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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지식정보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다양한 매체의 

동장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정보 요구가 범람하고 었다. 각 매체를 통해 생산된 정보의 양 

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도서관의 예산 증가는 한정되어 있어 넘치는 정보 요구 

해결을 위한 개별 도서관들의 협력 활동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장한 서비스들 중 하나가 상호대차의 한 형태인 문헌복사 서비 

스이다. 문헌복사 서비스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한정된 자료를 운영하는 

개별 도서관들의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며I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은 부족한 자료에 대한 자관 이용자의 요구 

에 적절히 대웅할 수 있으며 자관이 소장한 자료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적시에 다 

른 도서관에 원본 자료의 제공 및 손실 없이 원본자료의 동일한 정보를 담은 복사본을 제 

공할수있다.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이용률 증가를 보이고 있는 문헌복사 서비스는 끊임 

없는 변화를 통해l 각 기관의 대표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 

게 문헌복사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점에 따라 현재 문헌복사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 

고 있는지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 해 보아야 하 

겠다. 

이제까지 학계와 도서관 일선에서는 문헌복사 서비스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헌복 

사 서비스는 단순한 형태의 자료 복사 제공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 

무적 관점에서의 문헌복사 서비스 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의견 제시가 부족했던 결 

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1)을 표본으로 하여 표본 도서관에서 이뤄지 

고 있는 KERIS2)를 통한 문헌복사 서비스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문헌복사 서 

비스가 현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와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견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문헌복사 서비스 담당사서로서 실무자 

1) 약 2백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도서관 
2) KERIS :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 -



논단 / 자료 

의 입장에 기초해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였으며， 논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KERIS 시스 

댐에서 산출한 통계에 기초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논지를 이어나갔다. 

이번 현황 분석을 통해 나온 전체 내용들은 국내 대학도서관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 

관 문헌복사 서비스의 흐름 및 발전 방향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I 

후속 연구의 선행 검토 자료 및 사서들이 관련 업무 활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 

기를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헌복사 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문헌연구I 통 

계조사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 조사 및 문헌 분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복사 서비스 

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현황을 확인하였다. 둘째l 전체적인 문헌복사 서비스에 대한 이 

해를 위해 KERIS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변화 및 유형별 특 

성 둥에 관해 분석하였다. 셋째l 표본도서관을 선정하여 표본 도서관에서 표본 기간 내에 

문헌복사 서비스(KERIS) 웹 시스템 상에서 처리된 관련 건의 목록을 EXCEL 파일로 추출 

하여 기준 정렬 방식을 통해 산출된 수치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한 관련 의견을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도서관으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y 표본 기 

간으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표본 도서관과 표본 기간 등의 분석 기준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06년 연말 자관 처리 기준으로 전체 상호대차 서비스의 

82%를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신청 · 제공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도서관이 

전체적인 문헌복사 서비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며 또한/ 

국내 최대 문헌복사 서비스 정보센터인 KERIS에서 신청 · 제공 1위 도서관인 점도 충분한 

고려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l 표본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 웹 기반 정보센터로서 

KERIS를 통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헌복사 서비스 웹 기 

반 정보센터로서 가장 이용률이 많고I 회원 기관이 많으며 표본 대학으로 선정한 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의 문헌복사 서비스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I 지속적 

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통계 도출이 가능하여 이를 통한 정확한 결과 분석 

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기간 설정에 있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의 1년간의 기간을 선정한 것은 2007년이 미완료된 현 시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문헌복 

사 서비스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가 필요하 

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학사 일정 동의 수요 변화가 반영될 수 있기 위해 1년이라는 

기간의 범위가 필요 하였다. 통계 분석 범위로 설정한 1년이라는 기간은 시간적 변화와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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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통계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정 수치 이상의 통계와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는 관련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오차에 대한 의구심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표본 대상 분석 결과를 통해 동일한 문헌복사 서비스를 제공하 

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이용현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웹 기반 정보센터 

2.1 KERIS : Korea 뻐빼on &Res않안l Infonnation 앓찌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내 최대 규모의 문헌복사 서비스 웹 기반 정보센터인 KERIS는 1997년부터 구축하 

기 시작한 전국 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1999년부터 학술연구기관간의 학술정보 공동 활용 및 학술연구자를 위한 문헌복사 서비 

스를 시작하였다.2007년 9월 기준으로 전국 480여개 도서관 및 자료실을 회원기관 가입 

되어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간 약 10만 건의 문헌복사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 

KERIS에 가입한 회원은 그림1의 웹 사이트의 공동 목록 검색을 통해 국내 학회 및 대 

학부설연구소 발행된 학술지 수록 논문 

103만 건의 원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l 

해외 학술지 수록 논문 2，723만 건의 검색 

및 원문 구독기관 정보 확인뿐만 아니라 

국내 160여개 대학 수여 석 · 박사 학위논 

문 약 57만 건l 내국인의 해외 취득 박사 

학위논문 2만 4천 건에 해당하는 원문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564개 대 

학 · 전문도서관이 소장한 단행본 및 비도 

서 자료 약 790만 건l 국내 3만 7천여 종 

과 해외 10여만 종의 학술지 검색 및 권 

호별 소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KERIS 웹 사이트 첫 화면 

htπttp:/，νïwww.riss양4u.netν!in띠dex.꾀p 

2.2 KORSA : KOrea Resource Sharing Alliance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 

광주과학기술원은 1998년에 국가정보화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자관보유의 학술지 

소장사항I 결호사항 동의 소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1999년에 

는 주요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선태된 50개 기관의 소장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2000년 1월 13일에는 KORSA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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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A 활동을 시작 하였다. 

