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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 국가의 지식정보의 강국 및 자산화는 유능한 연구인력r 우수한 연구실험 인프라I 그 

리고 최적의 지식정보자원이 투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연구생산성이 제고되고 

지식정보의 축적량의 누적될 때 구현될 수 있다. 그중에서 지식정보자원은 모든 연구개발 

의 원동력에 해당되며 이를 관장하는 학술연구도서관은 모든 지식정보자원의 축적이며 

지식정보자원의 바탕이며 보루이다. 그런 변에서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심장이라 지칭하였 

고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병이라고 표현하였다. 

최근의 도서관계 상황을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위기 상태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것은 

학술지의 구독비용이 대학도서관의 예산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학술 및 연구자료의 접 

근력이 축소되거나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곧 대학의 연구력과 경쟁력을 저하시 

키는 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선정은 이용자의 요구I 연속간행물의 지명도l 예 

산을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변동 없이 재구독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와 예산의 삭감은 핵심에서 벗어난 

주변영역 연속간행물 구독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낮은 연속간행 

물은 구독 취소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가장 효율적인 학술지 구독을 위하여 우리도서관 

에서 구독중인 학술지를 정밀 분석I 평가하여 문제점과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비용 대 효 

과 변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장서 개발에 역점을 둔 수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고는 철저히 현재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분석 조사한 통계 데이터를 위주로 하였다. 

우선 우리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연속간행불(이하 학술지라고 부르기로 한다.)의 각 학과 

별 구독종수와 소요 비용I 그리고 이용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지 구독과 예산 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또한 최 

근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 방식의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컨소시엄 계약 

의 장단점과 경제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학술지 분석을 위하여 우선 우리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를 주제별로 분류 

한 후 각 해당학과별로 각각 종수와 구독가격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학술지별 이용단가 

분석을 위하여 이용 통계를 제공하는 학술지만을 별도로 조사하여 해당학술지에 대한 구 

- 49 -



도서관보 제 130호 

독금액을 2006년 한해 동안의 이용 통계 값으로 나누어 각 학술지별로 이용단가를 산출하 

였다. 

즉 이용단가 분석을 통하여 각 학과별 학술지 비용을 산출하여 경제성을 측정하였다. 

II. 학술지 시장의 변화와 우리도서관의 현실 

1. 학술정보의 디지혈화에 따른 전자정보원의 출판 증가 

학술정보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었다. 부언하면 수록매체의 다양화I 인터넷 

유통y 온라인 원격접근I 디지털 아카이빙 퉁이 보편성을 확보할 기세로 움직이고 있다. 학 

술정보의 디지털 확산은 유통매체를 다양화시켜 전자형 출판모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전자형 학술정보의 생산주체가 상업출판사와 대학출판부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최근 학술 서버/ 정부 서버l 공공 도메인 동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내용별로도 디지털도서 

관/ 전자도서l 전자잡지， 프리 프린터 동의 모형이 점증하고 있다. 가장 명시적인 확산현상 

은 연속간행물y 특히 학술지 출판행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7세기 후반부터 학술 

정보의 주류매체로 자리 잡은 인쇄 잡지가 디지털 패러다임에 편승하여 전자형으로 그 스 

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다. 많은 출판사들이 저널의 인쇄버전 출판에서 인쇄와 전자버전 동 

시 출판으로 변화하여 왔고I 이제 몇몇 소규모 학회 출판사틀은 전 인쇄버전 출판을 중단 

하고 전자버전만을 출판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실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Ulrich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전세계적을 발행되는 연속간행물은 약 284，600여종 

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온라인으로 함께 발행되고 있는 연속간행물의 수는 약 52，700여종 

에 이른다고 하였다.14) 

한 예를 틀자면 The American Socieψ for Cell Biology (ASCB)는 인쇄저널 발행을 중 

단하고자 시도하면서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을 하였는데 인쇄저널 발행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저자 비용 특히I 컬러 도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고 하였 

다. 인쇄버전을 출판하는 비용은 인쇄저널 구독을 통한 수입을 훨씬 초과하지만r 그렇다고 

인쇄버전 출판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인쇄버전 구독비용을 인상하는 것도 어 

려운 일이다. 그리고 구독비용을 몇 배나 인상하는 것은 구독률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인쇄버전 구독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ASCB의 고민이다. 또한， MBC(Molecular BioloS'Y of the Cell )의 전자버전은 아티클의 

60% 이상이 딸립 자료나 영상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인쇄버전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인쇄버전은 전자버전을 함께 구독해야만 받아볼 있을 정도 

14) http://www.Ulrichsweb.com. [cited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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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자버전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졌다. 

