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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환경의 변화 

구텐베르크 시대  

 

• 도서관 : 지식정보의 집적물인 
출판물의 핚계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제핚된 수량, 고가  

 - 보존의 어려움  

 - 공간의 제약  

 

 

 도서관의 역핛 

 - 검증된 지식의 관리 

 -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매개하는   

      독점적 지위   

구글 시대 
 

• DB와 인터넷: 다양핚 지식 채
널, 기존 출판물의 제약을 극복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도서관장서: Google Books 

  : 2천500만권 디지타이징(2016.4)  

  “天上의” 도서관? 

  - 근간: 젂자책 확산(16만권/국내) 

   ※ 젂자저널에서 오래 젂에 가시화 

 도서관의 역핛 

 - 출판사 등 검증 메커니즘 약화 

 - 다른 역핛자와 역핛 분담이 불 

   가피 

 ※ 자칫 박물관/아카이브로 젂락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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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 분담: 상업적 또는 민간 서비스의 확대 
– 젂자DB: 연속간행물 분야 장악, 다른 분야로 확산(음악, 영상 등) 

– 검색 포털: Google Scholar, 네이버 젂문정보(네이버 젂문정보 글로벌, 2016. 2)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in 서비스  
 

• 축소: 탈 매개화(disintermediation)의 진행 
– 정보 소스에서의 직접 서비스, 민간 포털의 결합 

– 이용자가 직접 지식 정보 탐색 활용: „주제젂문사서‟는 피어보지 못핚 꽃? 

– “공공 = 무료 : 민간 = 유료” 구도의 파괴, 공공성 ≠ 도서관의 독점적 가치 
 

• 제핚: 오프라인 아날로그 자료가 온라인 디지털 정보로 대체 
– 젂자책의 확대, 오랜 과도기(B2B or B2C?)가 끝나가는 징후? 

–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적용 불가  
• 많은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도서관에 관핚 저작권조약” 논의 중이나 가능성 낮음) 

– 온라인 서비스에의 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확대 적용 가능성도 희박(정규시장과
의 충돌) 

    ※ 대출권: 도서관의 장서 소장 및/또는 대출 횟수에 상응하여 권리자에게 보상 
 

• 이동: 롱테일 법칙의 적용 
– 이용빆도가 높은 소수자료뿐만 아니라 빆도가 낮은 다수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짐 

–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자료가 아니라, 나만의 자료를 온젂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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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권: 도서관의 장서 소장 및/또는 대출 횟수에 상응하여 권리자에게 보상 
 

• 이동: 롱테일 법칙의 적용 
– 이용빆도가 높은 소수자료뿐만 아니라 빆도가 낮은 다수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짐 

–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자료가 아니라, 나만의 자료를 온젂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5 



환경 변화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 분담: 상업적 또는 민간 서비스의 확대 
– 젂자DB: 연속간행물 분야 장악, 다른 분야로 확산(음악, 영상 등) 

– 검색 포털: Google Scholar, 네이버 젂문정보(네이버 젂문정보 글로벌, 2016. 2)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in 서비스  
 

• 축소: 탈 매개화(disintermediation)의 진행 
– 정보 소스에서의 직접 서비스, 민간 포털의 결합 

– 이용자가 직접 지식 정보 탐색 활용: „주제젂문사서‟는 피어보지 못핚 꽃? 

– “공공 = 무료 : 민간 = 유료” 구도의 파괴, 공공성 ≠ 도서관의 독점적 가치 
 

• 제핚: 오프라인 아날로그 자료가 온라인 디지털 정보로 대체 
– 젂자책의 확대, 오랜 과도기(B2B or B2C?)가 끝나가는 징후? 

–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적용 불가  
• 많은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도서관에 관핚 저작권조약” 논의 중이나 가능성 낮음) 

– 온라인 서비스에의 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확대 적용 가능성도 희박(정규시장과
의 충돌) 

    ※ 대출권: 도서관의 장서 소장 및/또는 대출 횟수에 상응하여 권리자에게 보상 
 

• 이동: 롱테일 법칙의 적용 
– 이용빆도가 높은 소수자료뿐만 아니라 빆도가 낮은 다수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짐 

–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자료가 아니라, 나만의 자료를 온젂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6 



환경 변화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 분담: 상업적 또는 민간 서비스의 확대 
– 젂자DB: 연속간행물 분야 장악, 다른 분야로 확산(음악, 영상 등) 

– 검색 포털: Google Scholar, 네이버 젂문정보(네이버 젂문정보 글로벌, 2016. 2)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in 서비스  
 

• 축소: 탈 매개화(disintermediation)의 진행 
– 정보 소스에서의 직접 서비스, 민간 포털의 결합 

– 이용자가 직접 지식 정보 탐색 활용: „주제젂문사서‟는 피어보지 못핚 꽃? 

– “공공 = 무료 : 민간 = 유료” 구도의 파괴, 공공성 ≠ 도서관의 독점적 가치 
 

• 제핚: 오프라인 아날로그 자료가 온라인 디지털 정보로 대체 
– 젂자책의 확대, 오랜 과도기(B2B or B2C?)가 끝나가는 징후? 

–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적용 불가  
• 많은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도서관에 관핚 저작권조약” 논의 중이나 가능성 낮음) 

– 온라인 서비스에의 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확대 적용 가능성도 희박(정규시장과
의 충돌) 

    ※ 대출권: 도서관의 장서 소장 및/또는 대출 횟수에 상응하여 권리자에게 보상 
 

• 이동: 롱테일 법칙의 적용 
– 이용빆도가 높은 소수자료뿐만 아니라 빆도가 낮은 다수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짐 

–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자료가 아니라, 나만의 자료를 온젂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7 



8 

Pareto Principle 

Causes    Effects 

20% 

80% 



• 80% of the land in Italy was owned by 20% of the 
population, Pareto (1906) 

• The richest 20% of the world's population controls 82.7% 
of the world's income in 1989, UN (1992) 

• By fixing the 20% most reported bugs, 80% of the errors 
and crashes would be eliminated. Microsoft (2002) 

• 80% of the lending occurred by 20% of the books 
owned by the libraries, Trueswell(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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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ases for the Pareto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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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ail Principle 



환경변화와 도서관 관종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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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대표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급문고 

전문도서관 

 

지식 정보 인프라 
(자료 중심) 

 
 
 
 
 
 
 
 
 

 
 

 
 

 

 
 

 
 

 

 
 

 
 

 

 
 

 
 

 

 
 

 

 
커뮤니티 센터 
(공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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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의 모색 

• 자료중심 도서관의 문제 

– 디지타이징 

– 자싞만의 자료에 집중 

– 아날로그적 감성의 흡수: Lachiveum/GLAM 

– (디지털) 큐레이션 

– 오픈 액세스 > 오픈 사이언스(Open Research Data) 

• 학술지 DB 구독료의 상승은 자업자득? 
 

• 공간중심 도서관의 문제 

– 공공도서관의 적응 젂략 벤치마킹 

• 문화, 독서프로그램 등 

• 커뮤니티 형성의 공간(학생회관?) 

– 읽을거리 > 볼거리 > 즐길거리 
 

• 두 가지 교훈 

– 빅토리앆 페인팅 

– 영국, Red Flag Act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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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ichard Doyle, Under the Dock Leaves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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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ord Model T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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