현재는 KORSA 웹 사이트를 통해 서울 

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188여개 기관 

을 회원기관으로 하여 문헌복사 서비스 및 

공동목록 구축 둥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2.3 NDSL : National Digit매 

논단 / 자료 

그림 2 KORSA 웹 사이트 첫 화면 

http://korsa.or.kr/ 

Science Libr때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NDSL은 2001년 5월 오픈한 이 래， 300 

여개 대학l 연구소l 기업체l 병원 둥의 협력 

기관에서 분산 소장하고 있는 인쇄저널의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별 인쇄 

저널의 보유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전자적 

으로 출판되지 않았거나 전자저널 이용권 

한이 없는 논문의 원문에 대해 문헌복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주관운영기관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KISTI(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 

으며l 현재 10여만명이 사용자로 가입되어 

그림 3 NDSL 웹 사이트 첫 화면 

http://www.ndsl.or.kr/ 

2006년말 기준 59，529건의 문헌복사 신청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과학주제 분야에 특성화된 

웹 기반 정보센터인 NDSL은 해외 학술저널 5만 7천종과 프로시딩 19만종에 수록된 논문 

3천 7백만 건에 대한 목차 및 초록 검색을 통해 원스톱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요 전자저널 2만 1천 종 및 프로시딩 8천여 종에 수록된 전자원문 2천 1백만 건에 대한 

원클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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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EDLIS : Me다때1 Library Infom빼on Systl얹1 (의학 학술잡지 종합목록시스댐) 

MEDLIS는 국내 최대 의학 학술잡지 종 

합목록시스댐으로 1877R 의 회원기관이 소장 

하고 있는 의학 관련 학술지의 논문을 복사 

제공받을 수 있는 의학주제 분야 최고의 웹 

기반 정보센터 이다. 그림 4의 MEDLIS 웹 사 
이트를 통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기관 

이 소장하고 있는 5700여종의 학술지 둥 의 

학 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복사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그림 4 뾰DLIS 웹 사이트 첫 화면 

http://me버is.riss4u.netl 

3.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분석 (KERIS 기준) 

KERIS는 1999년 10개교의 기관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국내 문헌복사서비스 신청 · 제공 1위 기관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도 KERIS 가입을 통 

해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에 동참하였다. 

KERIS 문헌복사 서비스는 2000년， 2001년 초기 홍보기간 및 급속한 이용 증가 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l 국내 최대 웹 기반 문헌복 

사 서비스 정보센터로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KERIS의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확한 인식은 앞으로의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관련 각 요인들의 연도별 변화 둥 문헌복 

사 서비스와 관련된 요인들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범위 

로는 2002년에서 2007년 9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 내 연도별 통계를 

바탕으로 비교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는 KERIS 사서사이트를 통해 추 

출하였으며 몇 개의 연도별 비교 data는 개별 기관의 KERIS 사서사이트에서 통계 산출 

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KERIS 상호대차 운영팀에 요청하여 입수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통계분석 기간의 시점을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000년이 아닌 2002년부 

터 설정한 것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문헌복사 서비스는 문헌복사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통한 일반화된 경향 도출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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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문헌복사 서비스의 2002년부터 2007년 최근까지의 연도별 통계를 통해 

문헌복사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헌복사 서비스와 관련 

한 의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회원 기관 현황 (단위 : 개) 

600 
468 481 

200 
I 기관수 

400 

0 

그림 5 연도별 가입 회원 기관 수 그래프 

현재 481개의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KERIS는 그림 5와 같이 매년 회원기관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KERI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제공 기반이 점차 확대 성 

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KERIS 회원기관 내 비중을 분석하여 문헌복 

사서비스 성장에 대한 대학도서관이 갖는 역할과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단위 :% 

회원 기관 관종별 비율 

대학도서관 

I 전문/특수도서관 

그림 6 관종별 비율 그래프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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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회원기관의 관종별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이 전체 회원 기관의 

77%라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문헌복사 서비스 

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것으로 KERIS 전체의 문헌복사 서 

비스에 대한 분석이 국내 대학도서관 문헌복사서비스 환경을 파악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처리 건수 현황 

(단위 : 건) 

50,837 41,682 

표 1 연도별 문헌복사서비스 처리 건수 현황 

표 1을 살펴보면 2003년 8만 여건의 신청을 기점으로 하여 처리건수가 매년 소폭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자저널 구독이 늘어남에 따라 원문파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소장 자료의 형태 변화에 의해 장소와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상 

호대차 신청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하겠다. 이는 정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 환경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단순히 문헌복사 서비스의 

침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 변화를 통해 단순한 복사 제공에 대한 수 

요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수준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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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청 · 제공 기관 순위 BEST 5 (단위 : 건) 

연도별 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기관 순위 BEST 5 

순우11 20따 | 때03 2004 I 

1| 전뱀|爛|전뱀|뺑 

2l 뺀대|때 1 빼 l 獅 
3 I 대구대 | 짧 |경북해| 

짧|연서빼 l 없 l 부산대 l 뼈 

쨌|뺨|때|쐐|없 1 0빼|때 
椰|빼 1 ~~ 1 뺀 1 am 1 빼|뼈 
짧|짧|따|鋼대|뺑|빼 1 1426 

표 2 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 BEST 5 기관 순위표 

연도별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 기관 순위 BEST 5 

3 1 0빼대| 細 | 뺀때 | 細 | 뺀때 | 때 | 쾌대 | 細 | 펴대 | 때 | 쾌대 | 細
4 |뺨| 쨌 |職| 짧 | 網 | 짧 | 쐐 | 때 | 빼 | 짧 | 網 1 1없 
5 |λ빼| 없 | 網 | 잉93 1 고려대 | 짧 1 0빼대| 짧 1 0빼대| 짧 1 0빼대| 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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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표 3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문헌복사 서비스 순위 상위기관들이 국내 대학 기 

관 종합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대학들에 집중되어 있으며l 제공이 많은 도서관에서 

자료 신청 또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l 

학문적 수요가 많은 곳에서 문헌복사 서비스도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를 찾고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야 서비스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통계 

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둘째l 이와 같은 상위권 특정 일부 대학에 집중된 

문헌복사 서비스는 특정 기관들에 집중 되어 이들 특정 소수의 대학들의 의견이 신청 · 제 

공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셋째/ 문헌복사 서비스 순위 상위기관들 

은 제공뿐만 아니라 신청에 있어서도 높은 통계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신청과 제공 어느 

한쪽이 아닌 신청기관으로서의 입장과 제공기관으로서의 입장을 함께 공유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다른 대학도서관에 자료 제공처리 시 적용된 사항들이 자관에서 신 

청 시 반영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I 각 기관들은 도움을 준만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각 기관들이 제공 처리 시 후속 신청을 염두에 두게 하여 제공 처 

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제공 순위 1위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다른 상위 순위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신청 

순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나타났다. 국내 대학도서관 최대 장서수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자료의 규모를 통해 제공이 많은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아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 순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 

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첫째l 다른 신청 상위 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 구성원들의 학문적 수요가 많다는 점 

이다. 많은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선행 연구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기관 내 

소장 자료로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다른 대학도서관의 자료 

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소장자료 수가 부족하고 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 보다는 자료 요청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갖고 있는 소장 자료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자료가 많다고 해서 문헌복사 서비스를 포함한 상호대차 서비스가 불필 

요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무리 자료수가 많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홍 

수 시대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에 대한 이용자 요구에 동종기관의 협력 없이 대웅하 

기는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 준다. 

