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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Virtual Reference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서비스 현황 및 분석1)

김   미   향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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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4백만 권의 장서 보유, 180종의 Database 및 8만 종의 

e-journal 등의 전자자원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

한 많은 학술연구정보 자원을 바탕으로 서울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질적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 업무가 시

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지원 서비스는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 그룹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대상 범위를 전체 서울대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손쉽게 서비스

를 요구할 수 있는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메신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정보 

1)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2011.11.24)의 발표 원고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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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Virtual reference가 시작되었다. 

II. Virtual Reference 의미

미국도서관협회의 참고봉사 및 이용자서비스 협회(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의‘Virtual reference의 구현과 유지에 관한 지침’에서 Virtual 

reference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USA 2004).

- Virtual reference는 전자적이면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참고봉사로, 이용자들이 

물리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나 기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참고사서와 

대화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채널로는 주로 채팅, 화상회의 무선 인터넷 전화, 협

동 브라우징2), 전자우편, 무선 인스턴트 메시징이 사용된다.

- 온라인 정보원이 Virtual reference를 제공하는데 자주 사용되지만 답변을 검색할 

때 전자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 그 자체는 Virtual reference가 아니다.

- Virtual reference 질문은 때로 가상의 소통 방식은 아니지만 전화, 팩스, 직접 방

문, 일반 우편 교환 등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Virtual reference의 범위를 질문과 해답 제공 서비스로 한정하는 것은 도서

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고정보원의 제공 확대, 이용 안내 등을 

비롯한 참고서비스의 다양화 등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광의의 Virtual reference에는 다양한 참고정보원의 제작 및 이

용 안내 등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차미경, 김수정, 2006, p. 370).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도서관 메신저 서비스 외에도 참고정보원으로 활용되는 웹 기반 

reference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Virtual reference를 운영해 보면,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에 반해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미 Virtual reference를 연구한 많은 논문들에서

도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데, Mu 등(2011)의 연구에서는 Virtual reference의 접근성 개

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에서 Virtual reference 안내글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하고, 

2) 협동브라우징(co-browsing)은 기업 고객 담당자가 고객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무엇인가
를 보여주기 위해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법. 예를 들어, 주문 방법을 모를 
경우 B2B 고객은 담당자에게 주문용 페이지 사용법을 자기 컴퓨터를 통해 보여 주도록 
이메일, 팩스,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하여 요구할 수 있고 작업은 동일 페이지상에
서 수행된다 (네이버 지식사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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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효과를 위한 링크를 재배치하고 서비스명과 링크명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변

경하고, Pop-up 형태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인터페이스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여 인지도를 높이도록 구성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Virtual reference의 링크 명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명칭이 Ask 

a Librarian으로 52%에 달하고, Ask Us 5%, Ask a Question 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Virtual reference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2%로 나타나고 있다. 설

문조사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선정 기준은 Webometrics 대학 랭킹3) 100위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유명 대학도서관들이 대부분 Virtual reference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100개 대학도서관의 Virtual reference 링크 명칭 현황

III. 도서관 메신저 서비스

   1. 외국 대학도서관 현황

  외국 대학도서관에서는 메신저 서비스(Instant Messaging)가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

3) Webometrics 대학 랭킹 (Webometr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http://www.webometrics.info)

은 전세계 4,000개 대학 정보를 각 대학의 웹존재(web-presence)에 따라 평가하며, 검색
엔진을 대상으로 size, 가시성, 원문수, Google Scholar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2011년 
세계 대학 랭킹은 Harvard, MIT, Stanford, Michigan, Berkeley순이며, 서울대는 136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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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팅 기반의 서비스는 1980년 후반 Telebase Systems라는 회사가 고객상담센터로 

사용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도서관에서도 채팅 기반의 참고봉사 서비스가 이루어지

는데 초기 서비스 사례로는 1998년에 덴마크의 실케보그 공공도서관(Silkeborg Public 

Library), 뉴욕주립대학(SUNY-Morris Ville) 도서관, 템플대학(Temple University) 도서

관의 참고봉사에서 사용되었고, 1999년에는 노스텍사스대학(University of North 

Texas) 도서관에서 참고봉사로 사용되었다(Sloan, 2006, pp. 93-95).

  2001년부터 채팅 서비스를 시작한 코넬대학 도서관은 메뉴명을 Ask a Librarian의 

하위 메뉴로 구성하여 Chat 24/7로 안내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는 코넬대학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외부(non-Cornell librarian)에서 운

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 근무 시간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고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안내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 도서관도 Ask a Librarian의 하위 메뉴에 INSTANT MESSAGE US를 사용하며, 프

린스톤대학 도서관은 Chat Live with a Librarian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금요일은 오전 11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메신저 서비스가 없지만 법학도서

관에서는 Chat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다. 예일대학 도서관에서는 메신

저 서비스로 Ask!live 명칭을 사용하며,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서관은 Ask OSU Libraries 

명칭을 사용하고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금요일

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 Ask a Librarian의 하위 메뉴의 중요서비스로 메신저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력형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특히 정

규 근무 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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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외국 대학도서관의 메신저 서비스 예시



도서관보 제134호

- 6 -

 2. 도입 솔루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외국 대학도서관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메신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검토하였고, Library H3lp 솔루션

(http://libraryh3lp.com)을 도입하였다. LibraryH3lp ("library help”로 읽음)는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이며 도서관의 Virtual reference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

다. 개발 초기에는 듀크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노스캐롤라이나 샤페힐대학(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간의 메신저 협력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300개 이상의 도서관 및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3] LibraryH3lp의 다양한 채팅 기반 서비스 지원

  LibraryH3lp는 웹, 모바일, 메신저 등의 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다양한 메신저

를 지원하고 모바일 환경에 친화적이며 스마트폰에 손쉽게 적용된다. 또한 다수의 사

서가 다수의 이용자를 응대할 수 있고, 특정 질의는 다른 사서에게로 전달(transfer)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관도서관으로도 전달 가능

해서 효율적으로 질의를 처리할 수 있다. 사서는 관리자용 메신저로 XMPP/Jabber 

client(Pigdin 등)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문의에 응대한다.

 3. 도토리on 운영 및 분석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

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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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활성화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신저 서

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메신저 서비스는 자료검색, Database 이용, 자료

실 활용 등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모든 질의에 즉시적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9월 1일부터 가동한 메신저 서비스는 ‘사서에게 물어보기(Ask a Librarian)’

의 하위 메뉴로 구성하였고 그 명칭은 ‘도토리on’이라 명명하였다. 도토리on의 명

칭은 도서관 토크(talk) & 리서치(research) online의 약어로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유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휴식 공간인 도서관 라운

지의 명칭을 ‘도라지(도서관 라운지 약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는데 이러한 용

어들은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불러 일으켰다. 

시행 초기 메신저 서비스 운영 시간은 월~금 09:00-21:00까지로 하였다. 또한 질문

에 대한 진실성을 담고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도록 

이용자를 제한하였고, 학과전담 연구지원실에서 담당 및 이용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

변하였다. 

도서관 메신저 서비스의 접속 방법은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였다. PC를 통한 

도토리on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서울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메신저 서비스 접속 방법

  도서관이 보유한 모바일웹(http://m.lib.snu.ac.kr)에서도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도토리on의 대화는 [그림 6] ~ [그림 7]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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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 방법
  

[그림 6] 이용자의 메신저 질의 화면

 

[그림 7] 사서 관리자의 메신저 답변 화면

면대면 서비스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관련 링크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기 때

문에 이용자가 관련 링크로 직접 연결이 용이하고, 특정 질의는 해당 부서로 문의 후 

답변도 가능하여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기가 훨씬 편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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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토리on 관리 화면: 접속자 정보 확인

[그림 8]은 도토리on 관리자 화면에서 도토리on에 접속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

록 만들어진 페이지이다. 정규 이용 시간인 월~금 09:00-18:00 이외에도 일부 소수 접

속자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접속기기 항목에서 보여주는 134와 135는 2개의 서버 주

소로 접속하는 현황이다. 이중 Mobile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로 실제로 

도토리on은 PC를 통한 접속 외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어 도서관

에 관한 문의를 손쉽게 하고 답변을 구할 수 있다. 

도서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도 많은 이용자가 이를 알고 이용할 수 있으려

면 홍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토리on 서비스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고 직접 연결 되는 홍보 

배너를 고정해서 게시하였으며, 서울대 구성원이 이용하는 포털 게시판에도 게시하였

고, 공과대학 홈페이지의 메인 공지 이미지 배너로도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이외에도 

도서관의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facebook에도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상당

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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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토리on 홍보 예시

아울러 도토리on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을 위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학

생들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73%에 달하여 학생들의 만족

도가 상당히 높았고,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로 나타났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구성비(%) 73 12 4 8 3

[표 1] 도토리 on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그림 10] 도토리on 만족도 설문조사: 향후 보완 사항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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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도토리on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할 보완 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코멘트를 

받았는데 특히 초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안 되는 불편함을 개선하

여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토록 하는 등 이용자와의 피드백을 활성화 하였다. 

도토리on의 이용 통계를 2011년 9월 한 달간을 기준으로 평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간(09:00-18:00) 이용 건수는 163건으로 1일 평균 8.1건이었고, 야간(18:00-21:00) 이

용건수는 24건으로 1일 평균 1.2건이었다. 결국 이용률 저조로 도토리on의 운영시간

은 10월 1일부터 정규 근무 시간인 월~금, 09:00-18:00로 단축 운영하였다. 

이용 질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료 이용에 대한 질의였고, 학기 초

에는 도서 대출, 도서 대출기간 연장, 도서 분실 및 연체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그러

나 도토리on에 대한 홍보를 연구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Database 이용교육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 이용교육과 관련하여 시간을 요하는 복잡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 도토리on은 단순 질의 보다는 연구 지원 수준의 깊이 있는 질의 비율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대분류 세부분야
이용

건수
대분류 세부분야

이용

건수

학술정보

이용

학술정보조사 16

전산관련/

정보검색

실

도서관시스템문의,장애 2

자료이용 26 홈페이지 오류 0

학위논문 이용 2 페이스북/블로그/앱 0

도서관 이용 교육 3 모바일열람증 0

전자저널

학외접속 서비스 4 컴퓨터/주변기기/무선랜 4

전자저널 이용 10 정보검색실 이용 1

데이터베이스 이용 3

도서관

정책/

시설환경

이용시간 7

서지관리 프로그램 4 도서관 견학 0

대출/

상호

출입/ID 9 실별위치/전화번호 7

도서관회원제서비스 2 복사실 이용 3

대출/연장/예약/분실/연체 21 공동학습실 이용 1

상호대차/원문복사 3 열람실 이용 0

구입/

기증

인쇄자료(도서/저널) 11 분실문 문의 0

전자(DB/EJ/EB) 7 기 타 15

자료기증 2 합 계 163

[표 2] 도토리on 질의 내용 분석

Ⅳ. 다양한 웹 기반 reference 서비스

  Virtual reference가 실시간의 상호작용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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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reference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웹 기반의 reference 서

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1. 연구 지원 서비스

  연구 지원 서비스는 교수, 대학원생, 직원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 조사 및 자료 입수 

방법 안내, 논문 인용 정보 제공 (SCI 피인용 횟수 조사)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학술

연구정보 검색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구 지원 서비스는 웹 기반으로 신청을 받고 답변을 제공한다. 운영시스템은 아래

의 [그림 11]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지원 서비스 답변에 대한 [그림 

12]와 같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다. 

[그림 11] 연구지원서비스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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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지원서비스 답변 및 만족도 평가

  대학원생의 연구지원 서비스 요청은 스스로 자료를 검색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선행 연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요 DB 검색결과를 예시로서 자세하게 명시하

고, 해당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DB 리스트, DB 접근 방법, DB 검색 방법을 설명하며, 

DB 검색 방법에는 키워드 설정, DB 선택, 검색방법, Tips 등을 기술한다(서울대학교중

앙도서관 연구지원실, 2010, p. 17). 또한 원문 입수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색한 

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찾는 방법과 상호대차 방법을 안내한다. [그림 13]은 연구지

원 서비스 요청 사례이다. 

   2. Research Guide

Research Guide는 연구자가 리포트나 논문작성 등에 앞서 해당 주제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참조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원들을 자료 유형별로 안내

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Research Guide는 기존 주제별로 구성

된 Research Guide와 달리, 학과(부)로 나누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그 대상을 학

부생으로 하여 학문 분야별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과전담 사서가 

웹 관리자 모듈로 Research Guide를 직접 추가·수정 및 엑셀 파일 형태로 일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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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반출이 가능하다.

