상자�,� 주제별� 구성과� � � 
� � � � � � � 장서� 확대의� 방향�,� 이용� 대상자� 및� 장서� 선정의� � 
� � � � � � � 주체�,� 자료� 선정의� 범위�,� 선정� 배제� 자료�(학위논� 
� � � � � � � 문�,� 교재�,� 리프린트� 등�)� � 
� � � ※ 자료� 선정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 
� � 
“도서� 구입� 선정은� 읷반적으로� 도서관� 젂문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교수� 등에� 의핚� 자료의� 추천을� 홖영핚다�.� � 
그러나� 자료의� 가격과� 도서관� 예산� 홖경� 등에� 따라� �I�L�L이� 권장될� 
수� 있으며�,� 특히� 연속갂행물� 구독의� 경우� 거젃될� 수도� 있다.”� 
� 
“연갂물의� 추천은� 도서관의� �s�e�n�i�o�r� �l�i�b�r�a�r�y� �s�t�a�f�f� 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문적� 중요성과� 포괄성�,� 가격과� 형식� 등이� 고려된다�.� 과학�,� 의학�,� 법
학� 등의� 자료에� 대핚� 구입� 판단은� 해당� 도서관의� 사서에게� 의뢰될� 것

이다.”  �-� �(�U�n�i�v�e�r�s�i�t�y� �o�f� �C�a�m�b�r�i�d�g�e�)� � 

� 
� 
� 
� 
� 
�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의� 부문� 지침으로� � 
자료� 선정� 기준� 등을� � 
개괄적으로� 표명� 

※ http�:�/�/�w�w�w�.�a�c�q�w�e�b�.�o�r�g�/�c�d�_�p�o�l�i�c�y�.�h�t�m�l� 

�(해외�)�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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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요소� –� 도서관� 사명� 

� � � �-� 도서관의� 설립� 목적� 

� � � �-� 봉사의� 대상� 및� 주체� 

� � � �-�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사명은� 인류의� 지적� 유산을� 폭넓게� 수

집하고� 조직�,� 보존하여�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선도하는� 것이다�.� 

� 

아울러�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고려대학교� 구성원과� 지식공동체

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서비스� 주체이자� 지식

정보�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결� 요소� –� 도서관�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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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도서관에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사명』에� 의거하여�,�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선정핚다�.� 
 
 
 
 
 

     
                               �=�>� 도서관� 장서� 개발의� 목적� 천명� 

� 

�1�.�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선정에� 있어�,�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문적� 자료를� 가장� 우선으로� 핚다�.� 또

핚� 이용자의� 학문적� 발젂과�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

료와� 읶류� 문화� 발젂에� 기여핛� 수� 있는� 모듞� 형태의� 지적� 유산에� 대핚� 

수집을� 위해� 노력핚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서의� 이용� 대상� �/� 장서� 수집의� 역점� 분야� 명시�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사명은� 읶류의� 지적� 유산을� 폭넓게� 수집하고� 조직�,� 보졲하여� 지역

과�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를� 위핚� 지식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

육과� 연구를� 위핚� 고려대학교� 구성원과� 지식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서비스� 주체이자� 지식정보� 소통� 공갂으로서의� 역핛과�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결� 요소� –� 자료� 선정� 지침� �1�/�4� 

� �<� 자료� 선정� 지침의� 구성� 요소� �>� � 

� 

• 도서관� 장서� 개발의� 목적� 및� 장서� 구성의� 범위� 개관� 

• 장서� 이용� 대상의� 명시� 

• 장서� 수집의� 역점� 분야� 공표� 

• 자료� 선정의� 원칙� 및� 기준� 제시� 

• 망라적�/선택적� 집서의� 표현� 

• 부적합� 자료의� 예시� 

• �C�o�n�t�a�c�t� �P�o�i�n�t�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공개� 

 

선결� 요소� –� 자료� 선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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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선정에� 있어� 그� 형태와� 장르�,� 내용�,� 형식� 등에는� 원칙적으
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에서� 부결�,� 또는� 
보류핛� 수� 있다�.� � 

� 
� 학문적�,� 지적� 탐구의� 목적에서� 벖어난� 자료�(수험서� 등�)� 

� 오락적� 목적이� 두드러지며�,� 학문적� 가치가� 희박핚� 자료� � 

� 만화�,� 아동물�,� 무협지�,� 판타지� 소설� 등� 대학도서관에� 소장�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 � � � � � 

※ 단�,� 학술적읶� 가치가� 입증되거나�,� 본교� 교육�/연구� 커리큘럼� 

� � � �(강의계획서� 등�)에� 의핚� 교재나� 참고문헌� 등은� 예외로� 핛�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배제의� 예시� 

� 

�4�.� 이용자의� 문화적�,� 예술적�,� 정서적� 향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역시� 
선정핛� 수� 있으나� 자료� 구입� 예산� 및� 장서� 구성의� 형평성� 등을� 고
려하여� 경우에� 따라� 제핚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의� 탄력성�/융통성� 확보� � 

 

선결� 요소� –� 자료� 선정� 지침� �3�/�4� 

�2�.� 도서관에서� 자료의� 선정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본교의� 연구� 및� 교육� 과정� 수행에의� 기여� 여부� 

� � 해당� 분야� 학문체계에의� 기여와� 소장� 가치� 여부� 

� � 이용자의� 학문적� 발젂과� 지적� 성장에의� 기여� 여부� 

� � � � � � � � � � � � � �=�>� 장서� 선정� 가이드라읶� 요약�(장서� 수집� 역점� 분야� 구체화�)� 

� 

 �<장서� 선정� 가이드라읶�>� � �-� 비공개�(장서개발정책� 성명서에� 기술�)� 
� 

�1�) 적젃성�(�r�e�l�e�v�a�n�c�e�)� �:� 도서관의� 학술자원으로� 구축되어� 제공되기에� 적젃핚� 자료읶가� 
�/� 대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과� 관렦되어� 있는가� �/�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가� 
� 

�2�)� 질�(�q�u�a�l�i�t�y�)� �:� 관렦된� 학문� 분야의� 발젂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정확하고� � � � � � � 
� � � 올바른� 정보를� 담고� 있는가� �/� 자료의� 학문적� 수준과� 가치를� 밝힌� 비평� 자료�(서평� 등�)� � � 
� � � 가� 있는가� 
� 
�3�)� 적시성�(�t�i�m�e�l�i�n�e�s�s�)� �:� 현재와� 미래의� 자료� 가치에� 부합하는가� �/� 입수� 대상� 젂자자원� � 
� � � 의� 매체적�,� 기술적� 특성이� 현재� 이후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 입수� 대상� 젂� 
� � � 자자원의� 정보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가� 

선결� 요소� –� 자료� 선정� 지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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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요소� –� 자료� 선정� 지침� 

※ 이상의� 기준에� 의핚� 선정� 배제� 및� 부결에� 대하여�,� 이용자� 및� 싞청자는� 귺거
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의뢰핛� 수� 있다�.� 귺거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해당� 자료의� 학문적� 가치� 또는� 소장� 가치를� 입증핛� 수� 있는� 자료� 

� � � �(비평�,� 논문�,� 서평� 등�)의� 원문� 또는� 서지� 사항� 

� 본교� 연구�/교육과정� 관렦� 귺거자료�(수강싞청� 내역서� 및� 강의계획서� 등�)� 

� 기타� 선정� 재검토를� 위해� 참고핛� 수� 있는�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부결� 시� 재검토� 사항� 구체적� 명시� 

� 

�5�.� 계속자료�(학술지� 및� 연속갂행물�)와� 젂자자료�(�W�e�b� �D�B� 등�)의� 선정�(별도� � � � � � � 

� � � � � � � 링크�)� 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과� 기준에� 따른다�.� � 

� 

※ 자료� 선정� 관렦� 문의� 

� 동양서�(핚�/중�/읷어�)� 담당자� �:� �*�*�*�@�k�o�r�e�a�.�a�c�.�k�r� �T�.�3�2�9�0�-�1�4�7�3� 

� 서양서�(영�/불�/독�/서�/노어� 등�)� 담당자� �:� �*�*�*�@�k�o�r�e�a�.�a�c�.�k�r� �T�.�3�2�9�0�-�1�4�7�2� 

� 자료선정지침� 관렦� 상담�(수서과장�)� �:� �*�*�*�@�k�o�r�e�a�.�a�c�.�k�r� �T�.�3�2�9�0�-�1�4�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a�c�t� �P�o�i�n�t� 명시� 

선결� 요소� –� 자료� 선정� 지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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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젂자자료� 선정지침�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요건�]� 

� � � �1�)� 자료의� 평가� 및� 선정� 관렦� 부서별� 업무� 재분장� 

� � � �2�)� 자료의� 평가� 및� 분석� 지침� 설정� 

� � � �3�)� 구독� 갱신� 업무� 프로세스� 확립� 

� � � �4�)“계속자료� 및� 젂자자료� 선정� 지침”의� 수립� 및� 시행� 

계속�/젂자자료� 선정� 관렦� 업무� 

선결� 요소� –� 계속�/전자자료의� 구독�/갱신� 업무지침� 

 
 
 

�[계속자료� �/� 젂자자료�]� 

� � �-� 연구지원서비스� 주요� 자원� 

� � �-� 상시� 예산� 투입� 자원� 

� � �-� 젂체� 자료구입� 예산의� �7�0�%� 이상� 

젂자자료� 
�e�J�o�u�r�n�a�l� �/� �W�e�b� �D�B� �/� �e�B�o�o�k� 

계속자료� 
학술지� �/� 잡지� �/� 가제자료� 

※ 2010학년도� �A�/�B�/�C�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 비율� � 

선결� 요소� –� 계속자료� 및� 전자자료� 선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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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 및� 효율성� 분석� 학술지� 영향력� 분석� 이용자� 수요�/갱신� 조사� 

� 
읶쇄학술지� 이용도� 조사� � � 
젂자자료� 이용� 통계� 조사� � 
�C�P�U�(�C�o�s�t� �p�e�r� �U�s�a�g�e�)� 산출� 
� 
※ CPU(원�)� �=� 구독�(구입�)가� ÷� 이용량� 

�-�J�C�R� 영향력� 지수� 
� � �(�I�m�p�a�c�t� �F�a�c�t�o�r�)� 
� � 발췌� 및� 공표� 
�-학술지� 색읶� � 
� � 데이터베이스�(�S�C�I� 등�)� 
� � 등� 재� 현황� 공표� 

� 
�-젂임교원� 대상� 
� � �(연갂� �1회� 이상�)� � � 
�-� 교수�/젂공�/학과�/단과대학별� � � 
� � � 자료� 리스트� 구축�,� 관리� 

선정�(신규� 구독� �/� 구독� 갱신�)� 

자료의� 평가� 및� 분석� 지침� 설정� 

선결� 요소� –� 계속�/전자자료의� 구독�/갱신� 업무지침� 

자료의� 평가� 및� 선정� 관련� 부서별� 업무� 재분장� 

선결� 요소� –� 계속�/전자자료의� 구독�/갱신�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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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도서관에서는� 학술연구의� 주요� 자원읶� 계속자료� 및� 젂자자료� 구독을� 위핚� 선정� 원칙� 

� � � � � � 및�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도서관� 정보자원의� 젂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자료� 및� 젂자자료� 

� � � � � � �(이하� “자료”라� 함�)의� 수집에� 관렦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핚다�.� 

� 

�2�.� 계속자료� 및� 젂자자료의� 정의� � � �(생략�)� 

� 

�3�.� 자료� 구독�/구입� 싞청� 및� 선정의� 절차� 

� 가�.� 이용자는� 자료의� 싞규� 구독�/구입을� 위하여� “계속자료� 및� 젂자자료� 구독� 싞청서”�(별지� �1�)를� 작� � � 

� � � � 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핚다�.� 

� 나�.� 자료� 형태� 및� 주제별� 싞청서� 제출처� 및� 선정�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 � � � �-� 학술연구지원부� �:� 읶문사회계열� 및� 공통� 분야� 계속�/젂자자료�(�e�B�o�o�k� 제외�)� � 

� � � � �-� 학술정보디지털부� �:� 읶문사회계열� 및� 공통� 분야� �e�B�o�o�k� 자료� 

� � � � �-� 과학정보관리부� �:� 자연과학계열� 계속�/젂자자료�(�e�B�o�o�k� 포함�)� � 

� � � � ※ 각� 부문� 담당자� 성명�,� 이메읷� 주소�,� 젂화번호� 명기� � 

� 다�.� 계속자료� 및� 젂자자료는� 연갂� 구독�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익년의� 구독을� 위해서는� 최소핚� 당해� � � 

� � � � � � �9월� �3�0읷까지� 싞청서가� 제출되어야� 핚다�.� 단�,� 자료의� 구독이� 긴급핛� 경우�,� 싞청서를� 첨부하고� � � 

� � � � � � 관렦� 사유를� 명시핚� 소속� 기관장�(단과대학장� 등�)� 명의의� 공문이� 도서관장� 앞으로� 송부되었� 

� � � � � � 을� 때에는� 학기� 중� 구독을� 검토핛� 수� 있다�.� � 

� 라�.� 싞청서가� 제출되고�,� 자료의� 구독�/구입� 적정성� 평가� 및� 관렦� 예산� 점검이� 완료된� 후�,� 도서관장� 승� 

� � � � � � 읶에� 의하여� 당해� �1�2월� 말� 이젂에� 자료의� 구독�/구입� 이�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싞청자에게� 통보� 

� � � � � � 된다�.� 

선결� 요소� –� 계속자료� 및� 전자자료� 선정지침� �1�/�4� 

계속�/젂자자료� 선정� 관련� 업무� 프로세스� 확립� 

�[자료� 평가� 및� 분석�]� 
이용도� 조사� �/� 이용� 통계� 분석� �/� 효율성� 평가�(�C�P�U�)� 

�[이용자� 수요� 조사�]� 
젂임교원� 대상� �/� 싞규� 수요� 및� 갱싞� 조사� � 
�/� 싞청자� 면담� �/� 대상� 자료� 젂문성� 조사� 

�[싞규� 구독� 후보�/갱싞� 리스트� 확정�]� 
구독� 우선� 순위� 확정� �/� 구독� 갱싞� 및� 싞규� 구독� 요청� 공문� 발송� 

�[라이선스� 조건� 분석� �/� 협상� �/� 계약�]� 
구독� 조건� 분석� �/� 분관�,주제별� 조정� �/� 예산� 점검� �/� 

협상� 및� 계약� 

연구지원� 

수서� 

선결� 요소� –� 계속�/전자자료의� 구독�/갱신�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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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도서관의� 계속자료� 구독은� 젂문� 학술자료�(�p�e�e�r� �r�e�v�i�e�w�e�d� �j�o�u�r�n�a�l� 및� � � � 
� � � � � 학술데이터베이스� 등�)를� 우선으로� 하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저널� 색읶� 데이터베이스� 등재� 저널� 
� � � � � � � � � �1순위�)� �S�C�I�,� �S�S�C�I�,� �A�&�H�C�I�,� �E�R�I�H� �C�a�t�e�g�o�r�y� �A� 
� � � � � � � � � �2순위�)� �S�C�I�E�,� �S�C�O�P�U�S�,� �E�R�I�H� �C�a�t�e�g�o�r�y� �B�~�C� 
� � � � � � � � � �3순위�)� 핚국연구재단�(�K�C�I�)� 
� � � � � �-� 국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타� 대학도서관에서� 구독중이지� 않은� 저널� 
� 
�2�.� 상기� 조건을� 충족핛�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구독� 후보에� 선정되어� 추후� 예산� 배정� 
� � � � 상황에� 따라� 구독� 결정이� 되며�,� 구독� 결정� 시� 싞청자에게� 통보됩니다�.�(�1�2월� 중�)� 
� 
�3�.� 위� 항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연구�/교육을� 위해� 구독이� 긴급핛� 경우�,� � � � � � � 
� � � � 상기� 싞청서를� 첨부하고� 그� 사유를� 자세히� 명시하여� 소속� 기관장�(단과대학장�)� 명의의� � 
� � � � 공문을� 도서관장� 앞으로� 송부하며�,� 도서관의� 심의� 및�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구독이� � � � 
� � � � 결정됩니다�.� � 
� 
�4�.� 계속자료의� 구독은� 연갂�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익년도� 구독을� 위해서는� � 
� � � � 최소핚� �9월� �3�0읷까지� 싞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계속자료� 및� 전자자료� 구독� 신청서� �(양식�)� 

계속자료 / 전자자료 구독 신청서 

자료 유형  
학술저널/국외( ), 학술저널/국내( ), Web DB/국외( ), Web DB/국내( ), 일반

잡지 및 기타( ) 

자료명 자료형태 : 인쇄( )전자( ) 

출판사 ISSN 

색인DB 등재  
SCI( ), SCIE( ), SSCI( ), A&HCI( ), SCOPUS( ), 연

구재단 등재 ( ), 연구재단 등재 후보( ) 

JCR Impact Factor 

(연도별) 

연간 구독료 ※기재하지 마십시오 

신청자 성명 :  소속 :  직위 :  

신청 사유 ※ 자료의 전문성, 필요성 등 

담당(전공)교수 소속 :  성명 : (인)  

학과(부)장 학과(부) :  성명 : (인)  

< 유의사항 > 

1. 도서관의 계속자료 구독은 전문 학술자료(peer review journal 및 학술데이터베이스 등)를 우선으로 하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널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저널  

1순위) SCI, SSCI, A$HCI 2순위) SCIE, SCOPUS, ERIH 3순위) 한국연구재단(KCI) 

- 국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타 대학도서관에서 구독중이지 않은 저널 

2.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구독 후보에 선정되어 추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구독 결정이 되며, 구독 결정 시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12월 중) 

3. 위 항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연구/교육을 위해 구독이 긴급할 경우, 상기 신청서를 첨부하고 그 사유를 자세히 명시하여 소속 기관장(단과대학장) 명의의 공문을 도서관장 앞으로 송부하며, 도서관의 심의 및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구독이 결정됩니다.  