둘째y 현 서울대학교 상호대차 시스템 상으로는 국내 상호대차의 수요는 문헌복사 

서비스로 집중되어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 최고의 장서수를 가 

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국내 대학기관 중 어느 기관과 상호대차를 하더라도 

대둥한 입장이 아닌 일방적 제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상호대차를 통해 다른 대학도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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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에 소장 자료를 대출 할 경우 자료에 대한 기본 수요가 많은 서울대학교의 특성 상 

내부적 수요와의 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관련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대학도서관에 원본 자료의 손실 없이 복사본을 제공하는 문헌복사 서비스로 상호대 

차의 경로를 단일화하게 하여 서울대학교 이용자들 또한 문헌복사 서비스란 단일 된 경로 

를 통해 자료를 받도록 하였다. 물론I 연세대학교l 성균관대학교I 한림대학교를 통한 상호 

대차(실물대차) 경로가 있지만 이는 신분 제한 및 기관 제한이 따르게 되어 한정된 수요자 

층에만 해당되며 자료 유형 또한 단행본에 한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반해 문헌복사 서비 

스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요청하는 거의 모든 자료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I 특 

정한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국내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신청 수요가 KERIS 문헌복사 서비스로 집중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는 제공뿐만 아니라 신청 또한 1순위 기관이 되었다. 국내 최대 

의 문헌복사 서비스 웹 기반 정보센터에서 계속해서 신청 및 제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가입된 정보센터 내 협력기관으로서 또l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 

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 환경에서 서울 

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갖는 역할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3.4 이용자 신분별 현황 

2때00따2년 

200떠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3.0 7.6 5.2 2.5 

(단위 : %) 

강사 기타 l 

1.5 70.2 100.0 

1.6 71.7 100.0 

2.0 66.7 100.0 

3.1 56.6 100.0 

3.1 47.4 100.0 

12.6 6.4 5.2 2.5 

14.0 7.8 6.5 3.0 

18.9 9.4 8.3 3.7 

21.7 13.0 10.8 4.0 

표 4 연도별 이용자 신분별 비율 

표 4는 K많E 회원 가입 시 설정하는 127R의 신분 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대상자의 신분 구분을 통한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용자의 신분별 구분에 따라 일정 수 

치 이상의 통계를 나타내는 상위 5개 신분과 그 외 신분틀을 기타로 구분 하여 신분별 서비스 

η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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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비율을 %로 표현 하였다.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이용이 많은 신분으로는 석사과정 

이며 다음이 교수I 박사과정l 대학생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회원들의 신분별 분포 확인을 통 

해 문헌복사서비스가 목표로 하여야 할 서비스 주 이용 대상은 누구이며 관련한 통계 확인을 

통해 이들의 서비스 경향을 파악 하여 대비할 수 있다. 

3.5 자료 유형벌 이용 현황 

자료유형별 이용현황 

자료유형별 

신청률 비교 

표 5 자료유형별 신청률 비교표 

(단위 : %) 

자료유형별 

제공률 비교 

표 6 자료유형별 제공률 비교표 

표 5의 자료유형별 신청률은 전체 신청건수 내에서 해당 자료 유형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통계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신청하는 자료 유형에 대한 경 

향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I 표 5를 보면 학술지의 신청률의 점진적 감소세가 두드러진 특 

징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2004년부터 학술지를 국내l 국외 구분으로 세분화하여 산출된 

통계임을 감안하여도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는 각 기관마다 전자저널 소 

장이 늘어나고 원문파일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상호대차의 주요 신청요인인 장소적/ 거리 

적 문제를 해결한 이용자들의 요구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I 이러한 결과는 절 

대적 신청 수량의 감소가 아닌 신청자료 내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학위논문이나 단행본 신청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술지 수록 논문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비율을 살펴보면l 국외학술지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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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학술지 수록 논문보다 5배 정도 많은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학술지에 대한 목차 DB 구축이 미비하고 부정확하여 논문에 대한 접근점이 제한된 

점과 국외 학술지에 비해 국내 학술지의 영향력과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국내 학술지 논문에 대해 원문화 작업이 이휘지고 목차 DB 구 

축이 이뤄진다면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5의 자료유형별에서 “기타” 항목의 통계 수치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 

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자료 유형에 “기타” 항목이 있어 당시 

자료 유형을 기타로 선택하여 신청된 초기 신청 자료들의 건수가 통계상에 드러난 결과이 

다. 이러한 몇 가지 통계상의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현황 및 향후 발전된 통계자료에 대한 기초 활용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표 6을 통해 확인되는 제공률 통계는 각 유형별 구분을 통해 전체 신청건수 대비 실 

제 제공 건수 비율을 보여 주는 제공 성공 비율로써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는 이용자들의 

신청 건이 자료유형에 따라 얼마만큼 정확히 제공될 수 있고I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경향 

파악이 가능하다. 

표 6을 살펴보면 학위논문 가장 높은 제공률을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다음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I 학위논문의 경우 다른 자료 유형 

에 비해 소장기관 확인과 최종 제공 여부가 확실하다. 학위논문의 경우 발행대학에서 거 

의 대부분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 회전률과 접근률이 높은 단행본과 같이 “대출중”l “서가 

에 없음” 등으로 제공불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또한 최근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각 

대학들이 페이퍼 논문 제출과 함께 원문 파일을 제출받아 원문을 동시에 구축함으로 자료 

제공 시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완전성 확보가 어떤 자료보다도 가장 용이하다. 둘째l 대 

부분 저자와 발행대학 및 발행년도 동의 일부 서지정보를 통해서 전체 서지정보가 확실하 

게 파악되어r 학술지 논문과 같이 기사색인 미구축/ 권호사항 부족 둥으로 인해 찾지 못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반해 단행본과 학술지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 

의 적용과 부정확한 서지정보 둥을 들 수 있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작권 적용 동의 요인 

이 크다 하겠고 학술지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서지정보 또는 소장 권호 정보의 미구축 또 

는 부정확한 확인 둥으로 인한 해당 권호 미소장 둥이 주요인이 될 것이다. 