[그림 13] 연구지원서비스 요청 사례

 

기본 구성은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한 General Guide와 학과별로 정보원을 안내하는 

학과별 Guide로 이루어졌다. 

[그림 14] Research Guide 구성



논  단

- 15 -

학과별 Guide의 첫 번째 항목으로는 학부생의 학문 분야 및 체계 이해를 위해 

Subject(DDC)를 두었다. 또한 학위논문 이용의 편의를 위해 Theses & Dissertation 항

목을 두어 S-Space에 구축된 학위논문 정보 DB를 매쉬업 처리하여 데이터를 가져와

서 보여준다. 

[그림 15] 경제학부의 Research Guide 사례

   3. SCI 정보

SCI 정보 페이지에서는 대학의 랭킹 및 연구자 평가에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SCI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메뉴 구성은 SCI 동향, 보도자료, SCI란, SCI 학술

지 선정 방법, Journal List – SCIE, SSCI, A&HCI, ResearcherID, 각종 지표들, Journal 

Impact Factor, Journal Citation Report(JCR), H-index, Link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16] SCI 정보 페이지 이용건수 (̀ 11.5 ~ `11. 9 누적량)

[그림 16]을 보면, SCI 정보 페이

지를 제작한 5월 이후 꾸준히 이용

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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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CI 정보 페이지 사례

   4. EndNote 및 Database 이용교육 동영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고가의 상용 DB를 좀 더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Database 이용교육을 확대하

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도서관 자원 활용 능력이 배양되

어 학술연구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8] 2008-2011년 이용교육 현황 [그림 19] 2009-2011년 9월 강의지원 교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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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육 후에는 매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교육을 평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그림 20]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교육 분석

EndNote는 논문 작성 및 참고문헌 관리를 위한 도구로써 이용교육 수요가 가장 높

고 참석률도 높다. 그러나 EndNote의 많은 기능을 한 번의 교육으로는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EndNote 이용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그림 21]을 보면 2011년 8월의 경우 13,356회를 기록하

고 있어 폭발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학생들의 

EndNote 이용 안내 동영상은 상당히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EndNote 교육과 연계하여 참고문헌 작성법 이용교육을 개발하여 서비스

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참고문헌 작성법 교육을 통해 표절을 막

고, 정당한 인용을 통해 정확한 참고문헌 작성을 통한 논문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하였다. 표준 스타일 사용을 통해 학술적 성공(Academic Success)을 이루고 인용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Credit sources)하며, 표절 시비에서 벗어나고(Avoid 

plagiarism),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Help others find your sources), 표준 인용 및 

참고문헌을 구성하도록(Standardization) 하였다. 개설한 참고문헌 작성법 교육은 전세

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APA Style, Chicago Style, MLA Style 이용 교육이 개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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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ndNote 동영상 이용건수 및 동영상 이용안내 페이지

[그림 22] Database 이용교육 VOD 서비스

또한 유용한 상용 

Database를 학생들이 손쉽

게 익히고 이용할 수 있도

록 Database 이용법을 촬

영, VOD로 제작하여 웹 사

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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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과제

도서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잘 모른다. 이를 위해 도서관

은 끊임없이 홍보해야 한다. Virtual reference도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 홍

보를 시기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은 도서관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도

서관 홈페이지 배너나 학내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학내 홍보 미디어를 활용하고, 각 

단과대학의 교원 워크숍 및 대학 간부진들의 회의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향후 도서관

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Virtual reference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에 따른 도토리on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학생 및 교수

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손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메신저 서비스를 홍보 확대해야 

하고, 나아가 분관에서도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웹 기반 Reference 서비스

를 확대해야 한다. 연구지원 서비스를 통한 연구 지원 및 자료검색법을 좀 더 세밀하

게 안내하고,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Research Guide를 확대 제작하며 내

용 보완 및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학의 랭킹 또는 연구진의 

실적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연구정보(SCI 정보 등) 및 정보활용 자료를 개발하고 업데

이트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실제 Virtual reference를 운영해보면 이용자가 사서와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접촉

하기 때문에 사서의 전문적 지식과 친절함이 관건이다. 이용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서는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 노력과 함께 도서관 차원에서도 그 지

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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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상호대차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을 중심으로

정  노  옥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목    차   ]

  I. 서론

 Ⅱ. 상호대차 개요

   1. 용어 정의

   2. 업무 처리 과정

   3. 상호대차 운영시스템

 Ⅲ.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

   1. 추진경과 및 협력기관

   2. 상호대차 이용 현황

Ⅳ. 상호대차 이용 유형

   1. 국내 원문복사

   2. 국내 실물 상호대차

   3. 국외 상호대차

V. 향후 과제

  

I. 서론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이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

의 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서비

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서관 패러

다임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장서의 개념도 물리적인 소장보다는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학술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서관 협력 활동인 상호대차 서비스는 개별 도서관의 공간, 자료,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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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개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학술정보자원을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제공함으로써 이

용자의 정보접근 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서비스 건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학술정

보자원 공동 활용 평가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 기관은 RISS 상호대차 시스템의 

국내 원문복사 서비스 신청·제공 건수 및 담당 사서 선호도 부문에서 꾸준히 상위권

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상호대차 서비스 사례 및 추진 경과,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용 유형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상호대차 개요 

1. 용어 정의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 ILL)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

관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공하지 못할 때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

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협정을 맺은 도서관 간에 소장 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제도1)이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한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동일 행정 계통 산하 또

는 동일 캠퍼스에 소재하지 않은 다른 도서관으로 자관의 소장 자료를 빌려주거나 그 

자료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업무 처리”2)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호대차란 단행본을 주 대상으로 도서관 간에 상호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관에 미 소장 중인 자료의 복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복사를 의뢰받은 자료를 

복사하여 타 기관으로 제공해주는 업무도 넓은 의미에서 상호대차의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다.3) 이처럼 상호대차의 개념적 정의는 단행본의 상호대출이라는 협의의 정

의에서 원문복사 제공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정의까지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호

대차의 의미로 원문복사와 실물 상호대차(대출)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2010) p.96.
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 121.

3) 김기세, “정보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대차 활성화방안 연구”, 사대도협회지, 창간호(2000),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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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명 진행상태 내 용 신청 업무 제공 업무

진

행

 

중

승인대기 웹신청

이용자가  RISS에서 신청한 

단계. 웹신청 승인을 거쳐야 

신청과정이 진행됨

웹신청 

승인/승인불가
　

예약신청 예약신청
제공기관이 일시중단일 경우

예약신청 처리를 한 단계
예약신청/취소 　

접수대기

　

처리중
제공기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한 상태

신청취소

요청

발송,제공불가,

전달

신청취소

요청

 RISS에서 신청자/신청기관 담당자가   

 신청취소요청을 한 상태. 

 취소승인을 받아야 취소됨

　
신청취소승인/

불가

발송준비

　

처리중
제공기관에서 ‘제공응답’을 한 

후 발송 처리 하기 이전 단계

신청취소

요청

발송,제공불가,

전달

신청취소

요청

 RISS에서 신청자/신청기관 담당  

 자가  신청취소 요청한 상태.

 취소승인을 받아야 취소됨

　
신청취소승인/

불가

발송완료

　

　

발송

제공기관에서 ‘발송’ 처리를 

하여, 신청기관에서는 자료의 

도착을 기다리는 단계 도착확인
발송되돌리기,

비용 수정

비용수정
‘발송' 처리된 자료의 비용을 

제공기관에서 수정한 상태

완료

도착확인 도착확인

제공기관에서 ‘발송’한 자료가 

도착하여 신청기관에서 ‘도착

확인’을 한 단계

도착확인

되돌리기 
　

제공불가 제공불가　
제공기관에서 제공불가  

처리하여 완료된 건

복사편집 

신청
　

신청취소 신청취소 제공기관에서 신청취소 승인 　 　

2. 업무 처리 과정

상호대차 처리 과정은 신청과 제공 업무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신청 업무는 우리 

기관 소속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타 기관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를 우리 이

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자료의 신청과 관련된’ 업무이다. 제공 업무는 타 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우리 기관에 소장된 자료가 현재 대출이나 

복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자료를 발송하는 ‘자료

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이다.

상호대차 웹 기반 시스템 중 RISS 원문복사 시스템의 업무별 처리 단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상호대차 업무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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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처리하여 완료된 건

예약취소
신청기관에서 예약 신청 중인 

건을 취소하여 완료된 건
　 　

  3. 상호대차 운영 시스템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관종별, 지역별 대학도서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기

관 간 종합목록 발행 작업 등 상호협력을 진행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보의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양질의 정보 획득 등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 단위의 도서관 협력 활동에서 국가 단위의 자료 제공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학술정보공동활

용협의회(KORSA) 등으로 이동되었다.4) 국내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는 2000년

을 전후로 국가 차원의 공공 시스템 구축이 확대되면서 학술 연구기관들의 정보 공유

가 활발해졌으며 대학 및 연구 도서관 중심의 원문복사 서비스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

다. 국내 주요 웹 기반 상호대차 운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3.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RISS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1998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학술 연구자를 위한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와 상호대차, 종합목

록,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등 대학도서관 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구]첨단학술정보센터)

에서는 1997년부터 전국 대학도서관의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소장정보 종합목록 

DB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후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 기관 간의 학술정보 

공동활용 및 분담 수서 유도, 학술 연구자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제 구축을 위

하여 1999년부터 자료 공동 이용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4년 2월 웹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WILL) 개발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 간 소장 학술

정보를 공유하여 원문복사 및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원

4) 고은님,곽병일,이윤정, “대학도서관의 도서관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15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

회 논문집 (2008),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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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사 서비스 552개 기관, 대출 서비스 303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우리 기관도 참여

하여 활발히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이용자 대상의 복사 서비스 확대, 일본 NII와의 상호대차 연계, 국립중앙

도서관 ‘책바다 서비스’ 연계, 전자배송(dCUBE) 서비스 도입, 중국 CALIS 복사 서비

스 연계, 해외논문 구매대행인 E-DDS 서비스 등 매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2.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http://scholar.ndsl.kr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은 과학기술 분야 

의 웹 기반 정보시스템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01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

였다. 이후 2006년 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주관 기관이 이관되었고 

기존에 KISTI에서 운영하던 yes KiSTi와 NDSL을 통합하여 2008년 5월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로 명명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과학기술

정보센터(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

영 중이다.

NDSL은 주로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 최신 정보 및 인쇄저널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 저널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통합 검색 및 One-click 원문복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정보의 유형으로는 학술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동향 분

석 정보, 산업 표준 등 다양하며 원문 URL 링크 정보 및 전자저널 라이선스 기관 정

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634개 협력 기관(대학 308, 연구소 102, 기업 

105, 공공 84, 의료 35)이 참여하고 있다.

3.3.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KORSA) http://www.korsa.or.kr

1999년 11월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포항공대, 원광대, 조선대, 목포대, 호남대 

등 6개 대학은 웹 기반 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후 2000년 1월 학술

정보공동활용협의회5)(KORSA. KOrea Resources Sharing Alliance)를 결성하여 회원 

기관 간 학술지 공동활용을 위해 학술지 소장정보 및 목차 DB를 공동 구축하여 상호 

원문을 제공하였다. 2004년부터는 도서관의 업무 수행 및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각

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각 도서관 및 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

5)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홈페이지 http://korsa.or.kr/ [인용 20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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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운 받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인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정보서비스 주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 

해외 학술지 공동 이용을 목표로 하였지만, KERIS, KISTI와의 원문복사 서비스 중복

으로 인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도서관 패키지를 회원 기관에 배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ASP 프로그램과 이용료는 무료이나 매년 연회비는 유료이며, 2012년 2월 현재 

240여 개 회원 기관이 참여 중이다.