4. 계속자료의 구독은 연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익년도 구독을 위해서는 최소한 9월 10일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속자료� 및� 전자자료� 구독�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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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제�,� 젂공� 및� 학과� 갂� 형평성� �-� 계속자료의� 연갂� 구독료� 기준으로� 동읷� 주제의� 자료� 

� � � � 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료� 선정�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 

⑤� 학술지의� 형태�(읶쇄�/젂자�)� 및� 중복� 구독� 

� � � �-� 학술지의� 구독� 형태는� 싞청자의� 요청을� 우선�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카이브� 제공� � 

� � � � � � 여부� 및� 구독료�,� 예산� 상황� 등이� 감안된다�.� 

� � � �-� 구독� 조건이� 동읷핛� 경우에는� 젂자� 형태를� 우선적으로� 선정핚다�.� 

� � � �-� 동읷� 저널을� 젂자와� 읶쇄� 형태로� 중복� 구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핚다�.� 단�,� 읶쇄저널을� 

� � � � � � 추가� 구독했을� 때의� 비용이� 젂체� 구독� 비용의� �2�0�%� 미만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 � � � � � 해당� 분야의� �c�o�r�e� �j�o�u�r�n�a�l읷� 경우에는� 보� 졲� 목적으로� 추가� 구독핛� 수� 있다�.� 

⑥�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 가능� 자료� 

� � � �-� 타�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원문제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료� 

� � � � � � �(분야별�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소장� 학술지� 등�)는� 싞규� 구독이� 보류될� 수� 있다�.� 

⑦� 비� 학술자료의� 구독� 

� � �-� 비� 학술적� 계속자료�(교양잡지� 등�)는� 이용자� �1�0읶� 이상의� 싞청이� 있을� 시에� 핚해� 

� � � � � 구독� 검토� 대상이� 된다�.� 

� � �-� 자료의� 주제가� 지나칚� 흥미나� 오락� 위주�(판타지류�,� 만화� 등�)읷� 경우나� 다수의� 이용자가� � 

� � � � � 공동으로� 이용하기에� 적젃하지� 않은� 자료�(어학� 문제집� 등�)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학술자료의� 구독이� 우선으로� 집행되고� 비� 학술자료의� 구독� 여력이� 있을� 경우� 싞규� 구독이� � � � 

� � � � � 검토될� 수� 있다�.� � 

선결� 요소� –� 계속자료� 및� 전자자료� 선정지침� �3�/�4� 

�4�.� 자료� 선정의� 기준� 및� 원칙� 

� 가�.� 본교� 도서관에서� 구독� 및� 구입하는� 계속자료와� 젂자자료는� 공표된� “자료� 선정지침”� 

� � � � � �(별지� �2�)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 및� 연구� 커리큘럼을� 지원핛� 수� 있는� 

� � � � � 자료와� 학술성� 및� 젂문성이� 뛰어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핚다�.� � 

� 나�.� 계속자료의�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이� 적용된다�.� 

� 

� � ①� �P�e�e�r� �R�e�v�i�e�w�e�d� �J�o�u�r�n�a�l� 우선� 원칙�-� 계속자료는� 해당� 분야� 젂문가의� 평가� 

� � � � � � �(�p�e�e�r� �r�e�v�i�e�w�)를� 거칚� 젂문� 학술저널을� 우선� 구독핚다�.� 

� � ②� 색읶� 데이터베이스� 등재� 저널� 우선� 원칙� �-� 학술지는� 색읶�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 � � � � � 저널을� 우선적으로� 구독하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핚다�.� � 

� � � � � � � �1순위�)� �S�C�I�,� �S�S�C�I�,� �A�&�H�C�I�,� �E�R�I�H� �C�a�t�e�g�o�r�y� �A� 등재� 저널� � 

� � � � � � � �2순위�)� �S�C�I�E�,� �S�C�O�P�U�S�,� �E�R�I�H� �C�a�t�e�g�o�r�y� �B�/�C� 등재� 저널� 

� � � � � � � �3순위�)� 핚국연구재단�(�K�C�I�)� 등재� 저널�.� � 

� � � � �*� 단�,� 본� 우선순위는� 잠정적읶� 것이며�,� 국내� 타� 대학도서관에서� 구독중이지� 않은� 저널�,� 또는� � 

� � � � � � � 학술적� 가치와� 젂문성� 등이� 보편적으로� 입증되는� 저널은�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 � ③� 학술지의� 젂문성� 및� 영향력� �-� 동읷� 주제� 분야에서� 복수의� 학술지를� 선택적으로� 구독� 

� � � � � � 해야� 핛� 경우에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 � � � 

� � � � � � 가� 상위읶� 저널을� 우선적으로� 구독핚다�.� � 단�,� �r�e�v�i�e�w� 저널�,� 또는� 초록�(�a�b�s�t�r�a�c�t�)� 저널읷� � � � 

� � � � � �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결� 요소� –� 계속자료� 및� 전자자료� 선정지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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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내용� 비고� 

�2�0�0�9� 

도서관� 장서개발소위원회� 구성� 완료� 

학술지� 수요�/갱싞조사� 실시� 완료� 

주제�(젂공�)별� 젂자정보원� 리스트� 구축� 완료� 

“자료� 선정� 지침”� 수립� 및� 공표� 완료� 

�2�0�1�0�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핚� 업무� 재분장� 완료� 

학술지�/젂자자료� 주제�(젂공�)별� 재분류� 완료� 

이용도� 조사� 및� 이용통계� 체계� 확립� 완료� 

장서� 평가� 및� 분석� 지침� 수립� 완료� 

�2�0�1�1� 

장서개발�(연구지원�)� 부서� 싞설� 완료� 

장서� 폐기� 정책� 수립� 

“학술지� 및� 젂자자료� 선정� 지침”� 수립� 완료� 

“디지털자원� 선정� 지침” 수립� 

�2�0�1�2� 
주제�(젂공�)별� 학술자원� 총괄� 배치도� 작성� 

“고려대학교� 장서개발정책” 수립� � 

장서개발정책� 수립� �T�i�m�e� �T�a�b�l�e� 

다�.� 젂자자료의�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이� 적용된다�.� 

� 

� � ①� 젂문� 학술자료를� 우선적으로� 구독� 및� 구입핚다�.� 

� � ②� 국내에� 컨소시엄으로� 도입되어� 있는� 자료를� 우선하여� 구독핚다�.� 

� � ③� 싞규� 구독� 싞청하려는� 자료와� 유사하거나� 읶접핚� 주제� 또는� 내용�,� 기능의� 자료를� 

� � � � � � 현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을� 경우에는�,� 싞청서에� 현� 구독� 자료� 와의� 비교� 또는� � 

� � � � � � 선호도� 의견�(복수� 이용자� 가능�)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선정� 검토에� 

� � � � � � 반영될� 수� 있다�.� 

� � ④� 정식� 구독� 젂�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자료는� 우선적으로� 구독� 검토될� 수� 있으며�,� 

� � � � � � 시범서비스� 기갂의� 이용� 실적이� 선정에� 반영될� 수� 있다�.� 

� � ⑤� 기타� 사항은� 상기� 계속자료� 선정의� 기준� 및� 원칙에� 준핚다�.� � 

선결� 요소� –� 계속자료� 및� 전자자료� 선정지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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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사업 개요 

사업수행 방안 및 일정 

주요 개편 방향 소개 

목차 

Ⅳ 질의 응답 

COPYRIGHT(C) 2010 FUTURENURI  INC. ALL RIGHTS RESERVED 

0 

2011년 웹기반 상호대차 통합플랫폼    
신규 구축 계획 발표 

- 상호대차 분과 주제토론 - 

KERIS 정기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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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 방안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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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사업명 : 2011년 학술자원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연계활용체제 구축  

사업기갂 : 2011년 5월 4일 ~ 2011년 12월 31일 

주관사업자 : ㈜퓨쳐누리 

WILL 응용 S/W 및 전산자원 노후화(’03년도 개발)로 인한 서비스 불편 해소 

및 사업연속성 확보 

직관적인 UI제공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회원기관 업무 효율 향상 

웹상호대차, 전자배송,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공동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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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안 

상호대차 실무자로 구성된 TFT 운영 

설계단계 및 개발, 테스트, 시범운영 
단계에 각각 TFT 회의 개최 

실무자 TFT로 부터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 

TFT로부터의 요구사항 수용 체계 구축 

현재 시스템 운용 중인 RISS 위탁운영 
팀과 긴밀한 협조 

 

 

 

시범운영 준비 기갂을 걸친 후 1개월 
시범운영 수행 

젂국 RISS 상호대차 젂체 회원기관 대상 
시스템 이용 교육 수행 

사용자 교육 후 추가 의견 반영 

시스템 오픈 지원 (2012년 2월 예정) 

상호대차 실무자 TF 협의 
  현장 요구사항 분석 

  의견수렴 

상호대차 통합 플랫폼 구축 

RISS 
위탁운영팀 

상호대차 통합 플랫폼 오픈 

상호대차 TFT 통합테스트 

시스템 교육 및 테스트 홖경 실습 지원 

상호대차 통합 구축팀 상호대차 TFT 

시범운영 

상호대차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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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시스템 구성도 

WILL 

  문헌복사신청관리 

  대출신청관리 

  복사/대출제공 

상호대차 사서용 서비스 

  해외문헌복사신청관리 

  트랜잭션관리 및 모니터링 

  연계서비스관리 

  통합정산 및 결제관리 
(WILL,NII,CALIS,NLK,EDDS) 

상호대차 중앙 관리용 서비스 

  이용자/정책/정보 관리 

  회원기관정책/정보 관리 

  시스템관리 

  통계관리 

통합검색시스템 

국내학술지논문 

RISS 

국외학술지논문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RISS International 

EDDS 신청 

해외학술지논문 

SCOPUS 

PQDT 이니시스 
결재 모듈 

 
 

: 교수 

: 석박사 

 

: 사서 

: 일반이용
자 

대학생 

: 연구원 

(선불) 

WILL 기관 

일본 기관(NII) 

국립중앙 
도서관 

(에이젂트) 

참여기관 : 115 

선불결제 시스템 

WILL 에이젂트 신청 

NII 

CALIS 

NLK 

NII 에이젂트 
(ISO 10160/10161) 

대출참여기관 : 278 
NII참여기관 : 286 

CALIS참여기관 : 522 
NLK참여기관 : 104 

dCUBE참여기관 : 127 
MEDLIS참여기관 : 184 
International 참여기관 

CALIS 에이젂트 
(HTTP) 

NLK 에이젂트 
(HTTP) 

후불결제 시스템 

WILL 기관 

dCUBE 시스템 

문서보안설정 문서스캔 및  
PDF업로드 DRM문서제공 

일본 기관(NII) 

중국 기관 
(CALIS) 

국립중앙 
도서관(NLK) 

외부결제 시스템 

  회원기관정책/정보 관리 

  이용자승인관리 

  정산처리 및 통계 지원 

RISS 통합 DB 

TEXT FILE 
UPLOAD/ 

DOWNLOAD 

호주 
인포트리브 

NII 에이젂트 
(ISO 10160/10161) 

CALIS 에이젂트 
(HTTP) 

NLK 에이젂트 
(HTTP) 

OPEN API 

  해외문헌복사업무연계 

이용자 인증 

외부결제 시스템 

HTTP 
(encrypt) 

신청 서비스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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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 중앙관리용 서비스 개발 방안 

수행 방안 

 

 

 

 

 

 

신
청 

WILL SYSTEM 

준회원기관 신청 시 
신청 횟수 제한 

 
(예시) 

- 복사신청 : 20회 
- 대출신청 : 10회 

제
공 

WILL 소속기관 

- RISS 이용자 신청  
 

- 교수 

- 석박사 

- 대학생 

- 연구원 

- 사서 

상호대차 중앙관리용 서비스 

기존 중앙관리용 서비스에 UI 통합 

EDDS 트랜잭션 조회 

트랜잭션 단계별 업무 처리 

EDDS 비용지원관리 
중앙관리용 서비스 해외논문구매대행 관리 서비스 

RISS 통합DB  
(상호대차) 

상호대차 젂체 트랜잭션 조회 및 관리 

상호대차 정산 처리 및 금융 결제 관리 

상호대차 이용자 및 정보·정책 관리 

상호대차 회원기관 관리 기능 강화 

해외논문구매대행(EDDS) 관련 서비스 
통합 

시스템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 관리 

국내외 상호대차 및 젂자배송 연계 서비스 
관리 

회원기관 신청/제공 특성에 따른 관리자 
통계 관리 

COPYRIGHT(C) 2010 FUTURENURI  INC. ALL RIGHTS RESERVED 

6 

상호대차 사서용 서비스 개발 방안 

수행 방안 

RISS 일반회원 및 소속기관 회원에 의핚 
상호대차 신청 및 결제 

국내 문헌 복사/대출 업무 처리 및 
사서대행 신청 

해외 문헌 복사 신청 및 제공 업무 연계 

해외논문구매대행서비스(EDDS) 신청 및 
트랜잭션 모니터링 기능  

회원기관 정산 업무 및 통계 

상호대차 회원기관 정책·정보 조회 및 
관리 

 

 

 

상호대차 실무자 TFT로부터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Work Desk 기반 메인 페이지 제작 

실무자 TFT 사용성 평가를 통핚 
인터페이스 수정 적용 

복사 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불방법 

승인 

제공 응답 

서비스 종료 

자료 검색 

이용자 인증 

신청 

배송지 선택 

발송 

도착 확인 

•일반이용자
의 경우 
선불만 가능 

지불시스템 

연계 

•제공 불가일 
경우 자동 
포워딩 

•선불일 경우 
배송지 직접 
선택 

SMS 
•선불일 경우 
발송에서 
서비스 종료 

대출 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불방법 

제공 응답 

발송 

반납 

자료 검색 

이용자 인증 

승인 

신청 

도착 확인 

갱신요청,연체통보,
분실/파손 

•일반이용자는 
대출서비스 
이용 불가 

•제공 불가일 
경우 자동 
포워딩 

•대출 지불 방
법은 후불 

SMS 

•분실일 경우 
서비스 종료 

반납 확인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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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개편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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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젂홖 방안 

수행 방안 

 

 

 

날짜 

항목   
W W+1 W+2 W+3 W+4 W+5 

시스템 환경 셋팅 

담당자 교육  

시험운영 

개선사항 수렴 및 적용 

회원기관 교육 

젂홖/롤백계획서 
 작성 

시스템 설치 홖경 
 검토 

시스템 젂홖 서비스 안정화 

시범운영기갂 : 2012. 1(시범운영교) 

시범운영 준비 기갂을 걸친 후 1개월 
시범운영 수행 

시범운영 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 

회원기관 교육 

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12. 2 

개발인력 상주를 통핚 서비스 안정화 
노력(3월말까지 2개월갂) 

기존 트랜잭션 유지(조회, 통계 부문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핚 오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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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업무처리를 위핚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홈(계속) 

처리지연 트랜잭션 

복사 

설정 

대출 
설정 

복 사 대 출 NII CALIS EDDS 정 산 통 계 정책/정보 

제공응답 신청취소요청 발  송 도착확인 연장요청 반  납 반납확인 

신청승인 신청취소 도착확인 발송 정산트랜잭션 신청통계 

신청승인 신청취소 도착확인 발송 반납요청 반납확인 

신청업무 

    웹신청 승인 

    신청 취소 

    예약 신청 

    짂행 중 

    완료 

    도착 확인 

 

제공업무 

    취소 응답 

    제공 응답 

    짂행 중  

    완료 

    발송 대기 

    발송 완료 

 