정보센터에 구축된 부정확한 서지정보는 제공률을 떨어뜨리며 이용자에게 불필요하 

게 잘못된 신청을 하게하며 재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낭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지정 

보 미구축으로 인해 사서대행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신청 단계 추가 및 그로 인해 온라인 

연락 및 진행상황 미확인 동의 불편함을 겪게 한다. 잘못된 소장정보는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 및 공동목록 구축 정보센터에 대한 신뢰 및 정확성에 흠집을 내며 이용자의 기대감 

π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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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망감으로 전환시켜 문헌복사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 

서 현재 잘못된 신청에서 발생하는 업무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청기관 

담당사서의 승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상대적 비교에 따른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로 신청률과 제공률 감소에 원문 

환경 변화 및 서지정보의 불충분 그리고 저작권법 상 동의 여러 제약이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료 유형 대부분이 제공 률이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불충분한 신청 정보에 대한 제공기관의 추가 검색을 통한 제공 및 법 

적용의 테두리 내에서 이용자의 자료 요청 요구에 일선 사서들이 충분히 부웅하고자 노력 

한 결과라 본다.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경우 90%대에 육박하는 통계수치와 자료 유 

형 전반에 걸친 80%내외를 웃도는 통계는 10건 신청 시 미제공이 단 2건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도서관 내에서 해당 서비스가 관련자 모두의 노력으로 충실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6 발송방법 및 처리 소요 일수 변화 

2006년 3월 1일자로 우체국의 발송방법 변경으로 인해 문헌복사 서비스의 우편발송 

방법이 바뀌었다. 이전의 빠른우편(기본요금 : 1000원)은 보통우편(기본요금 : 800원)으로 

대체되었으며 빠른 풍기(기본요금 : 3000원)는 익일특급(기본요금 : 3000원)으로 변경되었 

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공개하는 학위논문 및 각 대학마다 소장하는 전자 

저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 원문링크 발송방법에 대한 요청이 있자 KERIS에서는 

2006년부터 6월 12일부터 그림 7과 같이 원문링크 승인불가 및 발송처리 방법을 개발하여 

넣었다. 이를 통해 자관에서 이용가능 한 전자저널 유무를 모르고 신청한 이용자에게 원 

문 파일 여부를 확인시켜주며l 공개된 학위논문 원문파일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에서 0원으 

로 링크 발송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원문링크 발송은 이미 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저작권 

이 해결된 자료에 한해 원문구축 한 자료로 이뤄지므로 저작권법의 적용의 문제도 없으며 

발송비용 없이 이용자에게 정보원을 알려주며 발송처리를 통해 제공불가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도입된 처리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도서 

관에서 해당 방법을 통해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한 원문자료로 안내하고 었다.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체국 발송 방법 변경l 원문링크 처리 요청 동 문헌복사서 

비스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변화에 따라 KERIS 업무처리 방법 또한 함께 변화하였음 

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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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복사 서1:11스 신청 시 꽤 완문피일 소장자료 
숭인불가(원문링크) 

훌뼈앓~fNI'“‘’f페Rω씨mlBam1f1팩빼빼뿔뿔풀뿔擊 

짧엉 칭lHH훌일톨3뺑}없었슐않빠a 

상§뽑옳& 

、던혈힘a 생￥ 

그림 7 관리자 웹페이지 원문링크 처리 화면 

문환복사 서비스 제공 시 외부 공개 원문피일 
제공발송(원문링크) 

(단위 : 일) 

표 7 발송방법별 처리 소요일수(평균) 비교표 

표 7을 보면 해마다 문헌복사 서비스의 처리 소요일수가 지속적으로 단축 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2006년l 예측치 못한 수치 변화와 함께 잠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지 

만 이는 해당 년에 우체국의 발송방법 변경에 따라 빠른우편 방법이 보통우편으로 전환 

된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헌복사 서비스를 통한 자료 신청에서 수령까지 2002년/ 평균 5.84일이 걸리던 것이 

2007년 현재1 약 18%가 단축된 4.79일 만에 요청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떠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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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솜방법별 처리 소요일수(평균) 비교 

”b 

A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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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그림 8 발송방법별 처리 소요일수(평균) 비교 그래프 

발송방법을 택하든지 거의 모든 자료를 5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처 

리 소요 일수의 단축은 어느 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러한 변화에 주요 역할을 한 요인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l 문헌복사 서비스가 시행 초기를 거쳐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업무 담당 

자들의 숙련도와 서비스 자세의 변화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업무 처리 시 동일한 

업무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신청에서 입수까지의 신속한 처리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많은 건을 처리하면서 신청 건에 대한 접수처리 및 발송처리에 대 

한 일정한 공식화된 절차가 수립되고 그러한 절차대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동일한 

사례에 대한 통일한 대처 둥은 같은 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주게 된다. 가령/ 오 

전 9시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신청 건에 대한 접수 즉시 자료 검색 및 DB 검색으로 관련 

자료의 청구기호 또는 원문 유무를 확인한 후 오전 11시 자료를 찾아 서가로 향하여 같은 

자료실 내에 있는 신청 자료틀을 한꺼번에 찾아와서 복사 둥을 처리하고 오후 2시 한차례 

더 동일한 절차를 밟아 복사 처리 후 오후 4시 30분경 우편 발송 처리에 들어가며 오후 5 

시 일괄 우편 발송을 하는 식이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일정한 절차에 의 

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처리는 실제 업무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역 

할을한다. 

그리고 또 다른 소요일수 단축요인으로는I 업무 처리에 맞춰 편리하게 변화한 시스템 

의 관리자 환경을 들 수 있다. KERIS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송방법 변화에 대한 요청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고I 2004년 4월 7일부터 2007년 6월 4일까지의 기간동안 시스댐과 

관련한 11차례에 걸친 기능 개선 처리 및 공지를 하였다. 상호대차 운영팀을 통해 지속적 

으로 요구를 반영하고 시스댐을 보완하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 담당 사서의 효율적인 업무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다. 이는 처리속도를 높여주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피드백을 통해 이용자의 문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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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KERIS가 시스햄 구축 후 활 

발한 후속조치를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웹 기반 시스템이 한층 더 빨리 안 

정화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였고 이는 처리 소요일수 단축에도 기여하게 된 것이다. 

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헌복사 서비스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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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서비스는 업무의 특성상 연속간행물 내 논문 자료 제공 또는 웹 DB운용 둥 

다른 업무와 일정한 연관관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의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상호대 

차 담당자에게 상호대차 업무와 함께 연속간행물 수서/ 웹 DB 교육 둥 여러 일을 겸무 하 

도록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여러 대학의 상호대차 담당자들은 서비스의 중요도가 크게 인 

식되는 상호대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으며 여러 업무들 중의 일부로서 상호대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이며I 상호대차실의 정보검색실3) 관리 및 참고정보서 

비스 제공， 회원제서비스 운영 동의 겸무 환경과 맞물려 국내 타 대학의 상호대차 업무 운 

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1.2 가입 웹 기반 정보센터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문헌복사 서비스 웹 기반 정보센터로서 KERIS와 KORSA 

두 곳에 가입하여 문헌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웹 기반 정보센터 중 KERIS 

를 통해서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었다. 

그림 11 KERIS 사서사이트 첫 화변 

htφ:j /will.riss4u.net/ 

할을 수행 하고 있다. 

KERIS의 경우I 사서사이트를 분리해 두고 

있으며 지정된 사이트 주소를 통해 지정된 IP 

내에서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정해진 장 

소가 아닌 곳에서의 접근을 막아 시스템의 안 

정화와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KORSA의 

경우 이용자 사이트와 관리자 사이트가 동일하 

게 두고 있으며 협력기관의 경우 사서 계정을 

부여 받아 계정을 통해 기관 및 사서 업무 처 

리 기능을 이용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KERIS에서 신청 · 제공 순위에서 1위 기관으로 

서 KERIS 정책관련 협의 시 참여하여 관련 역 

KORSA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신청건수 19건/ 제공건수 417건으로 

동일한 기간의 KERIS 신청건에 비해 약 1/19, 제공건의 경우 약 1/14 규모를 보이고 있 

다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처리건수는 KORSA가 회원기관 수가 적으며 원문 파 

일 이용 기능 부재 및 KERIS의 E-DDS 서비스 둥과 같은 추가 기획 서비스가 없으며 문 

헌복사 서비스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KORSA 회원 

3) 정보검색실(PC 80대/ 스캐너 6대I 프린터기 10대(PC 9대 공유 프린터기 1대， 컬러 프린터기 1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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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KERIS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KORSA 신청 부분의 일부를 KERIS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주제 

분야별 균형있는 자료 입수를 위해 과학관련 소장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이 많이 가입되 

어 있는 KORSA 또는 NDSL4)의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관련 수요가 턱 

없이 적은 실정이다. 

4.1.3 연간 처리 건수 및 발생 비용 

(기준 :1년 통계/?IJ일=1개월， 1개월 통계/'22일 =1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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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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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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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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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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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10,381,730 

865,140 

39,324 

표 8 연간 처리 건수 및 발생비용 분석 

신청 건에 비해 제공 건이 약 2.6배 정도 많은 특정을 보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은 KERIS 문헌복사 서비스 상위 기관들에서 전형적으로 보여 지는 제공이 신청을 초과하 

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제공 기관”이다. 1년에 제공 비용만으로 2천여만원의 비용이 발생 

하며 신청 건으로 발생하는 천여만원 비용 산출까지 합하면 3천여만원 가까운 비용 규모 

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서관 서비스 중에서도 비용 발생이 큰 서비스이다. 월별로 600여건 

의 신청과 제공이 이뤄지며 하루 평균 30여건의 신청과 제공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명실 

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으며 가입되어 있는 KERIS 및 KO않A에서도 기대 역 

할이 큰 기관으로서 정책관련 협의 시 참여하여 관련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4.2 트랜잭션5) 조사 및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문헌복사 서비스 현황의 상세 분석을 위해 표본도 

서관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선정I 표본 기간으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 

월 30일까지의 기간 내로 한정하여l 문헌복사 서비스 웹 기반 정보센터인 KERIS를 통해 

이뤄진 처리 건들을 통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복사 서비스κERIS) 웹 시스댐 상 

에서 표본 도서관에서 표본 기간 내에 이뤄진 관련 처리건의 리스트를 파일로 추출하여 

4) NDSL : 개인 이용자도 선불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함. 
5) transaction 1 (업무 · 교섭 · 활동 퉁의) 처리/ 취급/ 처치 2 업무/ 거래 ; [종종 pl.] <특히X 상거 

래I 매매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KERIS 시스댐 상에서는 이뤄지는 처리건들에 대한 통칭하 

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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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렬 방식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고 문헌복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4.2.1 신청 ‘· 제공 기관 순위 BEST 10 (단위 : 책/건) 

6 I 홍익대학교도서관 1,435,763 64 

7 I 한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942,951 48 경북대학교도서관 2,003,412 I 131 

8 I 중%때학교도서관 974,925 44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괜중엠 1,366,091 I 123 

9 I 부잔대학교도서관 1,467,859 40 홍익대학교중앙도서관 1,435,763 I 111 

10 I 건국대학교 상허기념 도서관 876,793 40 충남대학교중앙도서관 956,756 I 109 

합 계 13,272,422 1,000 합 계 13,190,171 I 1,738 

표 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신청 • 제공한 기관 BEST 10 순위표 

표 9를 보변 주로 자료를 신청하고 제공하는 기관 순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이 문헌복사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얻을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국내 대학도서관과 상호대차(실물대차) 협약을 맺을 경우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 협 

약을 맺는 것이 협약 기관 서로 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주로 신청하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I 이화여자대 

6) 순위 내 국공립대학의 장서수 통계는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5집 (2007)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하여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임. 순위 내 사립대학의 장서수 통계는 “한국사 

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 3월 1일 기준으 

로 작성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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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I 고려대학교 둥의 순이며 순위가 가장 높은 연세대의 경우 이미 협약을 통해 실물대 

차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다음 협약기관을 찾고자 한다면 이화 

여자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를 고려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간 내 전체 신청 건수 2，078건 중 해당 10위 기관들에 신청한 건수는 997건으로 이 

는 전체 신청 건수의 약 48%에 해당하며/ 기간 내 전체 제공 건수 5，354건 중 해당 제공기 

관 순위 10위내 기관들에 제공한 건수는 1，738건으로 이는 전체 제공 건수의 약 32% 해당 

한다. 주로 이용하는 기관들 내에서 자료요청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해결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기관들의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BEST 10 기관들의 장서수는 100만권 내외로 소장자료의 수가 100만권 규모가 

되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 신청 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으로 인해 신 

청 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장서수를 갖고 있으면 다른 여러 대학도서관 

에도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신청요인이 발생함은 물론 타 대학도서관에 없는 자료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l 대학명에 대한 인지도 및 대학의 위치 지역도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 

표9의 순위표 상에서 10위권 내에 있는 지방대학으로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와 부산대학교 

도서관 두 곳 뿐이며 그 외 대학들은 서울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모여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인지도와 지역적 관련성의 작 

용을 확인하게 해준다.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그 상위기관인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 

관 및 중앙대학교 도서관 보다 높은 장서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낮은 것은 

인지도 있는 서울 대학들이 이용자의 자료 신청 시 먼저 인식되어 신청되고 위치적으로 

가까운 점으로 인해 자료 제공이 빨리 이뤄지리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l 이 통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순위권내에 있는 다른 대학도서관에 비해 비 

교적 적은 80여만권의 장서수를 갖고 있는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이 신청순위 4위I 제 

공순위 6위에 었다는 점이다. 제공기관 순위에 대해 높은 순위를 갖는 것은 서강대학교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가 높고 자관 소장 자료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문헌 

복사 서비스 신청이 높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서관이 있기에 가능하다 볼 수 있으나I 

BEST 10 기관 내에서도 가장 적은 숫자의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청기관 순위에 

있어 상위에 랭크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의 문헌복사 서비스가 갖는 타 대학도서관과 차 

별화된 특정이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통해 보통우편 신청 건에 대해서 

익일특급으로 발송처리하고 었다. 이는 신청자가 신청 시 고려한 비용과 관련 없이 기대 

한 서비스 이상을 제공함으로서 결국 이용자는 신속하고 배송사고 없는 안전한 형태의 발 

m 

ω
 



도서관보 제 130호 

송방법으로 자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용자가 다음 신청 시 해당 기관을 우 

선 선정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헌복사 신청 시 해당기관이 이용자에게 중요한 

선호 기관으로 인식하여 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2.2 이용자 신분별 이용 현황 

대학직원 8 1.1 9 0.4 

교사 7 0.9 8 0.4 

대학연구원 6 0.7 34 1.6 

공무원 6 0.7 12 0.6 

일반연구원 6 0.7 8 0.3 

일반회원(기타) 5 0.5 13 0.6 

합 계 568 100.0 11 2,078 100.0 

표 10 신분별 신청 건수 비교표 

KERIS 가입 시 구분된 127H 의 신분 구분에 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헌복사 서 

비스 신청 신분 비율은 표10과 같은 신청 비율끼을 보이고 있다. 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7) KERIS의 신분 구분은 가입 시 이용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내의 도서관 이용 신분 구분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정확한 측정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통계 분석 결과의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 그러내 가입 시 이미 한차례 본인 확인을 통한 신분 구분이므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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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분은 석사과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박사과정이다. 이는 이들 대학원생들의 비율이 

전체 신청인수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 신청 비율의 과반수를 훌쩍 뛰어 넘는 압 

도적 수치이다. 또한 이들이 신청한 건수 또한 전체 건수의 70.4%로 자료 신청 횟수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대학원생들이 자료를 찾고 비용을 지불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문헌복사 서비스 둥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후 순위로는 대학생I 교수/ 

강사 순으로 이들 모두를 합치면 10%대의 신청 비율이 된다. 이는 앞서 확인한 문헌복사 

서비스 전체의 가입회원 신분별 비율(석사과정'22.7%>교수15.4%>박사과정11.3%>대학생 

4.6%)에 기초한 신청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석사과정40.4%>박사과정33.6%>대학생 

8.5%>교수4.5)순의 신청비율을 나타냄으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수님들의 자료 신청 비 

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복사 비용의 미지원 및 대학원생의 대리 

신청 둥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신분별에 따른 신청인수 비율 
신분별에 따른 신청건수 비율 

톰 박사과정 교사 석사과정 톨 대학직원 

대학생 • 대학연구원 훌훌 박사과정 교사 

시간강사 톰공무원 대학생 • 대학연구원 

l 교수 일반연구원 시간강사 톰공무원 

뿔사서 풀 일반회원(기타) l 교수 일반연구원 

聊사서 뿔 일반회원(기타) 

그림 12 신분별에 따른 신청인수 · 건수 비율 그래프 

정확한 당사자에 의한 신분 확인으로 보고 그 신분별 구분을 가늠하는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여 통계치를 적용 분석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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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인수 비율과 신청건수 비율에서 신분별 대부분 대둥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생I 대학직원 동의 경우에는 신청언수에 비해 신청건수 비율이 낮다. 같은 기간 석사 

과정의 경우 3.7건l 박사과정의 경우 3.4건을 신청한 반면 대학생의 경우 동일 기간 내에 

2.3건을 하여 대학원생은 신청인도 많지만 신청인 1인이 신청하는 횟수 또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원생의 문헌복사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관련 서비스를 검토할 경우 주 이용대상이 신분별로는 대학원생 

특히l 석사과정이 될 것임을 예상하여 기획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서의 경우 1명이 11.4건을 신청한 것으로 하여 1인당 신청건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서가 여러 사람의 신청을 대행 신청하여 횟수가 합산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관련 통계는 신분별 신청 비율에 대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2.3 1인당 평균 신청건수 및 소요비용 

정상처리 완료 
총비용 

신청인수 신청건수 

568 2,078 10,381,730 

1인당 평균 
신청건수 

표 11 1인당 평균 신청건수 및 소요 비용 분석표 

(단위 : 명/건) 