3.4.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 http://www.medlis.kr

1968년 6월 창립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는 

전국의 의학도서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2년 2월 현재 169개 회원 기관(대학 56,

병원 90, 연구소 13, 제약회사 10)간 5,700여 종의 국내 소장 의학 학술지 공동활용이 

가능한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실물 상호대

차는 실시하지 않고, 의학 관련 학술잡지 종합목록시스템(MEDLIS)을 기반으로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미 소장 자료는 미국 NLM과 연계하여 해외 원

문복사 서비스(MEDLARS)를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 가입비와 연회비는 유료로 원문

복사 서비스 신청은 이용자의 소속 기관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외에 의학 관련 전자정보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RISS 검색 화면                    [그림 2] NDSL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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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터 명 분 야 종수 주요 학문 분야
지정
년도

강원대  생명공학  343종  약학, 생물학 등 2009

경북대 전기·전자·정보통신 1,034종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공학 등 2006

고려대  인문과학 1,630종  문학, 어학, 역사학, 철학 등 2009

부산대  기술과학  976종
 건축 토목공학, 기계 재료공학, 조선,
 항공우주 2009

서울대  자연과학 1,950종  수학, 물리/천문학, 화학, 지구과학 2009

연세대  임상의학  402종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2009

[그림 3] KORSA 검색 화면                 [그림 4] MEDLIS 검색 화면

3.5. 외국학술지지원센터(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및 자원 공유 확대를 위하여 국가

가 외국학술지 구독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예산 이상의 대응 투자를 참여 대학이 부

담하는 사업이다. 구독 학술지는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공

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며, 외국학술지의 기관별 중복 구독을 배제하고 외국 

학술자원을 국가가 확보하여 공동활용하는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6년 8월 전기·전자·통신 분야 FRIC 지정을 시작으로 2009

년 12월 6개 분야, 2011년 7월 2개 분야를 추가 지정하여 2012년 현재 총 9개 외국학

술지지원센터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2009년 12월 자연과학 분야 지원센터로 선정되었고, 센터 블로그

(http://seoulfric.tistory.com/)도 개설하여 학술지 최신 목차 정보, 자연과학 분야 학

회 동향 등 과학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9개 지원센터 현황은 [표 2]와 같다.6)

[표 2] FRIC 주제 분야 현황 

6)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ric.kr/user/ [인용 20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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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교육·사회학 801종  신문·방송학, 교육·사회학 2011

전북대  농축산학 504종  농축산학, 수산, 해양학 등 2009

충남대 행정·경영학 269종  정치·외교학, 법률·행정학, 경제·경영 2011

계 7,909종

※미 지정 주제 분야 : 환경/에너지, 예/체능

국내 9개 FRIC을 통하여 7,900여 종의 외국학술지 무료 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구

독 학술지를 소속 기관의 연구자뿐 아니라 타 기관 소속 및 일반 연구자들을 위해서 

전액 무료로 제공하므로 원문복사 이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내 공동활용 건수는 2010년 13,420건에서 2011년 34,065건으로 154%의 이용률 급

증을 보임에 따라 그 활용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용 방법은 FRIC, RISS, NDSL 등 국내 상호대차 웹 기반 시스템에서 외국학술지 

검색 결과 상세정보의 ‘소장기관’ 리스트에 [무료]OO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확

인한 후 신청하며 신청한 자료는 이용자의 소속 기관으로 도착한다.

향후 미 지정 분야의 FRIC 확대와 더불어 국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외국학술지 

구독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그림 6] 서울대학교 FRIC 블로그

III.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

 1. 추진 경과 및 협력 기관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은 2007년 이전에는 연구지원실, 연구정보지원실,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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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내용

-1998 OCLC       

  ILL 도입

-1999. 3 RISS      

 복사그룹 참여

-2002.   KORSA 복사그룹 참여

-2002.2. 연세대 상호대차 협약체결

-2003.9 소장학술지 원문 서비스 시행

-2004.12. 일본 NII 복사 참여

-2007. 2  상호대차실 신설

-2007.10. 성균관대, 한림대       

           상호대차 협약체결

-2007.11. 독일 Subito 가입

-2009.    원문복사 업무 도서관   

          자체운영 결정

-2009.1.  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 도입 

-2009.1. 고려대 상호대차 협약체결

-2009.2.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도서관 저작권보상금 약정체결  

–2009.4  NDSL 원문복사 참여     

-2009.12.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자연과학 분야 지정 

-2010.3. 중국 CALIS 복사 참여

-2010.7. FRIC 무료 원문복사 실시

-2011.4. 전자배송(dCUBE) 참여

-2011.4. 캠퍼스간 원문복사 시스템  

 오픈(연건/수원도서관 온라인신청)

-2011.9. 국내학술지 무료복사      

          서비스 실시 

-2012.3. 이화여대 상호대차

         협약 기관 확대

특징

※국내 최초 OCLC   

   ILL도입

※RISS 복사그룹 참여로 

타기관과의 자원 공유 

협력 활동 시작

※독일 Subito 가입으로 국외

  원문 입수기간 대폭 단축

※상호대차 비용지원으로          

   실물택배 비용 전액무료 

※전자배송 참여로 국내 자료 원문     

  입수기간 대폭 단축 (1일 이내 제공)

※무료 이용 자료 확대(타 기관     

소장 학술논문, FRIC 자료, 전액무료)

실, 전자정보실 등의 부서에서 상호대차 업무 외에 Web DB 이용교육, 연구지원 서비

스, CF 자료 열람, 위성 TV 및 검색용 PC 관리 등 유관 업무를 병행하였다. 2007년 2

월 도서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호대차실’이라는 부서 명칭으로 고유 업무를 담당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하게 하였다. 1990년대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상호대차 서비스 추진 경과를 10년 단위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상호대차 서비스 추진 경과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호대차 서비스는 2000년을 전후로 국가 차원의 공공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협력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

관은 2000년대 후반부터 상호대차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담당 서비스 및 

상호대차 협력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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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09 2010 2011 비고

국내

원문복사

신청 2,919 2,815 3,357

‘09대비 ‘11년

*복사제공 급증

*대출제공 급감

제공 7,472 8,010 14,099

계 10,391 10,825 17,456

실물상호대차

신청 859 932 937

제공 1,018 997 588

계 1,877 1,929 1,525

합계 12,268 12,754 18,981

국외

원문복사

신청 1,061 888 916

‘09대비 ‘11년

*복사제공 급증

*대출신청 감소

제공 48 48 98

계 1,109 936 1,014

실물상호대차 신청 1,237 997 817

구 분 협력 기관

국내
원문복사

RISS(540여 기관), NDSL(630여 기관), FRIC(9개 기관) 

KORSA(240여 기관), MEDLIS(170여 기관)

실물 상호대차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림대, 이화여대

국외
원문복사

OCLC(미국, 캐나다권), Subito(독일어권),

NII(일본국립대학), CALIS(중국대학), MEDLARS(미국)

실물 상호대차 OCLC(미국,캐나다권), Subito(독일어권), NDL(일본국회도서관)

① 국내 원문복사 신청·제공 서비스

② 국내 실물 상호대차(대출) 신청·제공 서비스

③ 국외 원문복사 신청·제공 서비스

④ 국외 실물 상호대차(대출) 신청 서비스

⑤ 캠퍼스 간 원문복사 서비스 : 연건 캠퍼스, 수원 보존도서관 자료

⑥ 상호대차 비용 지원 서비스 : 국내·외 실물 상호대차 택배비용 지원

⑦ 국내외 타 기관 열람 의뢰서 발급 서비스 등  

[표 4] 상호대차 협력 기관 현황

  2. 상호대차 이용 현황

최근 3년간 본교 연구자 및 타 대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연도별 상호대차 이용 현

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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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 -

계 1,237 997 817

합계 2,346 1,885 1,831

총계 14,614 14,639 20,812 이용 증가세

※협력기관 간 상호이용 건수를 합한 수치로 신청은 우리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제공은 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우리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외 전체 상호대차 이용 건수는 증가하였다.

2011년의 경우 월 평균 1,700여 건, 1일 70~80여 건으로 신청보다 제공이 약 3~4배 비

중이 많다. 국외는 신청 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국내는 원문복사 제공이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교 이용자는 원문복사 70%, 대출 30% 비중으로 원문복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1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의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 시행과 전

자배송 방식 도입으로 원문복사 제공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

관은 2006년 이후부터 KERIS에서 평가하는 국내 원문복사 신청·제공 및 전국의 상호

대차 담당 사서의 선호도 조사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위 통계를 기반으

로 3년간 연도별 이용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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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신청/제공 이용 현황      [그림 8] 연도별 복사/대출 이용 현황

IV. 상호대차 이용 유형 

  1. 국내 원문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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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RISS

국내복사

단행본 1,277 61 1,389 63 1,565 58 단행본 60% 

학위논문 253 11 247 11 263 10 

국내학술지 329 16 96 4 194 7 

해외학술지 250 12 482 22 678 25

계 2,091 100 2,214 100 2,700 100

국내 원문복사 이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교 이용자들의 상호대차 요청이 많

은 RISS 상호대차 시스템의 최근 3년간의 이용 통계를 조사하였다.7)

  1.1. 자료 형태별 이용 분석

RISS 원문복사 신청 건의 자료 형태별 비율은 [표 6]과 같으며 단행본, 해외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표 6] 자료 형태별 신청 현황 

원문복사는 학술지보다는 단행본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단행본 장서 확충 

노력 및 복사 요청이 많은 기관과의 협약 기관 확대 등 단행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상호대차실에서는 정기적으로 단행본 상호대차 요청 자

료 목록을 수합하여 수서 담당부서로 구입 요청을 하고 있다. 본교 이용자의 RISS 단

행본 복사 신청 상위 10 랭킹 기관은 [표 7]과 같다.

[표 7] RISS 단행본 신청 상위 기관      (‘11년말 기준)

순 위 신청기관 건수 단행본 신청 비율 비고

1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152 9.71 신규 협약기관

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24 7.92 대출협약기관

3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04 6.65 대출협약기관

4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76 4.87

5 서강대학교 중앙도서관 73 4.66

6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55 3.51

7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41 2.62

8 영남대학교 도서관 40 2.56

9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1도서관 34 2.17

10 경희대학교 도서관 32 2.04

1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2 2.04

7) WILL 홈페이지 http://will.riss.kr/librarian/html/sub_04.jsp [인용 20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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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송방법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신청비율 소요기간 신청비율 소요기간 신청비율 소요기간

  RISS

국내복사

보통우편 78 6.6 77 5 61 5.29

특급우편 14 2.96 13 2.54 11 2.62

팩스 8 1.12 9 0.61 2 0.76

전자배송 - - 25 0.6 ‘11.4월~

원문링크 - 1 3.06 1 4.04

계 100 100 100

1.2. 발송 방법별 이용 분석 

2009년 대비 2011년 발송 방법별 신청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통우편 배송이 급감

하고 전자배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배송은 자료 제공의 신속성으로 인해 

신청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점차 그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발송 방법별 신청 현황                   (단위: %)

전자배송은 2008년 12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도서관 

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약 체결로 인해 가능해졌다. 이에 KERIS에

서는 학술자원 디지털전송 시스템(dCube : Digital Document Delivery)을 개발함에 

따라 전자배송이 보편화되어 소요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dCube는 인쇄형 학술 저작물을 스캔하여 디지털 문서를 생성한 후 신청 도서관으

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협력 도서관 간 배송으로 한정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수령할 

때는 파일 형태가 아닌 인쇄물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전자배송은 정보 입수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시켜 학술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6일 이상이나 소요되던 원문복사 서비스 소요 기간이 불과 2년 사이에 신청 후 반나

절 만에 신청 도서관으로 도착하게 되었으니 실로 놀라운 서비스 발전이라 할 수 있

겠다.

1.3. 신분별 이용 분석

신분별 이용 분석 결과, 가장 이용이 많은 신분은 박사 ] 석사 ] 교수 ] 대학생 순으

로, 대학원생 이상이 전체 이용자의 93%로 나타났다. 대학생 이용은 극히 낮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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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RISS

국내복사

대학생 115 5 127 6 199 7 6

석사 465 22 511 23 875 32

93

박사 730 35 607 27 711 26

교수 500 24 664 30 636 24

시간강사 138 7 161 7 102 4

연구원 65 3 78 4 115 4

교직원 68 3 48 2 60 2

기타 10 1 18 1 2 1 1 

계 2,091 100 2,214 100 2,700 100

대학원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략과 홍보가 필요하다.

