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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자도서관의 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자도서관이 어떠 

한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콘텐츠 

의 구성을 살펴보면f 고문헌/ 기록사료y 대학사료/ 학내간행불/ 미술자료l 음악자료/ 의학자료/ 

곤충자료/ 농학자료l 학술행사 둥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디지럴화 되어 구축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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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학술행사 콘텐츠는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로서/ 콘텐츠의 구축 방법 및 서비스 형태 

가 다른 유형의 콘텐츠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로서 학술행사 콘텐츠의 구축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 

교에서는 학술적이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학술대회/ 포럼y 심포지엄/ 워크숍 및 강연회 등 

이 다수 개최되는데l 이들 행사에서 배포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행사의 학술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그 내용에 관심 있는 이 

용자들/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행사에서 배포되는 인쇄자료 외에 보다 실제 

적이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서 학술행사 콘텐츠 구축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다. 보존 가치가 있는 정보 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정보 자원을 개발하고 수집/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학술행사 VOD 콘텐츠는 학술정보를 동영상 형태로 저장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보다는 전자 매체에 더 익숙하고/ 읽는 행위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듣고 보 

는 행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학술행사 VOD 콘텐츠의 구 

축 과정 및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전자도서관 콘텐츠로서 VOD 콘텐츠 구축의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과정 

학술행사 VOD 콘텐츠는 학술행사의 촬영I VOD 동영상의 제작 및 보존， 메타데이터의 

생성， 그리고 저작권 관리를 위한 DRM 처리 동 단계적 절차를 통해 구축이 되는데/ 상세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학술행사 촬영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술 행사의 VOD 서비스를 원하는 학내 각 기관에서 VOD 촬영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학술행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VOD 촬영신청/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강연회나 행사에 대하여 VOD 촬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앙도서관에서 행사 주최기관 측에 VOD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촬영 신청을 제의하 

기도 한다. 학술행사 VOD 서비스를 위한 촬영 신청을 할 때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보 

존적 가치가 있는 학술 자료에 한하여 신청을 하되 반드시 강연자로부터 VOD 서비스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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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t학술정보 VOD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I에 동의한 후 입력하게 되는 양식으로 

서/입력항목(Item)에서 신청자가 선택한 유형 (Material Type)은 t유형별 검색I을 가능하게 하 

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연동 텍스트 파일명 및 관련정보 

(Linked Files & Related Materials)에 행사에 관한 안내문이나 참고자료r 또는 강연파일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I 강연에서 사용되는 PPT 파일 등은 촬영 후 VOD 콘텐츠 제작 

시 동영상과 연동이 되어 보다 효과적인 콘벤츠로 제공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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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술행사 홈페이지 ‘VOD 촬영신청I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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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술행사 홈페이지 ‘VOD 촬영신청l 양식 

VOD 촬영 신청이 학술행사 VOD 담당자에 의해 접수되면 신청리스트에서 상태가 i접수 

완료I 상태로 변경이 된다. 예산이나 일정에 따라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 

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I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중앙도서관의 i멀티미디어 전문사서팀/이 

나 외주 업체에 의하여 촬영이 진행된다. 

2007년까지는 VOD 촬영 및 동영상 제작의 전체 물량이 외주 업체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r 

2007년 7월 'BK21정보인프라구축사업l이 종료됨에 따라I 2008년 3월 i멀티미디어 전문사서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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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되어 촬영 불량의 약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y 편집 물량은 100% '멀티미디어 전 

문사서팀’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멀티미디어 전문사서팀’은 도서관 자체 직원 17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조로 편성되어 조별로 촬영 및 편집 활동을 하고 있다 

<표 1>의 2008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통계를 보면/ 편집 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구축 물량 중 촬영분의 약 48.6%는 도서관 자체에서 수행하였고l 약 51.4%는 업체에 의 

해 이루어 졌으며/ 편집은 100% 도서관 자체 i멀티미디어 전문사서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리 고/ 이 를 2006년 VOD 콘텐츠 구축 사업 계 약 단가 분당 촬영 비 용 1，850원 및 인코딩 비 

용 2，3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약 103，864천원((촬영단가 1，850원 

x13，999분)+(편집단가 2，300원x33，898분))의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푼 
Ã}체황영(져처l혔집) 업체촬영{자체편 전체 

z!π}‘- 훨집{환) 전수 편집(훈} 건수 편장{훈) 

3월 24 1874 5 532 29 2406 

4월 26 2196 19 1962 45 4158 

5월 15 1453 23 3712 38 5165 

6월 3 191 18 2499 21 2690 

7월 10 727 2 160 12 887 

8월 12 3210 2 1421 14 4631 

9월 19 1427 13 .1036 32 2463 

10월 15 1174 28 4000 43 5174 

11월 13 1064 30 3654 43 4718 

12월 7 683 12 923 19 1606 

합껴 13r용99 33,898 

* 자체촬영 48.6%, 업체촬영 51 .4%, 자체편집 100% 

<표 1> 2008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통계 

학술행사 촬영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i멀티미디어 전문사서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촬영 장 

비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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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l 환 λ}흉창성1 황펴1，)0}황 

3CCD 6mm 캠코더 3대 보유 
촬영 

삼각대 수평계 장착 삼각대 

무선 핀마이크 주변 잡음을 제외한 강연자의 목소리 녹취 
사운드 

지향성 마이크 강연자와 촬영현장의 토론자/ 학생 등의 대화내용을 녹취 

<표 2> 촬영 장비 현황 

2.2. VOD 동영상 제작 및 보존 

촬영이 완료된 후에는 촬영 테이프에서 AVI 형태의 동영상 파일을 캡쳐하고 원본 테이프 

는 행사일과 CID(콘텐츠번호)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VOD 동영상 제작을 위한 편집 및 인코딩 

작업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인 Adobe Premiere 프로그램 및 Canopus ProCoder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Adobe Premiere의 경우 Adobe사에서 제공되는 그래픽 툴인 Photoshop과 

의 연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시 그래픽 작업이나 자막처리 등에 효과적이다. 동영 

상 편집 및 인코딩 작업을 위해서는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요구되며，<그림 3>은 촬영에서부터 

편집 및 인코딩 작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환경을 보여준다. 

<그림 3> 촬영y 편집 및 인코딩을 위한 하드웨어 환경 

촬영 및 편집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I멀티미디어 전문사서팀l에서는 연 3~4회 촬영 및 편 

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VOD 콘텐츠 구축 작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하여 완성 

도 높은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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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편집 및 인코딩 과정이 완료된 AVI 파일은 ASF 및 MPEG 형태의 파일로 변환을 

하고， VOD 서비스를 위해서 돼F 파일을 DRM 처리하며， DRM이 처리되지 않은 ASF 파일과 

MPEG2 파일을 DVD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 행사를 개최한 기관이나 강연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VOD 콘텐츠의 ASF 파일이나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표 3>은 VOD 서비스 

제공을 위한 ASF 파일과 콘텐츠 보관을 위한 MPEG2 파일의 구축 포뱃이며， <그림 4>는 촬 

영 테이프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과 편집 및 인코딩 작업이 완료된 VOD 콘텐츠가 DVD 

로 제작된 후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다. 

I 환 AS훌 용ß'Ei월2 

용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용 보관용 

Bit rate 300Kbps / 500Kbps 4Mbps 

초당 프레엄 수 20 frame 30 frame 

화면 사이즈 320 X 240 720 X 480 

밝기 Normal(128) Normal(128) 

Contrast Normal(128) Normal(128) 

Saturation Normal(128) Normal(128) 

Hue Normal(128) Normal(128) 

Input Composite Composite 

Video stand NTSC NTSC 

오디오 채널 Stereo Stereo 

입력레벨(좌/우) 6db 6db 

오디오 샘플링 32Khz 44.1Khz 

<표 3> VOD 콘텐츠 구축 포뱃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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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촬영 테이프 원본 및 VOD 콘텐츠 보관용 DVD 

ASF 형태의 VOD 동영상 파일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VOD Contents Maker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PPT 파일과 연동이 된다. 동영상과 PPT 파일 연동 작업이 완료되면I 

동영상 뷰어의 하단에서 제공되는 정보y 즉 제목/ 강연자/ 장소 및 일자 동의 메타데이터를 입 

력한 후 패키지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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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animals make ra까ollal decisio’‘? 
HafJll' f ’‘ “ptrîmrn‘ 

