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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속의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강미경 
하바드옌칭도서관 한국관 담당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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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know your enemy and yourself,  
you will never be in peril in a hundred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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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raph & Serial Costs in ARL Libraries, 1986-2011* 

Serial Expenditures 
(+402%) 
 
 
 
 
 
 
 
 
 
 
 
 
 
 
 
 
 
 
 
Monograph 
Unit Cost 
(+99%) 
 
Monograph 
Expenditures 
(+71) 
 
Monographs 
Purchased 
(+10%) 

NOTE: Data for monograph and serials expenditures was not collected in 2011-12. 
 

Source:  ARL Statistics 2010-11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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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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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대학 도서관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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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대학 도서관은 
앞으로의 변화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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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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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서관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 요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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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혼자 따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들 

• 학계의 변화 

• 도서관계의 변화 

•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 학생, 교수진의 연구 행태 변화 

• 학술 자료 형태의 변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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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변화 

• 새로운 학술 연구 방식 

–Inter-disciplinary   

–Cross-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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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변화 

• 새로운 학문분야: 
 
–Game studies,  

 
–Cultural studies,  

 
–Pop cul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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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변화 

• 새로운 연구/교수 자료 포맷: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미가공 데이터 Raw data 

–사진자료 

–동영상 자료  

– Blogs, Interview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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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변화 

• 새로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 

–Devices 

–Citation management Tools 

–Apps 

–Text mining softwa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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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 More use of Visual materials 
 

• More use of Audio-visual materials 
 

• More use of Digitized Contents 
 

• More use of Primar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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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eneration 이용자 층 

• 프린트/마이크로폼 등 실물자료 대비   

 디지털/온라인 자료 선호  

 

• 사서에게 참고질문 대비  

  Googling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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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eneration 이용자 층 

• 활자 자료 대비  

  동영상 자료 선호 
• 전근대 자료 대비  

  근현대 자료 선호 
• 기존 PC 대비  

  모바일 기기 사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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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계의 변화 

• 새로운 기기 사용   

•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술  

• EndNote, RefWorks, Zotero, Mandeley 등의 

참고문헌 관리도구의 활성화 

• New services to us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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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학술 도서관의 변화 

• E-journals/E-books 구매 증가 

• 디지털 자료의 빠른 증가 

• 줄어드는 비디지털 자료의 구매 

• 보존도서관 활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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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학술 도서관의 변화 

• 공동/협력 프로젝트 및  

         교수/학습 기회에 대한 기대 증가 

• 용어 변화 (e.g. Public Services ⇒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 

• 데이터 관리 data managemen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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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학술 도서관의 변화 

• Digital Humanities에 직접적인 참여 

• “Openness”  적극적인 지지: 

–OA, Open 교육자료, Open 교수법 

• 디지털 보존 (born-digital 포함) 

• 사서 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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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학술 도서관의 변화 

• 새로운 분야를 담당해 갈 수 있는 능력 

갖춘 사서 자질 요구 증가 

• 학습공간 Learning Space로의 학술/대학 

도서관  변환 분위기 지속; 도서관 건물/ 

공간의  변화 

• 앞으로의 10년 동안 더 큰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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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술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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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o Sierra, MIT Libraries 
ARL Fall Forum 2014 
Staffing for the Future: ARL University Library Hiring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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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술 도서관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책들을 통한 

    새로운 분야들  



2015년 사서직 경향  

• 테크놀로지 기술 요구 

• 데이터베이스 및 도서관 시스템 관리 

기량 강조 

• 이용자 서비스, 테크놀로지관련 교육, 

다문화 환경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획기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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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서직 경향  

• 아나로그 및 디지털 자료의 이해, 활용, 기술, 
보존  
 

• 가상 참고봉사 지원 
 

• Digital Humanities / Digital Scholarship 촉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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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서직 경향  

•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어플리케이션 기술 지원 
 

• IT 기능과 사서 기능의 통합 경향 
 

• 디지탈 자료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의  IT 기술진과의 긴밀한 소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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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서직 경향  

• 점점 진화되어 가는 전통적인 사서 업무 
 

• 전통적인 업무 기술과 신업무 기술의 
혼합형직 증가  
 

• 새로운 업무와 기술 요구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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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서 직책명의 예 

• Digital Humanities 
Librarian  
 

• Digital scholarship 
librarian 
 

• GIS Services 
specialist   

• Assessment Librarian 
 

• Distance Education 
& E-Resources 
Librarian 
 

• Image Technologies 
& Visual Literacy 
Libr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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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서 직책명의 예 

• Digital Asset Manager 

• Emerging Technology Specialist 

• Technology Development Librarian 

• User Experience Designer 

• Science Informatics Analys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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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무/자격 요건의 예 

• 인문학에서 디지털 관련 

수업 담당 

• Digital scholarship 관련 

수업 및  교수방법 개발 

• 도서관 GIS 지원서비스 

및 자료 (데이터) 개발 

• 기관간 혹은 기관 내 

협업과 연락  

• 전자자료 관리 

• 교육 및 수업 담당 

• 커뮤니케이션 기술  

• 아웃리치와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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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igital Jobs 

• Digital Preservation Officer/Librarian 
• Librarian, Digital Projects 
• Digital Humanities Librarian 
• Metadata and Digital Resources Librarian 
• Librarian for Digital Research and Scholarship 
• Digital Humanities Technology Consultant 
• Director of Digital Scholarship 
• Digital Records Archivist 
• Digital User Experience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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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y Jobs 