[표 9] 신분별 이용 현황 (단위: %)

아울러 정확한 신분별 이용 분석을 위해서는 RISS나 NDSL 시스템의 회원 정보 업

데이트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호대차 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최초 회원 가입년도의 

신분이므로 소속 기관의 신분 변동 정보와 서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담당 

사서는 매년 이용자의 신분, 이용 기간 등 이용자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 국내 실물 상호대차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협력과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내 5

개 대학과 학술연구 정보자료 상호이용 협정을 체결하여 실물자료의 상호대차를 실

시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음악, 여성학 관련 장서가 강점인 이화여대 도서관과 신

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 상호대차 협약 기관 현황 및 이용 통계는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국내 실물 협약 기관 현황 

구 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성균관대학교 한림대학교

협약체결일 2002. 2. 2008. 12. 2012. 3. 2007. 10. 2007. 10.

이용 범위
중앙도서관,

신촌소재 분관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중앙도서관,

신촌소재 분관
학술정보관 일송기념도서관

이용 대상 석·박사과정 이상 전임교원

대출책수 1인 3책 10일 1인 2책 10일

자료 배송 택배, 퀵서비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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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협약 기관별 이용 통계   

기관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연세대
신청 76 20 121 242 286 270 325 635 634 592 3,201

제공 103 61 145 392 570 583 701 599 527 203 3,884

고려대
신청 7 163 231 255 656

제공 - 385 423 351 1,159

성균관대
신청 - 13 43 58 73 187

제공 6 39 23 23 20 111

한림대
신청 - 9 18 9 17 53

제공 - 5 11 24 14 54

계
신청 76 20 121 242 286 270 354 859 932 937 4,097

제공 103 61 145 392 570 589 745 1,018 997 588 5,208

  

2009년을 기점으로 실물 상호대차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국내외 실물 상호대차(대출)에 소요되는 택배비용 및 해외 우송 요금을 도서

관에서 전액 지원하는 상호대차 비용 지원 서비스를 과감하게 도입함에 따라 대출 신

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 도입 이전

에는 이용자가 택배비용 및 우송 요금을 전액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발송하였다.

상호대차 비용 지원은 단순히 개인 이용자에게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을 통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료 구

입비용의 연장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008년 354건 신청에서 2009년 859건 신

청으로 전년 대비 143 %의 놀라운 신청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신청 

건이 제공 건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이용 유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최근 3년간 협약 기관 간 이용 통계를 조사한 결과, 상호이용이 많은 기관은 연세

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림대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이용 건은 연세대 60%, 고려대 34%, 성균관 5%, 한림대 1%로 연세대, 고려대

와의 상호이용이 가장 활발하였다. 따라서 대출 협약 기관을 신규 확대할 경우에는 

RISS 단행본 복사 요청이 많은 기관, 장서 수, 특성화된 주제 분야 등 여러 조건을 충

분히 고려하여 우리 기관의 부족한 장서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협력 기관을 선정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협약 기관과의 이용 신분 확대, 대출 책 수 확대, 대출 기

간 연장, 연체료 인하 등 세부 정책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국외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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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는 자료는 국외 협력 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

고 있다. 국외는 주로 OCLC ILL과 Subito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며 자료 특성에 따라 

일본 NACSIS-ILL(NII), 일본 국회도서관(NDL) 중국 CALIS, 미국 MEDLARS, 영국 

BLDSC, ETHOS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국외 상호대차 진행 시 자료 유형, 대출·복사 조건, 요금, 소요 기간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이용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며, 본고에서는 OCLC, Subito,

NACSIS-ILL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이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3.1. 미국 OCLC ILL

3.1.1. 개요

초기 OCLC(Ohio College Library Center)는 1967년 Ohio주의 대학도서관들이 서

지레코드 공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었다. 이후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는 세계 정보의 최대 접근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도서관의 정보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 협력체로 발

전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종합목록을 이용한 상호대차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First Search와 같은 DB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세계 최대 온라인 종합목록 DB인 OCLC WorldCat DB를 통한 자원 공유

(Resource Sharing) 서비스로 전 세계 약 2만여 회원 기관이 참여하고 2억 4천만여 건

의 서지레코드를 바탕으로 ILL((Inter-Library Loan)서비스가 이루어진다. WorldCat

DB에는 10초마다 새로운 서지 레코드가 추가되고, 4초마다 OCLC 회원 기관(Lender)

간 상호대차 레코드가 생성되어 현재 상호대차 레코드는 1억2천8백만여 건이다.

상호대차 신청은 이용자가 OCLC First Search DB(ArticleFirst, ECO, WorldCat 등)

에 수록된 서지 레코드를 검색하여 직접 ILL을 신청하며, 담당 사서는 사서용 ILL 웹 

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 건을 리뷰한 후 5개 Lenders(의뢰 기관)를 선정하고 자료입

수일, Maximum cost, Borrowing notes등 이용자의 요청 사항을 수정하여 온라인 신

청을 마무리한다. ILL 신청 레코드에는 고유의 OCLC ILL no.가 생성되므로 현재 진

행 상황(제공 도서관, 진행 상태, 발송 일자, 요금 등) 조회가 가능하다.

  3.1.2. 특징

전 세계 협력 도서관의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학술지 논문의 전자 전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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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단행본, 마이크로필름․ 피시 등의 비도서 자료까지 대출되어 제공된다. 특히, 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본, 절판ž품절 도서, 지도자료, 팸플릿(pamphlet), 악보, 회

의록 등도 제공되므로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더구나 OCLC ILL 신청 건의 

약 60%를 무료로 제공 받고 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평균 소요 일수는 복

사의 경우 당일에서 ~ 10일, 대출 7 ~ 20일 가량 소요되며, 회원 기관들의 ILL 제공 정

책이 상이하므로 Best Lenders 선정이 OCLC ILL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Key이다. 

OCLC ILL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풍부한 제공 자료와 무료 제공 

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2011년 연간 신청 통계 분석 결과, 신청 자료의 약 80%를 제공

받았고 그 중 60%는 무료로 제공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료 제공에서 유료 제공으로 요금 정책을 변경하는 기관들이 많

아졌으므로 OCLC Lenders의 대출, 복사 요금 정책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은 

상호대차 비용 지불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므로 무료로 제공 받다가 갑자기 유료로 비

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유료 복사인 경우 평균 비용은 건당 

약 $10, 대출은 $20 내외로 Lenders간의 대출, 복사 비용이나 소요 기간 편차가 상당

히 크다. 복사의 경우 당일 제공도 가능하지만 대출 자료가 선편으로 배송될 경우에

는 3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여 서비스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므로 Lenders 선정 시 

주의가 요망된다. 

[그림 9] WorldCat 기본 검색 화면

3.1.3. OCLC ILL 이용 분석8)

[표 12]는 최근 3년간 OCLC ILL을 통해 상호대차 신청이 이루어진 총 3,559건의 

월별 신청 데이터 통계이다.

8) OCLC 통계 홈페이지 http://www.stats.oclc.org [인용 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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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103 102 109 101 63 105 82 67 68 106 68 65 1,039

대출 42 44 40 32 46 46 31 19 23 40 44 32 439

복사 17 38 39 33 18 23 33 34 34 41 19 21 350

제공 59 82 79 65 64 69 64 53 57 81 63 53 789

제공불가 27 25 16 22 12 36 18 14 11 25 5 12 223

소요기간 10.88 11.96 7.28 10.69 12.47 11 8.3 10.1 10 9.1 12.9 11.3 10.49

무료 29 43 51 45 37 38 36 35 33 49 38 34 468

구분
2011년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91 83 105 90 44 76 93 76 60 89 78 63 948

대출 38 40 40 38 26 42 31 27 31 37 47 42 439

복사 29 27 41 30 13 27 31 29 18 21 18 14 298

제공 67 67 81 68 39 69 62 56 49 58 65 56 737

제공불가 24 16 24 22 5 9 22 13 11 20 18 18 202

소요기간 8.8 11.8 10 7.2 15 8.1 8 8.11 10.2 9 11.2 11 9.86

무료 41 37 49 50 27 35 32 34 31 44 42 32 454

구분
2009년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99 126 133 196 168 119 140 129 175 104 102 81 1,572

대출 55 50 47 76 94 69 60 68 88 40 56 33 736

복사 29 38 52 63 65 41 47 31 70 44 41 41 562

제공 84 88 99 139 159 110 107 99 158 84 97 74 1,298

제공불가 25 35 25 39 25 22 24 21 21 21 15 24 297

소요기간 14.76 13.61 10.01 8.38 10.95 10.6 9.59 11.4 9.84 11.26 10.97 10.53 10.99

무료 47 55 52 84 96 61 44 44 70 37 49 45 684

    [표 12] 3년간 OCLC ILL 신청 통계                                

최근 3년 간 이용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질은 더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료 제공율이 52.7%에서 61.6%로 8.9% 증가하였으며, 평균 

소요 기간(자료 신청일로부터 자료 도착일)은 10.9일에서 9.8일로 1일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질은 더 높아졌다. 제공 불가(Unfilled) 사유로는 대체로 대출 중, 대출 불가 

자료, 자료 상태 불량, 서지 불명, 서가에 없는 경우 등으로 신청 레코드의 상태가 제

공 불가로 표기된다.

OCLC ILL을 자주 이용하는 신분은 주로 석사과정 이상으로 본교를 졸업한 동문 

회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양사학, 동양사학, 고고미술사학, 종교학, 언어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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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ender code   Full Name Charge

1 AMH   Amherst college  Free

2 IQU Univ. of New Mexico  Free

3 FDA Florida State Univ.  Free

4 MTH Mount Holyoke College  Free

5 PAU Univ. of Pennsylvania  $15

6 MDY Middlebury College  Free

7 NNM Davidson College  Free

8 EXW Western Michigan Univ.  Free => $10

9 SOI Southern Illinois Univ.   $10

10 TXH  Univ. of Houston  Free

문학 등 주로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애용하고 있다.

3년간의 이용 통계 평균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3~4월은 국외 상호대차 신청이 

많았으며 11~12월은 신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2.7
59.3 61.6

10.9 10.5 9.80
10
20
30
40
50
60
70

2009 2010 2011

무료제공율

소요일

97 103
115

129

91
100 105

90
101 99

82
69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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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120

14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건

[그림 10] OCLC 무료제공율 및 소요기간   [그림 11] OCLC 월별 이용통계

[표 13]은 우리 기관이 자주 이용하는 OCLC Lender 대출 신청 상위기관 순위로 

Lender 선정 시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그 외 기관으로는 INU, VWM, ORC, CBY,

WTU, ERE, IOG, CDS 등이 있다.

[표 13] OCLC 대출 신청 상위기관                  

[표 14]는 우리 기관이 자주 이용하는 OCLC Lender 복사 신청 상위 기관 랭킹 리

스트이다. 그 외 기관으로는 TWH, XII, XLM, ORN, KNM, IOE, BTS, CBY,

WUM($11), LNM($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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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ender code   Full Name    Charge

 1 NNM  Davidson College  Free

2 ICY  Augustana College  Free

3 FDA  Florida State Univ.  Free

4 IQU  Univ. of New Mexico  Free

5 TXH  Univ. of Houston  Free

6 IAS  Univ. of Illinois at Springfield  Free

7 IOD  Drake University  Free

8 EXW  Western Michigan Univ.  Free => $10

9 MDY  Middlebury College  Free

10 VYF  Fordham Univ.  Free

순위 학술지명 ISSN 출판사 건수 DDC

1 Bulletin 0987-7940  Université de Tours 11 840

2 Dickens Studies Annual 0084-9812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7 820

3 Arthuriana 1078-6279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6 800

4 Romance Notes 0035-7995  Univ. of North    
Carolina 3 840

5 Doklady,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0012-4966  Consultants Bureau    

Enterprises 3 570

6 Temminckia 　  Brill 3 590

7 Lessing Yearbook 0075-8833  Wayne State          
Univ. Press. 3 830

8
Contrast Media & Molecular 
Imaging Electronic Resource 1555-4317  Wiley 3 570

9 Jurisprudence 2040-3313 Hart Publishing 3 340

10 Annual Report 0536-6720
Superintendent of 
Government Printing, 3 910

[표 14 ] OCLC 복사 신청 상위 기관

  

2011년 OCLC 해외 학술지 이용 현황9)을 살펴보면, 국외로 OCLC 복사 요청한 해

외 학술지 종수는 총 198종으로 그 중 신청이 많은 해외 학술지 순위는 [표 15]와 같

고 주로 문학, 순수과학 분야가 많았다.