1인당 평균 
소요비용 

표 11에 따르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1년의 기간 내I 전체 

2，078건의 신청 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수는 568명으로I 이들이 이 기간동안 문헌복사 서비 

스를 이용함에 있어 지불한 금액은 10，381，730원으로 1인당 1년에 3.65건 신청에총 18,277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치는 문헌복사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뤄질 경우 참고 통계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령 1년에 1인당 적정 지원 비용을 2만 

원으로 하여 지원하면 무료 시 발생되는 무분별한 추가 신청을 막으며 기존의 유료 신청 

건수에 대한 비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인별 최다 신청건수로는 사서대행신청8)으로 이뤄진 담당사서 이름으로 신청 된 

98건으로 단연 최다이며l 개인으로서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56건이 1인 최다 신 

8) 시스댐 검색 시 오류 및 이용자의 면의 동을 위해 담당 사서가 대행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사서대 

행신청”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중 KERIS에 해당 자료의 목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사서가 서지사항을 직접 넣는 방법을 통해 소장기관에 신청을 넣을 수 있는데 이 경우를 가리켜 

“수동신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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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에 제한이 없는 문헌복사 서비스는 논리상으로는 1인 

이 무제한 신청할 수 있지만 표본기간 내 통계 산출을 통해 1인이 실제로 1년간 신청하는 

건수에 대한 최대 범위 (60건 이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통계 분석 시 확인되는 사서대행신청의 경우 대행 신청을 한 사서 1인의 통계로 

통합 산출되어I 정확한 실제 신청인원수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점은 해당 기초 자료를 갖 

고 산출한 1인 신청건수 및 비용 또한 통계 자료 분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l 이는 해 

당 통계자료 분석 결과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4.2.4 자료유형별 이용 현황 

자료유형 

학위논문 

학술지수록논문(국외) 

학술지수록논문(국내) 

계 

표 12 자료유형별 비율 분석표 

신청비율 

15 

17 18 

13 13 

2 2 

100 100 

자료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단행본 자료의 신청 및· 제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의 비중이 비슷한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 

전체 경향과 많이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만 확인되는 특 

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I 단행본 자료에 대한 실물대차 기관이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I 

한립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의 3곳으로 한정되어 있어I 실물대차를 통해 단행본 자료에 대 

한 문헌복사 서비스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 다른 대학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행 

본 자료에 대한 비중이 높다. 둘째l 미소장 단행본 자료에 대한 희망도서제도 둥을 통한 

구입 및 소장이 절판 및 그 밖의 사유 둥으로 소장되지 못하고 문헌복사 서비스로 신청되 

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지의 경우 구입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며 최신성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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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술지의 특성상 과월호에 대한 수요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결호에 대한 수서가 

문헌복사 서비스 대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단행본의 경우 문헌복 

사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자료 

를 구입하여 문헌복사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희망도 

서 제도 활용으로 점차 그 신청 비율을 낮춰야 하겠다. 

4.2.5 월별 처리 건수와 대학 학사일정 비교 (단위 : 건) 

월별 | 처리 건수 
(2006.10 I 
찮07911 신청건수 | 제공건수 

학사일정 
(2006년 서울대학교 기준) 

1월 146 457 ·동기휴가 

2월 149 372 • 학위수여식 • 제2005략건도 종료 동기휴가 종료 

6월 147 378 • 제1학기 기말고사 • 제1학기 종강 • 하기휴가 개시 

7월 130 329 ·하기휴가 

8월 208 390 ·하기휴가 종료 

9월 187 360 ·제2학기 시작 

표 13 월별 처리건수 대 학사일정 비교 분석표 

9) 단순히 발간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수서만이 아닌 절판된 자료에 대한 중고 도서 및 희귀도서 수집 

및 기증을 통한 다양한 미소장자료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8 



논단 / 자료 

표 13에서 확인되는 통계 수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사서사이트의 

정산내역에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의 기간 설정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출한 

월별 처리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처리 건에 대한 월별 구분은 발송완료일을 기 

준하였다. 이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일정 수치 이상의 통계 변화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의 

월별 경향을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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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건수 -- 제공건수 

그림 13 월별 처리건수와 학사일정 비교 그래프 

표 13에 따르면 1년 중 3월 초에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며， 12월에 가장 적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월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며 12월과 3월 사이에는 3개월 남짓의 기간차 

를 두고 최고와 최저의 이용률을 보인다. 특히 10-11월과 3-5월 사이는 새로운 학기의 과 

제물 제출 및 시험 자료 준비 둥을 위해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게 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신청 수요가 발생하며 이와 함께 이 기간 내 문헌복사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량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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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틀은 집중화 현상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 시간 내에 

자료가 도착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집중된 신청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 

안을 마련하여 집중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1년 내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I 이를 

위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고안하여 신속성을 높이고 또한 신청 시에는 제공순위 상 

위 기관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하여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내 신속 정확하 

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6 신청 · 제공 자료 순위 BEST 10 (단위 : 건) 

신청 자료 제공자료 

4 1 The American archivist | 학술지 9 한국인 희술지 1 27 

5 I}따뼈 ri fre Arreriæn 않arric Sxiety 학술지 9 I뼈wti re:細rninæi없E 뼈hr힘 학술지 1 23 

6 1 뼈며많 짧뾰tE 聊뼈y 학술지 8 빠iæ a:뼈댐'Jl땅el5 앞iæ 학술지 121 

7 1 魔짧짧찮 to IllI빼꽤 단행본 7 Language testing 학술지 1 19 

8 1 뼈Ier irim:e arrl 빼뼈엠r 학술지 7 Marine biology 학술지 1 15 

9 1 Art education 학술지 7 東方學報 학술지 1 14 

10 IG빼빼때 없mdll빼S | 학술지 7 
Journal of 마der abuse & 

학슐지 1 12 

표 14 신청 · 제공 BEST 10 자료 목록 

표 14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신청 자료의 유형은 대부분 학술지이다. 문헌복사 서비 

스 신청 시 단행본에 대한 신청 비율이 높음에도 최다 신청 자료 목록에는 단행본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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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 밖에 오르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시 신청 단위로서 학술지의 경우 수록 논문 단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10페이지내외 분량으로 건수에 대한 통계 수치가 높다. 또한/ 다른 논문 