ASCB의 입장에서 볼 때I 전자버전의 기관 구독비용도 한해 5,400 페이지에 $578로 낮은 

편이고 인쇄버전 비용은 더더욱 낮다. 수입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저널의 재정적인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보니y 생산하는데 고비용이 들지만 필요성이 감소하 

고 있는 인쇄버전의 가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만약 도서관이 저널의 인쇄버전을 취소하더라도 전자버전으로 유지 한다면 괜찮을 것 

이다"라는 질문에 62%의 교수진이 동의하여， 현재의 인쇄버전을 취소하고 e-저널에 전적 

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동일한 비율인 64%의 사서들 또한 이 가능성에 동의 

했다. 단지 12%의 사서들과 교수들이 이 질문에 대해 반대하며 인쇄버전을 없애면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교수들은 현재 보유한 인쇄버전 백 이슈 컬렉션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덜 주저할 

것이다. 즉I 전자저널이 잘 액세스된다변 인쇄버전을 버리고 전자저널로 모두 바꾸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단지 20%의 교수들이 이 설문에 동의하고 50%는 반대하 

였다. 인쇄버전 중단을 결정한다 할지라도r 교수들은 인쇄저널 백 이슈 컬렉션을 완전히 

없애 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에， 다수의 사서(43%)는 인쇄 백 파일을 없애는 것에 

동의하였고， 25%는 반대하였다. 

교수들 사이에서， 학문 분야에 따라 최근 이슈든 백 이슈든 인쇄버전의 폐기를 보는 관 

점에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것인데I 과학자들은 인문학자들보다 이런 변화 

에 더 적극적이고I 인문학자들은 인쇄버전 폐기에 더 소극적이었다. 

구입한 전자저널의 영속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아카이브의 문제가 출판사의 정책적인 

면과 방법적인 변에서 더 논의되어야 하겠지만I 위에서 살펴본 출판사들의 인쇄비용 단가 

상승과 전자자원의 높은 활용도 동을 감안할 때l 또한/ 이용자들과 사서의 인식변화에 따 

라 전자저널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 도서관 

에서 인쇄버전을 전자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서， 출판사가 출판을 중단하는 일도 종 

종 발생하는 때가 곧 다가올 것 이다. 

Tenopir와 King의 분석에 따르변 현행 학술지의 2/3가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1，000종 이상의 사독형 잡지가 디지털형태로 변환되었다. 요컨대 종래의 학술지 

는 다양한 디지털버전으로도 동시 출시. 유통되고 있다. 다음으로 학술정보의 디지털 수렴 

화는 출판계의 빅딜 전략과 그에 따른 학술지의 패키지화l 도서관계의 컨소시엄 형성l 포 

털 서비스I 주제 게이트웨이/ 웹 아카이빙 둥을 통한 접근 및 서비스의 통합성이 반증한 

다. 과거에는 무수한 출판사가 소품종의 학술지를 유통시켰으나 전자저널의 학술시장이 

주류매체로 둥장함에 따라 빅딜을 통한 인수. 합병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로 거대 출판사 

가 수천종의 학술지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개별구독의 방식을 취하던 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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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계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이트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체하고 있다. 

미국 ARL이 최근 11년간(1993-2003) 전자자원에 투입한 예산의 증액비율을 도시한 〈그 

림 5>와 〈그림 6>은 인쇄저널에서 전자저널로 변화하는 추세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림 5> ARL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예산 중 전자 구독비용 증가 추이표 

출처 : http:j jwww.ar1.orgjbm-docjarlbr242libspe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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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L 대학도서관의 전체 자료 예산 중 전자 예산 증가 추이 

출처 : ARL Biomonthly Report (http:j jwww.ar1.orgjbm-docjarlbr245bund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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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도서관 연속간행물 현황 

도서관 자료 예산의 감소는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도서관의 연속간행물(인쇄학술지) 예산 및 구독종수는 〈표 2>와 같이 거의 변동이 없 

거나 저널 구독가격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2003년부터 컨 

소시엄을 통한 전자저널 패키지 구독의 증가와 함께 표면적인 수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패키지형 저널은 우리도서관의 필요에 의해 선정된 학술지가 아니라 출판사의 판매 전략 

에 의해 획일적으로 수집된 학술지이므로 실제 연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출판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대학도 2000년 이후 전자저널 구독이 점차 증가 

하였다.2006년 들어 인쇄저널에 대한 전자저널 구독 예산 비중이 65:35로 상승되었고 이 

러한현상은점차증가할것으로추측된다. 

