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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현황

구갚냉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Fi; -ιTι- 501 종 507종 466종

。닙，「λ-흘a 93% 94% 85%(상반기 )

예산(국고) 230,000 ,000 230 ,000 ,000 240 ,000 ,000 240,000 ,000

예산(자체재원) 279,288 ,800 129,247 ,700 267 ,723 ,060 246 ,000 ,000

나. 원문복사 서비스 현황

구넣~~뱉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말 현재)

센터홈페이지 234 271 254

KERIS 216 255 101

NDSL 376 598 278

겨l 826 1,124 633

다. 홈페이지 (ECTS) 현황

꿇냉f
2009년

2007년 2008년
(6월 말 현재)

회원 가입 현황 522 246 78

접속 현황 10,194 8,498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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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요

口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정된 후 전자·정보통신

분야 학술지 선정 작업 착수

口 전자·정보통신분야 학술지 선정은 해당분야 학술지 목록 가운데

대상 학술지를 추출

口 사업평가언구팀과 교내·외 기관의 자문을 받아 목록을 조정

口 구독 대행사를 통해 해당 학술지의 입수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 목

트르드크 ;타까d
-'c르 -끼 〈그

口 시행착오와 현실적인 장벽으로 위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흐| 즈드 료프 료등 도르 A~A-j
1= -,-,a! ---,=

나.선정과정

口 Ulrich1s에 서 관련분야의 학술지 3，181 종을 추출

口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 I S)의 학술지 소장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및 인쇄형태로 제공되는 학술지를 조사하여 목록에서 삭제

口 JCR어| 서 관련 분야의 학술지 966종을 추출하였고， 역시 KERIS의

학술지 소장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및 인쇄형태로 제공되는 학술

지를 목록에서 삭제

口 Ulrich1s와 JCR의 목록을 합한 2，543종의 학술지 목록을 작성하

여 경북대학교의 관련학과 및 연구소 등 21 개 기관에 자료선정

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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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자료선정위원회 위원(전자전기컴퓨터학부 5명의 교수)을 위촉하

여 검토를 요청하고， 지역 협력대학인 대구，경북지역 4개 대학도

서관에 자료선정을 요청

口 목록을 수거하여 2，000여 종의 대상 학술지를 선정하였고， 이 학

술지 목록에 대하여 대행사에 견적을 의뢰하였지만 65종을 제외

하고는 모두 구독이 불가한 학술지로 판명

口 EBSCO사으| 학술지 DB를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구독가능 로
「

모
「

드프 TU;다 /선
E르 /、11 ， 0

디 KERIS으| 종합목록과 비교하여 국내 타대학 소장학술지를 제외하

고 1400종의 학술지 목록을 선정

口 2개의 구독대행사에 견적을 의뢰하여 저딜피아가 선정한 구매 가

능 900여 종의 목록을 자료선정위원에게 배부

口 이 과정에서 Ebsco사의 경우 컨소시뭄에 포함된 학흉지의 구독

시 컨소시움 부담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 하여 해외 DB 컨소

시뭄에 포함된 학술지는 배제하였고， Wiley와 Springer사의 해당

분야 학술지의 경우， 컨소시움과 별개로 구독할 수 있다고 하여

목록에 반영

口 자료선정위원회에서 600종의 신규 구독 목록을 작성

口 경북대학교에서 이미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총 501

종의 학술지 목록을 완성하여 구독 결정 (2006 년 11 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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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2006년 12월 1 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개소식 일자에 맞추어

KERIS으l 대학도서관 상호대차/수서분과 세미나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함으로써 홍보

口 2007년 3월 경복대 내의 전자·정보통신분야의 교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하여 센터에 대한 안내문 발송

口 경북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센터에 대한 안내문 게시

口 경북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센터 배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口 대경도협 회원교 도서관 및 해당대학 학과 교수들에게 팝플렛 및