[표 15] OCLC 학술지 신청 순위

3.2. 독일 Subito

3.2.1. 개요

Subito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도서관들의 상호대차 협력 네트워

9) OCLC 통계 홈페이지 http://www.stats.oclc.org [인용 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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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독일어권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자료들의 상호대차 공동 사업체이다. 1994년 

독일연방 교육학술성과 주의 도서관 공동 사업체의 제안에 의해 발족한 프로젝트로 

1997년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99년 12월 Subito 공동 사업체가 조합 조직으로 설립

되었다. 복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영리·비영리, 개인, 도서관 등 8개 그

룹으로 이용자 그룹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그룹마다 서비스 책정 요금이 다르다. 우

리 기관은 2007년 11월 User group 8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여 단행본의 대출, 학술지 

수록 논문 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상호대차 신청은 회원 기관 고유 ID,

PW 입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 신청하는 사서 대행 방식이다.

3.2.2. 특징

Subito는 가입비, 연회비 등은 없지만 서비스 요금은 모두 유료이다. 복사 €6, 대출 

€14로 월 1회 인보이스를 통하여 기관 정산을 한다. 복사의 경우 100% 전자 전송으

로 서비스 되므로 제공 속도가 매우 빨라서 신청 후 30분 ~ 1 시간 이내 자료가 도착

하기도 한다. 긴급을 요하는 복사 요청이 많고 매년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평균 소

요 기간은 복사는 당일 ~ 2일, 대출 7 ~ 10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단행본 부분 복사와 저작권 제한이 있는 최신 학술지 

논문은 복사 신청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3.2.3. Subito 이용 분석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 통계는 Subito 시스템의 Tracking 메뉴에서 기간별 

신청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이용 통계 및 이용 추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그림 12] Subito 신청내역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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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계

교 수 7 14 30 54 105

박 사 11 2 11 36 60

석 사 2 17 3 28 50

연구생 10 42 48 100

연구원 2 6 4 12

기타 1 9 4 14

계 20 46 101 174 341

교 수 105 
(31%)

박 사 6 0 
(18%)

석 사 50
(15%)

연구생
100 

(29%)

연구원
12(3%)

기타
14(4%)

교 수

박 사

석 사

연구생

연구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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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출

복사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비고

신청 20 46 101 174  341 7.7배

대출 10 30 31 53  124 4.3배

복사 10 16 70 121  217 11.1배

제공 18 43 89 149  299

불가 2 3 12 25  42

[표 16] Subito 이용 통계 

[그림 13] Subito 이용 추이  

2011년의 경우, 2008년 대비 7.7배 증가, 대출은 4.3배, 복사는 11.1배 증가로 특히 

복사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복사는 모두 전자배송으로 전송되므로 

제공 속도가 매우 빠르다.

Subito 신분별 이용 통계는 [표17]와 같다. 4년간의 신분별 누적 분포로는 가장 이

용이 많은 신분은 교수, 연구생, 박사, 석사 순으로, 교수 31%, 석박사 대학원생 및 연

구생 62%, 기타 연구원 및 회원 7%로 대학생 이용은 없었다.

[표 17] Subito 신분별 이용 통계

[그림 14] Subito 신분별 누계

학과별 순위로는 법학, 서양사학, 독어독문, 음악, 철학과 순으로 주로 독일어 사용

이 많은 학과에서 주로 이용하였다. 단과 대학 순위로는 인문대 28%, 농생대 14%, 법

대 14%, 자연대 8%, 공대 7%, 음대 4% 순이었다.

3. 일본 NACSIS-ILL(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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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개요

NACSIS-ILL은 일본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서지와 소재 정보의 온라인 DB인 

NACSIS-CAT을 바탕으로 일본의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서로 제공

하는 도서관 간에 발생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문헌복사 및 자료 현물대차) 메시지 교

환을 전자화한 시스템이다.10)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NII)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한일 양국 간의 ILL

시스템을 제휴하여 2004년 11월 에이전트 방식으로 오픈한 이후 2007년 4월부터 본격 

운용하였으며, 해외와의 ILL을 위하여 ISO-ILL용 게이트웨이 서버와 통신함으로써 해

외 ILL 시스템을 구현한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II)는 대학 공동 이용 기관으로 

전체 학술커뮤니티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최첨단 학술정보 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 정부 기관으로 활동 내용은 KERIS와 아주 유사하다. CiNii를 비롯한 학술논문 

검색 서비스 제공, 전국적인 종합목록 DB 구축 및 학술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지원

하고 있다.

3.3.2. 특징 

RISS 웹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http://www.riss.kr)에서 일본/중국 자료 검색 메뉴

를 클릭하여 자료를 검색하며 이용 방법은 국내 RISS 원문복사와 동일하다. 일본 대

학에서 발송한 자료는 국내 소속 기관으로 도착한다.

[그림 15] 일본/중국 자료 검색 화면  

NACSIS-ILL(NII) 신청은 “Agreement on the Korea-Japan ILL/DDS Project”에 의

10) NII 홈페이지 http://www.nii.ac.jp/CAT-ILL/about [인용 2012.3.4.]



도서관보 제134호

- 44 -

순위 도서관코드 기관 건수 소요기간 평균요금 ILL 정책 

1
FA005198

慶大三
Keio University  Mita Media 
Center

65 2.97 3,694 
No charge 1-9 p./

¥500 10-19

2
FA002010

一橋
Hitotsubashi  University 
Library 

56 11.82  7,752 ¥35

3 FA002145 Kanazawa University  Library 50 9.87  8,892 ¥35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건수 비 고

신청건수 224 230 192 308 954

학술지 201 169 159 244 773

단행본 23 61 33 64 181

제공 134 137 133 193 597

소요기간 13.73 9.55 8.71 8.47 13.7일→ 8.4일

거하여 일본에서 발행한 단행본과 학술지에 한하여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 단행본은 

전체 페이지의 50% 미만까지 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장당 ¥35 ~ ¥50에 우송료가 가산되고 소요 기간은 평균 10 ~ 20일 정도이나 기관마

다 편차가 크다. 향후 일본에서 발행된 단행본과 학술지 복사 신청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소장 자료의 복사 및 상호 대출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3.3.3. NACSIS-ILL 이용 분석11)

2008년부터 4년간의 신청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이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유형

별 이용률은 학술지 논문 복사 81%, 단행본 부분 복사 19%로 학술지 논문 복사를 많

이 이용하였다.

신청 후 도착까지의 소요 기간도 점점 단축되었다. 일본 기관들은 대부분 국제우편

으로 발송하지만 케이오 기쥬쿠 대학의 미타 미디어 센터(FA005198, 慶大三)에서는 

제공 자료가 pp. 1-9까지는 무료, pp. 10-19까지는 ¥500으로 책정하여 요금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담당 사서에게 E-mail로 발송하므로 매우 신속하게 자료를 입수하

고 있다. 따라서 전자배송 기관이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다.

[표 18] NACSIS-ILL 신청 현황

[표 19]는 우리 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NACSIS-ILL 신청 상위 10개 기관으로 소

요 기간, ILL 요금 정책 등을 참고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표 19] NACSIS-ILL 신청 상위 기관

11) WILL 사서용 사이트 http://will.riss.kr/librarian/stat/ [인용 2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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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

4
FA001379

東北大
Tohoku University  Main 
Library

35 13.17  7,074 ¥35

5
FA006791
  和光大

Wako University Umene  
Memorial Lib.& IT Center

28 9.64  9,155 
¥30(Black),
¥100(Color)

6
FA002848

阪大
Osaka University Main  Library 25 11.71  7,457 ¥40

7
FA002065
横国大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1 5.4 15,082 ¥35

8
FA002407

名大
Nagoya University  Library 20 6.09  8,138 

¥35(Black), 
¥105(Color)

9
FA009224

民博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Center

20 8.12  6,609 ¥35

10
FA009530

奈文研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19 7.62  9,670 ¥35

순 위 신 분 건수

1 연구생 125

2 석 사 81

3 박 사 60

4 교수 15

5 대학생 12

6 시간강사 6

7 사서 5

8 연구원 3

9 회원 1

계 308

순 위 학 과 건수

1 동양사학 88

2 고고미술사학 67

3 과학사 및 철학 43

4 국어국문학 22

5 국사학 16

6 언어학 9

7 법학 8

8 사회교육 7

9 조선해양공학 4

10 종교학 3

신분별, 학과별 신청 랭킹 순위는 [표 20], [표 21]와 같다.

[표 20] NACSIS-ILL 신청 상위 학과        [표 21] NACSIS-ILL 신청 상위 신분

NACSIS-ILL은 일본 내에서 발행된 자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양사학, 고고미술

사학, 과학사 및 철학과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며, 신분별로는 연구생, 석사, 박사 순

으로 이용이 많다. 주로 석․박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들이 전체 이용의 8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OCLC, Subito, NACSIS-ILL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이용 유형을 분석하였

다. 국외 상호대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각 시스템 고유의 특징과 유형, 요금, 소요 기

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림 16]은 3개 상호대차 시스템의 이용 통계

를 바탕으로 한 최근 3년간의 국외 상호대차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그래프

로 OCLC ILL의 경우 2009년 85%에서 2011년 66%로 이용 비중이 줄어든 반면,

Subito, NACSIS 이용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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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국외 상호대차 이용 현황 비교

국외 상호대차는 위에서 설명한 3개 시스템 이외에도 일본 국회도서관, 중국 

CALIS, MEDLARS, BL의 ETHOS 등도 이용하고 있다. 이중 CALIS는 중국 600여 대

학도서관 소장 단행본 및 학술지의 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RISS 웹 기반 상호대차 시

스템(http://www.riss.kr)에서 일본/중국 자료 검색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 검색 후 

신청한다. 중국어 로마나이즈 검색은 가능하지만 간체와 번체 간 상호 검색이 불가능

하고 띄어쓰기 부분에는 반드시 & 기호를 삽입해야 하는 등 검색이 불편하여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최근에는 스위스 국립도서관, 미국 Smithosonian Archives of

American Art 등의 상호대차 담당 사서와의 메일 교환으로 M.F. 자료를 대출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외 상호대차는 담당 사서와의 직접 메일 교환으로도 귀중한 학술자

료들을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제공 기관을 확보할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V. 향후 과제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의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간의 국내

외 이용 현황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호대차 서비스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교 이용자의 상호대차 신청은 원문복사 70%, 대출 30%로 원문복사가 많았

으며, 자료 형태로는 학술지보다는 단행본이 많으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기관의 부족한 장서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국내외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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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출 협약 확대와 RISS 대출 그룹 참여 등의 방안이 있다. 대출 협약 기관을 확대

할 경우에는 단행본 복사 요청 상위 기관, 장서 수, 특성화된 주제 분야 등 세부 조건

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기관의 장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대차를 많이 이용하는 신분은 주로 석·박사 대학원생 이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략과 홍보가 필요하다. 상호대차실에서 제공하고 있

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이용자

와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야 한다. 대학 신문, SNU NOW 온라인 소식지,

서비스 안내 리플릿 등을 이용하는 홍보와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

이션, 정보검색 교육 등 다양한 이용 교육 활용 및 facebook 등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호대차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2009년부터 국내외 

상호대차 택배비용을 도서관에서 전액 지원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전년도 

대비 143%라는 놀라운 신청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비스 만족도 향상의 계기가 되었

다. 또한 2011년 9월부터는 국내 타 기관 소장 “학술지” 논문의 원문복사 비용 지원 

서비스도 확대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향후 비용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우리 기

관 미 소장 자료 입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다면 연구자들의 자료입수 비용 경감과 더불어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

각된다. 더 나아가, 긴급 자료에 한하여 출판사를 통해 전자 원문을 직구입하는 

PPV(Pay Per View) 서비스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연구

자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연구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대차 담당 사서의 서비스 노하우와 업무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상

호대차 담당사서는 국내외 상호대차 시스템의 특징과 서비스 유형, 비용,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하고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시스템 및 협력 

기관 확대 등 서비스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이용자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여 자료를 제공받기까지의 담당 사

서들의 숨은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상호대차 사서의 고유 업무이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

면 전세계 도서관의 숨은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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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과제 외에도 국내 상호대차 운영 시스템 간의 서지 DB와 최신 소

장정보, 목차정보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 KERIS, KISTI 등 각 운영 센터들이 자체 구

축하고 있는 학술지 목차정보, 소장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

다면 자료 검색이나 자료 제공 성공률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상호대차 우수 협력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은 전체 업무 중 타 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 우리 기관 자료를 제공하는 

제공 업무 비중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제공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 자료 제공

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인쇄 자료의 반복 복사로 인한 자료 훼

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료 확충 예산 지원이나 원문복사 비용 지원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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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들어가며

Ⅱ. 기증자료

1. 교수저술도서

2. 명예교수 저술도서

3. 책 나눔 장터 

Ⅲ. 문제점  

1. 교수저술도서

2. 명예교수 저술도서

3. 책 나눔 장터 

Ⅵ. 맺음말

기증자료의 운용과 책 나눔 장터

이   성   렬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I. 들어가며

  대학도서관에서의 자료 수집은 구입과 수증․교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입을 통한 

수서는 확보된 예산에 의해 추진되므로 서지유통망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증을 통한 수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식적인 서지유통망을 통해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를 수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증․교환실에서는 학내에 도서관 문화를 창출하고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2011년부터 서

울대학교 교수 저술도서 수집, 명예교수 저술도서 문고 설치, 책 나눔 장터 등을 통해

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대학교 교수 저술도서 수집, 명예교수 저술 도

서 문고 설치, 책 나눔 행사 등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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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기증자료 

  

1. 교수저술도서

1.1. 추진배경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술자료들 중에서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저술도서(번역서 포함)

를 학내외에 홍보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교 교수님들에게 저술도서의 기증

을 요청하는 ‘본교 교수 저술도서 기증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등

록 후 중앙도서관 4층 중앙홀에서 ‘본교 교수 저술도서 전시’를 상시 전시하고 있

다. 