<그림 5> PPT 파일 연동작업 및 동영상 뷰어 메타데이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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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타데이터 생성 

VOD Contents Maker를 통하여 VOD 동영상 서비스 파일(XML 파일)의 제작이 완료되 

면/ 학술정보시스댐(SOLARSill)에서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컨퍼런스(Conference) , 세션 

(Session), 기사(Article)로 구분하여 신규 콘텐츠를 생성한다. 신규 콘텐츠를 생성한 후 별티미 

디어 관리자에서 XML 파일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 콘텐츠의 리소스에 VOD 콘텐츠가 생성된 

다. 또한， <그림 6>에서처럼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통하여 관련되는 컨퍼런스 

(Conference), 세션(Session)， 기사(Article) 둥을 연결시켜 주변/ 관련 데이터들이 상호 연관 구 

조를 갖게 되는데/ 이는 학술행사 메타데이터가 다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기CE) 도을잃(님) 

~ 깅색 

, þ x 

혈쫓햄훌뿔파흥훨텍많4웰L랬펜풍홀협좋훌 

계숙 진헝 5’려면 "[1옴 을 선택ôf세a 

양j 정리온t료 행 기증자입익 ~ ,11 

연길판계 관계정보 

란린얀 AI정보 DI래를 위얀 자기 01때와 리터실 개앓 

<그림 6> 학술정보시스템(SOLARSill)의 콘텐츠관리시스댐 (CMS) 

즉/ 학술행사 VOD 메타데이터는 학술행사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컨퍼런스 

(Conference ), 세션(Session)， 기사(Article)의 세 가지 포뱃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림 7>에서 

처럼 이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단계별 계충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컨퍼런 

스에는 관련 데이터로서 여러 개의 세션 및 기사를 연결시킬 수 있고/ 하나의 세션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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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기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충 구조를 통하여I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술행사 검색 결과 서로 연관된 행사/ 세션 및 기사 등이 관련 데이터로 상세 

정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Session 구문이 없는 
소규모 컨퍼런스나 세미나 

인 경우 곧바로 Article과 
관계 연결 

| Media Object I 

<그림 7> 학술행사 메타데이터의 단계별 계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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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관련 데이터로서 행사에 세션 및 기사가 연결된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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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작권 관리 

학술행사 VOD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저작권 문제 

에 관한 것이다.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제는 동영상 형태인 학술행사 콘텐츠의 경우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술행사 VOD 촬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는 t학술정보 

VOD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l를 숙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의서 내용에 동의하고 동의서 양식 

을 출력한 경우에만 VOD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림 9>는 국문 동의서 

(학술정보 VOD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양식과 영문 동의서(Agreement on VOD Services of 

Academic Works) 양식으로서 학술행사 홈페이지의 'VOD 촬영신청I 메뉴에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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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술정보 VOD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국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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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VOD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완전 공개 또는 제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강연자 및 신청 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가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 공개/ 제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에 대한 정보는 검색결과 상세정보의 저작권정보(Copyright)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저작권 정보는 강연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림 11>에서처럼 콘텐츠관리시스댐 (CMS)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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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료의 공개여부에 관한 정보 (제한공개 자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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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술정보시스댐(SOLARSill)의 콘텐츠관리시스댐(CMS)에서의 저작권설정 

또한/ 동영상 VOD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저작권 

관리를 위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VOD콘텐츠에 이를 적 

용하고 있다. 편집 및 인코딩이 완료된 ASF 형태의 VOD 동영상 파일은 DRM 처리를 한 후 

학술행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행사 VOD 동영상은 특정 화변을 

캡쳐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학술행사 VOD 서비스 

3.1. 동영상 뷰어 

학술행사 VOD 콘텐츠를 위한 동영상 뷰어는 <그림 12> 및 <그림 13>과 같다.<그림 

12>는 VOD 동영상만 있는 콘텐츠의 경우 뷰어에서 제공되는 모습이고，<그림 13>은 VOD 

동영상과 함께 관련 PPT 파일이 연동되어 제공되는 콘텐츠의 모습이다.<그림 12>와 <그림 

- 66 -



13>에서 각각 화변 하단 및 우측 하단을 보면/ 

행사명 σitle)， 강연자(Speake디， 주제 (Subject)， 

장소(Place) 및 일자(Date) 둥 행사 및 강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VOD Contents Maker 작업 시 입력한 