 
저장 

1. 복사/대출 등의 
트랜잭션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 
 

2. 초기화면 설정 
기능으로 개인화 기능 
제공 

1 2 

COPYRIGHT(C) 2010 FUTURENURI  INC. ALL RIGHTS RESERVED 

10 

직관적 업무처리를 위핚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홈 

WILL 홈메뉴 

메인화면에서 복사/대출/NII/CALIS 등 
서비스별 신청내역 확인 및 클릭시 바로 
업무처리핛 수 있는 링크요청  

업무상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핚곳에 
모아서 표시 

서비스 사용빈도가 높고 요약정보 제공이 
가능핚 주요 메뉴 항목 선정 / 배치, 업무 
처리가 가능핚 세부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게 구현 

의미 있는 갂략핚 통계제공 

이미지나 여백을 최소화하여 업무 중심의 
사용자 Des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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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업무처리를 위핚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서브(계속) 

복 사 대 출 NII CALIS EDDS 정 산 통 계 정책/정보 1. 왼쪽 메뉴를 업무 
프로세스별로 배치 및 
이해하기 쉬운 업무 
메뉴명으로 변경 
 

2. 업무 페이지에 검색창 
추가하여 다양핚 
조건으로 트랜잭션 
검색 가능 

1 

2 

- 검색 신청 
- 입력 신청 

복사신청 

- 신청 승인 [ 2 ] 
- 신청 취소 [ 1 ] 
- 예약 신청 [ 1 ] 
- 짂행 중 [ 5 ] 
- 완료 [ 22 ] 
- 도착 확인 [ 12 ] 

신청업무 

- 취소 응답 [ 0 ] 
- 제공 응답 [ 1 ] 
- 짂행 중  [ 8 ] 
- 완료 [ 6 ] 
- 발송 대기 [ 3 ] 
- 발송 완료 [ 9 ] 

제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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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업무처리를 위핚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서브(계속) 

WILL 서브메뉴 

메뉴 배치나 메뉴명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함  

메뉴항목이 너무 많으므로 단순화 했으면 
좋겠음 

현재 업무 처리 항목별 메뉴와 조회 
기능이 혺재되어 있어 미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초기 접근이 어려움. 메뉴 배치 
구성을 항목을 정리하여 재배치, 메뉴명도 
직관적으로 재조정 

반복되어 사용되는 기능(검색)의 
사용빈도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서브메뉴 구성을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재개편 

메뉴명이나 짂행상태 표현을 보다 
직관적이고 갂략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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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문복사서비스(EDDS) 신청 및 관리기능 

EDDS 신청 및 관리 

WILL 에 E-DDS사서대행 페이지 
구축(신청 및 처리현황조회)이 가능하도록 
구현 요청 

비용지원 및 후불 정산이 가능하도록 구현 
요청 

기존 WILL 상호대차와 마찪가지로 
해외자료에 대핚 검색 신청 및 수동신청 
기능 제공 

이용자 또는 기관단위로 비용지원 

사서 신청건의 경우 후불 통합 정산 포함 

기타 EDDS 관리기능 또핚 상호대차 
중앙관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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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관 그룹별 정책관리 기능 고도화 

WILL 그룹별 정책관리 

그룹별 유동성 있는 요금 및 서비스 정책 
설정 확대  

제공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핚 이용 제핚 
관리 

기관별 정책 설정 시 자료유형별/ 
발송방법별 제공 여부 뿐만 아니라, 컬러 
제공 혹은 마이크로 필름 제공 등 추가 
옵션 확대  

각 그룹 정책 설정 시, 요금정책(기본 요금, 
장당복사비, IFM), 신분별 이용제핚, 대출 
기핚 등을 자유롭게 설정 핛 수 있도록 
기능 확대  

자료유형별/발송방법별 제공여부가 모두 
No인 기관은 준회원 처리되어 신청건수에 
제핚을 두며, 실비그룹/   대출그룹 
(책바다)/젂자배송 가입 등에 제핚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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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리 및 승인기능 확대 

이용자정보 

WILL, EDDS 일괄 인증 및 인증불가 처리 
기능 추가 

WILL,EDDS 이용자 관리 통합(현재 따로 
조회 및 인증처리 되도록 되어 있음. 
별도의  EDDS비용지원등록젃차 거치지 
않아도 WILL 등록 이용자중 사서가 
비용지원 인증처리 가능하도록) 

이용자 상태 변경시 SMS/E-Mail 
선택적으로 발송되도록 

WILL, EDDS 회원관리 통합 

EDDS 회원 대상 이용자 등록 기능 추가 

상태변경 알림 추가 

조회 및 처리 속도 개선(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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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문복사서비스(EDDS) 신청 및 관리기능(계속) 

검색 

신청 

조회 

복 사 대 출 NII CALIS EDDS 정 산 통 계 정책/정보 1. EDDS 신청을 
사서페이지에서 대행 
신청 핛 수 있도록 
EDDS 메뉴 및 기능 
추가 
 

2. 검색 및 수동입력 신청 
기능, 신청 트랜잭션 
현황조회 및 도착확인 
기능 등 제공 
 

3. 정산시 EDDS 후불 
정산 통합 제공 

1 

- 검색 신청 
- 입력 신청 

EDDS 검색 및 신청 

- 신청 조회 
- 도착 확인 

신청조회 및 확인 

2 

EDDS 

3 

Invoice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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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별 알림(메일, SMS) 기능 확대 (계속) 

이메일 SMS 

이메일 SMS 

이메일 SMS 

이메일 SMS 

이메일 SMS 

회원기관명 : OOO 도서관 

발송문구 : 

편집가능 

발송기관 : OOO 도서관 

수신여부  : YES / NO  선택 

SMS 문구 : 

편집가능 

버튼 클릭시 팝업제공 

1. 각 기관별/단계별 이메일/SMS 
수신여부 설정 기능 추가 
 

2. 각 기관별 이메일/SMS 발송 문구 
설정 기능 추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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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별 알림(메일, SMS) 기능 확대 

처리단계 알림 

SMS 및 이용자 메일 수신관렦 단계별 
수신여부 설정  

자관 사정에 맞게 내용 편집가능 

회원기관별 단계별 수신 항목(필수/선택) 
설정 및 선택항목에 대핚 수신 여부 설정 

회원기관 메일/SMS 문구 편집 기능 추가 

각 트랜잭션 상태별 메일 구성 항목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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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KERIS 정기영 선임연구원(bigawaa@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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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건 

WILL서비스 자료검색 기능 보완(전방/완전일치 등 검색조건 다양화) 

 

통계 개선(CALIS 및 국립중앙도서관 통계 추가) 

 

정산내역조회 기능 개선 (인보이스 및 상세내역, 공문 링크 등) 

 

서비스 성능 및 안정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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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윤

(USC 사서)

참고봉사/열람 분과
해외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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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by Numbers 
• Students (2010-11 academic year) 

– Undergraduates: 17,500  
– Graduate and professional: 19,500  
– Total: 37,000  

 
• International Students 

– Regularly Enrolled International Students: 6,900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Students: 1,500 
– Intensive English Language Students: 200  

 
• Freshman Class (Fall 2010) 

– Applicants: 35,794 
– Admits: 8,715 (24 percent) 
– Matriculants: 2,972 (34 percent) 
– Average GPA: 3.69 (unweighted), 4.04 (weighted) 
– Middle 50-percent SAT range: 1950-2170 
– National Merit Scholars: 245 
–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12 percent 

 
• Degrees Awarded (June 2010) 

– Bachelor's degrees: 4,259 
– Advanced degrees: 6,191  

 
• Six-Year Graduation Rate  

– 2010 (fall 2004 freshman class): 89% 
– 2009 (fall 2003 freshman class): 88% 
– 2008 (fall 2002 freshman class): 88% 

• Faculty and Staff (2010-11 academic year) 
– Faculty: 3,300 (full-time) 
– Staff: 11,500 (50 percent time or more) 
– Student workers: 7,500 (does not include 
– teaching/research assistants) 
– Total: 22,300 
  

• Alumni 
– There are nearly 233,000 living alumni in the Trojan 

Family.  
 

• Undergraduate Tuition and Mandatory Fees 
(2010-11 undergraduate estimate of costs) 
– $41,022  

 
• Financial Aid Expenditures (2010-11 fiscal year) 

– $365 million  
 

• Endowment (as of June 30, 2010) 
– $2.9 billion  

 
• University Budget (2010-11 fiscal year) 

– $2.9 billion  
 

• Sponsored Research (2009-10 fiscal year) 
– $560.9 million  

 

Reference Services @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un-Yoon Ki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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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nd Chat Questions Answered: 
 
This service is designed for E-mail and chat questions that only require a short 
answer, for example: 
• To get information on library services and facilities  
• To verify bibliographic citation information  
• To request addresses/phone numbers/websites for companies, associations, or 
government agencies  
• To seek assistance in accessing library databases  
 

Questions for Which We can Provide Sources Only: 
 
For other more complex questions, we will provide a source instead of a full answer, 
for example: 
• To locate factual information, such as statistics or biographical information  
• To ask for basic guidance concerning research on a specific topic  
 
Excluded Questions: 
 
Some questions may request services, which are excluded. For example: 
• To fax or send materials  
• To renew materials checked out from the library  
• To do detailed research or provide bibliographies.  
 

Referrals: 
Subject Email Referral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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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Sun-Yoon Kim Lee 
sunyoonl@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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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석 은

(영진전문대학 사서)

전산 분과
온라인 도서관서비스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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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서관 서비스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

발표자 : 영진전문대학 도서관 허석은

Blog : http://boxersroad.tistory.com

1. 도서관 홈페이지

가. 도서관 홈페이지의 역할

 - 영진전문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는 도서관 건물 출입만큼 이용

이 많은 서비스이며, 오프라인 자료와 온라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의 포탈이다.

나. 영진전문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현황

 1) 접속 통계
  ∘ 2010년 종합자료실 출입횟수 ： 144,361회

  ∘ 2010년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횟수 : 322,417건

  ∘ 2010년 21시 이후부터 다음날 09시 이전까지 접속 횟수 : 58,150건

 2) 로그인 통계
  가) 연도별 로그인 통계

연도
로그인 

인원(명)

로그인 

횟수(건)

21시~09시 로그인 횟수/비율

(도서관 폐관 이후)

2007 470 1,206 281 / 23.3%

2008 793 2,124 561 / 26.4%

2009 822 2,292 531 / 23.1%

2010 1,114 3,152 709 / 22.4%

2011 1,432 4,957 703 / 14.1%

표 1. 매년 3~5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현황(2011년은 5월 8일 까지) 



182 2011 전국대학도서관대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5월까지 매년 로그인 횟수와 로그인 이용자수 증가

- 특별한 교육 없이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이 가능할 수준을 숙지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점점 증가 추세

∘ 2011년을 제외한 매년 22~26%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로

그인

  2010년 전체 로그인 횟수 95,767중, 21시부터 다음날 09시 이전은 15,023회

- 도서관 개관시간이 아닌 21시 이후부터 다음날 09시 이전의 로그인 횟수가 

전체 로그인 횟수의 약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내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과 같이 도서관 외부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있음

 3) 이용자 통계분석 결과
 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로그인 횟수

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의 수준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존 도서관 홈페이지의 형

식적인 변화가 아닌 이용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변화가 필요하다.

다.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의 문제점

 - 이용자의 기대치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도서관 검색

사용자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마도, 그들이 조지 킹즐리 

지프의 최소 노력의 원칙(Principle of Least Effort)을 강력하게 신봉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보통의 사람들은, 가장 적게 일하면 되는(정확히 말하자면 최소의 노력이 

드는)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조직에 이익을 가져올지라도) 자기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보

는 찾지 않을 것이라는 캘빈 무어즈의 통찰과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

성과 사용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정보 시스템으로 가차없이 옮겨가 버리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책상에 앉아 구글을 찾아보면 되지 뭐하러 도서관을 가나?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은 종종 접근성을 위해 정보의 품질을 희생하기도 한

다. 정보의 소비에 대한 이런 패스트푸드적인 접근 때문에 도서관원들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른다. “우리의 정보는 건강에 더 좋고 맛도 더 좋아요”라고 외치지만, 아무

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구글을 하느라 너무 바쁜 것이다.

출처 : 검색 2.0 발견의 진화 / 피터 모빌 / 한빛미디어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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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를 찾기 불편해지는 도서관 검색

  가) 문제점

∘ 대부분의 도서관 소장자료검색에서 중요도나 인기순위로 검색결과를 출력하기 

보다는 기존의 서명, 저자명 등의 정렬방식을 채택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탐색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도와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그림 2. RISS에서 시크릿으로 검색

그림 3. RISS에서 제공되는 정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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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결방안

   (1) 학계와 실업무자들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필요

   (2) 현재보다 향상된 검색엔진 도입

- 자료와 검색어의 관계에 따라 자료의 적합성을 찾아내는 검색기능 필요

- 언어와 사용자라는 변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필요

   (3) 이용자들의 검색로그의 확장

- 검색어뿐만 아니라 검색어에 따른 조회 데이터 및 다양한 부가 데이터도 함

께 저장

- 저장된 로그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에 따른 검색결과 우선순위 조

정

그림 4. 검색로그를 이용하여 ‘검색어별 이용자 선호도에 따른 순위화 기능’을 적용한 

영진전문대학 도서관 검색화면

 2) 비주얼 베이직이냐, 비쥬얼 베이직이냐?

  가) 문제점

   (1) 이용자는 자연어, 사서의 통제된 언어의 차이

-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검색어는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데 비해 도서관의 색

인은 목록작업에서 입력한 MARC에서 추출된 색인들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만족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곤란

   (2) 외래어, 외국어, 동음이의어 등 언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가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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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색결과가 검색되는 경우가 발생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색인에서 입력한 검색어와 같은 문자열만을 찾아내는 

단순한 방법으로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오타에 취약하고 불용어 처

리 문제 발생

 (3) 이용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서명을 기본 접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

며, 서명검색에 비해 기타 접근점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항목 알고 있는 자료 검색 만족도(%) 관심분야 주제 검색 만족도(%)

매우 만족 21명(12.5%) 11명(6.5%)

만족 92명(54.8%) 56명(33.3%)

보통 47명(28.0%) 86명(51.2%)

불만 8명(4.8%) 15명(8.9%)

매우 불만 - -

계 168명(100.0%) 168명(100.0%)

표 2. 웹 목록 검색결과 만족도

출처 : 웹 목록(Web-Opac)의 이용성에 관한 연구 / 이경희 / 중앙대학교 / 2010 

∘ 도서관 검색의 기능적인 한계를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도서관에게 

가지는 기대치가 낮아지고,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기능적인 한계를 무의식

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항목

  나) 해결방안

 (1) 이용자의 검색편의성을 배려한 목록입력

- 사서들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색의 편의성을 위해 검색어의 선정에 많은 고

민이 필요

 (2) 이용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키워드(태깅)기능 도입

- 전공과 전문적인 분야는 사서의 처리한계성이 있으므로 학과/교수와 연계한 

검색어 추가방안 혹은 개개인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키워드 입력 활성화(클라

우드 소싱)

- 이용률이 높아지면, 이용자들간의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키워드의 유

용성에 대한 판단 가능(집단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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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서비스 중인 이용자 태깅검색 

- 위 그림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플레밍이 발견한 전류와 자기장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검색하기 위해 ‘플레밍’으로 검색어를 주었을 경우 소장자료검색에는 

검색되지 않았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태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력한 태깅검색

에서 자료가 검색된 결과화면

그림 6.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서비스 중인 이용자 태깅입력화면

 (3) 다수의 사서들 혹은 이용자와의 협업을 통한 검색어 제어

- KERIS의 목록 업로드/다운로드와 같은 방식으로 각 자료별로 추가적으로 입

력하고 이를 도서관별로 선별하여 다운로드 받아 자관의 소장자료검색에 이

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더 확장된 검색로그 활용

- 이용자들의 검색로그와 분류기호를 활용한 검색결과의 주제별 필터링과 연

관 주제의 검색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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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테스트 중인 검색로그와  KDC분류기호를 활용한 

검색결과의 주제별 필터링 기능과 연관검색어 제시기능 - 1

그림 8.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테스트 중인 검색로그와  KDC분류기호를 활용한 

검색결과의 주제별 기능과 연관검색어 제시기능 - 2

 3) 분산된 정보 자원들

우리의 서지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가지 않았다. 포맷, 도구, 서비스와 기술의 

계속되는 확대는 우리가 어떻게 배열하고 검색하고, 소장하는 것을 뒤집어버렸다. 이용

자들은 간단하고 즉답성을 기대하며 아마존, 구글, 아이튠즈가 (이용자가) 우리(도서관)

을 판단되는 기준이 된다. 우리의 현 시스템은 이들에 비하면 하찮을 뿐이다.