1.2. 기증 요청

  -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게재 : 2011.04.27.

  - 요청부수 : 1부

  - 기증방법 : 연구실 방문수령, 교내우편(사송), 우편후불택배, 도서관 방문기증

  - 기증도서처리 : 중앙도서관 장서로 등록 전시

  - 기증문의 : 수서정리과 기증/교환실

1.3. 전시 개요

  - 대상 : 본교 전임 및 비전임 교수가 저술한 단행본(2010년 이후 출판도서)

  - 일시 : 2011년 6월부터 상시 교체 전시

  -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중앙홀 북카페

1.4. 교수저술도서 기증 현황(2011.6.10. 현재) 

  - 안내 : 홈페이지 – 게시판(공지사항)

  - 기증현황 : 2011.6.13.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

    

1.5. 교수저술도서 전시 1차

  - 전시개요: 우리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물인 저서를 전시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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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기증교수 책수 대  학 기증교수 책수

인문대학 20 27 의과대학 17 26
사회과학대학 20 32 간호대학 1 1
자연과학대학 6 9 행정대학원 3 7
공과대학 8 9 환경대학원 2 3

농업생명과학대학 3 5 국제대학원 3 5
미술대학 3 7 치의학대학원 5 5
사범대학 11 17 경영전문대학원 2 3

생활과학대학 5 17 법학전문대학원 7 18
수의과대학 2 3 서울대출판문화원 1 43
음악대학 4 12

총계   122명      250책

대  학 교       수       명

인문대학
고 원 권재일 권혁승 김영룡 김주원 김현균 김형종 박지향 
박찬국 송기호 송철의 송용준 안성두 오생근 이동신 이정민 
정병설 조은수 조현설 최몽룡

사회과학대학
강원택 권석만 권숙인 김대일 김상배 김영식 류근관 박명규 
박상섭 신욱희 안상훈 왕한석 윤석민 이봉주 이영훈 장경섭 
전경수 정재호 허우긍 홍두승

자연과학대학 김경렬 이창복 임종태 조문섭 조신섭 천종식

공과대학 박태현 박형동 서일원 오승모 전경수 전봉희 최종근 홍성필

농생대 이돈구 이형주 장진성

미술대학 김경선 김민수 김정희

사범대학
권오량 김찬종 박성익 박찬구 신문수 이병민 임철일 윤여탁 
장승일 최의창 한숭희

생활과학대학 김난도 김민자 유효선 이순형 이연숙

울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전시기간 : 2011.6.2.(목) 14:00~분기별 순환전시

  - 전시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북카페

  - 전시방법 : 상설전시

  - 전시자료 : 송철의 교수 등 121명 207책, 서울대 출판문화원 43책 계 250책

[표 1] 대학별 기증 현황            (2011. 6. 10. 현재)

                         

                            [표 2] 기증 교수 현황             (2011. 6.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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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박용호 조명행

음악대학 민은기 이석원 이지영 전상직

의과대학
강경훈 김동규 김용진 김지수 류인균 박병주 박상철 백구현 
서유헌 신민섭 윤용범 임재준 정진호 정현채 조수철 채종일 
최병인

간호대학 방경숙

행정대학원 오석홍 이승종 임도빈

환경대학원 성종상 이정전

국제대학원 김현철 문휘창 백진현

치의학대학원 김영균 백정화 이승표 장기택 현홍근

경영전문대학원 김상훈 송재용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김재형 박은정 박 준 성낙인 이원우 최종고

서울대출판문화원 김종서

  

[그림 1] 교수저술도서 1차 전시회 모습 

1.6. 교수저술도서 전시 2차

- 전시기간 : 2011. 12. 5 ~ 2012. 5.

- 전시자료 : 유원총보역주 등 100책

1.7. (3차 전시용) 교수 저술도서 기증의뢰

  - 기증의뢰 : 2011. 10. 17.

  -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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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내용 : 

    • 상시 전시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음

    •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새로운 저술도서 출판정보 홍보와 함께 교수-학생 간 상

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됨

 

2. 명예교수 저술도서

2.1. 추진배경 

  중앙도서관에서는 본교 명예교수들이 평생에 걸쳐 집필한 저술 도서를 수집하여 학

술연구 업적을 기리고 해당 분야의 학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별

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비치하고자 하였다.

[그림 2] 명예교수 저술도서 현판 

2.2. 기증요청

  - 기증요청 명예교수 : 699명

  - 기증요청도서: 

   • 공동 저술도서, 번역서(책수, 출판연도 제한 없음)

   • 교재로 사용했던 도서

2.3. 기증요청 방법

   - 기증의뢰 우편 및 메일 발송, 포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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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증도서 처리

  - 중앙도서관 장서로 등록(별치기호 부여)

  - 비치장소: 수서정리과 6층(명예교수 문고-조정요망)

  - 기증도서 수령 방법

  - 연구실 방문 수령, 우편, 택배

  - 자택 방문 수령(기증책수가 많을 경우)

  - 명예교수 저술도서 문고 설치

  - 개요 : 중앙도서관에서는 본교 명예교수가 저술한 도서를 수집하여 업적을 기리고 

학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일까지 수집

한 도서를 정리하여 비치 

  - 문고명 : 명예교수 문고

  - 기증현황 : 기증 교수 52명, 기증도서 수 920책

  - 별치기호 : SPE(SNU Professor Emeritus)

  - 문고위치 : 6층 수서정리과 사무실 별도 공간

  - 관련 내규

   • 명예교수 저술도서 정리지침(안) 

   • 명예교수 저술도서 청구기호 구성(안)

   • 명예교수 저술도서 수증 및 보존에 따른 지침

3. 책 나눔 장터

3.1. 추진배경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학생 모니터링 요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책 물려

주기 제안에 대해 ‘책 나눔 장터(The SNU Used Book Fair)’라는 명칭으로 학생 선후

배 간의 책 물려주기 가교 역할을 하는 행사를 주관하고자 한다. 자료는 전공과목 수강 

시 보았던 책을 학생들로부터 기증 받아 졸업 시즌인 2월과 8월에 추진하고자 한다.

3.2. 행사일정

  - 홍 보 

   •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2012. 1. 20.

   • 현수막 설치(도서관 3층 출입구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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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전체에게 메일 발송, facebook 등재

  - 도서기증 접수 : 2월24일까지 중앙도서관 기증교환실에서 접수

  - 장터 도서목록 : 중앙도서관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

  - 장터 개장 : 2.27~2.29 중앙도서관 4층(U-Space)

  - 배포책수 : 1인당 3책 이내

  - 배포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선착순 배포

  - 판매가격 : 국내서 1,000원, 외국서 2,000원

               (기증자 명의로 중앙도서관 발전기금에 전액 입금)

  - 책 나눔 장터 도서기증 현황 : 90여명 참여 1,900여 책

  - 다량 기증자

   • 법대 최종고 교수   : 496책

   • 경영대 김성수 교수 : 458책

   • 의예과 이덕희 동문 : 153책

[그림 3] 책 나눔 장터 현수막 

[표 3] 자료별 수집 현황  

구분 기증자(명) 책수(책) 통계 일자 비고
교수저술도서 253 273 2011.11.17
명예교수저술도서 50 907 2011.9.19
책 나눔 장터 200 3,030 2012.2.20

계 503 4,210

    



도서관보 제134호

- 56 -

 ※ 국내외 주요사례

□ 사회과학도서관

 - 행사명: 책 나눔의 장터(스승의 손때 묻은 책 제자에 물려주기)

 - 일시: 1998. 9. 7. ∼ 9. 9.

   - 수집 책수: 13,800책 (교수 기증도서 : 3,000책, 등록 제외도서 : 6,800책 포함, 

                수입업체 협찬 외국서 4,000책)

   - 주제 분야: 인문‧사회계열 도서

   - 배부 방법: 첫째날 1,000원, 둘째날: 2책 1,000원, 셋째날: 3책 1,000원

                수입업체 협찬 외국서: 1책당 10,000원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 행사명 : 책 나눔 행사

 - 대상자료: 수증자료 중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

 - 대상책수: 800여 책 학술서적 중심

 - 횟수 : 연 1회(부정기) 1주일간(보통 1일로 행사로 종료)

 - 배부방식 : 학생증 바코드를 확인(중복방지 및 본교학생확인)

 - 추첨방식 : 1인당 5책까지

□ 책 물려주기 

   - 학생회 주관 학교 : 한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군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

학교, 전북대학교(기부米마을 참여), 경상대학교 등등

□ 외국대학 사례

McGill University (맥길대)  http://www.mcgill.ca/bookfair/ 

매년 가을에 열리는 대형 행사로써 헌책과 새책을 모두 취급하며 책뿐만 아니라 

CD, LP, DVD 및 악보도 취급한다. 미술과 건축에 관한 도서들은 따로 마련된 공간에

서 특별하게 판매한다. 이 행사로 모은 돈은 모두 맥길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며 1971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15억이 넘는 기금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2010

년 한해에만 특별 기부금 출연에 힘입어 7천5백만 원의 기금이 마련된 기록이 있다.  

Oxford University (옥스포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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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ribune.com.pk/story/264421/oxford-university-press-month-long-book-fair-begins-today/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사실상 학교 자체의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옥스포드대학 출판사의 독보적인 행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

난해 행사에서 모든 책의 가격을 품목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 행사의 특징은 책 판매에만 집중된 행사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색칠대회, 각종 낱

말게임 및 퀴즈 등의 유익한 행사들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New York University (뉴욕대)

http://www.nytimes.com/1990/10/12/books/latin-american-works-in-nyu-book-fair.html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라틴 아메리카 책들을 취급하는 책 장터로써 라틴 아메리카

의 200개가 넘는 출판사, 또 스페인과 미국의 출판사들에서 출판된 책들과 매거진이 

행사에 투입된다.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http://www.today.ucla.edu/portal/ut/five-faculty-authors-to-appear-156833.aspx

야외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열리는 행사로써 (사진 참조) L.A 타임즈가 주최하는 

대학 북페어 행사이다. 이 행사의 특징은 행사에 특별 초청된 주요 저자들과의 만나

서 작품의 대한 이야기와 간단한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University of Toronto (토론토대) http://www.uc.utoronto.ca/content/view/168/813/ 

매년 열리는 행사로써 일반적인 북 세일 행사이다. 약 7만 5천권의 책을 판매하며 

Special Collection과 희귀 도서들은 따로 배치하여 1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다. 이곳 행사의 특징은 약 6,000권의 엄선된 책들을 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배달 한다

는 것이다.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대) http://www.iowacitybookfestival.org/  

아주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 선보이는 행사로써 초대형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상

당한 준비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저자들의 강의, 저자들과의 만찬은 물론 간단한 음

식 판매와 책 관련 미술 제작 demonstration(시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다양

하게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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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센트럴 플로리다대) http://education.ucf.edu/bookfest/ 

아이오와 대학의 북 페스티벌과 비슷한 행사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분

위기의 행사이다. 특징은 이 북페스티벌을 위한 웹 사이트를 따로 운영한다는 점으로, 

그만큼 플로리다 중부에서 행해지는 도서 관련 행사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진

다. 저자와의 만남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 단일 행사인 만큼 웹

사이트에 스케줄표도 준비해서 공개하고 있다.     