〈표 2> 서울대학교 학술지 종수 및 예산 (2001-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쇄 5,064 4,303 4,893 4,193 4,308 4,541 

종수 전자 3,689 3,189 5,065 6,600 8,414 9,991 

인쇄 3,379,969 3,261,057 3，또8，617 3,980,454 4,250,065 4,605,240 

예산 전자 637,031 865,663 800,726 1,092,197 1,340,286 1,570,964 

인쇄 VS. 전자 구독추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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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대학교 인쇄 VS. 전자 구독비용 추이표 (20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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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전자저널의 획기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대학의 학술지 외형도 크게 성장하 

였으나 아직 선진 외국대학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 

지만 외국의 선진 도서관은 우리대학의 2배에서 3배가 넘는 학술지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 

을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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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해외유명대학과 서울대학교 학술지 구독 비교 

Ill. 서울대학교 구독 학술지 분석 

전통적으로 연속간행물 특히 학술지는 이용자의 요구(전공 영역)， 연속간행물 지명도I 

예산을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구독했던 연속간행물을 변 

동 없이 재구독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구독료 인상에 대한 도서관의 구매력 

약화와 예산의 삭감/ 기타 학술지 발행의 증가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핵심에서 벗어난 

주변 영역 연속간행물의 구독 취소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낮은 연속간행물은 구독취소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학술지의 주제 분。k 구독료/ 이용빈도/ 기타 외부 평판이나 지명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 평가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술지를 평가하기 위 

하여 이용도 분석/ 인용도 분석l 수요조사l 비용 대 효과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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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 분석은 학술지 평가에서 가장 객관적이며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또는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이용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학술지의 비중을 살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빈도가 많은 학술지는 당연히 핵심학술지로 선정할 수 있는 근 

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술지 중 인쇄본의 경우 정확한 이용빈도를 조사하기가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많다. 전자저널은 대부분 이용 사이트를 통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아직까지 이용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 이용빈도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학술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빈도 만으로 학술지를 평가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술지마다 취급하고 있는 주제 분야가 상이한데l 일부 학술지는 

다양한 주제 분야를 수록하지만 일부 학술지는 아주 국한된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또 어 

떤 학술지는 특정 목적에 따라 발행되므로 특정 독자충만을 대상으로 하나 그 학술지의 

중요성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정된 주제나 특별히 전문화된 주제 분 

야의 학술지의 경우 단순히 이용률만으로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위 

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인용도 분석 방법이 었다. 인용도 분석은 학술지가 

다른 학술지에 인용 또는 참고 된 빈도를 조사하는 것으로f ISI사가 구축한 인용색인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었다. 이 방법의 이론적 근거는 인용이 많이 된 학술지는 질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으로 citation 수치를 근거로 한 Impact Factor 값이 그것이다. 

Impact Factor 조사 또한 객관적 이고 과학적 인 분석방법 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이용 

도조사 방법과 같이 수록하고 있는 주제 분야에 따라 값이 객관성을 잃을 수 었다. 수요조 

사는 교수 및 학과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신청된 

학술지에 따라 순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문가 집단의 요구수준I 관심y 변화 동의 이용자 

의견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비용 대 효과 분석은 학술지의 이용과 가격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술지의 단순한 이용만이 아니라 대출l 열람/ 복사 둥 학술지가 수입되어 이용되기까지 

소요되는 일련의 과정을 비용 적으로 분석하여 해당학술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는 많은 도서관이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술지 평가 방법 중 수요 조사에 

의한 방법과 인용지수 조사에 의한 방법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본 장에서는 생략하기 

로한다. 

본장에서는 비용 분석과 이용률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서관에서 구독중인 학술지에 대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보기로 한다. 

단 비용분석은 단순한 구독 비용과 이용량과의 관계만을 평가 항목으로 삼은 CPU(Cost 

Per Use) 산출 방식을 따랐으며 기타 이용을 위해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서비스 비용이나 

관리비용 둥을 포함한 방식은 산출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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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주제)별 학술지 발행 현황과 구독 현황 

우리도서관에서 구독중인 학술지를 주제별로 분석하여 각 학과별로 해당되는 학술지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문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 구독 

단가에 비 하여 STM(Science, Technology, Medicine) 학술지 가격 이 상대 적 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났는데/ 인문학 분야의 학술지 평균 발행단가가 US$200 내외인데 반하여 과학기술 분 

야 특히 화학이나 물리학 분야의 학술지 1종당 평균 가격은 US$3,OOO 내외로 인문학 분야 

의 평균 단가 US$200에 비해 10배가 넘었다. 사회과학 관련 학술지 가격 또한 전반적으로 

US$500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자연과학 및 공학l 의학 관련 학술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US$l，OOO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구매력과 직결되는데 화학분야의 학술지 

1종을 구독하는 것은 인문학 분야의 학술지 10종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구독효과를 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제별 출판량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학문 상호간의 융 

화와 인과관계로 말미암아 학술지의 주제 수록범위가 날이 갈수록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기술 분야에 특히 두드러져 환경/ 생명I 컴퓨터 분야의 학술지는 

더 이상 일부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공동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l 

대학 내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지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었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초학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과학분야 학술지의 

경우 발행되는 종수에 비하여 우리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비율은 20% 가까이 되고 있 