출처 : Rethink how We Provide Bibliographic Service f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서비스 특별대책위원회 / 2006

URL :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sopag/BSTF/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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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제점

 (1) 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자료 이외에 전자책과 전자잡지와 같은 온라인으로 접

근이 가능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합적으로 검색/관리할 수 있는 기능 부족

그림 9. 영진전문대학 홈페이지에 연결된 외부 자료 

 (2) 많은 도서관에서 메타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

장자료검색과 통합되있지 않으며, 기존의 도서관 인터페이스와 분리된 형태로 

인해 이용자에게 혼선 제공

  나) 해결방안

 (1) 소장자료와 다양한 컨텐츠들을 검색하기 위한 Open API를 활용한 통합적인 

검색기능과 인터페이스가 필요

 (2) 도서관 및 관련기관에서는 조직적으로 각 컨텐츠 업체에 Open API서비스 실

시요구

 4)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없어져야 할 인터페이스들

  가) 문제점

 (1) 정적인 화면구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부족

- 이용자 편의성 보다 관리의 편의성에 중점

 (2) 표준화되지 않은 HTML

- 아직 많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표준 HTML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익

스플로러를 제외한 기타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의 화면이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전에 따라 화면이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

 (3) 새 창으로 뜨는 팝업

- 아직 많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새 창으로 뜨는 팝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에

게 불편을 초래 

 (4) 가로형태 서브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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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형태 서브 메뉴로 인해 마우스 조작이 불편

그림 10.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의 가로형태 서브메뉴

  나) 해결방안

 (1) 이용자 교육이 필요없는 인터페이스 구성이 최종목표

- 잘 지어진 도서관 건물이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듯이 도서관 홈페이지도 별도의 이용자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없

도록 기능과 인터페이스가 잘 융합된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함

 (2) 이용자 편의성 중심의 풍부하고 동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기존 웹의 부족한 인터페이스에서 탈피하여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경험에 맞춘 이용자들의 편리를 중점으로 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많

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

그림 11.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테스트 중인 AJAX, JQuery를 활용한 UI와 이전 검색어 

기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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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테스트 중인 AJAX, JQuery를 활용한 UI와 이전 검색어 

기능 - 2 

- 기존 웹의 검색에 따른 페이지 이동을 AJAX(Asynchronous JavaScript +XM)를 

통해 최소화

- JQuery를 이용하여 검색결과의 Drag & Drop, 펼치기와 숨기기 등 동적인 

UI 제공

- 이전 검색어 목록 등을 제공

 (3) 표준화된 HTML로 홈페이지 작성

- 표준 HTML과 기술로 작성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의 접근까지 

가능한  도서관 홈페이지 제공

 (4) 새 창으로 뜨는 팝업

- 레이어 방식의 팝업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PC와 브라우저의 부하방지

 (5) 세로 서브 메뉴

- 하위카테고리가 아래로 펼쳐지는 형태의 서브 메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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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방향

가. SNS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SNS 실시에 대한 의견

사서1

SNS를 실시함에 따른 업무증가에 비해 홍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인식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이다

사서2

SNS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상황

이므로 도서관이 이에 맞도록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빨리 동참해서 

도서관의 서비스 범주로 끌어들여야 한다

사서3
현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내부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는 필수적이다

사서4
시작단계이지만, 추후 이용자들의 여론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서5 일시적인 유행으로 번지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서6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지만 진정한 학

문, 도서관, 사서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때는 아니라 본다

표 3. 도서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몇몇 사서들의 개인적인 의견

나. SNS의 기대효과

 1) 권력의 이동
∘ 정보를 받던 이용자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이용자로 정보생산자의 변환

∘ 개개인의 협업과 경쟁을 통한 정보의 생산

∘ 사회내의 개개인의 소수 이용자에서 힘을 가지는 이용자권력으로 전환

세계적인 피자 브랜드인 도미노는 2008년 한 직원이 비위생적으로 피자를 만드

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해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패트릭 도일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비디오 성명을 발표하느라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까지 

시간을 지체했다. 물론 그 사이 동영상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식품 

브랜드로서 도미노는 이미지에 큰 치명상을 입었다.

 2) 사회구성원들의 인맥형성
∘ 사회내의 개개인의 이용자들이 인맥과 사회적인 활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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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서관 SNS의 방향 분석

 1)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아니라 SNM(Social Network 

Marketing)이다
(1)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중인 대부분의 SNS의 유형들은 SNS매체를 통한 소셜 

마케팅의 일종

(2) 소셜 마케팅에서는 도서관의 행사안내나 다양한 정보 서비스 안내와 같은 수

직하향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친근

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3) 개개인들의 바이럴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 1차원적인 정보제공이 우선이 아

닌 재미있는 답글로 유명한 세스코 게시판과 같이 이용자들이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 해충방제 업체인 세스코의 게시판은 회사의 Q&A 게시판 등을 통해 회사의 

성격과는 관련 없는 장난성 질문에도 재치있는 답변을 통해 2000년 초반부

터 인터넷을 통해 유명해지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봄

- 일반적인 형태의 도서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의 답글은 정중하고 딱딱한 분위

기를 풍기는데 반해 세스코는 성의 있으면서도 친숙하고 재미있게 응답

 질문 : 질문있어요

  엄마의 간섭의 끝은 어디인가요?

 세스코 답변

  저도 아직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터라

  그 끝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답이 있습니다.

  끝과 동시에 그리움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표 3. 세스코 질문게시판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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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저희집에 벌레가 한 마리 사는데

  삼수벌레 라고

  대학한번 가보겠다고 학원비는 없고 집에서 삼수째인데

  이번에도 만족할만한 결과는 못 나올거 같네요

  이게 벌레지 뭐 딴게 벌레겠습니까 집에서 밥만 축내고

  아..

  친구들은 벌써 군대가고 3학년에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는 벌레마냥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세스코에서 잡아주나요

 세스코 답변

  저장식품해충 중에 화랑곡나방이 있습니다.

  요 녀석은 환경조건(먹이, 온도 등)에 따라 유충기간을 2주에서 300일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성충으로 우화한 이후에는 다른 녀석과 동일한 수명을 지닙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동일하거나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 4. 세스코 질문게시판 답변 2

2)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SNS 생태계를 구축하자

SNS의 장점인 “정보를 받던 소비자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이용자로 변환”을 통해 도서관 홈페이지의 내실을 키우자

(1) 도서관 홈페이지는 현재 2000년대 초반의 포탈사이트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

고 있는 상황

 ∘ 현재의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소장자료검색을 실시하고 자신이 원하

는 자료의 위치확인이 완료한 이후에는 역할이 다하게 됨

 ∘ 혹은, 외부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잠시 들어오게 되는 단순한 이동 포인트의 

역할을 담당

- 이처럼 도서관 홈페이지를 잠시 거쳐가는 장소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다양

한 목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머무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2) 소셜 네트워크 매체 활용을 통한 SNS가 아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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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간 혹은 도서관과 이용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

크 생태계를 구축

- 이용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평적으로 소통

(3) 도서관 홈페이지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익명성과 아이덴티티를 보장

- 익명성 보장은 개개인의 이용자들의 의견표현과 참여를 독려

-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특성을 활용해 이

용자 개개인의 별명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

(4)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태깅 기능과 같은 개개인의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검색기능 강화에 초점

(5) 소셜 네트워크 매체와 포스팅을 연동하여 소셜 네트워크 매체에 포스팅되는 

컨텐츠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도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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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승 진

(충남대학교 교수)

정보 환경 변화와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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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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8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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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명이 넘으면 Culture가 된다.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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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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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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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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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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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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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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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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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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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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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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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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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8 

 LG상남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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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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0 

학술정보검색 
- All in one 검색 
- Open search 

교육강의정보 
- 강의자료 
- 학술비디오  

기술동향정보 
- LG리포터 
- 분야별 동향정보 
- 해외동향정보 

연구지원정보 
-유학노하우 
-논문발표 노하우 
- 채용정보 

Science 
Portal 

LG-ELIT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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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도서관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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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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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4 

 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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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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디브러리� 장서� 
•� 도서관� 

•� 공공기관� 

•� 민간포털� 

•� 단체� 

•� 개인� 

•� 해외국립� � � 

� � 도서관� 

•� 해외지식� � 

� � 정보원� 

NDL : 디브러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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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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3 

5 

4 

6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도서관� 

(The Digital Library is everywhere) 

NDL : 디브러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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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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8 

OpenURL 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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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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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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0 

  KOASAS / S-SPACE 

 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  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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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Information Service 

POSTECH  청암학술정보관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2 

  Mobile Information Service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국립중앙도서관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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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국립도서관 

 2013년 개관 예정, 약 1000억원의 예산 

 세종시 주민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에게 지식정보 및 문화체험 공간을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행정/정책분야 정보서비스를 제공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4 

  Mobile Information Service 

DBPIA EBSCOhost RefWorks SCOPUS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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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극장 

•  중극장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  아시아 문화교류지원센터 

•  경영전략지원센터 

•  문화예술콘텐츠개발센터 

•  어린이체험관 

•  아시아문화연구소 

•  아시아문화자원센터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센터 

•  문화콘텐츠 제작센터 

•  복합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6 

 설       계 : 빛의 숲(설계자 : 우규승, 국제건축설계경기 당선작) 

 위       치 : 광주광역시(구, 전남도청 일원) 

 규       모 : 부지면적 128,621m2, 연면적 178,199m2 

 개       관 : 2014년 

 주요시설  : 5개원 13개 센터 

 아시아문화를 생산, 수집, 서비스하는 사이버전당을 구축  

건립개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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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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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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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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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세를 
위한 SFW 

7-11세를 
위한 SFW 

11-14세를 
위한 SFW 

 Stories from the Web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40 

 Simple Search 

 Location Search   Keyword Search  

 Advanced Search  

 IC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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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es from the Web 

 7~11세 어린이를 위한 SFW   11~14세 어린이를 위한 S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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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es from the Web 

 0~7세 어린이를 위한 S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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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DL : The World Digital Library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44 

 TEL : The European Librar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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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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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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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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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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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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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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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회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작은책 

 세계에서 가장 큰책 

 구텐베르크 성서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50 

The Thomas Jefferson Building 

The John Adams Building  The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미국의회도서관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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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Facebook 

YouTube Flickr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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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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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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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cast Blog 

RSS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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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국립도서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귀중본(Treasures) 

  영국국립도서관 

 MS와의 서적 디지털화 프로젝트  전자책 리더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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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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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국립도서관 
 Web Archive  Archival Sound Recordings 

 Sound Map  BL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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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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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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으로 유럽연합 i2010 정보기술  
전략(IT Strategy)에 의거, eContnetplus의 예산지원 하에 수행 함 

  유로피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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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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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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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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피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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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 Center / Villa : CDWA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66 

 Getty Center / V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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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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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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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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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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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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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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 머리말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것 같냐고 물어 보자. 물론 역사에

서 가정은 당초부터 부질 없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인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정서를 포착하고, 또 그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하자. 그러면 앞

서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 볼만하다. 그런데 상기한 질문을 했을 때 열이면 열 모

두 고구려의 통일을 운위하고 있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강대한 국가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그러한 강국이 통일했으면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의 통일에 대한 상념이 스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백제

는 한반도 서남부에 소재한 약소국이라는 인상과 더불어 고작 문화 밖에 내세울 게 

없다. 그러나 문화가 찬연했다고 하지만 정작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볼멘 소

리를 하기 마련이다. 

백제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말할 나위 없이 백제사 교육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편견과 선입견에다가 無知가 복합적으

로 작용해서 백제사를 왜곡시켰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백제사 왜곡에 대한 사안을 

뽑아서 그 허구성을 제시함으로써 백제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균형잡힌 백제사 

서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根幹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뽑아

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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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제사의 시대 구분

백제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도읍지의 변천에 따라 백제가 지금의 서울 지역인 한

성에 도읍하던 한성시대(기원전 18년~475년)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도

읍하던 웅진시대(475년~538년), 그리고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에 도읍하던 사비시

대(538년~660년)로 구분하였다. 백제 역사의 시간적 범위도 기원전 18년에서 660

년까지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종전의 인식은 현상적인 이해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

이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시기 구분법이 나왔지만, 邑落 단계-→國邑 단

계→國邑聯盟 단계→部체제 단계→集權國家 단계(漢城後期·熊津城 도읍기·泗沘城 

도읍기)→국가회복운동기(무력항쟁기·웅진도독부기)로 세분화시켜 새롭게 볼 수 

있다. 

첫째 읍락 단계는 1세기경의 유적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토성 최하층의 취락유

적에서 확인되어진다. 

둘째 국읍 단계는 대읍락을 중심으로 수개의 群小 읍락이 단위체를 형성하는 시

기인데, 서울시 송파구의 夢村 지역에 방어시설인 木柵이 갖추어지고 고분이 출현

하는 2~3세기 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백제세력은 읍락 단계에서 국읍 단계로 넘

어가는 시기에 지금의 서울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읍연맹 단계는 구릉지에 토성이 축조되고 봉분을 가진 대형고분이 출현

하는 시기가 된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출현한 대형 葺石封土墳(墳丘에 강돌로 

띠를 입힌 墓)과 동일한 묘제가 한강유역에 조영되어 분묘 공동체가 성립되는 3세

기 중반 단계이다. 

넷째 部체제 단계는 다섯 개의 구역으로 전국을 나누었고, 백제 중앙세력의 원심

력이 연맹 전체에 미치는 시기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형 봉토고분의 성장

이 억제되고 있는데, 4세기 중반까지가 된다. 

다섯째 집권국가 단계는 4세기 중반 이후이다. 律令이 반포되어 통치의 중앙집권

화와 법제화가 완료되고, 새로운 묘제인 피라미드형의 基段式 大型 石室積石塚이 

조영되고 있다. 집권국가 단계는 한성후기(346~475)와 웅진성도읍기(475~538)·

사비성도읍기(538~660)로 세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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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국가회복운동기는 무력항쟁기인 660년~663년 9월까지와, 당나라의 괴뢰

정권이지만 웅진도독부에 의해 통치되는 664년부터 672년까지로 설정해 볼 수 있

다. 백제사의 종식은 660년이나 663년도 아니다. 국가재건을 위한 또 다른 모색인 

웅진도독부의 소멸 시점인 672년이 되겠다(종전의 웅진도독부의 소멸 시기로 간주

한 671년은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팽창에 따라 요동 지역의 건안고성이 소

멸된 9세기 전반 쯤이 백제의 國系가 끊어진 시점이다. 

3. 백제 건국 세력의 계통 문제

백제를 건국한 세력의 계통은 어디였을까? 쉽게 말해 백제 시조는 어디에서 출원

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관련 구절을 인

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

는데(기원전 18),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유이민 집단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백제의 건국/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남하하여 한강 유역의 

하남 위례성에 정착한 후 마한 소국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위와 같은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서술에 의한다면 백제 건국 시조는 온조였고, 

그 계통은 고구려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타당하다면 특별히 문제될 이유

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백제 건국 세력의 기원을 왜

곡한 것이 된다. 교과서대로 한다면 백제 건국 세력은 고구려의 支派가 건국한 것

이다. 동시에 고구려가 宗家라면, 백제는 그 작은 집이 되고 마는 셈이다. 사실 온

조 건국설에 따라 백제사의 출발점부터가 고구려에 주눅들고 矮小한 인상을 심어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백제 건국 집단이 고구려에서 남하했다는 기록을 일방 통행시키는 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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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백제 시조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백제의 건국과정을『삼국사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설화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A. 백제 시조 온조왕은 그의 아버지가 鄒牟인데 혹은 朱蒙이라고도 한다. 북부여

로부터 난을 피하여 졸본 부여에 이르렀더니 부여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었

다. 주몽을 보자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見朱蒙 知非常人) 둘째 딸로써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서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그 자리를 이었다. 주몽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沸流요 둘째 아들은 溫祚라고 한다[혹은 주몽이 

졸본에 이르러 越郡 여자에게 장가 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주몽이 북부여

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

할까 염려하여 드디어 오간·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 으로 떠나니 백성들 

중에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의 世系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온 까닭에 

‘扶餘’로써 氏를 삼았다.

B. 일설에는 “시조 비류왕은 그 아버지가 優台이니 북부여왕 解扶婁의 庶孫이요 

어머니는 召西奴이니 졸본 사람 延陁勃의 딸이다. 처음 우태에게로 시집을 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이는 비류요 둘째는 온조였다. 우태가 죽자 졸본에 홀로 살았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前漢 建昭 2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라 하였다. 소서노에게 장가 들어 왕비를 삼았

다. 그가 창업하여 기반을 개척하는데 자못 내조가 있었으므로 주몽이 그녀를 특별

히 사랑하여 후하게 대하였고 비류 등을 자기 아들처럼 여겼었다. 주몽이 부여에서 

낳았던 禮氏의 아들 孺留가 찾아 오자 그를 세워 태자를 삼았고 왕위를 잇게 하였

다. 이에 비류가 아우인 온조에게 이르기를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의 난을 피하여 

도망하여 이곳에 왔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털어서 邦業을 이루는 것을 도왔

으니 그 공로가 컸었다. 대왕이 세상을 뜨신 후 나라가 유류에게 귀속되니 우리들

이 공연히 이곳에 있으면서 몸에 군더더기 살처럼 울하게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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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선택하여 따로 國都를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

다’하였다. 드디어 아우와 함께 무리를 데리고 浿水와 帶水를 건너 미추홀에 이르러

서 거주했다”고 한다.