메타데이터이다. PPT 파일과 연동되어 제공되 

는 VOD 동영상의 경우에는 또한y 좌측 하단에 

구간정보가 썽네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구 

간부터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단 / 자료 

<그림 12> VOD 동영상 뷰어 (1) 

H‘IW do we mnke righ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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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VOD 동영상 뷰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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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술행사 홈페 이 지 구축 

학술행사 VOD 콘텐츠는 2001년 시작된 이래 2006년까지 8월까지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j j sdl.snu.ac.kr)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는 학술행사 

콘텐츠 외에도 2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디지혈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로서l 학술행 

사 콘텐츠의 특성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 특성화 홈페이지의 하나로서 학술행사 홈페이지 

(http:j j event.snu.ac.kr)를 별도로 개발하여 2006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는 학술자 

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술행사 콘텐츠에 적합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후， 2008년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술행사 콘텐츠 중에서 외국어 VOD의 비중이 약 34%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 외국인 구성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술행사 영문 

병기 홈페이지를 개발하였으며I 2008년 1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곧/ 학술행사 VOD 콘 

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자도서관의 

국제화 체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림 14> 서울대학교 학술행사 영문병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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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영문병기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면l 검색 메뉴를 간략검색(Simple Search), 상세 

검 색 (Advanced Search), 가나다검 색(Browse)， 주제 별 검 색 (Search by Subject), 신청 기 관별 검 색 

(Search by Institution), 행사일 검색(Search by Date) 등으로 구성하여 검색을 위한 다양한 접 

근점을 제공함으로써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에 Quick Search 

검색창을 두어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나다검색(Browse)에서는 VOD 콘텐츠 

의 전체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고/ 주제별검색(Search by Subject)에서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VOD 콘텐츠의 목록을 볼 수 있다. 

<그림 15>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분류에 사용하는 DDC 분류를 적용하 

여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제별검색의 검색 결과 화변을 보여준다. 예를 들 

어， 주제별검색에서 사회과학의 사회학/ 인류학을 선택하면/ 해당 주제에 관하여 구축되어 있 

는 VOD 콘텐츠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제별검색 기능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특정 

콘텐츠가 아닌 원하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콘텐츠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P.영é 1 I ;: [ 1 IIe-m1, 

형목}‘em 정형성쩍 SQ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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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학술행사 주제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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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술행사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y 콘텐츠 유형 (Material Type)을 학술회의 

(Academic Co바erence)， 워크숍(Workshop)， 강연회 (Lecture)， 발표회(관esentation)， 교육자료 

(Educational Resource), 전시회 (Exhibition) 동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6>은 학술행사 홈페이지 검색메뉴의 유형별 검색(Search by 

Material Type)에서 학술회의(Academic Conference) 유형을 선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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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학술행사 유형별 검색 

이와 더불어l 추천자료(Recommended VOD), New VOD 및 Favorite VOD 등의 메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술자료y 신규로 구축된 VOD 콘텐츠 및 기간별 조건에 

따라 많이 이용된 VOD 콘텐츠 둥을 보여주고 있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로 직접 링크되도록 

구성하였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VOD 촬영 신청 (Request for VOD Recording)’ 메뉴에서는 

학술행사 VOD 촬영 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y 신청 후 VOD 콘텐츠 구축이 완료된 자 

료의 경우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 리스트에서 LINK 아이콘을 클릭하여 바로 해 

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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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뿔뿔옳옳훌훌 1."(11’‘”“‘서씨‘’ 