Victoria College (빅토리아대) http://library.vicu.utoronto.ca/booksale/ 

토론토 대학의 행사와 유사한 일반 도서세일 행사로써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입장료 3000원을 내야한다. 모든 책은 절반 가격에 판매된다. 

University of Georgia (조지아대)

http://ugapress.blogspot.com/2011/08/dirty-book-sale-coming-in-november.html

조지아대 Press에서 주최하는 대학 행사로써,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Dirty Book 

Sale 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오래되거나 팔리지 않는 헌책 등을 

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흥미로운 내용의 도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위에 조사된 모든 행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매년 한번 씩 열리는 행사라는 점과 행

사를 위한 대대적인 준비와 홍보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행사를 위한 기획 멤버가 따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더 특별

하고 기억에 남는 행사를 위해 외부 도서관련 전문가들이나 기관들과도 끊임없는 관

례를 유지 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행사에 특정한 테마가 있는 것도 흔한 일이다. 

특정한 주제의 책들을 특별 판매하는 유형의 행사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대형 

행사일수록 반드시 저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문제점

  교수저술도서, 명예교수 저술도서, 책 나눔 장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

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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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저술도서

1.1. 홍보

  교수저술도서 기증 의뢰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수들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기증하라는 것은 저작자의 노고에 대한 무례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

실 어떤 교수들은 왜 도서관에서 책을 사지 않고 무상으로 기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

냐고 종종 문의를 한다. 이에 대해 실무자는 기증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간

곡히 사정한다. 이런 것은 업무를 함에 있어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2. 수집과 전시의 조화

  기증․교환실에서는 어렵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메일과 전화 그리고 

편지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기증을 요청한다. 그리고 4~5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전

시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자료가 그렇게 쉽게 수집되는 것이 아니다. 전시를 할 때는 

인계받은 자료에 대해 기증교환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전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1.3. 적정 보상 및 기부금 처리

  현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납본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쇄

비인 도서정가의 52%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앞으로 기증받는 자료에 대

해서는 실비 지급이나 기부금 처리 등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최소한의 예우가 있을 때 기증자나 실무자나 좀 더 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명예교수 저술도서

  명예교수 저술도서 수집은 교수저술도서 수집과 맞물려 교수님들에게도 혼란을 초

래했을 것이고, 잦은 기증 의뢰와 준비 되지 않은 수장 공간, 서고의 명칭, 별치기호 

지정 등이 추가됨으로써 업무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다.

2.1. 자료 등록의 문제

  명예교수 저술도서는 단행본 자료 외에 사진첩이나 팸플릿 같은 등록하기 곤란한 

자료들도 다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낱장이나 책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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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본 또는 보관상자 등을 제작하여 보관해야 한다.

2.2. 자료 수집의 문제

  명예교수님들은 연세가 많아 자료를 수집하러 갔을 때 지나온 역사에 대해 말씀하

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 대화중에는 귀중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정보도 있는 것이다. 자

료 수령 시에는 반드시 사서가 직접 수령하고 예의를 갖추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

이다.

2.3. 자료 수장문제

  그동안 중앙도서관에서는 고문헌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문고 외에는 문고도

서를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문고도서

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이미 설치된 문고도서에 손색이 없도록 수장 공간을 조성하여 

그분들의 평생업적을 기리는 것이 필요하다.

2.4. 문고명 부여

  이미 설치된 문고는 기증자의 호를 문고명으로 부여하였으나 명예교수 저술도서는 

개인의 문고가 아니므로 ‘명예교수 문고’로 정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증해주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5. 신규자료에 대한 운용 방안 

  위에서 언급한 ‘명예교수 문고’와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부터 등록, 정리, 보존, 

이용 등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책 나눔 장터

  ‘책 나눔 장터’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회, 장터 등에서 운용하는 행사를 

도서관이 주관하여 좀 더 많은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위한 행사이다. 지금

까지 진행된 과정 중 몇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3.1 자료의 한계

  책 나눔 장터는 본인이 사용하던 전공서적이나 교양서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어 선

후배 상호 간의 유대를 증진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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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 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 중에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등록을 하고,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만 책 나눔 행사에 내 놓는다. 

  이것은 현재 기증자료가 입수되면 복본조사를 통해서 도서관에 없는 자료만 등록하

고, 등록하지 않은 자료는 국내외 학술기관에 재기증하고 있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책 나눔 장터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3.2 기증 자료의 범위

  책 나눔 장터에 기증 받는 자료는 처음에는 전공서적으로만 제한하였으나 교양서적

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경우 기

증 받을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3. 행사지원 예산 및 인력지원

  - 홍보(게시판, 홈페이지 등재, 현수막 등)

  - 접수, 배포, 자료수집, 자료배열, 목록작성, 복본조사, 발전기금을 위한 제반 절차

  - 자료수령

3.4. 기부자에 대한 예우

  - 등록된 자료는 기증자명 처리

  - 책 나눔 기증자 목록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감사 표시

     

3.5. 업무의 과중화

  수집계획→홍보→회의→자료 수령→접수처 지정→목록작성→자료배포 계획→자료

배포→수령증 발송→기부금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인력

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의 혼선 등으로 인

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인력지원, 운송수단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Ⅵ. 맺음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

향으로 워크플로우를 설계해서 진행해야 한다.  

  책 나눔 장터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어떤 자료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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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책 나눔 

행사를 시행하면서 도서관이 기증자와 수여자 사이에서 중계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

면 주관을 할 것인지? 자료별 수집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일 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 저술도서와 명예교수 저술도서를 분리해서 수집하는 것은 자료의 수집

과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 교수저술도서를 기증하시는 분 중에는 현직 교수도 있지

만 명예교수도 있을 수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들 자료를 전수 수집한다는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다.

  둘째, 서울대학교 교수 저술도서는 학교의 자긍심과 우수학술 도서의 활용에 있어

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명예교수 문고’를 설치하기 보다는 ‘서울대학교 교수저

술 문고’로 개칭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저작물은 한 곳으로 모은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셋째, 낡고 오래된 자료 중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의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가 필요하

다.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여 희귀자료나 귀급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해야 한다. 

  넷째, 자료기증자의 예우가 필요하다. 자료를 저술한다는 것은 교수 개인 일생의 역

작이니 만큼 그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 최적의 장소에 보존함은 물론 고마움에 표

시로 최소한의 사례나 발전기금 기부금 처리 등 학교차원에서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다섯째, 책 나눔 장터에 책을 기증하는 기증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외부인들의 학외 기증자 범위로 확대하여 좀 더 폭넓은 행사

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책 나눔 장터의 인력지원 및 자료수집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책 나눔 장터 

행사는 행사 계획 수립, 게시판 및 현수막 홍보,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의 분류 정리, 

및 목록 작업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또한 행사용에 맞는 자료를 수집․분
류해야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저술도서, 명예교수 문고도서, 책 나눔 장터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의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절감

하였다. 사실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조그마한 프로젝트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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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다룬 세 가지 사업이 크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증․교환계의  전․현
직 직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가 도서관 장

서구성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고생했던 기증․교환계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한다. 기증․교환계 식구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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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연 수

해외 연수 보고서

- 미국 UCLA 도서관을 중심으로 -

                                                      홍  순  영

                                          (수서정리과 학술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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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우리 도서관의 국외 우수 대학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자는 2011년 4월 19일

부터 6월 18일까지 미국 UCLA 대학 내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n Library)에서 2개

월간의 연수 기회를 가졌다. 미국 서부 LA에 위치한 UCLA 대학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의 축약형 이름으로, 즉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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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의미하며, 같은 캘리포니아 주 소재 Stanford 및 UC Berkeley 대학과 더불어 미

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의 하나이다. 

UCLA 대학에서의 연수 기간 중 가능한 한 도서관 시스템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필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좀 더 주의 깊게 조

사한 분야는 장서개발을 비롯한 주제 전문 서비스·참고봉사·이용교육 등 정보서비스 

부문이었다. 특히 이들 관심 분야는 업무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 청취의 기회를 가졌다. 예컨대 각 업무별 책임자로서 장서개발 부문과 관련해서는 

Germaine Wadeborn 씨(Print Acquisitions) 및 Andrew Stancliffe 씨(Digital Acquisitions)

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주제전문서비스 및 참고봉사와 관련해서는 Young Research 

Library의 주제전문서비스 책임자인 Marta Brunner 씨(Research Library Collections, 

Research, and Instructional Services)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

었다. 이와 함께, 이용교육에 대해서는 UCLA는 물론 미국 내 정보활용 교육 분야의 권

위자라 할 만한  Esther Grassian 씨(Information Literacy Outreach Coordinator, UCLA 

College Library)로부터 UCLA 도서관의 이용교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UCLA 캠퍼스 내 각 도서관 방문·견학을 비롯, UC 공동 보존서고의 하

나인 SRLF 방문 등도 UCLA 도서관 시스템의 이해에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또

한 UCLA 도서관 주최 전시·행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참관했던‘Librarian of 

the Year Award’시상식 및 각 도서관별 특색 있는 전시회 등도 해외 선진 대학도서

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 연수기간 중 수행한 

UCLA 내 각 도서관 방문 및 업무 책임자 인터뷰, 그리고 자료조사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함께 보고 느낀 소견은 본 연수 보고서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UCLA 도서관 개요

  1. UCLA 대학 개요

  UCLA대학 도서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먼저 모 기관인 UCLA대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하에서는 UCLA대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 

서부 Los Angeles(* 스페인어로 ‘천사들의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에 위치한 

UCLA대학은 캘리포니아 주 소재 10개 UC(University of California)1) 계열 공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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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university)의 하나로 1919년에 설립되었다. 

  대학 구성을 보면 학부로서 인문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환경학, 국제학 

분야와 아울러 11개의 전문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11개 전문대학원 가운데 특히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는 연극․영화․TV, 예술․건축으로서 미국 내 상위 10위(U.S. News 

& World Report 평가 기준) 안에 랭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상위 25위 안에 

손꼽히는 의학, 교육․정보학, 공학․응용과학, 경영학, 법학, 공중보건, 행정학, 간호학을 

비롯하여 기타 치의학 전문대학원 등이 있다.

  2011년 기준 총 학생 수는 39,593명으로 

그 구성원은 학부생 26,162명, 대학원생 

11,995명, 기타 1,436명(인턴․레지던트) 등

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대

학원생의 경우 약 17%, 학부생은 5%에 이

른다. 한편으로 학부생의 인종 구성은 아

프리카계 4%, 히스패닉계 15%, 백인계 33%, 

아시아․태평양계 3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통계 데이터로부터 타 인종 대비 

아시아계 학생 비중이 월등히 높은 UCLA

대학의 인종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림 1] 캘리포니아 주 UC 10개 대학 캠퍼스

 

 교직원 현황은 2011년 기준 6,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교수 및 정규직 직원은 각각 

약 2,600명 및 3,7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0~11년도 회계 기준 대학의 세입 예산은 $50여 억, 세출 예산은 약 $47억

에 이른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최근의 Times 및 상해 교통대학 발표 세계대학평가([그림 2], 

[표 1])에서 각각 11위와 13위를 기록, 비약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특히 주목

할 만하다. 이와 관련 UCLA 대학의 학술연구 수월성과 관련한 역대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현재까지 총 5명의 UCLA 교수 및 6명의 동문이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1)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UC 캠퍼스는 총 10개로, UCLA(1919) 외에도 UC Berkeley(1868), UC 
San Francisco(1873), UC Santa Barbara(1944), UC Riverside(1954), UC Davis(1959), UC San 
Diego(1960), UC Irvine(1965), UC Santa Cruz(1965), UC Merced(2005)가 있다.  

 *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설립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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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ank Institution Country

1 Harvard

2 UC Berkeley

3 Stanford

10 Oxford

13 UCLA

[표 1] Shanghai Jiao Tong Univ's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2010)

  
     [그림 2] Times Higher Education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2010-11) 

  2. UCLA 도서관 개요

  전술한 것처럼 UC 계열 대학은 총 10개교에 이르며 이에 따라 10개 UC 계열 대학 

산하 도서관은 대략 100개관 이상으로, 또한 이들 도서관의 소장 장서수를 합친 총 

장서량은 약 3,500만 책에 달함으로써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대학도서관에 상응한

다 할 수 있다.