C.『北史』와『隋書』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에 仇台가 있었는데 매우 어질고 

신실하였다. 처음에 대방 옛 땅에 나라를 세우니 漢 나라 요동태수 公孫度가 자기

의 딸로써 구태의 아내를 삼게 하였다. 드디어 東夷에서 强國으로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위에서 인용한 기록을 보면『삼국사기』를 편찬할 때까지 2 종류의 백제 시조 전

승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즉 A는『삼국사기』백제본기 본문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온조 시조 전승이다. 반면 B는『삼국사기』백제본기 割註에 작은 글씨로 적

혀 있는 비류 시조 전승이 된다. 어느 전승이 옳은 지『삼국사기』撰者인 김부식도 

판단이 서지 않았던 관계로 두 전승을 함께 수록한 것이다. 이 경우는 온조 전승과 

비류 전승 간의 사료적인 우열은 일단 50: 50으로 보는 게 정직한 판단이다. 온조

의 고구려 기원설과 비류의 부여 기원설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

도 온조 전승이『삼국사기』백제본기 본문에 적힌 덕을 보았는지 마치 정설처럼 

군림하고 있다. 이 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삼국사기』백제본기에 함께 수록된 온조 

전승과 비류 전승 가운데 비류 전승이 오래되었다고 한다. 전승이 오래되었다는 것

은 증거 보전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만큼 부여계의 

비류 전승이 고구려계의 온조 전승보다 사료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면 그 밖의 백제 시조 전승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D. 백제는 그 선대가 대개 마한의 屬國이었는데, 부여의 別種이다. 仇台라는 사람

이 있어 처음 帶方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또 해마다 네 번 그 시조인 仇台

의 廟에 제사를 지낸다(『周書』권 49, 백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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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東明의 후손으로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질고 신망이 돈독하여 처음으

로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그 시조인 구태의 사당을 國城에 세웠는데 

해마다 네 차례 그곳에 제사한다(『隋書』권 81, 백제 조).

F. 구태의 제사를 받드는데, 부여의 후예임을 계승하였다[···『括地志』에서 말

하기를 百濟城에는 그 祖인 仇台廟를 세우고 해마다 네 차례 그 곳에 제사한다]

(『翰苑』권 30, 백제 조).

 

G. 海東古記를 살펴 보니까 혹은 始祖를 東明이라고 한다(『삼국사기』권 32, 雜

志, 祭祀, 백제 조)

H. 始祖 東明王의 廟에 拜謁하였다(『삼국사기』권 23, 다루왕 2년 조).

I. 대저 백제 태조 都慕大王은 日神이 降靈하여 부여 땅을 모두 차지하고 開國하

였다. 天帝로부터 籙을 받아 諸韓을 통솔하고 王을 일컫게 되었다(『續日本紀』권 

40, 延曆 9년 7월 조).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백제 시조로는 仇台·東明·都慕大王 등이 보이지만 한결같

이 부여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신찬성씨록』에는 “菅野朝臣, 

同國(百濟: 필자) 都慕王十世孫貴首王之後也”·“和朝臣, 百濟國都慕王十八世孫武寧

王之後也”라고 하여 都慕大王 즉 都慕王을 실제 起點으로 한 백제왕들의 혈연 의

식이 나타나고 있다. 혹자는 도모왕과 주몽왕을 동일 인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

나『신찬성씨록』을 보면 “長背連, 高麗國王鄒牟[一名 朱蒙]之後也”·“高井造, 高麗

國主鄒牟王二十世孫汝安祁王之後也”라고 하여 鄒牟 즉 朱蒙은 高麗 즉 고구려 國

王 혹은 國主라고 하였다. ‘高麗國王 鄒牟’는 동일한『신찬성씨록』에서의 ‘百濟 都

慕王’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인물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백제 태조 도모

대왕’은 고구려 시조인 鄒牟와는 명백히 다른 인물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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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백제 시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백제 건국 세력은 고구려계가 아니라 

부여계임을 읽을 수 있다. 시조의 경우만 하더라도 1:4로 부여계 전승이 압도적으

로 우세할 뿐 아니라『삼국사기』자체의 전승만 하더라도 時點上 부여계 비류 전

승이 온조 전승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좀더 밀도 있게 분석해 보도

록 한다. 백제 시조로 보이는 동명에 대한 기록이다. 즉 "해동고기를 살펴 보니까 

혹은 始祖를 東明이라고 한다(按海東古記 或云 始祖東明)(『삼국사기』祭祀志, 백

제 조)"고 했다. 이 東明은 송화강 유역에 소재했던 부여 왕국의 시조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사가 참고된다.

  

J. 옛날 북방에 槀離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侍婢가 임신하자 왕이 시비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東明인데 항상 말을 치도록 명령받았다. 東

明은 활을 잘 쏘았다. 왕은 동명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

고자 하였다. 그럼에 따라 동명은 남쪽으로 달아나 施掩水에 이르러 활로 水面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동명이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곧 풀어 흩어져 추격하는 병사들이 건너지 못하였다. 東明이 이로부터 夫餘 

땅에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삼국지』권 30, 동이전 夫餘 條).

위의 기사는 3세기 후반에 쓰여진『삼국지』에 보이는 부여의 시조 설화인 동명 

건국설화가 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사는 1세기 경에 쓰여진 왕충의『논형』길험편

에 이미 보인바 있다. 주지하듯이 이곳은 송화강 유역인 지금의 吉林 盆地에 건국

한 夫餘 건국설화인 것이다. 이곳 건국설화상의 ‘夫餘 땅’은 요녕성 桓仁의 졸본부

여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동명과 주몽은 별개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전

자는 부여 시조이고, 후자는 고구려 시조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개소문의 아들인 천남산의 묘지명에서 확인된다. 즉 "옛날에 東

明이 氣를 느끼고 氵虒川을 넘어 開國하였고, 朱蒙은 日을 품고 浿水에 임해 開都

하였다(昔者東明感氣 踰氵虒川而開國 朱蒙孕日 臨浿水而開都)(「천남산묘지명」)

고 했다. 여기서 東明≠朱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동고기를 살펴 보니까 혹은 



242 2011 전국대학도서관대회

始祖를 東明이라고 한다(按海東古記 或云始祖東明) (『삼국사기』祭祀志, 백제 

조)"·"始祖인 東明王廟에 拜謁하였다(謁始祖東明王廟)(『삼국사기』백제본기 다

루왕 2년 조)"라고 한 기록의 동명은 주몽이 아닌 부여 시조를 가리킴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472년에 개로왕이 北魏에 보낸 국서에 따르면 "저희는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夫餘에서 나왔습니다"고 했다. 이것 보다 분명한 기록이 어디 있겠는가? 일

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국왕이 외교 문서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부여에서 찾았기 때

문이다. 혹자는 이 기록의 '부여'를 '졸본부여'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고구려를 가리

키는 졸본부여에서 고구려가 출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고구려인들은 자국의 시

조가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누누이 자랑하지 않았던가? 그 뿐 아니라 "그(백제)의 

世系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온 까닭에 ‘扶餘’로써 氏를 삼았다(『삼국사기』

백제본기 건국설화 조)"고 했다. 실제 백제 왕실의 성씨는 扶餘氏인 것이다. 온조 

건국설화가 맞다면 백제 건국 세력은 고구려 왕실에서 출원한 게 되므로 '高氏'를 

칭했어야 맞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 더욱 중요한 사실은 370년경을 시간적 대상으

로 하는 기록에서 부여 왕실의 氏가 백제 왕실과 동일하게 부여씨로 확인되었다. 

백제 왕실의 뿌리를 이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해주는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그 밖에 "(백제는) 부여의 別種이다(扶餘之別種)(『구당서』동이전 백제 조)"라

고 했다. 여기서 別種은 支派를 가리킨다. 중국 사서에 보면 고구려 역시 부여의 별

종이라고 했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백제와 고구려는 뿌리가 동일한 대등한 형제국

가이며 경쟁 상대임을 읽을 수 있다. 부여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법통을 백제 왕

실이 계승했다고 여겼기에 538년에 성왕은 천도와 동시에 국호를 바꾸고 있다. 즉 

"봄에 泗沘로 도읍을 옮겼다[다른 이름은 所夫里였다]. 국호를 南扶餘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성왕 16년 조)"라는 기록이 그것을 말한다. 국호를 '부여'로 고쳤다면 

그에 맞추어 국가적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여 시조를 백

제 시조로 받아들였을 게 자명하다. 부여 시조인 동명이 백제 시조로 인식된 데는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백제 왕실의 뿌리는 부여라는 사실이 너무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제 백제 역사의 시작은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 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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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은 통일신라 

이래로 부여군이라는 이름으로 편제되었다. 백제 멸망 이후 천수백년의 세월이 흘

렀지만 현재 사비성은 '충청남도 扶餘郡'이라는 행정 지명으로 남아 있다. 백제의 

뿌리가 부여 왕국임을 그 마지막 왕도 이름이 말해준다. 백제 역사의 시작과 끝은 

'夫餘'라고 하겠다.

4. 백제인들은 열등감을 지녔는가?

1) 天孫과 中原意識의 태동

온조 건국설화는 타당성이나 신빙성이 대단히 취약한 기록으로 밝혀졌다. 그럼에

도 이 기록이『삼국사기』백제본기 본문에 적혀 있는 관계로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쳤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영향은 가히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단적인 소견이 다음에 보인다.

 

더구나 유리왕(기원전 19~기원후 18년)을 피해 남천하여 개국을 이루었으므로 

백제는 부여나 고구려 왕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백제 왕통에 정통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백제 제13대 근초고왕(재위 346~375년)은 서기 371년 평양에 쳐 들

어가 고구려 제16대 고국원왕(재위 331~371년)을 사살했지만, 평양에 머물지 않고 

한성으로 되돌아 왔는데 이는 고구려에 대한 백제 왕실의 열등의식을 잘 나타내주

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신화 보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용으로 상징되는 왕권을 계

승하는 설화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내용이 이 향로에 구현된 것이 아닌가 여겨

진다. 

그러나 위의 인용과는 달리 백제인들은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긍심을 지녔

다. I의 도모대왕 건국설화에 나와 있듯이 백제인들은 자국의 시조를 星座의 중심

인 태양과 결부 지었다. 또 그러한 태양의 후손이라는 選民意識을 지녔던 것이다. 

그러한 상징적 표상의 하나가 世界樹 형상을 刀劍化한 백제 七支刀였다. 백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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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상의 중심에 자리잡았다는 宇宙木인 세계수의 가지가 사방 수천 리에 뻗쳐 있

는 것으로 보았다. 국왕을 축으로 한 왕권의 사방 확대를 상징하는 聖具가 이것을 

형상화한 칠지도였다. 칠지도가 제작된 해인 369년 겨울에 근초고왕은 한강 남쪽에

서 전 장병이 중앙을 의미하는 황색 기치를 펄럭이는 가운데 사열을 받았다. 다음

의 기사가 그것이다. 

K. 11월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기치는 모두 황색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백제왕은 자신의 통치권역을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자부심의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백제의 경우도 예

외가 되지 않았다. 369년에 백제는 노령산맥 이남의 마한세력을 ‘南蠻’이라는 멸칭

으로써 일컬었다. 주지하듯이 남만은 동이·서융·북적과 더불어 중국적인 천하관에

서 나온 호칭이었다. 백제는 이것을 원용하여 자국을 중심한 우월감 속에서 사방 

오랑캐관을 설정하였다. 그밖에도 적개심으로 가득찬 전쟁 관련 기록 속에 보이는 

호칭이기는 하지만, 백제는 고구려와 北魏를 ‘狛’과 ‘獫狁’․‘凶梨’라는 멸칭으로써 

각각 일컬었다. 

사비성 도읍기의 백제는 전국을 5方으로 구획하였다. 이러한 5방제도는『예기』

왕제편에 “중국과 사방의 오랑캐, (이러한) 오방의 백성은 모두 특성이 있으므로 

밀어 옮길 수는 없습니다(中國戎夷五方之民 皆有性也 不可推移)”라고 하여 ‘중국’

과 사방의 이민족을 총칭하는 호칭인 ‘五方’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백제의 전국에 

대한 지방 통치 구역인 오방은 중화적인 천하관인 ‘五方之民’ 의식의 영향이라고 하

겠다. 백제는 儒敎經典을 빌어 자국 중심 천하관의 근거를 설정하였다.  

2) 황제체제의 운영

백제의 왕은 大王을 칭했다. 미륵사지 서탑「사리봉안기」에서 무왕을 일컬어 

‘大王 陛下’라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대왕의 위상은 帝王에 해당되는 것으

로서 중국 황제에 필적할만한 호칭이었다. 이는 백제왕들이 대왕 및에 小王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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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렸던 사실과 무녕왕의 사망을 ‘崩’으로 표기한 것과 같은 황제적인 용어 사용에서

도 확인된다. 문제는 이러한 황제적인 용어가 관념이나 인식 차원을 떠나 실제 황

제적인 통치 행위의 산물인가 여부이다.   

일단 세상의 중심에 자리잡았다는 天孫國 의식은 주변 제국들을 低級하게 일컫

게 했다.‘東夷’ 등과 같은 사방 오랑캐 호칭이 그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월감이 정치적인 행위로써 발휘될 때 현실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이른바 천손국

과 주변 국가간의 외교적 관계가 되겠다. 이것은 ‘朝貢’ 관계로써 나타나고 있다. 황

제국의 위상을 확보했던 백제는 上下 조공 관계를 통해 주변 소국들 위에 군림하였

다. 백제는 탐라로부터 貢賦 즉 조공을 받았다. 그리고 백제는 한 때 斯羅 즉 신라

를 비롯한 가야 제국들을 위성국으로 거느렸음을 公言하기까지 했다. 즉「양직공

도」에는 백제 곁의 소국들을 “반파·탁·다라·전라·사라·지미·마련·상사문·하침라 

등이 (백제에) 부용되었다(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巳文·下枕羅等附

之)”라고 기재하였다.      

주지하듯이 황제국은 주변국들과 外臣 관계를 설정해 놓았다. 자국 영역내의 주

민들은 內臣을, 주변의 조공국은 외신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때 황제국은 조공국

의 수장에게는 자국의 관작을 제수하고 있다. 그러한 內·外臣 관계의 실례는 백제

에서 다음과 같이 포착된다. 즉 “4월에 탐라국이 방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하여 사

자에게 은솔 벼슬을 주었다”라는 기사이다. 여기서 탐라국은 백제 통치권 밖의 세

력이었지만, 백제에 대한 조공 의무를 이행해야할 대상이었다. 탐라가 貢賦를 바치

지 않자 동성왕이 무진주까지 親征하여 그것을 再開시킨데서 확인된다. 요컨대 문

주왕이 탐라국의 사자에게 자국의 관등을 제수한 행위는 분명히 외신 관계의 설정

을 뜻한다. 백제는 이때 탐라국 사신에게만 불쑥 제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제는 

탐라국왕을 비롯하여 일련의 제수가 있었다. 또 그러한 선상에서 탐라국 사신에게 

제수가 따랐다고 하겠다. 실제로 백제에 복속된 耽羅國主는 백제 좌평의 관호를 稱

하였다. 또 그러한 관계를 ‘臣屬’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앞의 표를 통

해 보았던 백제 왕·후·태수들의 분봉 지역을 다음과 같은 표로 작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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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봉지 국외 분봉지

  面中王(광주 광역시)   西河太守(山西省 汾陽縣)

  都漢王(전남 고흥)   廣陽太守(河北省 隆化縣)

  八中侯(전남 나주)   朝鮮太守(河北省 盧龍縣)

  阿錯王(전남 신안)   廣陵太守(江蘇省 揚州市 西北)

  邁盧王(전북 옥구)   淸河太守(山東省 淸河縣)

  弗斯侯(전북 전주)   帶方太守(遼寧省 義縣 北)

  邁羅王(전남 장흥)   樂浪太守(遼寧省 義縣 北)

  辟中王(전북 김제)   城陽太守(河南省 泌陽縣 南)

  弗中侯(전남 보성)

      

위에서 지명에 왕·후를 관칭한 이들은 왕족을 비롯한 백제 본토 출신이었다. 반

면 중원 대륙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태수들은 중국계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이무렵 백제의 관작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토 

출신의 경우는 한반도 관내의 지역명을 王·侯號에 관칭하고 있다. 반면 중국계 사

신들은 대체로 북중국 지역 태수호를 칭하고 있다. 중국계 태수들에게는 선비족의 

점유 공간인 북중국에 대한 영유권을, 본토 출신에게는 마한 故地에 대한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는 듯하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중원 대륙 남조 정권에 조공하고 제수를 

요청하고 있지만, 백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책봉을 한 남조 정권의 

관할권 밖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는 백제 중심의 내외 천하관과 결부지어서 설명할 

소지가 있다. 백제 영토내에는 본토인을, 중원 대륙은 그 실제 지배 여부와는 상관

없이 중국인을 봉함으로써 의제적인 내·외신 관념 속에서의 백제적인 소우주관을 

엿볼 수 있는 단서 내지는 그 일면의 표출로 짐작된다.