‘~ ;,'‘ "η 

!>l“ 연 M~!‘’ tla!ν t‘용생 사 

'f ‘:?‘ ,,1’” ι~기서~-i1 u꺼 깅찍 ι;~ 

1‘jν ‘ :.*2:}‘ 
ν”ε 11 ‘’ι ‘ ’‘1 “’“, 야 !~H!'w안 ~'1， O\'서!?:1 9 f!， ι Ii! '~e 끼 

인사 D ‘ 

영사;‘션 ’” ‘시 1ν“(r ?J’~*j 

ι ’.P:~ 써 bù’ ι "ιffl)1J“샤 

띠 l “”‘’‘'.“ 깐R꺼 
4 시 Slι R 

%-tul Æl‘샤 'y‘“‘ 얀i씨개최 

t4 t.~ 11 f!‘j앙 I'n ’“’ulwμ ζ 4- ~;f$i쩌'Y::1εf 

서셔 (;IJ‘'y<‘!’‘ e 온 S겉는 에서인 01 흉 ’ IJ니 tt 
끼a‘ ι c‘e αε 끼 f".1 ι 

; ', rtl “ ’ ”’‘H~ 

<그림 17> VOD촬영신청 리스트에서 해당 콘텐츠로 바로 연결 

4. 전자도서관 콘텐츠로서 VOD 콘텐츠 구축의 의의 

국내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을 구축한 지 이미 오래이며I HTML 형태 및 

PDP 형태의 전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영상 형태의 디지럴 콘텐츠를 제 

공하는 전자도서관은 매우 소수이거나/ 있더라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학술행사 VOD 콘 

텐츠와는 성격이 다르며/ 이와 유사한 도서관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 

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학술행사 VOD 콘텐츠는 다른 전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디지럴 콘텐 

츠와는 차별되는 유용한 정보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학술행사 VOD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의 디지럴 정보 자원으로서/ 미국의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에서 제공하는 MIT Open Course Ware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MIT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에 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r 

<그림 18>에서처럼 콘텐츠를 학과별로 분류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형태의 강의 자료뿐만 아 

니라r 강의 및 담당 교수 정보나 학생들 과제물 등 강의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 자원에 모든 사 

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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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MIT Open Course Ware 

<그림 19>는 MIT Open Course Ware에서 제공되는 강의 자료의 예로서/ ’ Introduction to 

Algorithms'이라는 과목의 비디오/오디오 강의 파일 및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이 

다. 좌측 메뉴를 보면/ 강의 파일 외에도 강의에 관한 정보/ 해당 과목의 시험에 관한 정보 및 

강의 관련 학습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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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IT Open Course Ware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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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싱 턴 대 학(University of Washington) 도서 관의 경 우 Digital Collections 중 Special 

Collection의 하나로서 Moving Image Collection에서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는 하지만y 이는 학술정보 VOD 콘텐츠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워싱턴대학 도서관의 

Moving Image Collection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초기 산업영화나 다큐멘터리 

의 일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동영상 클립 등 워싱턴대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 

영상 형태의 기록사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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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0> University of Washington Digital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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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대학도서관 중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학술행사 VOD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의 Digital Archives를 
통하여 l리더십개발원I 및 J교수학습센터I의 교육프로그램을 VOD로 제공하고 있다. 숙명여자 

대학교의 Digital Archives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VOD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학내에서 개최 
되는 주요 교육프로그램의 강연을 VOD로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 자원의 공유 및 지속 

적인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서울대학교의 학술행사 VOD 서비스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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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홍성 ri(진 TV미디대 쩍조}교수) 효파쩍커g니얘01 션 2007. 11. 05 VOD 

46 김효준 (BMW코리ûf 대표) 끓로훌 리더십훌~I한 개인적 ~건 2007.1 0,29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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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숙명여자대학교의 Digital Archives 

서울대학교의 학술행사 VOD 촬영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VOD 콘텐츠 구축 물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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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도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물량 

학술행사 VOD 콘텐츠의 구축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자원에 대한 요구 및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일회적 

이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존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5. 맺음말 

도서관은 변화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보유 자원을 확대하고 이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 

다. 인터넷 환경의 급성장은 도서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와 더불어 전자도서관의 

도입은 도서관의 서비스 개념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보다 풍부한 정보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지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디지럴 형태로 구축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며l 새로운 디지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도와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한 

편r 웹 2.0에 따른 도서관 2.0의 도입으로 참여/ 공유/ 개방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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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이용자가 생성한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디지털 콘텐츠까 

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된 개념의 전자도서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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