는 반면l 인문학 분야는 대부분 발행종수에 비해 10%도 되지 않는 구독비율을 보이고 있 

다.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I 농과대학r 의과대학 동 많은 대학의 학과에서는 이전에 자과 

에서 구독하던 학술지 이외에 타과에서 구독하는 관련 있는 학술지 구독을 추가로 요구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흔히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 연구 

자들이 고유한 영 역을 고집하는 것에 비하여I 과학기술 흔히 일컴는 STM(Science, 

Technical, Medicine) 분야의 연구자들은 점 점 더 다양한 학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I 이 러 

한 현상은 학술지 구독 배정에서도 학문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표 4>를 통해 보듯이 인문대학은 사회과학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비해 인원 변에서 

는 비슷하거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학술지 예산 면에서는 전체의 약 2.2%에 불과 

하였으며/ 타 대학과 비교에서도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1/20 수준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학술지 발행단가의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I 타 대학이나 학 

과에 비하여 공평하지 못한 배정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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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과(주제)별 학술지 발행 현황 및 구독 현황 

대학 학과 구독증수 발행종수 
발행 대비 발행단가 

Subject 
구독비(%) (US$) 

국어국문학과 

중어중운학과 

영어영운학과 102 2,706 3.8 176 

불어불문학과 19 

독어독운학과 Literature 21 

노어노문학과 9 

서어서문학과 13 

언어학과 Linguuistics 194 2,083 9.3 
인문대학 

국사학과 

동앙사학과 Asian Studies 59 438 13.5 

서앙사학과 History 91 3 ,170 2.9 201 

철학과 Philosophy 143 1 ,086 13.2 226 

증교학과 Relig. & theoregy 127 2,081 6.1 

미학과 Arts 56 631 

외교학과 

경제학부 Business & Econ ‘ 799 4,001 20 ,0 746 
사회학과 Sociology 230 974 23.6 491 

인류학과 Anthropology 58 682 8.5 416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Psychology 304 1,581 19.2 516 

지리학과 91 585 15 ,6 984 

사회복지학과 Social Serivices 47 382 12.3 

언론정보학과 Jou미rna머lism 65 579 11.2 

수리과학부 Mathematics 279 1 ,652 16.9 1,278 

통계학과 Statistics 39 153 25.5 1,278 

물리 천문학부 Phys , Astronomy 357 1,741 20 ,5 2,850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Chemistry 456 1,291 35 ,3 3 ,254 

생명과학부 Biology 797 4,916 16 ,2 1,548 

재료공학부 Materials 26 265 9.8 

전기공학부 Electrical 114 351 32.5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EarthScience 87 1,516 5.7 

킴퓨터공학부 Computers 407 1 ,661 24.5 
1,502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Biological. Chem 125 247 50.6 
건축학과 Architecture 111 429 25.9 

산업공학과 Industrial Eng 12 53 22.6 

원자핵 공학과 Nucleic Eng 

조선해앙공학과 

미술대학 47 631 7.4 

생활과학 102 545 18.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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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96 795 12.1 

음악대학 68 724 9.4 

의과대학 1 ,535 11 ,706 13.1 1 ,199 

보건대학원 42 314 13.4 

행정대학원 26 263 9.9 

환경대학원 40 199 20.1 

〈표 4> 학과(주제)별 학술지 구독 금액 

대학 학과 Subiect 구독종수 구독금액 
전체구독가 

대비(%)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8 ,310 0.1 

불어불문학과 902 0.1 

독어독문학과 Li terature 164 1 ,207 0.1 

노어노문학과 2 ,259 0.1 

서어서문학과 943 0.1 

언어학과 Linguuistics 194 52 ,100 0.6 

인문대학 국사학과 

돔앙사학과 Asian Studies 59 11 ,020 0.1 

서앙사학과 History 91 2 ,990 0.1 

철학과 Philosophy 143 54 ,100 0.7 

종교학과 
Relig.& 

127 30 ,050 0.4 
theoregy 

미학과 Arts 56 4 ,661 0.1 

고고미술사학과 48 0.2 

Political Science 278 109 ,170 1.3 

외교학과 

경제학부 Economy 559 449 ,085 5 ‘ 5 
사회학과 Sociology 230 101 ,585 1.2 

인류학과 Anthropology 58 20 ,551 0.2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Psychology 304 177 ,094 2.2 

지리학과 Geography 91 47 ,369 0.6 

사회복지학과 Social Serivices 47 21 ,716 0.3 

언론정보학과 Journalism 47 0.3 

Mathematics 279 368 ,861 4.5 

통계학과 Statistics 39 30428 0.4 

물리 천문학부 
Phys , 

357 851 ,193 10.3 
자연과학대학 Astronomy 

화학부 Chemistry 456 1 ,222 ,066 14.8 

생명과학부 Biology 797 1 ,214 ,570 14.7 

지구환경과학부 EarthScience 359 440 ,37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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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부 Materials 61 132,220 1.6 

전기공학부 Electrical 114 135,882 1.6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EarthScience 101 90 ,748 1.1 

컴퓨터공학부 Computers 336 345,371 4.2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Biological 

189 369 ,117 4.5 
Chem 

건축학과 Architecture 49 30 ,215 0.4 

산업공학과 Industrial Eng 14 17,222 0.2 

원자핵 공학과 Nucleic Eng 

조선해앙공학과 

47 9,395 0.1 

생활과학 102 93 ,948 1 .1 

약학대학 96 198,400 2.4 

음악대학 68 6,771 0.1 

의과대학 1,535 1,318 ,360 16.0 

보건대학원 43 31 ,935 0.4 

26 17,608 0.2 

0.3 

* 

대학별 구독금액 

원
 빡

 었 

정
 O 

행
 

빡
 없 

인문.예술 

사회과학 
11.5% 

약학 
2.4% 

자연과학 

50.1% 

r
。

과
 % 공

 돼
 

〈그림 9> 대학별 학술지 구독금액 

그렇다면 이러한 학문간 또는 학과간의 출판시장의 차별화 즉 출판환경이나 출판량， 이 

용대상 동을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이며r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과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대
 꼬 



도서관보 제 130호 

2. 학술지 이용 현황 

우리도서관에서 구독중인 학술지 중 이용빈도 조사가 가능한 학술지 8，082종을 대상으 

로 200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의 학술지 이용 통계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에 인용 

된 통계 값은 1년간 이용통계를 합한 값을 127R월로 나누어 평균한 월 평균 수치이다. 조 

사 학술지는 전자저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쇄학술지는 서가 조사 후 바코드 스캔방 

식으로 이용률 조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웅이 있어 생 

략하였다. 

우선 전체 학술지를 대상으로 월 평균 이용 빈도별로 나눈 이용률 분포도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가. 이용률 분포 현황 

〈표 5> 학술지 월 평균 이용 빈도 (2006.1-12) 

1
r
-
수
’
-
λ
T
 

U 

건
-
지
 

핸
 
용
-
술
 

웅
 

이
-
학
 

>1 ,000 >500 >100 >50 >10 >5 >2 <1 계 

22 26 328 348 1,350 772 1,200 4,036 8,082 

% 0.3 0.3 4.6 4.3 16 .7 9.6 14.8 49 .4 100 

* 월평균 이용건수는 논문 다운로드 수치 

월 평균 이용건수가 100건이 넘어가는 핵심 학술지의 종수는 376종으로 전체 학술지의 

4.5%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평균 1，000건이 넘어가는 학술지도 22종이 된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저널 중 이용량이 학술지 구독가격을 상회하는 기준인 월평균 5건 

이상인 학술지는 불과 36%에 불과하며， 월 평균 이용건수가 1건 이하인 학술지도 거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우리도서관에서 구독중인 학술지 중 상당수가 

컨소시엄 가입에 의한 출판사별 패키지 구독방식이므로 실제 신청이나 필요에 의한 선정 

된 학술지가 아닌 패키지 구입에 따른 인하된 가격으로 구독하는 학술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이유로 최근에 발행된 자료와 일부 주제 분야에 국한되어 이용 

대상이 한정된 학술지도 상당수 차지하고 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학술지가 월 평균 

1건 내외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서관 학술지 구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 

며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6>을 보면 전체 학술지 이용량 중 상위 500위내의 학술지 이용량이 전체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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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용량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I 상위 800위 내 학술지는 이용량의 80%에 이르고 있 

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곧 10~15%에 이르는 양질의 핵심 학술지가 전체 이용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핵심학술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도 

서관에서 핵심 학술지 구독 누락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인지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핵심학술지 선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표 6> 이용 순위별 학술지 이용량 차지 빈도 

학술지이용순위 

이용 건수 

비중(%) 

때
 職% 

-800 

161,615 

80% 

때
 때
 
% 

끼
서
 
mm 

α
ι
 

-8,082 

202,301 

100% 

또한 이용이 저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독료가 비싼 학술지의 경우 해당학과 교수의 양 

해를 구한 후 대체 학술지를 구하거나 구독중단을 검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학술지 

의 가격 상승과 양적인 팽창으로 도서관에서 더 이상 기존 학술지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되었다. 현재 구독중이거나 학과에서 요구하였으나 구독하지 못하고 있 

는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항시 비교 평가하여 구독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저널을 대상으로 구독 중단 리스트를 선정 시 JCR IF 지수가 

높은 학술지나 Peer Reviewed된 저널r 또한 도서관학회나 출판계로부터 추천을 받은 적 

이 있는 학술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지는 이 

용률과 상관없이 학술지로서의 위상이나 비중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 대학별 학술지 구독 평가 

우리대학의 학과별 학술지 구독리스트와 비용분석l 그리고 이용률 등을 통해 학과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지 구독 비용 분석을 위하여 각 대학과 소속 학과 

(부)별로 총 구독종수와 구독 금액을 우선 조사하였다. 그중 이용통계를 제공하는 학술지 

만을 대상으로 총 구독금액을 구독종수로 나누고 다시 월 평균 이용 빈도를 나눈 값으로 

평균 이용단가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단가분석을 통하여 해당 학과별 학술지의 경제성 

을 측정하고I 또한 고비용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학술지 구독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추가로 학과별 구독 학술지 중 JCR에 둥록된 학술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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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l 최근 대부분의 학과에서 JCR 동록된 학술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가장 객관적인 핵 
심학술지 추천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 및 학과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이용통계 구분 및 파 

악이 모호한 대학과 학과는 제외하고 사회과학대학I 자연과학대학l 공과대학 이 3개 대학 

과 학과를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문대학은 학술지 구독금액과 구독 종수 동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상당히 열악한 수준을 보였으며r 이용통계나 

발행 학술지 규모/ 구독금액 만을 단순히 비교 수치로 대입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으로 생각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사회과학대학 

1.1. 정치학과 

흙
 

이용률제공 

종수(A) 

209 

구독금액 총구독 
X 

람
 

총구독 

二:lOH
C그 -, 

JCR 등록 

278 109 ,170 115 

(B) 

98 ,261 

월 평균 이용단가 

이용 빈도(C) (B.;.-A.;.-C) 

606 0.7758 

1.2. 경제학부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2cE:> :5l= 그액 공 ;g5:--A「‘ 종수(A) (B) 이용빈도(C) (B.;.-A.;.-C) 

559 449 ,085 215 559 449 ,085 4 ,679 0.1717 

1.3 사회학과 

총구독 

""ι~ ξ5"， 二그。” 
口「 수

 
’ 

T 

송
 

이용률제공 

종수(A) 

213 

구독금맥 

230 101 ,585 115 

(B) 

95 ,062 

월 평균 이용단가 

이용빈도(C) (B.;.-A.;.-C) 

540 0.8265 

총구독 JCR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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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류학과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E;，g;-ι‘「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7A7C) 

58 20 ,551 28 26 9,319 82 4.371 

1.5. 심리학과 

도
 
「구

 
총
 

총구독 JCR 등록 

X하
 

그액 흙
 

이용률 제공 

종수(A) 

구독금액 

304 177 ,094 218 216 

(B) 

119 ,589 

월 평균 이용단가 

이용빈도(C) (B7A7C) 

1,269 0.4362 

1.6. 지리학과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E;Rg-J「、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7A7C) 

91 47 ,369 39 46 24 ,018 295 1.77 

1.7. 사회복지학과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권 이용단가 

종수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7A7C) 

47 21 ,716 29 25 13.530 70 7.7314 

1.8. 언론정보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7A7C) 

47 24 ,545 13 39 18 ,666 339 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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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학술지 이용 단가 

1 0 

8 

6 

4 

2 

0 

•><’;‘4' 껴%샤‘‘Ib-? ~ .. ~ .. ~ “ ν상X ν” 
‘ Ib)..' .Ib)..’ Ib)..' ,Ib)..’ 、& λ% 

、* * 、장 v. ι+ ‘ 4 
)-' 양 @ ↑λ 、용 、@

)-' 0"./ 

〈그림 11> 사회과학대학 학술지 이용 단가 

2. 자연과학대학 

2.1.수리과학부 

총구독 

종수 

이용률제공 

종수(A) 

이용단가 

(B-;.-A-;.-C) 

0.7741 

구독금액 

(B) 

222.820 

월 평균 

이용빈도(C) 

1.432 

총구독 

:그。1 
口「

로
「
 

드
(
〕
 

AT 

R 

종
 

ι
 

279 209 201 368 ,861 

2.2. 통계학과 

총구독 

종수 

이용률제공 

종수(A) 

29 

구독금액 

(B) 

25 ,471 

월 평균 

이용빈도(C) 

61 

이용단가 

(B-;.-A-;.-C) 

14.3985 

총구독 

그액 

로
「
 

트
。
 
‘
「

R 

종
 

ι
 

39 30 ,4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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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리학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 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口그。 「1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A-:-C) 

325 794 ,228 276 223 491 ,425 19 ,333 0.1139 

2.4. 천문학과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A-:-C) 

32 56 ,965 25 17 20 ,214 165 7.2064 

2.5. 화학부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 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εR;A-「.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A-:-C) 

456 1,222 ,066 401 252 552 ,232 35 ,335 0.062 

2.6. 생명과학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 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A-:-C) 

797 1,214 ,570 681 507 651 ,876 33 ,379 0.0385 

2.7. 지구환경과학부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aCεii5 l: 그액 2CE> i5l: 종수(A) (B) 이용빈도(C) (B-:-A-:-C) 

359 440 ,372 250 238 284 ,800 3,378 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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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학술지 이용단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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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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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과 전운학과 화학부 생영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그림 12> 자연과학대학 학술지 이용 단가 

3. 공과대학 

총구독 

3.1. 기계공학 

λ
 
T 

T 

승
 

총 구독 JCR 등록 이용률 제공 

금액 종수 종수(A)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B) 이용빈도(C) (B-:-A-:-C) 

108 ,853 1,170 2.1636 52 123 ,323 42 43 

3.2. 항공우주공학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2〈E그즈 l느 종수(A) (B) 이용빈도(C) (B-:-A-:-C) 

16 31 ,200 14 12 17 ,179 93 15.3933 

3.3. 재료공학부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르cE:i즈 l느 종수(A) (B) 이용빈도(C) (B-:-A-:-C) 

61 132 ,220 53 56 121 ,570 6,09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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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기공학부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A-:-C) 

114 135,882 94 68 80 ,434 3,987 0.2966 

3.5. 지구환경시스댐공학 

도
 
「구

 
총
 

수
 

l 조
 
。

총구독 

二그。” 
디「 

JCR 등록 

흙
 

이용률제공 

종수(A) 

구독금액 

101 90 ,748 96 66 

(B) 

63 ,368 

월 평균 

이용빈도(C) 

1.807 

이용단가 

(B-:-A-:-C) 

0.5313 

3.6. 컴퓨터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C그그。 --H1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A-:-C) 

336 345 ,371 282 298 345 ,371 2,803 0.4134 

3.7. 화학생물공학부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E1rsrτικ- 그액 f ;I5:-tA「‘ 종수(A) (B) 이용빈도(C) (B-:-A-:-C) 

189 369 ,117 149 181 361 ,275 12,531 0.1592 

3.8. 건축학과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二디그O 「” 2CE그~ ’: 종수(A) (B) 이용빈도(C) (B-:-A-:-C) 

49 30 ,215 42 42 25 ,526 342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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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공학과 

총구독 

종수 

14 

총구독 

그액 

17,222 

JCR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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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제공 

종수(A) 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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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
 

구
 

1 

월 평균 

이용빈도(C) 

241 

이용단가 

(B-;.-A-;.-C) 

5.1051 10 12 

공과대학 학술지 이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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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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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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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4. 생활과학대학 

〈그림 13> 공과대학 학술지 이용 단가 

총구독 

종수 

102 

총구독 

그액 

93 ,949 

JCR 등록 

종수 

이용률제공 

종수(A) 

89 
땀
 
떼
 -
뼈
 

월 평균 

이용빈도(C) 

1,689 

이용단가 

(B-;.-A-;.-C) 

0.5368 

5. 약학대학 

98 

총구독 

""ι~ o. 
103 

총구독 

그액 

198,400 

JCR 등록 

종수 

이용률제공 

종수(A) 

구독금액 

(B) 

196.100 

월 평균 

이용빈도(C) 

5,527 

이용단가 

(B-;.-A-;.-C) 

0.3478 9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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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대학원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 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7A7C) 

27 17 ,608 21 27 17 ,608 162 4.0256 

7. 환경대학원 

총구독 총구독 JCR 등록 이용률제공 구독금액 월 평균 이용단가 

종수 그액 종수 종수(A) (B) 이용빈도(C) (B7A7C) 

41 23 ,954 20 31 20 ,792 322 2.0829 

V. 전자저널 컨소시엄 구독 현황 분석 

우리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 출판사별 컨소시엄 전자저널 현황과 전자저널 패키지 

별로 원문 이용횟수에 따른 비용 분석을 통하여 컨소시엄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비용 

분석을 위하여 출판사별 구독가격과 이용횟수를 지표로 산정하였는데， 구독가격은 2007년 

도 각 출판사별 컨소시엄 구독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쇄저널 구독 유지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용횟수는 지난 2006년 한해 동안의 원문(논문) 다운로 

드 수를 합한 수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구독가격을 이용횟수로 나눈 값인 CPU(Cost per 
U띠t)를 최종 비용분석의 잣대로 적용하였다. 우리대학에서 구독중인 전자저널 패키지 중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ACS, AIP, OUP, ScienceDirect는 CPU가 낮은 효용성있는 컨 

소시 엄 인 반면 Blackwell, Emerald, SIAM, Taylor & Francis 퉁은 높게 나타나 비 경 제 적 
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 컨소시엄 출판사별 구독가격 및 이용비용 분석 

Title 1 J “-= EE:if 그5R-ι“「 구독가격($) 
평균 

이용회수 CPU($) 
구독가($) 

ACS 37 16 ,200 437.84 292 ,504 0.055 

AIP 41 4.320 105.37 150.05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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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Rev 34 5,540 162.94 17,310 0.32 