 

3) 백제인들의 활동 공간

백제인들의 활동 공간은 어느 정도 일까? 신라말 최치원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

성 시절에는 强兵이 백만이나 되어···남쪽으로는 吳越을 침공하였고···중국의 커다

란 좀이 되었다”라고 하여 해상을 통한 백제의 중국 남부 진출을 언급하였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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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남부 지역인 廣西壯族自治區에 소재한 지금의 ‘百濟墟’ 등이 大洋을 누볐던 백

제의 역동적인 자취가 된다. 이곳은 百濟郡이 설치된 지역이었다. 晋平郡은 그 자치

구내의 蒼梧縣 일대나 복건성의 福州로 새롭게 비정된다.『신당서』에서 백제의 서

쪽 경계를 越州(절강성 紹興市)라고 한 기록 또한 중국 경영을 암시해 준다.

백제는 제주도 뿐 아니라 북규슈와 지금의 오키나와를 중간 기항지로 삼고 대만

해협을 지나 필리핀 군도까지 항로를 연장시켰다. 필리핀 군도는 黑齒國으로 알려

졌던 곳이다.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출토된 흑치상지 묘지석에 의하면 그 가문은 

부여씨 왕족에서 나왔지만 선조들이 ‘흑치’에 分封된 관계로 그 지명을 따서 氏를 

삼았다고 한다. 왕족을 지방의 거점에 파견하여 통치하는 담로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백제는 다시금 항로를 확장시켜 인도차이나 반도에까지 이르렀다. 백제는 지

금의 캄보디아를 가리키는 扶南國과 교역하였다. 그런데 혹자는 이때 백제가 중국

을 경유해서 부남의 재물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그러면 이 주장을 검토해 

보자.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조공을 해 오던 부남국이 梁에 마지막으로 조공한 

시점이 539년이었다. 539년에 부남국이 梁에 진상한 물품은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

만 토산물이나 불교 관련 물품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부남국이 梁에 奴 즉 

生口를 진상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백제는 534년과 541년에 梁에 조공하였다. 

이때 梁은 백제측이 요구한 열반경을 비롯한 經典과 毛詩博士 및 工匠과 畫工 등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백제가 扶南의 財物이라고 할 수 있는 물품을 梁에서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 또 그러한 물품이나 奴를 백제가 梁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중국과 무

관한 이국산 물품을, 그것도 자국에서도 희귀하여 조공받은 것을 梁이 다시금 백제

에 내려줬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백제가 倭에 보내줄 정도였다면 부남의 재물

과 奴를 일정하게 확보한 선상에서 그 잉여물을 보냈다고 보아야 맞다. 그러나 백

제가 그러한 물품을 梁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받은 바도 없다. 

539년 이후에 부남국의 梁 朝貢도 끊기고 만 정황에 비추어 볼 때 543년에 백제

가 倭에 보내 줄 수 있던 부남의 재물과 奴의 源泉은 드러난다. 곧 이는 백제가 梁

에 의존했다면 扶南의 재물이나 奴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음을 뜻한

다. 그런 만큼 扶南의 재물과 奴는 백제인들이 부남국을 직접 찾았을 때 확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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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資産인 것이다.  

백제는 곤륜과의 교류를 통해 綿種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최근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확인된 면직물의 유입로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가 아닌 동남아시

아로 지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열도에서는 800년에 곤륜을 통해 綿種을 수입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한 綿種을 확보한 곤륜이나 목면의 원산지인 印度와도 백제는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능산리 절터에서 면직물까지 확인된 것을 볼 때 그 

기원은 명백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백제는 북인도 지방의 모직물을 수입하여 倭에 

선물하기까지 했다. 모두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 경의 일이었다. 이러한 항해 

루트 덕분에 성왕대의 승려인 謙益이 중인도에서 佛經을 가져 올 수 있었다.

동아시아의 모든 물산은 백제로 집중되었다. 백제 땅에는 남방 鳥類인 공작과 앵

무새, 그리고 건조 지대에 서식하는 낙타, 초원의 목축인 羊 등과 같은 진귀한 동물

들이 서식하였다. 물산 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였다.『수서』백제 조에 보면 

“(그 나라 사람들에는) 신라·고구려·왜인 등이 섞여 있으며, 또한 중국인도 있다”

고 하였다. 그랬기에 백제는 고구려의 69만 호 보다 많은 76만 호를 거느린 大國의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백제는 多種族 국가의 성격을 띠었다. 백제 조정의 요직에는 

중국인이나 왜인들의 기용이었다. 가령 성왕 때 전국의 5方 가운데 하나인 東方의 

장관인 東方令에 왜 조정의 物部莫奇武連이라는 귀족이 임명되었다. 또 나솔 관등

의 物部奇非와 같은 인물을 비롯하여 백제 조정에는 많은 왜계 관료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西河太守에 임명된 馮野夫를 비롯하여 將軍號를 지닌 王茂와 張塞 

그리고 陳明과 같은 인물들은 모두 중국계이다. 요컨대 백제 조정에서는 왜인과 중

국인들이 고위직에 있었던 게 확인되었을 정도로 열린 사회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백제 대왕체제의 배경이 된 것이다.       

    

(1) 백제인들의 발길 어디까지 미쳤는가?

백제 문화하면 남성적인 고구려 문화에 대응하여 여성적인 것으로 말하고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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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기세가 흐르는 고구려 문화와는 달리 온화한 기품이 감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문화적 개성과 사람들의 기질은 풍토의 영향

을 받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와 연관지어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백제하면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을 우선 떠 올리게 된다. 

백제는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을 강역으로 해서 성장하였다. 이곳은 굴곡이 많은 

복잡한 리아시스식 해안을 끼고 있어 일찍부터 항만이 발달하여 해상교통이 발달

한 곳이었다. 자연 백제인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드넓은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빼어

난 조선술을 가졌던 동시에 바다를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것이다. 서해의 거친 波高

를 헤치고 나아가 중국대륙과 교섭을 가졌다. 그리고 북중국의 强者인 北魏 군대를 

海上戰에서 손쉽게 격파할 정도였다. 신라말 최치원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 시절

에는 强兵이 백만이나 되어···남쪽으로는 吳越을 침공하였고···중국의 커다란 좀이 

되었다”라고 하여 해상을 통한 백제의 중국 남부 진출을 언급하였다. 물론 이 기록

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大洋을 누볐던 백제의 역동적인 자취는 현재까지 남아 있

다. 중국의 최남부 지역인 廣西壯族自治區에 소재한 지금의 ‘百濟墟’는 百濟郡이 설

치된 곳이 되겠다. 요서에서 이동한 晋平郡은 그 자치구내의 蒼梧縣 일대나 복건성

의 福州로 새롭게 비정된다.『신당서』에서 백제의 서쪽 경계를 越州(절강성 紹興

市)라고 하였다. 의미 깊게 되새겨야할 문구하고 하겠다.

백제는 제주도 뿐 아니라 북규슈와 지금의 오키나와를 중간 기항지로 삼고 대만

해협을 지나 필리핀 群島까지 항로를 연장시켰다. 필리핀 군도는 黑齒國으로 일컬

었던 곳이다.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출토된 백제장군 黑齒常之의 墓誌石에 의하

면 그 가문은 부여씨 왕족에서 나왔지만 ‘흑치’에 分封된 관계로 그 地名을 따서 氏

를 삼았다고 한다. 왕족을 지방의 거점에 파견하여 통치하는 담로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백제는 다시금 항로를 확장시켜 인도차이나 반도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의 

캄보디아를 가리키는 扶南國과 교역하였다. 그리고 백제는 북인도 지방의 모직물을 

수입하여 왜(倭)에 선물하기까지 했다. 모두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 경의 일이

다. 이러한 항해루트 덕분에 성왕대의 승려인 謙益이 중인도에서 佛經을 가져 올 

수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듯이, 동아시아의 모든 물산은 백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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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었다. 백제가 동남아시아 諸國과 교류한 사실은 물증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가령 백제가 남방 조류인 鸚鵡를 倭에 선물한 것은 물론이고, 무녕왕릉 출토 태국

제 무티사라 구슬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의자왕이 왜의 權臣에게 선물한 木畵紫

檀碁局의 자단목은 원산지가 스리랑카이며, 바둑돌은 상아였고, 모서리에 그려진 

여러 匹의 쌍봉낙타는 서식지가 몽골 지역이었다. 백제금동대향로에 보이는 봇짐을 

지고 코끼리에 올라탄 사내의 모습은 백제와 동남아시아 제국간 교류의 일단을 약

여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산 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역사책인『수서』에 보면 “(백제에는) 신라·고구려·왜인 등이 섞여 있으

며, 중국인도 있다”고 하였다. 그랬기에 백제는 고구려의 69만 호 보다 많은 76만 

호를 거느린 大國의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 76만 호라면 400만에 육박하는 인구

를 거느렸음을 뜻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백제는 다국적 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

었다. 백제 조정의 요직에 중국인이나 왜인이 기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성왕 

때 전국의 5方 가운데 하나인 東方의 장관인 東方令에 왜 조정의 모노노베[物部] 

출신의 마카무노무라치라는 귀족이 임명되었다. 또 나솔 관등의 모노노베노 가쿠라

와 같은 인물을 비롯하여 백제 조정에는 많은 倭系 관료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

리고 西河太守에 임명된 馮野夫를 비롯하여 將軍號를 지닌 王茂와 張塞 그리고 陳

明과 같은 인물들은 모두 중국계이다. 요컨대 왜인과 중국인들이 백제 조정에서 상

당한 직책의 벼슬에 있었던 게 확인되고 있다.백제 조정의 지배층은 일단 부여에서 

남하에 온 부여계 세력과 마한의 토착 세력을 軸으로 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輸

血된 왜계와 중국계를 비롯한 고구려·신라·가야계 등으로 잡다하게 구성되었다. 백

제가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이처럼 열린 사회였기에 가능했

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월드컵 신화의 주인공 히딩크의 경영전략과 관련해 학연

과 지연을 타파한 그의 업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1,400~1,500

년 전 백제의 국가경영의 한 패턴으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었다. 이 점 오늘의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고 본다. 

국제 국가로서 백제의 탄생은 그 자연 환경과 풍토에 기인한 바 실로 크다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즉 백제 영역은 해안과 평야를 끼고 있어 해산물과 농산물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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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뿐 아니라 기후마저 온난다습하였기에 자연 인구가 몰리게 되었다. 국력은 

자고로 경제력과 인구를 가지고 논하는 법이다. 저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삼

국 가운데 백제가 가장 강성하였다는 평을 내린 것은 실로 탁견이 아닐 수 없다. 이

러한 넉넉한 토대 속에서 一刀兩斷式의 고구려인들과는 달리 백제인들은 느긋한 

심성을 가지게 되었다. 固陋함과 偏見이라는 배타적인 의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기에 무덤이 지닌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무녕왕릉은 중국 남조의 묘제

를 채택하여 조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산강유역에 왜계 前方後圓墳이 조영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반면에 적석총을 비롯하여 사회제도 

전반에는 左·右賢王制와 같은 북방적인 문화 요소도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백제의 

기원과 관련한 것이었다. 여하간 북방과 해양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백제인들은 광

활한 세계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 편벽되지 않은 느긋한 심성을 기르게 되었기에 

따스한 체온이 감도는 문화를 남길 수 있었다.

(2) 黑齒=한반도 소재설의 검토 

중국 하남성 낙양시 북망산에서 출토된 誌石인「黑齒常之墓誌銘」에는 黑齒常之 

家門의 내력을 밝히고 있다. 즉 “府君의 이름은 常之이고, 字는 恒元이며 百濟人이

다. 그 선조는 扶餘氏에서 나와 黑齒에 封해졌으므로 子孫이 因하여 氏를 삼았다

(府君諱常之 字恒元 百濟人也 其先出自扶餘氏 封於黑齒 子孫因以爲氏焉)”고 했다. 

여기서 黑齒常之의 祖先은 扶餘氏 왕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흑치상지의 祖

先들이 흑치에 分封된 정치·사회적 배경은 "治所城을 이름하여 固麻라고 한다. 邑

을 檐魯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말하는 郡縣과 같은 것이다. 그 나라에는 22담로가 

있는데 모두 子弟宗族을 이곳에 分據시킨다(『梁書』백제전)"라고 하였듯이 왕족

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檐魯體制를 가리킨다. 그러면 흑치는 지금의 어디를 가리키

는 것일까? 1463년(세조 8)에 유구국 사신에게 黑齒의 소재지를 묻는 기록을 통해 

흑치의 위치를 한반도 바깥에서 찾았던 조선 초기인들의 지리 관념을 읽을 수 있

다. 그렇지만 흑치의 소재지를 한반도 지역에서 찾는 노력과 관련해 ‘黑齒’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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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백제 때 今勿縣이었던 충남 예산군 관내의 德山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取한 주

장1)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보았다. 

첫째, ‘黑齒’를 ‘검은 니(이)’로 읽으면서, ‘니(이)’=‘勿’=‘川’=‘那·壤·奴’라는 등

식을 설정한 후, ‘검은 니(이)’는 “黑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니(이)’

가 이렇게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쳐 과연 ‘那’·‘壤’·‘奴’ 등과 연결될 수도 없을뿐더

러, 정작 ‘黑壤’과 연결되는 지명은 충북 鎭川의 ‘今勿奴’이다. 今勿奴는 경덕왕 때 

‘黑壤’으로 지명이 바뀌었다(『三國史記』地理 2, 黑壤郡 條). 여기서 ‘今勿’과 ‘黑’, 

‘奴’와 ‘壤’은 각각 연결된다. '금물' 곧 '검을'의 漢譯이 '黑'이고, 高句麗系語인 '奴'의 

漢譯이 '壤'인 것이다. 그런 만큼 德山 '今勿'의 ‘今’만으로는 ‘黑’과 연결되지 않을뿐 

더러 ‘黑壤’, 나아가 ‘黑齒’와 연결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黑齒=德山說

은 무의미해졌다(李道學,「書評, 盧重國 著, '백제부흥운동사'」『韓國史硏究』124, 

2004, 276쪽). 덕산과 동일한 ‘今勿’ 지명은 김천 금릉에서도 똑 같이 보인다(『三國

史記』地理 1, 開寧郡 條). 그러면 김천 금릉도 흑치 후보에 넣어야 된다는 말인가? 

둘째, 今勿은 己文(汶)·甘勿 등의 지명에서 보듯이 '큰 물'의 뜻이라고 한다. 가령 

甘·金·己·巨 등이 '큰'이라는 음을 표기하는 데 함께 사용되었다. 즉 甘勿(『삼국사

기』아달라왕 4년 조)〮〮·甘勿阿(익산시 함열면)·今勿縣(예산군 덕산면)·甘勿城(미상 

지명)·今勿奴(內)郡(충북 진천군)·甘文國(김천 개령면)·今勿縣(김천 금릉)·居斯勿

縣=巨寧縣(남원읍 북측)이 그것이다. 특히 甘文國과 今勿縣에서 보듯이 甘과 今이 

'문'과 '물'로 통용되고 있다(李根雨,「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對하여」『百濟

硏究』27, 1997, 58쪽). 이렇게 볼 때 덕산 今勿의 '今'은 '黑'이 아니라 '큰'의 소리 

옮김이다. 그러므로 德山 今勿은 흑치 비정의 논거로서 부적절하다. 

셋째, 禮山에 ‘검은산’이 있으므로 黑齒와 관련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검은산[黑山]은 唐代의 遼西 지역이나 몽고를 비롯해서 경기도 안성·경남 거창·강

원도 평창·전남 영광 등지를 비롯해서 무수히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검은산은 

黑齒라는 지명과 관련한 고유 지명적인 특징이 없다. 지금의 예산군 예산읍을 백제 

1) 노중국,『백제부흥운동사』일조각, 2004, 94쪽. 

   흑치=덕산설은 兪元載,「백제 흑치씨의 흑치에 대한 검토」『백제문화』28, 1999, 2~5쪽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이다. 노중국은 이 논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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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烏山이라고 하였다. 烏山은 통일신라 경덕왕대를 전후해서 孤山으로 지명이 바

뀌었다. 이것은 ‘烏山’을 ‘외山’으로 읽었기에 ‘외로울’ ‘孤’ 字를 넣어서 孤山으로 지

명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결코 烏山을 ‘검은山’과 관련 짓지 않았음을 알게 된

다. 烏山을 ‘검은山’과 관련지었다면 ‘黑山’으로 고쳤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넷째, 부여씨 왕족이었던 흑치상지의 祖先들이 흑치에 분봉된 것은 거점 지배인 

담로제도의 시행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들이 黑齒에 分封된 시기는 성왕대로 추정

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성왕대는 538년에 사비성으로 천도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적

으로 정연한 지방 지배인 方-郡-城制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무렵 한반도내 백제 

영역에서의 분봉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백제의 국내 분봉은 공간적으로는 노

령산맥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黑齒의 소재지를 노령산맥 이북인 禮山

에서 찾고자 하는 주장은 어떻게 하든 성립되지 않는다.2)

다섯째,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목간에 따르면 “···次如逢㤦猪耳其身者如黑

也···”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이 구절은 “누구를 만났는데, 그 몸이 검었다”로 해석

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 영역 내 黑人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 백제

와 동남 아시아제국간의 교류의 일단을 암시해 주는 방증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

까.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흑치의 백제 국내 비정설은 설득력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한반도 바깥 즉 해외에서 흑치의 소재지를 찾는 게 순서일 것 같다.

「흑치상지묘지명」이 작성된 唐代를 기준해서 중국인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흑

2) 노중국은 "흑치 지역의 위치에 대해, 흑치를 '검은 이빨'로 보고 이를 黑齒國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필

리핀 방면으로 비정한 뒤, 백제가 필리핀 지역에 영역을 두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 

흑치국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백제의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백제가 필리핀 지역을 자

신의 신하에게 식읍지로 주었다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다(노중국,『백제사회사상사』지식산업사, 

2010, 188~189쪽)"고 했다. 여기서 노중국은 필자의 최근까지의 관련 논고를 외면하고 무려 14년 전

에 출간된 저서인『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주류성, 1996, 37~41쪽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氏는 필자

가 "흑치를 검은 이빨로 보고"라고 했지만 논거와는 무관하다. 흑치는 남방 풍속으로서 소개했을 뿐 

분명히 지명으로서 흑치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노중국은 잘못 인용하고 있다. 흑치로의 분봉은 담로

제의 속성처럼 어디까지나 大航路와 관련한 거점 지배일 뿐이다. 백제가 무려 7천여 개의 섬으로 구

성된 필리핀을 영토로 삼은 바도 없고 또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 필자는 '해외 거점'을 언급했고, 그 

거점은 어디까지나 항해와 관련한 것이었다. 노중국이 언급한대로 필자는 견해를 펼치지 않았음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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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위치를 추적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 墓誌銘의 작성자는 중국인이었다. 黑

齒常之 역시 중국의 唐에서 武將으로 활약하다가 사망했다. 그런 만큼 중국적인 세

계관 속에서 黑齒의 위치를 찾는 게 지극히 온당하다고 본다. 흑치가 중국인들에게 

생소한 지역이었다면「黑齒常之墓誌銘」에서처럼 백제의 관등을 唐의 관직과 견주

어 설명한 것처럼 언급했어야 마땅하다.

唐의 房玄齡(578~648)이 註釋한『管子』에 따르면 黑齒를 “모두 南夷의 國號이

다”고 했다. 그렇듯이 唐代人들은 흑치가 東南아시아 지역이라는 공간적 인식을 지

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삼국지』倭人 條의 “또 侏儒國이 그 (여왕국) 남쪽

에 있는데, 사람들의 키는 3～4尺이며, 여왕(국; 邪馬臺國)으로부터 4천여 里 떨어

져 있다. 또 裸國·黑齒國이 다시금 그 (주유국) 동남쪽에 있는데 船行으로 1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黑齒'가 남만전에 수록되어 있는 관계로 대략

의 그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기사를 토대로 중국의 梁嘉彬은 일찍이 黑齒

의 위치를 지금의 필리핀 群島로 비정했다. 

이와 더불어『梁書』倭 條는 裸國과 黑齒國 外의 세계에 대한 기사를 덧 붙였다. 

梁代의 중국인들이 대만이나 필리핀 보다 훨씬 멀리 있는 東南아시아 세계에 대해 

희미하나마 정보를 접했음을 뜻한다. 이 사실은 逆으로 당시 중국인들이 나국과 흑

치국을 대만과 필리핀으로 분명히 인식했음을 방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梁의 昭明太子(501~531)가 지은『文選』에 보면 "···於是舟人漁子 徂南極

東 或屑沒於黿鼉之穴 或挂睊於岑㠂之峯 或掣掣洩洩於裸人之國 或汎汎悠悠於黑齒

之邦···徒識觀怪之多駭 乃不悟所歷之近遠 爾其爲大量也···"라는 기록이 주목된다. 

이 기록을 통해 梁代에는 중국인 漁夫들이 臺灣[裸人之國]과 필리핀 群島[黑齒之

邦]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閩浙에서 出航하면 여름에는 西南信風을 타는 까닭

에 "易極東"이라 하였고, 回航은 겨울철에 東北信風을 탔고, 겨울철에는 또 매번 

北風이 갑자기 불기 때문에 “易徂南”이라고 했다. 중국의 華北人이 연안을 이용하

고 또 섬을 따라서 항해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한반도와 일본열도 및 琉球[侏儒

國]를 지나 대만[裸國]에 이른다. 대만에서 필리핀간의 항로는 지극히 순조로워서 

臺灣 동남으로부터 항해한 즉 필리핀 群島[黑齒國]에 이를 수 있다. 아울러 대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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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체 생활했음을 부차적으로 입증했다. 따라서 흑치의 소재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임이 분명해진다.

요컨대 백제 왕실이 흑치상지의 祖先을 黑齒에 封했다고 한다. 이러한 分封은 領

域的 개념이 수반된 것이므로 백제의 海外 거점과 연결 지을 수 있다. 

4) 백제 천하관의 완결

백제가 왜에 선물한 동물들은 백제나 그 인근 국가들에서는 당초 서식하지도 않

은 희귀한 종류였기에 선물로서의 희소성과 값어치가 있었다. 백제가 이처럼 자국 

밖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왜에 선물한 이유는 일단 물산의 풍부함과 광범한 교역 

채널을 과시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는 366년에 백제가 왜 사신과 처음 대면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진귀한 보물이 많다"라고 한데서도 뒷받침된다. 선진국이란 여타 

주변국들이 갖지 못한 풍부한 물산을 향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맥락에

서 볼 때 백제는 이러한 선물을 통해 당장의 정치적인 의도를 이루는 동시에 나아

가 부강한 선진국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금동

대향로에 보이는 악어라든지 원숭이와 코끼리 상 등 또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 이미지를 과시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요컨대 백제는 이 같은 선물을 통해 왜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

고도 신기한 동물들을 예사롭지 않게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에는 천하의 

萬物이 집결되는 곳이라는 이미지와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었다. 중국에서도 汗血

馬를 비롯해서 주변의 蕃國에서 보내온 산물들을 전시하면서 그 위세를 과시하고

는 하였다. 마찬 가지로 백제에서도 백제적인 천하관의 산물로서 이 같은 각종 동

물의 존재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백제의 영향력이 북으로는 고구려

를 껑충 뛰어넘어 몽골 고비사막 일대까지, 남으로는 일본열도를 훨씬 지나 아열대 

지역에 깊숙이 미치는 등 종횡무진의 무궁한 雄姿를 보이고 있다. 실제 백제는 요

하 서쪽의 유목국가인 後燕과의 연계를 통해 고구려를 압박한 바도 있다. 그 뿐 아

니라 백제는 勿吉과 함께 고구려를 협공하려고 했을 정도로 백제의 외교 반경은 가

위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어 멀리 목단강유역까지 미치고 있었다. 요컨대 백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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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물한 동물 가운데 白雉는 백제왕이 천하를 통치하는 聖世와 융성을 과시하기 

위한 表象으로서는 단연 그 압권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천하관과 결부지

어 왜에 선물한 이러한 동물들의 성격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해 大英博物館에서 수장하고 있는 유물의 범위는 전 세계에 걸쳐 있다

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는 세계 곳곳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손길과 발

길이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주최했던 만국박람회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마찬 가지로 세계의 물산이 집결된 백제에서

도 그 같은 국가의 위상과 세력 범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랬기

에 백제는 진귀한 동물들을 1 쌍이나 1마리 정도를 왜에 선물하였다. 이것은 교역

품이 아니라 국가적 위상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강했음을 뜻한다.     

5. 백제 역사 무대는 한반도만이었는가?

1) 요서경략설

백제의 활동 공간을 한반도 서남부 일원으로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백제는 한반도 일원에 활동 공간이 국한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중국에

서는 당나라가 백제 영역을 지배했다는 웅진도독부=당의 군정기구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찬동하는 한국학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주

장의 부당성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이와는 달리 오히려 민족주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이래로 백제가 중국의 요서 지역을 점령했다는 요서경략설이 제기된 바 있

다.『송서』백제국 조 첫머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L. 백제국은 본래 高驪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여 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가 요동

을 차지하자, 백제는 요서를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하는 곳을 晋平郡 晋平縣이라 

했다.

백제의 요서경략설은 그 밖에『양서』를 비롯한 중국 사서에 명백히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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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백제가 북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삼국사기』와 중국 정사인

『남제서』에 각각 보인다. 이 기사 역시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바다를 

가로질러 백제를 공격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백제가 해상으로 진출해서 북위를 

공격했을 것 같지도 않다는 판단하에 오류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는 백제 동성왕이 

북위의 앙숙인 南齊의 황제로부터 칭찬받을 목적에서 만들어낸 허위 기록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혹은 백제가 북위가 아니라 고구려와 치른 전쟁으로 해석하거나, 

고구려 양해 하에 북위군이 육로를 이용해 백제를 침공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도 

나왔다. 모두 백제의 해상진출을 부정하려는 저의가 담겼다.

이쯤 되면 '해양강국 백제'라는 말은 구두선이나 메아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를 공간적 범위로 해서 고구려와 자웅을 겨루던 백제가 무대를 

바꿔 요서 지역에 진출하게 된 것은 양국 간의 전쟁과 역학 구도가 국제성을 띠었

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신라 구원을 명분으로 한 400

년 고구려군 5만 명의 낙동강유역 출병도 기실은 백제의 사주를 받은 왜 세력의 신

라 침공이라는 유인책의 덫에 걸린 것이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後燕이 고구려의 

배후를 기습하여 서쪽 700여 里의 땅을 일거에 약취하고 말았다. 고구려의 낙동강

유역 진출은 이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백제는 왜와 후연과 연계하여 고구

려와 신라에 맞서고 있었다. 400년 이후 후연과 고구려는 요동 지역의 지배권을 놓

고 사투를 벌였다. 그렇지만 후연은 고구려에게 시종 밀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

릉하 방면의 숙군성까지 빼앗겼고, 심지어는 지금의 북경인 燕郡까지 공격을 받았

을 정도로 수세에 놓였다. 다급한 후연이 고구려의 앙숙인 백제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백제군은 요서 지역에 진출해서 고구려의 西進을 막고자 했다. 그런데 그 직

후 붕괴된 후연 정권의 후신이자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운의 북연 정권은 408년에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었다. 돌변한 상황에 후연을 지원할 목적으로 요서 지역에 

출병한 백제군의 입장이 모호해졌다. 결국 백제군은 기왕에 진출한 요서 지역에 대

한 실효 지배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 산물이 요서 지역의 진평군이었다. 그러고 

보면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는 요서를 경략했다"는 구절은 정확한 기록

인 것이다. 488년과 490년에 백제가 북위의 기병 수십만의 침공을 격퇴하고 해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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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승리한 전쟁은 진평군을 에워싼 전투가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요서 지역의 진평군은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존속했던 

것 같다.  

진평군의 소멸 시기는 연구 과제로 남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해

외파병이었던 백제의 요서 진출은 우리 역사 무대의 공간적 범위가 한반도를 뛰어

넘었을 정도로 국제성을 지녔음과 더불어 해양강국의 위용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더불어『삼국사기』에서 “위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어 와

서 정벌하였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이 기사는『자치통감』

永明 6년 조의 “위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쳤으나 백제에게 패하였다”라는 

구절을 옮겨 온 것이다. 북중국의 왕조인 북위에서 백제를 침공했으나 패하였다는 

내용이 되겠다. 이와 관련된 전쟁으로 보이는 기사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M. 위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어 와서 정벌하였으나 우리에게 패했다(『三國史

記』동성왕 10년 조).

N. 위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쳤으나 백제에게 패하였다(『資治通鑑』永明 

6년 조).

  

O. 이 해에 위나라 오랑캐가 또다시 騎兵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그 

地境에 들어가니 牟大가 장군 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를 파견하여 무리를 거

느리고 오랑캐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建武 2년(495년 ; 동

성왕 17)에 모대가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지난 庚午年(490년)에 

獫狁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깊숙히 쳐들어 왔습니다. 臣이 沙法名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역습케 하여 밤에 번개처럼 기습 공격하니, 匈梨가 

당황하여 마치 바닷물이 들끓  듯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쫓아가 베니 시

체가 들을 붉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예리한 기세가 꺾이어 고래처럼 사납

던 것이 그 흉포함을 감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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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천하가 조용해진 것은 실상 사법명 등의 꾀이오니 그 공훈을 찾아 마땅히 

표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법명을 임시로 征虜將軍 邁羅王으로, 贊首流를 

임시로 安國將軍 辟中王으로, 解禮昆을 임시로 武威將軍 弗中侯로 삼고, 木干那는 

과거에 軍功이 있는 데다가 또 臺와 舫을 때려 부수었으므로 임시로 廣威將軍 面中

侯로 삼았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天恩을 베푸시어 특별히 관작을 제수하여 주

십시요”라고 하였다(『南齊書』백제전).

  

위와 같은 사료 등에 근거해서 단재 신채호는 백제의 요서경략설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근구수가 기원 375년에 즉위하여 재위 10년 동안에 고구려에 대하

여는 겨우 1차 평양의 침입만 있었으나, 바다를 건너 支那 대륙을 경략하여, 선비 

모용씨의 燕과 苻氏의 秦을 정벌, 今 遼西·山東·江蘇·浙江 등지를 경략하여 광대한 

토지를 장만하였다. 이런 말이 비록 백제본기에는 오르지 않았으나,『양서』와『송

서』에 ‘백제가 요서와 진평군을 공략하여 차지하였다’고 했고···근구수가 또 진과 

싸우니, 今 山東 등지를 자주 정벌하여 이를 奔疲케 하였으며, 남으로 今 강소·절강 

등지를 가진 晋을 쳐서 또한 다소의 州郡을 빼앗으므로, 諸書의 기록이 대략 이 같

음이니라(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단재신채호전집』1977, 204쪽)”라고 하였

다. 이러한 서술의 實證 與否를 떠나 백제가 중국 대륙 일각에 거점을 확보하면서 

北魏 정권과 자웅을 겨뤘다는 기록은 의미심장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백제가 해상 진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남제서』에 수

록된 동성왕대 北魏와의 전쟁 기사를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단정하는 이들이 많았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본 학자 岡田英弘이 1977년에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즉 

그는 동성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에 등장하는 ‘獫狁’과 ‘匈梨’를 고구려로 간주하면

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전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匈

梨를 句梨의 誤寫로 간주하여 고구려로 지목한다. 그렇지만 匈梨와 동일한 대상인 

獫狁이나 魏虜는 北魏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는 岡田英弘과 後

學들의 생각처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북위를 구성하는 지배 

종족인 선비의 뿌리가 흉노였다. ‘험윤’과 ‘흉리’는 흉노를 가리키고 있다. 가령『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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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冒頭에서 獫狁을 山戎과 더불어 “匈奴之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남제서』

백제 조의 해당 구절 註釋에 따르면 “匈梨는 匈奴單于와 같은 말이다”고 했다. 게

다가 ‘魏虜’라고하여 분명히 백제와의 전쟁 대상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것이 ‘고

구려’로 둔갑할 수 있는 지 자못 의아스럽다. 고구려를 ‘魏에 종속된 오랑캐’라는 의

미로 魏虜로 지칭했다는 혹자의 해석은 너무나 자의적이다.『남제서』는 “魏虜匈

奴種也”라고 하였듯이 魏虜를 匈奴와 일치시켜 인식했었다.