  

[그림 3] UCLA 캠퍼스 도서관 현황(총 9개관)

  UCLA 대학도서관을 구성하는 것은 [그림 3]과 같이 산하 9개 도서관으로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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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연원이 오래된 College Library(학부도서관, 1929년 완공)를 필두로 Music 

Library, Biomedical Library, Law Library, Research Library(대학원도서관), Arts 

Library, Science & Engineering Library, Management Library, UC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SRLF, 보존도서관) 등이 있다. 

[그림 4] College Library [그림 5] College Library, Main Reading Room 

  한편 UCLA 도서관 현황을 개관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UCLA 도서관 현황 

 

구  분 세부 내역 합  계

장서

총 장서수 9,151,964책 

학술지

종수

Print 23,124종
E-journal 55,339종
소계 78,463종 

E-Resources 323,604종

서비스

도서관 이용교육 1,135회 개최(21,175명 수강)
대출 책수 1,670,000책
참고질의 123,628건(제공 건수) 

ILL/DDS

서비스

Borrowed 44,592건
Loaned 42,206건 
DDS 1,540건 

직원
전문직(Librarians) 77명
일반직(Staff) 240명 
학생보조원(Students) 404명 

  (※ 출처 : UCLA Librarian Progress Repor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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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Mission 및 추진 목표    

  UCLA 도서관의 Mission은 ‘대학의 연구 및 강의 지원을 위한 학술정보 자원의 제

공’에 두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기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 UCLA 도서관의 추진 전략과 목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도서관의 경영 측면

에서 해외 동향 파악에도 다소나마 참고가 될 것이기에 이에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UCLA 도서관에서는 2006~2009년도 중기 전략계획 하에 4대 우선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1) 연구용 장서 확충

  2) 서비스의 질적 수준 고도화

  3) 정보 활용 교육 강화

  4)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 개선

     

  한편 UCLA 도서관의 2006~2009년도 중기 목표2)는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설정하

고 있는 바 그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A. 장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Transform the Collection)

   종래 UCLA 도서관의 독자적인 장서개발 방식에서 탈피, 외부 도서관과의 협력에 

의한 상호의존 및 상호 보완적인 역동적 장서개발로 전환한다.

 B. 학술 출판을 위한 공동 협력(Collaborate on Scholarly Publishing)     

   UC 전 캠퍼스 및 국가 차원의 공동협력을 통해 종래의 불합리한 학술출판 관행을 

불식하고, 지식정보 유통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창조한다.

 C. 특별 장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Make Specialized Collections Accessible)   

   UCLA 도서관 고유의 특별 장서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식별, 접근 및 이용이 가

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D. 서비스 고도화(Enrich Services)

   대학의 교육․연구․학습을 지원하는 도서관 제반 서비스의 재설계 및 이의 실제적 

구현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E. 연구 역량 강화(Improve Research Skills)

   도서관 이용교육의 보다 적극적, 전략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2) UCLA Library Strategic Plan, 2006-09. (Nov., 2005) 
   [http://www2.library.ucla.edu/pdf/UCLA%20Library%20Strategic%20Plan%202006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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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자와의 우호적인 파트너십 구축으로 학부생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

하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F. 학습 공간 개선(Enhance Learning Spaces)   

   대학의 교육․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 강화하기 위한 다기능 학습 공간의 

설계, 개발 및 제공을 도모한다.   

 

  이상의 중기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UCLA 도서관의 장서 및 서비스, 시설 등 제 업

무 영역의 추진 동력으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 성과로서 구현되고 있음을 

실제 업무현장 견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2 조직 체계    

  UCLA 도서관은 [그림 6]의 조직도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관할권을 가지는 

대학 부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도서관의 실질적 최고 경영자인 도서관장(University 

librarian)을 두고, 그 아래 부관장 및 4인의 부장급 관리자층이 UCLA 산하 각 도서관

과 주요 업무 부문을 분할하여 관장하는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부관장이 UCLA 도서관의 시설, 재무 및 경영학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다면, 

4인의 부장급 간부진(Associate University Librarian)은 각각 ‘학술 서비스’(Academic 

Services),‘장서관리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Collection Management and Scholarly 

Communication), ‘디지털 프로젝트 및 IT'(Digital Initiativ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과학도서관’(Sciences)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도에서 보듯이 ‘디지털 프로젝트 및 IT'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에는 

UCLA 산하 도서관들이 각기 소속되어 있으나, 다만 법학도서관(Law Library)만은 예

외적으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장 직속 부서로서 도서관 홍

보, 개발, 인사의 3개 부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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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CLA 도서관 조직도 

  2.3 인력 현황

  UCLA 도서관 직원은 전문직(Librarian)과 비전문직(Staff)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리

하여 전문직과 비전문직은 채용 당시의 자격요건부터 상이하며, 이후 인사평가, 근무

조건, 소속 협의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조건 하에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인사시스템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표 3]  도서관 전문직 vs. 비전문직 비교

구  분 전문직(Librarian) 비전문직(Staff)

직원 수 77명 240명 

자격 조건 
• 석사학위 이상 • 문헌정보학 전공 

학부 졸업 이상 

인사 평가 
절차

Dept. Head → Associate      
Univ. Librarian → Peer       
Review Committee

• Dept. Head에 의한 평가• 연간 0.5 Step씩 승급
 (예외적 : 1.0~1.5 Step 승급)

근무 조건 
근무시간 제약 없이 자율근무
(단, Overtime에 대한 보상은 없음)

주 40시간 근무(1 FTE 기준) 

직원 협의체
LAUC-LA(The Librarians   
Association of the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Staff Assembly

노동조합 있음
있음(단, Library Assistant V    
는 노조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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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서관 전문직의 연간 급여표

[표 5]  도서관 비전문직의 연간 급여표

  

  [표 3]~[표 5]에서는 UCLA 도서관의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인사 및 연간 급여 대비

표를 참고로 제시한다. 

  한편 상기의 전문직, 비전문직 사서와 함께 UCLA 도서관의 인력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은 학생 보조원(Student Assistant)들로서, 2011년 기준 총 

404명의 학생 보조원이 도서관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학생 보조원의 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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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필요한 도서관에서 모집 공고와 함께 면접 후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들의 수행 업무로는 대출·반납, 서가 배열, 수납 창구 업무, 자료검색 지원 등 

다양한 보조 업무가 해당된다. 학생 보조원의 직급 체계는 이분화되어 있어 학생 보

조원(Student Assistant) 및 준 직원급(Policy-Covered Staff Title)의 등급으로 구분된

다. 이하는 학생 보조원의 시간 당 급여 체계이다.      

[표 6] 도서관 학생 보조원의 급여 체계(시급 기준)

  2.4 예산 현황 

  UCLA 도서관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9~10 회계연도 기준 도서관의 

지출 경비 총액은 약 40.2백만 달러로서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430억여 원의 재정 규

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5.5%, 각종 설비 및 비

품 비용이 12.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CLA 도서관의 세입 예산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이 8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기부금 6.1%, 원문복사․배송 비용 등 서비스 

수입원 5.4%, 연구용역비 4.6%, 학생 수업료 등이 0.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보 제134호

- 74 -

[그림 7] UCLA 도서관 세출 예산 현황  
 

  

[그림 8] UCLA 도서관 세입 예산 현황 

III.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1. 장서 현황  

  UCLA 도서관의 장서개발 업무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UCLA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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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책/종/점 수 비  고

단행본 9,151,964 * E-book 601,488책 포함  

학술지

인쇄 학술지 23,124
학술지

구독 43,277

전자저널 55,339 수증  35,186

소  계 78,463 소  계 78,463
전자자원 323,604
필사본 83,302
지도 636,849

M/F 자료 6,884,147
오디오 자료 278,955

비디오 자료 36,409
사진 자료 4,091,906

컴퓨터 파일 17,177

                          [표 7] UCLA 도서관 장서 현황

                                                 

  UCLA 도서관의 단행본 장서 수는 2011년도를 기점으로 900만 책을 돌파함으로써,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20여 회원기관 가운데 10위

권에 랭크될 만큼의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09~10 회계연도 기준 단행본 구

입 예산은 4.5백만 달러로, 약 50억 원의 예산을 단행본 구입에 할당하고 있다. 

 

  2. 단행본  

  UCLA 도서관의 단행본 구입 절차는 도서 선정과 구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들 업무처리 절차는 각기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도서 선정 업무

는 UCLA 산하 도서관에 포진해 있는 약 43명의 주제전문사서가 수행하고 있으며, 기

타 이용자 추천 도서 구입(Patron Driven Acquisition, PDA)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도서 선정 및 구입과 관련한 장서개발 정책과 함께 자료 구입 예산 배분 등에 대해

서는 UCLA 도서관 업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Collection Development Council'에서 

심의․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서 선정 업무지침 상, 교과서류를 비롯 아동 문학, 흥미 

본위의 통속 소설, 요리책, 실용서(how-to-do books) 등은 선정 도서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술한 도서 선정 업무의 후속 절차로서 도서 구입 업무는 수서 부서(Acquisitions 

Dept.)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담당 직원 수는 총 25명에 이르고 있다.

  도서 구입 방식으로는 Approval Plan을 위주로 Firm Order를 병행하고 있으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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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서적상으로는 주로 YBP(Yankee Book Peddler)를 통한 도서 구입과 함께 기타 

Harrassowitz, Coutts, Ingram, Midwest 등의 서적상을 통해서도 일부 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서 입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약 20일 정도이다.

  3. 학술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술지 구독과 관련해서는 매년 급등하는 구독 비용에 대응한 

합리적인 학술지 구독 중단 및 최적의 구독 학술지 선정이 대학도서관계의 주요 현안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UCLA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중단 절차는 우리 도

서관에도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CLA 도서관에서는 학술지 구독 중단 검토 시 기본적으로 1) 전자저널과 중복 구

독하는 인쇄 학술지, 2) 이용률이 저조한 인쇄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서 구독 중단을 검토 중인 학술지 리스트(Proposed Cancellation List for Faculty 

Review)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각 학술지 Title별로 구독 여부에 대

한 교수진의 피드백 수렴을 위한 웹 양식을 제공한다. 한편 학술지 구독 중단 여부에 

대해 교수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은 UCLA 산하 각 해당 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에

게 전달되어 학술지 구독에 반영된다. 학술지 구독과 관련 전자저널의 구독은 UC 10

개 도서관의 전자자원 구독을 총괄하는 CDL(California Digital Library, 이하 CDL)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다.

[그림 9]  구독 중단 예정 학술지 목록(교수 의견 수렴용 웹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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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자원               

 

  앞서 전술하였듯이 UC 계열 10개 캠퍼스의 전자자원 구독은 CDL에서 총괄 계약함

으로써 이른바 소비자 구매력을 행사하여 2007~08년 기준 연간 약 3백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구독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 캠퍼스 공용의 전자자원 구

독 시 UCLA 산하 각 도서관에서 구독 비용을 분담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전자자원 가운데 E-book과 관련한 UCLA 도서관의 대응은 인쇄매체 도서와 

달리 상호대차(ILL) 및 지정도서(Course Reserve)로서의 이용에 제약이 많은 E-book

의 특성 상, 도입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E-book 이용은 UCLA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아직 모바일 기기에 의한 이용은 불가한 

상태이다. 한편 UC 도서관들에 있어서의 E-book 이용에 관한 최종 보고서3)가 최근 

완료됨으로써, E-book에 대한 미국 대학도서관계 이용자 피드백 파악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5. 자료별 예산 현황

  

  국내외를 막론하고 만성적인 예산 압박에 처한 대학도서관계 예산 상황에서 자료

별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운용이야말로 개개 도서관이 당면하는 중차대한 정책 결정 

사안의 하나일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UCLA 도서관의 자료 유형별 예산 집행 추이

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UCLA 도서관의 단행본과 학술지 그리고 전자자원에 대한 각 매체별 예산 집행 추이

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 단행본 vs. 학술지 vs. 전자자원 구독 비용 추이

회계연도 단행본 학술지 전자자원 합계

2005-06 $6,831,633 $7,790,034 $3,287,538 $17.9백만 
2006-07 $6.102,631 $8,364,756 $4,352,521 $18.8백만 
2007-08 $6,516,528 $8,021,917 $4,862,032 $19.4백만 
2008-09 $5,861,511 $8,099,419 $5,150,666 $19.1백만
2009-10 $4,539,267 $7,370,444 $3,211,101 $15.1백만 

3)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UC Libraries Academic e-Book Usage Survey : