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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ill Gates & Libraries

n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Mr. Gate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began a five-year philanthropic 
effort to put computers in every poor library district in the United 
States

The charitable group that Mr. Gates started with his wife,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is now giving away $1.2 billion a year. Mr. 
Gates said he was pleased that its first major philanthropic effort, the 
library project, had helped to narrow the digital divide.

Mr. Gates seems ready to check the library project off his to-do list. His 
model was Andrew Carnegie, who left hundreds of sturdy libraries 
standing in small towns as part of his philanthropic legacy.

"You know, Carnegie was a pretty hard-core guy," he said, leaving Main 
Street here, where the biggest digital sign displays the price for wheat: 
$4.80 a bushel. "I'd be happy if I could think that the role of the library 
was sustained and even enhanced in the age of the computer."

Source: Timothy Egan, "Bill Gates Views What He's Sown in Libraries" (NYTimes, November 6, 
2002).



4Seattle Public Library



5도서관의 의미

인류의 지적 산물을

수집

보존

누 나 이 할 수 있도록 체계화

서비스하는 곳



6현대의 도서관

n 도서관자동화시스템과 Database 산업의 발달
상업적인 MARC Database의 확산으로 분류와 목록업무의 양이
축소

국내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시 MARC 데이터 포함 납품
à 도서관은 “이용자 서비스”에 중점

n 온라인 정보자원 다양
수많은 온라인정보 중에서 적절한 정보 선별

가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디지털화

다양한 온라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및 만족도 제고

n 이용자의 높은 수준 요구
도서관 밖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에 익숙



7패러다임의 변화

n 도서관은 고객가치를 우선시하는 마케팅 철학 필요

(유길호 2002, 32-36)

도서관은 내적과정 및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에 관심

고객의 유지와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Ø 고객이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도서관 운영이
가능

Ø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는 철저히 고객 중심적 접근 필요

* 패러다임(paradigm) :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국립국어원 2006)



8패러다임의 변화

n 미국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 패러다임 변화 대처로
새로운 경영 기법 도입

Wang, H.(2006)
Ø 도서관의 이용자를 고객으로 보고 고객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원의 참여적 경영을 통한 꾸준한 향상과
부서별 분리된 업무처리가 아닌 전체적인 업무처리를 강조하는 등의
조직 개선의 내용이 담긴 전사적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TQM) 방식을 도입한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

Ø Harvard College Library, Oregon State Univ. Library 

Spalding과 Wang, J.(2006)
Ø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마케팅 개념과 마케팅의 가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

Ø 마케팅 개념 도입으로 도서관의 위상은 향상되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학술과 연구에 만족할 수 있다고
강조



9Patron vs. Customer

n SMU (Singapore 
Management U.)

n NUS (National U. of 
Singapore)



10패러다임의 변화

n ALA Campaign for America's Libraries 
ACRL은 이 캠페인을 대학도서관에 맞게 수정, 제공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소개



11이용자 중심 서비스

n Research Assistant

Research Guide

Liaison Service

이용자교육

장서개발

Info Desk 운영 등



12Research Assistant

n 온라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울대도서관]

• Source : 홍순영. 200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과전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13국내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현황

• Source : 홍순영. 200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과전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14Web Portal vs. Library

n Alexa.com ratings

#2,978      Library of Congress
#5,914      WorldCat 
#14,353    NY Public Library
#21,906    British Library
#124,520  회
#143,943  riss4u.net
#259,347  NDSL
#367,967  앙



15Google의 projects



16Google Books Library Project

n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

Google 전 계 주 과 파트너쉽
(출판업 협력프로그램 행) 체결하고, 

털화하여 비스

하루 3,000책 스캔 2007년 3월 현 만책 털
료

2008년 5월 한 경 업체 Microsoft 사 Live 
Search Books 사업 단 언. 약 75만 , 8천만 건
신문 사 DB 축, 현 비스 단



17Google Books Search

n 저 에 비스

저 보호 도 : ‘발췌문 보기’ 표시

저 해결 도 : 전문 검색 및
PDF 파 로 다운로드 가능



18Google Books Search

n 스캔 련 주 정책

책 상 없 스캔 가능한
혁신적 술 개

Elphel 323 카 라
시간당 1,000페 스캔

하루에 3,000 , 1년 로
환산하 약 1 만 스캔

제휴 에 상되 쉽다고 한 책 스캔 안함

스캔 업 료 후 에 시 납 (UCSD 2주 )

Google 스캔한 든 책 털 사본 한 는 해당
에 제공



19Google Books Library Project

n 파트너쉽 체결 학

v HathiTrust - a shared digital repository 

(http://www.hathitrust.org)

구 분 체결 대학 및 도서관

미 국

Columbia, Cornell, Harvard, Princeton, Stanford, UC 대학,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미중서부 12개 대학 연합),

New York Public Library 등

유 럽

Oxford(영국), BSB(Bayerische Staas Bibliothek ; 독일), Ghent(네덜란드),

Biblioteca de Catalunya, U. Complutense Madrid(스페인), Lausanne

(스위스)

아시아 게이오대학 (일본), U. of Mysore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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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검색 개선



21서울대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



22서울대 중앙도서관



23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 NUS 검색 심 홈페

검색 능 향상 한 facet browse

검색 편에 련 Tag Cloud 제공

최근 수 안내 등



24NUS

n NUS 검색 상 화
n 상 검색 편 표 미 제공하여 검색 비주얼화



25Queens Library



26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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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 제공



28SFX 링킹 서비스

n SFX 링킹 서비스란

전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Linking Solution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제공 사이트로의 이동
없이 원문 이용 가능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 (One Stop Service)

원하는 Database 검색 후 SFX 버튼으로 서비스 연동



29SFX



30
Google Scholar의 SFX

Google Scholar 검색창 > Scholar Preferences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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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B,C...

MetaLIb

검색은 간편하고,
강력하게

최 의 결과,    
부가 비스 공

Set A,B,C...

Special Space 
General / Personal

+SFX

Database 통합검색 - MetaLib



32Database 통합검색, MetaLib

n QuickSearch

n MetaSearch

n Find Database

n My Space



33Database 통합검색의 특징

n 여러 개의 DB 검색 결과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음

n DB검색 후 원문 탐색 가능(SFX 연동)

쉽게 Fulltext를 찾을 수 있음

n 무료 자원 제공(지속적으로 추가)

n Sorting 기능 제공

Rank, Title, Author, Year, Database

n Clustering & Facet 기능 제공

n 개인화 가능 (Customization)



34Quick Search

n 도서관에서 지정한 주제별 DB 모음

n 로그인하면 개인이 지정한 MySet을 설정 가능



35MetaLib Searching



36MetaLib Searching



37상세화면 및 제공 기능

View original format

E-mail로 전송 (인코딩은 UTF-8로 설정)

레코드 다운로드 (Endnote forma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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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Database 화면

MetaLib : Fin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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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Search 화면

MetaLib : Meta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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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pace 화면

MetaLib : M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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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42Proxy 서버

n Database, e-Journal 등은 제공사와의 계약조건에
의해 허가받은 IP주소범위 내에서만 이용가능

서울대: 147.46. *. *

n 외부에서도 서울대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회원제 가입자)이 학술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검색,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43Proxy 서버



44인터넷디스크

n 량 파 저 , 공 , 전

수 3GB; 학생 1GB Storage



45모바일열람증

n 휴대폰에 이차원바코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음

n 도서관 자료실 출입, 도서대출 등에 사용



46학위논문온라인제출시스템



47도서검색결과문자전송(SMS) 서비스



48이용자 참여형 웹서비스

n 서평
직접 서평 및 비평 입력 가능

입력항목 : 제목, 내용, 평가별점(5점만점)

n 태깅(tagging)
태그 (tag) = 꼬리표

태깅을 통해 해당 서지에 대한 정보 입력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정보 입력 가능

n 태그구름(Tag Cloud)
태그의 사용빈도(인기도)를 보여주는 방법

개인 또는 집단의 관심사를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



49도서 부가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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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51고문헌자료 (http://sdl.snu.ac.kr) 조선풍속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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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자료곤충자료 ((http://insect.snu.ac.kr)http://insec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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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MEDCON (http://medcon.snu.ac.kr)



55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http://you.snu.ac.kr)

http://you.snu.ac.kr



56Digital Projects – U. of Toronto

n Discovery and Early Development of Insulin, 1920-25 
(http://link.library.utoronto.ca/insulin/)



57Digital Projects – U. of Toronto

n Anatomia 1522-1867 (http://link.library.utoronto.ca/anatomia)



58학술행사 VOD 서비스

그 때 그 세미나

다시 볼 수 없을 ?

수업시간이라

그 강연회 참석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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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VOD 서비스

§ http://event.snu.ac.kr
http://event.snu.ac.kr



60국내 VOD 서비스 사례



61국외 VOD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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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개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회의, 심포지엄, 강연회 및

전시 회 등을 촬영하여 VOD 서비스 제공

2001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기획 및 구축

2006년 9월 “학술행사 VOD” 홈페이지 가동

2008년 11월 영문병기 홈페이지 가동

n 구축 내역

현재 총 3,170건(114,536분) 구축

매년 학술행사 VOD 촬영 요청 증가

Ø 2008년 세계철학대회 등 촬영

학술행사학술행사 VOD VOD 콘텐츠콘텐츠



63VOD 검색결과 상세화면



64촬영신청



65VOD 서비스 동의서



66VOD 뷰어



67도서관 자체 구축

n ‘멀티미디어전문사서팀’ 
구성

도서관 자체직원 16명 구성, 
2008년 3월부터 본격 가동

직접 촬영 및 편집

Ø 일부 외주 촬영

예산 절감

Ø 2008년 108, 434천원 예산
절감

n 촬영 1850원, 편집
2300원/분 적용 (2006년
입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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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DSpace (http://dspace.org)

n DSpace

DSpace(http://dspace.org)는 MIT와 HP가 공동
개발한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으로
전세계 400개 대학/연구소에서 지적 생산물을
수집·공유하기 위한 기관 리포지토리로 활용

n S-Space란? (http://s-space.snu.ac.kr)