당시 남조에서 ‘虜’라고 표기한 대상은 북위였다. 이 것 역시 ‘魏虜’를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 상기한 인용에서도 위나라 군대를 ‘虜軍’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백제

가 고구려를 ‘魏虜’라고 지칭한 국서를 남조에 보냈다고 하자. 이 때 남조측에서는 

‘魏虜’를 고구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더구나『南齊書』에 魏虜傳까지 있다. 동

성왕 국서에는 일관되게 북위를 가리키는 ‘험윤’·‘흉리’·‘위로’라는 단어를 구사하였

다. 실제『자치통감』이나『삼국사기』에도 백제와 북위와의 전쟁 기사가 게재되

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남제서』에 보이는 이러한 용어들이 북위를 가리킴은 재

론할 여지조차 없다. 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백제가 북위와 격돌할 가능성이 어려

운 관계로 고구려로 바꿔서 해석하고는 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백제의 해상 능력

에 대한 無知에서 초래한 偏見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의 기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O의 ‘이 해에’는 동성왕의 “制詔行

都督百濟諸軍事 鎭東大將軍百濟王牟大今以大襲祖父牟都爲百濟王 卽位章綬等玉銅

虎竹符四 其拜受 不亦休乎”라는 책봉 기사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기사이다. 그러

므로 이와 동일한 해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남제서』에서 동성왕이 남제로부

터 책봉된 시점은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 기사는『南史』영명 8년(490) 조에서 

“백제왕 泰를 진동대장군 백제왕으로 삼았다”고 한 기사와 부합된다. 그렇다면 O 

기사는 ‘이 해에(490년)’로 시작하는 북위군 격파 기사에 이어 ‘建武 2년(495년)’에 

동성왕이 表文을 올려 예하 신하들의 授爵을 요청하면서 과거인 ‘지난 庚午年(490

년)에’ 있었던 북위와의 전쟁에 대한 戰果가 구체적으로 수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해에(490년)’로 시작되는 기사와 ‘지난 庚午年(490년)에’로 시작하는 기

사는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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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와 북위와의 전쟁은 “이 해에 魏虜가 또 騎兵 수십만을 동원하여”라고 한 구

절의 ‘又’에서 알 수 있듯이 490년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M와 N의 

永明 6년(488)에 있었던 전쟁을 가리킨다고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M와 

N의 ‘騎兵 수십만’의 動員과 O의 경오년(490)에는 “시체가 들을 붉게 하였습니다”

고 한 만큼 육상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O에서 백제군 장수들의 전공에 “舫을 

때려 부수었다”고 하였으므로 육상전과 해상전의 배합을 헤아릴수 있다. 이와 관련

해 백제군이 때려부순 ‘臺’는 영토안의 접경 지역이나 해안 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

에 마련한 초소라는 점과 舫의 파괴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백

제는 육상으로 북위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臺와 舫을 때려부술 정도로 역습에 성공

했으며, 戰場은 북위 연안에서의 상륙전을 가리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북위군 ‘騎兵 수십만’이 당초 침공해 온 백제 영역은 北魏와 陸續된 遼西 지역으로 

지목하는 게 자연스럽다. 

   

2) 南中國 거점 문제

崔致遠의「上太師侍中狀」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 시절에는 强兵이 백만이나 

되어 남쪽으로는 吳越을 침범하였고, 북으로는 幽·燕·齊·魯 지역을 흔들어서 중국의 

큰 좀이 되었다”라고 했다. 여기서 오월은『신당서』에서 백제의 서쪽 경계를 越州 

즉,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부근이라고 한 기록과 연결되어진다. 물론『신당서』에서 

바다를 건너 백제가 고구려·왜와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문구를 거론하였기에 지

배 영역과는 무관한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고구려·왜와는 달

리 國界를 國號가 아니라 중국 내의 월주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였다.  

이와 더불어 後唐에서 고려 태조를 책봉하는 詔에 “卿은 長淮의 茂族이며, 漲海

의 雄蕃이다(『高麗史』太祖 16년 3월 조)”고 하였다. 태조를 가리켜 “長淮의 茂

族”이라고 했다. ‘長淮’의 존재는 宋에서 고려 성종을 책봉하고 내린 조서에서도 

“항상 백제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영원히 장·회의 족속을 무성하게 하라”고 하

여 보인다. 長淮와 ‘백제’의 존재가 함께 포착된 것이다. 여기서 ‘長淮’는 양자강과 

회수를 가리키므로, 이와 연계되어 적혀 있는 ‘百濟之民’은 중국대륙의 백제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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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 또 이들과 한반도 고려와의 연결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렇지 않았다면 조서에서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은 앞서

의 기록에 보이는 吳越이나 越州와 무관할 수 없다. 요컨대 이러한 기록들은 차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백제의 존재가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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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조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학도서관 

예산의 축소/ 
도서관의 역핛 변화 

정보기술의 발젂/ 
정보기반구조 요구 

학술정보자원  
가격 급등/ 

도서관 구매력 감소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대학도서관의 문제점 

<참고문헌 1, p.9> 

젂국대학도서관대회_2011 

1. 머리말 

3 

 대학의 연구 생산력이 대학의 졲재 가치, 탁월
성 및 국제/국내 순위에 점점 더 중대핚 영향. 

21세기 대학의 변화 

 대학이 젂통적으로 가졌던 학생 중심, 협력이
라는 가치관이 “경쟁(competiveness)”으로 대체
되는 추세. 

 대학의 사명에 대핚 대학관리자와 연구커뮤니
티의 시각 변화. 

<참고문헌 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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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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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발젂하는 정보홖
경에서 연구도서관이 당
면핚 가장 큰 위기는? 

개별적으로:  
로컬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위기들 가운데 가장 
완화 가능핚 것은? 

집단으로:  
분산된 사업체로서 

타당성 (Feasibility):  
조정 가능핚 위기인가? 

영향 (Impact):  
완화 위핚 투자 가치? 

2008년 OCLC 인터뷰 
15개 미국 연구도서관장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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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사: 네덜띾드의 대학도서관 

물리적 도서관을 학생과 직원의 보다 매혹적인 학
습 장소로 구축하는 데 관심 

도서관의 젂문 컬렉션과 문화유산을 보다 널리 이
용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 구축 

기관 리파지토리 업무 포함, 연구출판 과정 지원 

디지털 데이터 큐레이션 

디지털 정보의 라이센싱 특히 강조, 정보 조달의 핵
심 역핛에 초점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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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기의 범주 
<참고문헌 5, p.7> 

젂국대학도서관대회_2011 7 

대학도서관은 모기관의 사명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함 

서비스 제공 대상인 대학의 구체적 지시와 제핚 받음 

학내에서 수입 창출 주체이기보다 소비센터임 

자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함 

* 양면성: 기관에 소속되나,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있음 
<참고문헌 3>  

대학도서관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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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뭉치의 민감도 

<참고문헌 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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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하부, 내부의 도서관 적합성 인식 감소 

변화에 직면하여 충분핚 준비, 적응성, 리더쉽
에 관핚 불확실성 

도서관 컬렉션과 공갂의 가치 변화: 비용 상승, 
가치 저하;  회계는 변화를 인정 앆 함 

레거시 시스템 유지 관리는 난제임  
대체 부분 찾기 곤띾 

상업적 제공자에게 일부 젂통적 자산 상실 
(예: Google Books);  
다른 자산의 명백핚 소유권 주장 미비 (예: 자
체 학술 결과물) 

위기 뭉치 (Risk Cluster) 
<참고문헌 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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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p.9> 

 위기 19: 도서관은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과 이용자 요구를 따라잡
기에 충분히 빠른 적응성 결여. 
 위기 20: 레거시 시스템 기능성과 IT 지원의 결여로 인핚 비효윣성
과 비용 증가. 
 위기 21: 자체, 혹은 삼자 제공 서비스와 이니셔티브의  적시 수행
과 지속가능성 평가의 완료, 추적 혹은 분석 미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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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1: 옦라인 및 기타 자원 (예: Google)의 이용가능성이 도서관의 
가시성과 필요성 약화. 
 위기 2: 도서관 가치 젂체의 효과적 소통 미비로 이용자 기반 침식. 

 위기 9: 유능핚 후보자굮의 경쟁적 홖경과 축소로 인하여 인적 자원 
충원과 유지 곤띾. 
 위기 10: 도서관 관리직 역핛로 발젂될 후보자를 파악 곤띾. 
 위기 11: 현재 홖경에서 변화 관리에 요구되는 훈렦, 개발, 교차훈렦, 
재교육 등 제공 위핚 인적 자원의 도서관과 대학 내 핛당 부족.  
 위기 12: 현재 인적 자원이 미래 요구를 위핚 일렦의 기술 결여 (예: 
기술 변화 등) 
 위기 14: 도서관의 보수적인 천성이 변화하는 홖경에 대핚 적시적 
적응 제핚.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기 (1) 



주요 선진국의 대학도서관 발전 전략의 분석 271

젂국대학도서관대회_2011 14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기 여러 가지가 대학도서관의 
불확실핚 가치 젂제에 관렦된 염려.  

 높은 위기 가능성은 주로 특성 상 운영면에 있고, 일
반적으로 조직적 취약성에 기인. 

 레거시 기술 관렦 문제들 모두가 발생 가능성이 큼. 

 그 다음 높은 위기는 직원과 인적 자원 관렦 문제.  

 26개 핵심 위기 중 10개 (38%)가 높은 잠재적 영향 
및 발생 가능성 가짐.  

위기에 대핚 일반적 관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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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15: 비용 증가, 제핚된 예산, 홖윣 교띾 
등 결과로 컬렉션 구축 및 유지 어려움 커짐... 

 위기 23: 이젂에 도서관이 소유하고 배포하
였던 콘텐트 (예: 연구결과물, 디지털화핚 컬
렉션 등)에 대핚 접근을 점차 상업적 기관이
나 옦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어하기 때문에 
연구도서관에 증가된 비용 부담이 지속될 가
능성이 있음…  

<참고문헌 4, p.9> 

중갂 정도 가능성의 위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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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네트워크 수준 공동 대응 

 위기 1 

 위기 2 

 위기 11 

 위기 12 

 위기 10 

 위기 9 

 위기 14 

 위기 19 

 개별/그룹 수준 대응 

위기 완화 젂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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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위기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대체로 
제어 가능핚 홖경을 나타냄: 즉, 그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관리 가능. 
 ⇒ 대학도서관들이 함께 이러핚 위기를 고려핛 기회
가 있고, 따라서 적젃히 개별 및 집단 대응챀을 궁리핛 
수 있음. 

 연구 주체를 지원하는 지적 재산권 (예: 동료 심사 문
헌, 자체 생산 콘텐트 등) 의 관리에 관핚 심각핚 우려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음. 
 이런 문제로부터 대학도서관의 핵심적 운영이나 서
비스에 대핚 임박핚 위기에 대핚 인식 결여. 

위기에 대핚 일반적 관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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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젂략과 서비스 (New Strategies and Services) 

 위기 1 

 위기 2 

 위기 9 

 위기 14 

 새로운 조직 문화 (New Organizational Culture) 

 연구도서관 커뮤니티가 네트워크 홖경에
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연관된 
공동 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게 제공 
 젂통적 이용자 충성도 유지 가능 

 재구성된 업무흐름에서 젂통적 업무보다 
연구지원 서비스에 새로운 강조와 투자 
 다양핚 학문분야에서 새로운 세대와 유형
의 젂문가 집단 유입 

위기 완화 젂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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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기반구조 확대 (Shared Infrastructure)  

 위기 19 

 위기 20 

 위기 10 

 위기 11 

 위기 12 

 위기 21 

 업무흐름의 재구성 (Restructured Workflow) 

 서비스의 지역적 통합 증대로 연구도서관 
이용자 요구의 보다 싞속핚 지원 가능 

 인적 자원의 기술 요구를 완화핛 수 있는 
자원의 젂략적 재배치 가능  

위기 완화 젂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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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적 프로그램 (2) 

  Western Regional Storage Trust Initiative (WEST) 
 미국 서부 지역의 연구도서관들에 분산된 인쇄자료 저장소 서비스 
조직 위핚 이니셔티브: Arizona State Library, California Digital 
Library 등 17개 대학 +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참여. 
 초기 중점 사업은 소급 인쇄저널 백파일 통합 및 확인: 인쇄본 아
카이브 관리 위핚 지역적 협력 사업.  
 2009년 10월-2010년 6월: 기획 단계: 앤드류 멜롞 재단 지원 받음 
 서부지역 도서관 리더들의 역핛: 운영, 관리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1. 다양핚 파트너갂 협력 지원,  
2. 저 수준 (low-level) 확인과 공개 위핚 기준 수립,  
3. 학술기록물의 영속성 보장 위핚 보다 광범핚 국가적 및 국제적 

노력의 맥락 내에 위기관리 원칙을 통합핚 선정원칙 개발 
<출처> 
<http://www.cdlib.org/services/collections/sharedprint/westinitiativ
e.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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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적 프로그램 (1) 

  2CUL (발음은 “too cool”) 
 뉴욕 주의 코넬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이 멜롞 재단의 
기금 $385,000 받아 협력 파트너쉽 시작. 
 협동 장서개발, 수서 및 정리 시행. 
 협력 촉짂 위핚 별도의 서비스 엔티티 구성. 
 Ithaca (연구도서관 정보기술 개발 자문 비영리기관)이 프로젝트 
관리 및 기획 지원. 
 예산 축소에 직면하여 도서관 혁싞 (innovate) 능력 발젂 및 디지
털 접근, 학제갂 연구,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대응핚 도서관 
재홗성화 추짂. 
 각 캠퍼스 구성원에 대핚 컬렉션과 서비스 품질 개선, 새로운 요
구에 자원을 재배정, 및 각 기관이 정부/재단 지원 확보에 보다 역
량을 쏟을 수 있도록 방앆 모색.  
<출처> <http://www.library.cornell.edu/news/091012/2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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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액세스 출판 

다양핚 데이터와  
방법 사용 

옦라인 소셜  
네트워킹 확산 

광범핚 연구 질문 

새로운 형태의  
연구결과물 생산 

논쟁 

주장 1 
대학도서관은 학술
연구에서 점점 더 
확대되는 중요핚 
역핛을 수행핚다.  

주장 2 
대학도서관은 “멸
종 직젂(on the 
brink of extinction)”
에 놓여 있다. 

기타 등등… 

3.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기능과 
발젂 젂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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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커뮤니케이션 
행태의 급격핚 변화 

 대규모 연구도서관의 지속적 
가치에 대핚 의심과 우려 확대 

고등교육 젂반의  
예산 축소 

 막대핚 양의 원 데이터와 발표 
정보의 홍수;  
 연구자의 성과 확산과 공유 방
법의 선택 다양화  

대학도서관: 
새로운 형태의 연구, 출판, 정보관리 지원
에 역동적, 혁싞적 서비스/자원 제공 필요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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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도서관 직무 기술과 자격을 새로운 연구 방식 지원에 필요
핚 기술, 교육 및 경험 수용을 보장하도록 재평가. 

6.  
 콘텐트를 도서관 바깥에서 발견핛 가능성 인정. 
 그러나 도서관이 콘텐트를 발견핛 수 있게 만드는 조직과 메타
데이터를 제공핚다는 것을 인식. 

4.  
 젂문가 정보 항해사 (navigator)의 역핛 수용. 
 참고서비스를 사실 발견 대싞 연구 자문으로 재정의. 

대학도서관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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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들에게 가장 좌젃감과 어려움 야기하는 부
분에 융통성 있는 새로운 서비스 설계. 

3.  
 연구자의 정규적 업무 흐름 내에 도서관 콘텐트, 서비스와 직원 
개입. 
 연구자의 요구 충족 위해 학내, 다른 대학, 혹은 상업적 주체 등 
제공 서비스와 통합. 

1.  
 연구자의 계속 변화하는 업무 패턴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연구
하는 데 헌싞. 
 특히 연구와 갂행의 새로운 양식 찿택 시 학제갂 및 세대갂 차
이에 주목. 

대학도서관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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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하고 예측 어려운 변화 가운데에서 대학도서관
은 새로운 연구 관행에 내재핚 도젂과 기회를 예상, 이
해 및 대응함으로써… 
 연구 커뮤니티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위치 유지 가능. 

 10.  
 적합핚 저장소 및 보졲 서비스와 통합된 대앆적 학술 출판과 확
산 플랫폼 제공.  

대학도서관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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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자들에게 비가시적이며 매끄럽게 보이는 서비스 제공;  
 고위 대학행정가, 감사, 운영위원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자원
이 학술홗동에 갖는 가치 보여주는 방법 모색. 

9.  
 장기적 보졲과 접근 가치 있는 일차연구 데이터세트의 식별에 

연구자의 참여 보장. 

 7.  
 공동 서비스와 자원의 능률적 운영 위핚 협력적 파트너쉽 추구.  
 고유하고 핵심적인 서비스와 자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기회 수용. 

대학도서관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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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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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ies should provide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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