ASCE 31 1,064 34.32 4,204 0.253 

Blackwell 944 23 ,500 24.89 46 ,027 0.51 

CUP 265 5,321 20.08 9,986 0.532 

Emerald 214 17,435 81 .47 8.621 2.022 

IOP 73 6,450 88.36 35 ,270 0.183 

IEEE 242 54 ,253 224.19 94 ,689 0.573 

JSTOR 674 51 ,096 75.81 191 ,719 0.266 

OUP 191 4,426 23.17 89 ,760 0.049 

Project MUSE 338 12,610 37.31 12,160 1.037 

RSC 33 9,193 278.58 26 ,989 0.34 

SAGE 98 4,000 40.82 8,616 0.464 

ScienceDirect 2,052 50 ,825 24.77 1,000 ,541 0.051 

SIAM 13 8,503 654.08 996 8.537 

Springer 2.022 20.960 10.37 107,171 0.195 

T&F 1,314 14,800 11.26 36 ,208 0.408 

Wiley 458 38 ,800 84.72 170,878 0.227 

VI. 학술정보 자원의 개발 

1. Open Access Joumal 

인터넷 정보 커뮤티케이션은 인쇄잡지 중심의 학술정보 유통경로를 변화시키고 있어 

도서관의 장서개발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배경을 보면 출판계는 학술유통의 변 

화와 연구집단 및 도서관계의 전자잡지 선호 경향을 주목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노리고 있 

다. 반면 연구집단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널리 배포하고 가시성을 제고시켜 피인용력을 확 

대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된 예산으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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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자원공유l 전자잡지의 도입l 디지혈 게이트웨이 구축I 웹 자원의 개발 둥에 주력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l 연구집단I 도서관계로 구성되는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에서 여전히 주요관심사는 학술지이며 각 이해집단의 기대와 전략I 보상과 권 

리보호에 대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출판계의 인수 합병과 학술지 가격의 상 

승전략 및 DB의 패키지하를 통한 이윤추구I 그에 따른 도서관계의 학술지 구독능력 감소l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아카이빙의 제한y 그리고 연구자의 학술 유통 시스템에 대한 불만 

둥이 그것들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계와 연구집단이 대안으로 구상한 것이 오푼 액세스 

학술지(OA] : Open Access ]ournal)의 발행과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Open Access 

Archive)의 구축이 다. 

오픈 액세스 운동은 최근의 연구자와 도서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집중 

함으로써 이전의 어떤 학술 유통 모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 액세스는 여전히 명확한 개념 규정에서 OA]의 출판비용 지불주체와 

심사제도l 셀프 아카아빙(돼，A : Author Self Archiving)에 대한 보상책 마련I 시스댐의 호 

환성 및 안정성l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검색시스템의 개발 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 

제를 안고 있다. 

2. 연속간행물 구독 취소와 원문 제공 방안 

연속간행물 구독 취소 사례에 대한 연구로는 루이지애나 주립대 도서관이 없46，000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구독 취소를 결정하고 이용자의 원문 불편을 해소하 

고자 원문 수집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원문 신청 후 이용자는 2일이내에 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Hayes(1995)는 보고한바 있다. 구독 취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그 다음해 

원문 제공 통계를 보면 $25，000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몇 년에 걸쳐 구독취소와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교수 이용자는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연속간행물과 원 

문 제공만으로 충분한 연속간행물과 목차서비스가 필요한 연속간행물을 각각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경험적인 연구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 사례는 우리도서관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용빈도가 낮으면서 구독료가 고가인 연속간행물을 선별해 구독취소를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없으나 과연 연간 이용빈도가 얼마 

일때 구독취소를 결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은 아직까지 설정되어 있지 않다. 

Gossen과 lrving(1995)는 연간 5회 이하의 이용빈도를 보인다면 구독보다 원문제공을 이 

용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하였고 자연과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원문제공이 용이하므 

로 연간 10회이상 이용되는 연속간행물은 원문제공보다 구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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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연속간행물(학술지)을 대상으로 각 대학 및 

학과별로 구독종수와 금액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의 질적 

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06년 1년 동안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JCR 지 

수 및 도서관학계나 출판계로부터 검증된 자료인지 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최근 전자저 

널의 주 구독 수단이 되고 있는 컨소시엄 구독 현황과 각 컨소시엄별 비용 분석을 실시함 

으로서 컨소시엄 구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분석을 하였다. 

본고에서 실시한 학술지 분석 작업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I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모든 대학 및 학과별 이용 학술지의 소요 예산과 이용빈도를 분석하고l 

대학내 학술지 구독 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 및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나름대 

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학과 또는 학문간 주제분야 설정이 모 

호하고 인접 분야간의 복합적인 관계로 인하여 일부 대학 및 학과는 분석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아무튼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 대학 및 학과는 차후 좀더 세부적인 기준 

과 잣대를 마련하여 분석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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