지원센터 안내 E-mail 발송

口 회원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협조로 지원센터에 대한 안내

내용을 게재

口 5월초 지원센터 팝플렛을 새로 제작하여 5월 18일 대구대학교 도

서관에서 개최된 KERIS 상호대차시스템 이용자교육 시간에 배포

口 6월 에는 32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센터 팝플렛 발송

口 원문복사 자료 제공시 지원센터 팝플렛도 함께 송부하고 있으며，

추가 요청 시 별도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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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 . r i s s4u . net) 공지사항

에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소장기관 옆에 무료

제공을 표시하고 있음. 또한 WILL시 스템 공지사항에도 외국학술

지 지원센터에 대한 이용안내를 게재하여 각 협력기관 상호대차

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口 NDSL 원문복사서비스에서는 관리자 시스템에서 외국학술지 지원

센터 소장학술지의 무료제공을 공지사항으로 안내

口 관련 분야 학회， 연구소， 중소기업체 등 잠재적인 이용 수요자에

대한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홍보 강화에 주력하였음

1. 원문복사 서비스의 개요
앓§꼈짧썼응영혔%“ ι ’

口 2006년 12월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푼

디 2007년 2월 원문복사서비스 시작

口 2007년 2월 말 KERIS으| 상호대차시스템 (WI LL 시스템)에 경북대학

교 도서관과는 별도로 협력기관으로 가입하여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

口 2007년 5월부터 는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홍보흘 위하여 NDSL

원문복사 서비스에도 협력기관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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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복사 서비스 대상 회원
變짧앓ι짧짧옳‘、&“’ι짧 ‘ ι“

口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면 소속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

口 KERISL~ NDSL 원문복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신청이 들어와도 학

술지 원문을 제공

口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

3. 원문복사 서비스 대상 학술지
&상α繼&ν、%變앓 ‘ ’‘ 졌짧

口 경북대학교의 전자·정보통신분야 기존 학술지 235종

口 신규 구독 학술지 501 종 대경도협 회원교 구독 학술지 53종을

합하여 총 789종의 학술지를 서비스 대상

4. 서비스 경로
lIIIl 쨌짧짧“‘쨌繼、%鍵%‘썼“ ‘ 7찢?、

口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원문복사 서비스는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KERIS의 WILL시 스템 ， NDSL의 경로를 통해 가능

口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KERIS의 WILL시 스템 에 서는 보통

우편 및 팩스로 원문을 제공

口 NDSL의 경우에는 보통우편 팩스 외에 전자전송의 방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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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비용정산은 KERIS 상호대차시스템에서 월말에 자동으로 정산

5. 비용
였@없쨌Z용;ι‘&혔§‘、’$없§’‘ ι g

口 원문복사 서비스는 무료 제공이 원칙

口 KERIS와 NDSL으I IFM요금 (기 본요금으로 건당 100원 )도 센터에서

지불

口 NDSL은 기관신청인 경우 무료로 제공하지만 개인회원이 직접 신

청하는 경우 NDSL의 시스템은 선불 결제로 설계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무료제공이 안됨

1. 해외 DB 컨소시엄에 포함되는 전자학술지의 인쇄본 구독 시

가격상승의 문제점
짧짧mm;變쨌짧없 Z쩡變§、 、*짧“ ‘

口 현재 국내에는 여러 개의 해외 DB 컨소시엄이 있으며， 해오I DB

컨소시엄에 포함되는 학술지의 인쇄본을 구독하는 경우 전자 학술

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음

口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구독 학술지 선정 시 앞으로도 켠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을 학술지 (Wi ley， Springer 출판사)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선정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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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뇨;:l Q으
'l 0 2예산에 큰사스E프o ζ::::> l.-J~역유치한 도서관에 학술지디 센터룹