• Discovery Systems Librarian 
• Digital Initiatives Applications Librarian 
• Technology Services Head 
• Librarian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 

Initiatives 
• Digital Humanities Technology Consultant 
• Director of Scholarly Technology 
• Innovation and User Technology Research 

Libr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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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y Jobs 

• Web Services and Emerging Technologies 
Librarian 

• Geographic Data Infrastructure Developer 
• Digital Technologies Development Librarian 
• Emerging Technology Services Librarian 
• Library Web Developer/Design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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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ata / E-Science Jobs 

• Data Visualization Coordinator 
• Data Management Planning 

Consultant 
• Manager, Data Management Services 
• Data Curation Librarian 
• Digital Data Outreach Librarian 
• E-Science Librari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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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sition titles at Harvard 

• Director of Library Digital Strategies and 
Innovations: 
– HL is investing approx. $25 million annually in 

electronic resources, its library IT infrastructure, 
digital imaging, and scholarly communication. 

– To develop a flexible yet sustainable digital 
infrastructure, content, and services 

– Presentation: What advise would you give and 
what digital strategies would you recommend, if 
you’re a consultant to Harvard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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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sition titles at Harvard 

• Head, Social Sciences and Visualization 
– Visioning the future library role in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support programs and in 
creating working environments that better 
connect users to expertise and the tools of digital 
scholarship 

– Presentation: What would be the top three 
elements of envision library services that support 
data and visualization in the social sciences and/or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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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sition titles at Harvard 

Metadata Technologies Program Manager: 
– Leadership role in furthering the success of the libraries’ 

digital presence by enhancing resource discovery and 
improving access to collections 

– Develop a diverse metadata program focusing on 
incorporating emerging technologies and experimenting 
with innovative approaches to creating discovery 
metadata. 

– Address library metadata needs by conceptualizing 
projects, developing project plans, identifying training for 
metadata staff, developing solid working relationships and 
infrastructure pla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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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sition titles at Harvard 
•  Assessment Librarian: 

– Leadership for assessment, measurement, planning and 
analysis throughout the Harvard Libraries; 

– Overseas and participates in assessment efforts through 
the Harvard Libraries, collects, analyzes, and documents 
assessment data and develops a data-driven approach to 
achieving strategic objectives related to library operations 
and users needs; 

– Supports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reporting needs 
across the Libraries; Coordinates and delivers training on 
evaluation, data, and reporting tools 

– Presentation: The role of assessment in a 21st century 
research library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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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무 분야: 

 
• 신생 기술 Emerging technologies 

• 디지털 저장소 Digital repositories 

• 교수설계 Instructional design  
 
 



• Text-mining  

• Visualization  

• Digital archiving  

•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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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기능/역할의 변화  



51 

재개념화 되는 영역: 

Physical spaces 
           Collection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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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부응하는 
도서관 특화 전략? 



특별 서비스 제공 

• Raw data 미가공 데이타 관련 서비스 
 

• Text mining 관련 서비스 
 

• Geospatial data 지리정보 서비스 
 

• Historical maps 역사지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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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ping with  
         Subject/Technology  
                Knowledge Expertise 

Librarian Power!!! 



특수 자료 개발 

• 문서/필사 자료 Manuscripts :  
–전근대/근대 시기 

 
• 역사 사진 콜렉션:  

–근현대 시기 
 

• 대학 아카이브 University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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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위해 타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   자료 제공 기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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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과의 긴밀한 
파트너쉽 

Close partnership with  
faculty members 

Need their support 
through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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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타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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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Information Technology (HUIT)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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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공간 역할의 변화 
 
 
Library as Place: 
   Library Space R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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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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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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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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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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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with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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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ideas, and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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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cholarship and  
the East Asian Humanities 
Report to EALC 
 
           Peter Bol and Alex Zahlten 
           March 26, 2016 



Needs in General 

For Librarians: 
 
Professional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learn how to use digital 
too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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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in particular (voiced by faculty) 

• Better search for images from museums and 

libraries 

• Cross-database searching 

• Multimedia presentations and tools for digital 

publishing 

• Video annotation and tools for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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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in particular (voiced by faculty) 

• Text annotation and transliteration tools 

• Methods for effectively attaching metadata and 

tagging digital objects 

• Methods of database construction 

• Scraping and analyzing web content 

• Pro‐active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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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1. Minimally we need a librarian in the HYL 

specializing in the application of analytic 

tools to digital content to whom student 

can turn for support.  

디지털자료의 분석도구 활용 전담 사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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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2. Training for faculty and students in the 
use of digital tools and the kinds of content 
available in their fields.  
 
디지털 도구 이용에 관한 교수와 학생 
대상 이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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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3. A repository and public portal for digital 

humanities scholarship and projects by 

EALC faculty and students. 

교수진과 학생들이 생산해 내는 

디지털자료의 저장소 및  포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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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 
We need a way to ensure that useful 
projects are preserved and kept accessible 
for the future. Just as important is a way of 
letting the world know about and access 
these projects as scholarly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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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도서관의  
자체 혁신 방해 요소 

• 사서직 채용 방식: 
 자격요건 일반화 
 비구체적인 자격 요건 제시 
 사서직/비사서직 구분모호 
  
• 직무순환제: 

 사서 개별 전문화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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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도서관의  
자체 혁신 방해 요소 

• 독립적인 도서관 내 인사과 부재 
 

• 교수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원 부재 
 

• 이용자층의 학술/대학 도서관에 대한 
기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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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생존을 위한 선택 



감사합니다! 

강미경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mlkang@fas.harva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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