S-Space는 서울대도서관이 운영하는 서울대
DSpace로 서울대의 지적 생산물을 수집․공유하는
기관 리포지토리 (IR, Institutional Repository)



69S-Space

n Self Archiving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본인 소속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Archiving하는 것

출판사 정책에 의해 Self Archiving 허용시 저자가 직접
Archiving 가능

n Institutional Repository (IR)
Open Archive 또는 디지털 자원의 저장소로써
개방접근이 가능한 학술자원을 수집관리하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Springer, Elsevier 등 출판사, 학회가 저널논문의 IR 구축 허용
http://www.sherpa.ac.uk/romeo



70OpenDOAR 



71전세계 레포지토리 현황



72KAIST의 KOASAS



73Cornell의 DSpace



74U. Wisconsin의 DSpace



75MIT의 DSpace 



76MIT 논문출력 - 유료

76



77About OAPS



78DSpace for OAPS



79JAIRO 가동



80대학, 학과, 연구소별 화면 구성 가능

http://s-space.snu.ac.kr/handle/10371/96



81
고유 URL 정보

영구적 URL 부여



82IEEE 출판사 PDF 버전



83IEEE 저작권 정책

n Postprint-Publishers version/PDF “must” be used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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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n 이용대상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 등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나 본인의
학술자료 S-Space 등록 가능

n 제출대상 자료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전 논문 및 출판후 논문

회의자료, 연구자료 및 프로젝트 보고서 등

대학 · 학과 · 연구소 · 학회 발간 저널

석박사 학위논문 (석박사 학위논문은 도서관 원문 DB로 링크 예정)

반증자료 및 미완성 자료

강의노트

학부생 연구자료

기타

n 제출방법

S-Space에 본인이 직접 등록하거나(self-archiving),  S-Space의 리포지토리
담당자에게 e-mail(s-space@snu.ac.kr) 및 공문으로 의뢰 가능



85저작권 정책 확인

n 저널논문

S-Space는 Open Access Self-Archiving 기반의
Institutional Repository로 저널논문을 제출하기 전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romeo/) 
에서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한 후 Open 
Access가 허용되는 논문만 제출 가능

출판사에 제출된 PDF 논문에 대한 Archiving이
허용되지 않는 논문은 S-Space에서 메타정보만
제공하고 PDF 원문파일에 링크를 걸어서 원문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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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romeo/

저널명, 출판사명으로 저작권 정책 검색 가능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

color 저작권 정책

Green
심사전 논문(pre-print) 및 심사후 논문(post-print)
셀프아카이빙 허용

Blue
심사후 논문(post-print) 셀프아카이빙 허용
(ie. final draft post-refereeing) 

Yellow 
심사전 논문(pre-print) 셀프아카이빙 허용
(ie. pre-refereeing) 

White 아카이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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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확인

n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romeo) 

(http://www.sherpa.ac.uk/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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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int(출판전 논문): 동료심사와 편집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초고
Post-print(출판후 논문): 동료심사를 거쳐 편집이 끝난 상태의 최종본

저작권 정책 확인

저작권 정책

) Elsevier 저 정책



89S-Space 등재 학내간행물 현황

No. 저널명 발행기관 건수

1 Seoul Journal of Business 경영대학 108

2 Seoul Journal of Economics 경제연구소 395

3 Asia Design Journal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

4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소 265

5 한국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원 42

6 환경과 환경안전지킴이 환경안전원 28

7 법학 법학연구소 42

8 영학논집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81

9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49

10 열린지성 기초교육원 125

합 계 1,155

(2009.3.31. 현 )



90
S-Space 홈페이지 구성

검색 Browse 로그인 저작권 정책 확인 이용안내 통계



91기대효과

영구적인 URL 부여로
각 논문의 고유성 및 지속성 유지

예) http://hdl.handle.net/(고유번호)

학술자료의 접근성 강화로
연구성과 확산 및 인용횟수 증가

연구물 중간보고(preprint) 공유로
중복연구 방지

해당 대학, 학과의
특성있는 저작물 수집 가능 및

이용 활성화

Webometrics(*)를 높여
기관의 위상 제고

* Webometr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http://www.webometrics.info)는 전세계 4,000개 대학 정보를 각 대학의
웹존재(web-presence)에 따라 평가하며,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size, 가시성, 원문수, Google Scholar에 따라 가중치 부여. 
세계 랭킹은 MIT, Harvard, Stanford, Berkeley순이며, 서울대는 18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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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