자료임에도 동일 학술지명 아래에 추가 건으로 통계상에 반영되었다. 반면에 단행본은 대 

부분 1회 신청 시 필요 부분(chapter)에 대한 제공이 완료되며 정확히 통일한 서명을 가진 

자료에 대해서만 누적 통계되어 목록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 통계 자료의 신청건수 상위 목록에 있는 자료들은 최고 32건에서 최저 7건으로 4 

위에서 10위 간의 차이가 2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해당 통계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인에 의해 집중적으로 신청된 자료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 통계 결과를 절 

대적인 측정 자료로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관련 수서 업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선에 

서 통계 결과 분석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위에 거론된 학술지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신뢰와 인용빈도가 높아 관련 분야 연구 자료로서 꼭 필요 하지만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 

지 않은 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학술지에 대해서는 학술지 구독 계획 수립 시 참 

고자료로 활용 한다면 다음해의 문헌복사 서비스의 신청률을 낮추면서 자관 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현대사회는 넘치는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도서관들의 협력 활동이 필연적 

으로 요구되고 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둥장한 문헌복사 서비스는 개별 도서관들 

의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며I 이용자의 요구에 부웅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발전된 형태 

의 서비스이다. 이제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관련 연구가 이뤄져 오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단순한 형태의 도서관 소장 자료 복사 제공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 현황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10)을 표본으로 

하여 표본 도서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KERIS를 통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1 

년간의 문헌복사 서비스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확인된 내용 

들은 다음과 같다. 

문헌복사 서비스 일반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I 현재 481개의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전체 문헌복사 서비스는 매년 

10) 약 2백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도서관 

1 
l 
4 

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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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관수 증가와 함께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관의 내 전자 자료에 

대한 구독 증가 둥의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형태 변화를 통해 더 

발전된 수준의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전체 문헌복사 서비스 기관 순위를 보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신청 1 

위l 제공 1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신청 5위l 제공 2위)，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청 3위I 제공 5위) 둥 제공이 많은 도서관에서 자료 신청 또한 많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각 기관들이 도움을 준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각 기관들이 제공 처리 

시 후속 신청을 염두에 두게 하여 제공 처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제공 순위 1위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신청 순위에서도 1위로 이는 단순히 자료가 많다고 해서 문헌복사 서비스를 포함한 상 

호대차 서비스가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무리 자료수가 많은 도서관 

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에 대한 이용자 요구에 동 

종기관의 협력 없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다. 

셋째， 이용자 신분별 현황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신분은 

석사과정이며 그 다음이 교수I 박사과정I 대학생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분별 이 

용 확인을 통해 문헌복사서비스의 주 이용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발 및 향후 서비스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I 국내 전체 문헌복사 서비스 자료 유형별 통계 분석을 통해 학술지에 대한 요 

구가 다른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2002년 78 % ===} 2007년 4411)%)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기관마다 전자저널 소장이 늘어나고 원문파일의 이용이 많아지는 환경 

변화는 상호대차 주요 신청요인인 장소적I 거리적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 

위논문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이 강화된 것과 관 

련하여 법개정 이전 공개되어 자유롭게 이용되었던 학위논문 원문 파일에 대한 이용 제 

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학위논문 문헌복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제공률에서는 학위논문이 지속적으로 80%이상의 높은 제공률을 달성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자료 유형에 비해 소장기관 확인과 제공 여부 

가 확실하며 각 대학들이 원문 PDP를 구축함으로 자료 제공 시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완전성 확보가 어떤 자료보다도 가장 용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I 문헌복사 서비스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환경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발송방법의 변화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의 동의서 제출을 통한 학위논문 원문 파일 공개 

11) 44%=학술지 27%+학술지논문(국외)15%+학술지논문(국내)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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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대학마다 전자저널에 대한 소장이 많아지자 2006년부터 원문링크 발송 방법이 생겼 

다. 서비스 시행초기와 달리 시스댐 이용자인 담당 사서들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고 KERIS 

가 담당 사서들의 요구를 시스템에 반영함으로 문헌복사 서비스 평균 소요일수를 단축할 

수 있었다. 

표본도서관(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I 자관과의 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 제공 우선 기관 순위 확인을 통해 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자료 신청 또한 많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국내대학 최고의 장서수 

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관 자료만으로 국내 소장 자료에 대한 요청을 소화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더 활발한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 

교 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기관들과 제공해주고 있는 기관 순위를 통해 차 

후 국내 상호대차 협약 대상기관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 동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용자 신분별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음 

을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문헌복사 서비스 운영 시 주이용 

자인 대학원생 특히/ 석사과정이 될 것임을 예상하여 기획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득이 신 

분제한이 필요하다면 주 수요층이 대학원생임 감안하여 대학원생 이상의 신분제한을 두 

어야 활발한 서비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료유형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단행본의 신청 및 제공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실물대차를 통한 단행본에 대한 신청 수요가 해소 되지 못하 

여 문헌복사 서비스로 신청 건이 몰리게 된데다 희망도서제도 동을 통한 미소장 단행본 

자료의 구입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적극적인12) 희망도서 제도 

활용으로의 점차 단행본의 문헌복사 서비스 신청 비율을 낮춰야 하겠다. 

넷째， 월별 처리 건수 통계를 보면 10-11월과 3-5월 사이에 집중적인 신청 수요가 발 

생하며 3월 초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며 12월은 가장 적은 건수를 보인다. 이처럼 특정 

기간에 집중된 현상과 관계없이 이용자들은 향상 일정 시간 내에 자료가 도착하기를 기대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고안하여 제공 업무 처리 시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자료 신청 시 제공순위 상위 기관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하여 특정 시기와 관계없 

이 일정한 시간 내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분석은 문헌복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관련 인식 및 개선안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문 

12) 단순히 발간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수서만이 아닌 절판된 자료에 대한 중고 도서 및 회귀도서 수 
집 및 기증을 통한 다양한 미소장자료 확보 방안 모색 

” 
ω
 



도서관보 제 130호 

헌복사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실무 경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이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 사서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대 

한 연구 및 다양한 도서관 협력 방안들에 대한 강구 하며 서로간의 실천적인 협력을 위해 

각 지역별 그룹별 연계가 아닌 전체가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계가 주 

도 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토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 

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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