내용느
」

필요성이 더소장외학술지의 인쇄본핵심때
써

J5::!.
2차원에서o 국가적

우l구축뚫Ol-카이브학술지의

필요역할이 더월

핵심운O~

해 해외학술자 자원센터의

있므며， 해당커지고==;-

원칙
繼繼

2. 구독 학솔XI 의 선정
뿔를g짧훌 행행‘&짧짧썼!ιQ썼&낀쩡 ι

3개학술지{국LH미보뷰따라 국LH정해진 원칙에시선정o 센터

위주로 선정기관 소장)를01 하의

차구독총수(엉500 '종 )분야별가격이 다르므로학윷XI분야멸를~ .52-, L"-口

멸화

디 KERIS에서 구축한 전국 대학 소장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인쇄학

등}킹....
-, ξ극모

「
구조사하여

핵심 학술지가 제외

학술지뚫。l 느:
Aν" L-.보유하고전자학술지로술자，

삭제하였더니 다수의목록에서AI

JCR(Journal인용색인민。|느:
.AA l.-

학술지는

권우l가운데

Citation Reports)에 포함된

501 종구독신규디

총 64종므로 약 13%

Jι

'l이렇계 낮은공볼때포함된 학술지의 인용빈도가 높다고디 JCR삐

치는 서비스 수요를 창훌하기 어려움

서통한승:l O /: ?1::::1, 응므특정대학과외추가나，컨소시엄

대상 종수 확대

저역지원센터는

버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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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인 투자 기반 미확보
쨌§ 짧變옳$‘’ ‘ ‘&

口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활성화의 기반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되

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의 구축

口 학술지 구독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어 예산의
;;<:: 。니 튿::> ILl ....ι ;제 。 I
0 --， 1:二 E르 -,-....., c그

口 단기간에 걸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은 센터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口 환율상승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에 원문복사서비스가 신속하게 이

루어질 경우 타 대학의 저널 구독 중단 결정이 쉬워짐

口 주제 분야별 예산의 차등 지원이

4. 구독 학술지 선정 방향

끄1 _λ 저 。 |
E프 -,- -, c그

값’數“

口 지원센터에서 양질의 학술지를 구독해야 수요가 창출될 것이며 센

터가 활성화

口 일정한 질적 수준을 갖춘 학술지 위주로 구독정책을 수정

口 JCROlI 포함된 학술지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여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성 확보

口 지식정보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염두에 두

고 지식정보자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SCI 에 등재된 학술지는 기

본적으로 입수하면서 그 종수를 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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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예산 문제로 각 도서관이 전자 학술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국가전체로 볼 때 인쇄형 학술지의 확보도 중요

口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해당 분야의 핵심학술지를 인쇄형태

로 확보한다면 그 외 기관들은 이를 감안하여 학술지 구독여부 결

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口 차년도 구독 학술지 선정에 과년도 원문복사서비스 통계도 활용

디 센터의 활성화는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며 핵심학술지의 아카이브

구축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정

잭 구도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여야 함

口 Core Journal의 상호 이 동

- 지원센터들의 자료 상호 관리 전환

- Core Journal 구독 중지 유도

- 상호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口 Journal 구독종수를 적절히 조정

- 예산부족 해결

- 구독 저널의 질적 수준 제고

미소장 범위 조정 (3-5개기관 정도) 지원센터서 。| ιι
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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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출판사에서 인쇄저널을 Web으로 전환 추세

- 근래 빈번하게 일어남

- 폐간 및 입수율이 떨어짐 (89%으| 입수율)

口 지원센터 운영협의체가

- 상호 자료교환

절실함

- 지원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및 협의

- 상호 정보교환

- 센터간 자료이용 효용성 증대 방안 모색

口 지원센터 홈페이지 목차정보 구축 필요성 제기

- 센터 홈페이지상의 저널 권， 호 정보 구축 (NDSL On Site 참조)

- 목차정보를 통한 주제어 논문 검색 기능 강화

- 홈페이지 이용도 향상과 소장정보 및 내용파악에 도움이 됨

- KERIS, NDSL 목차정보 제공 중

- 센터 홈페이지에 OA(Open Access) 저널 연계

口 원문복사서비스 이용 시간 단축 시스템 개발

- 학술자원 디지털 전송시스템 개발 중 (KER I S )

- 원문 입수 소요시간 1 일로 단축

- 신속한 자료 서비스로 상호간의 저널 구입 예산 X1 그 }
E크 C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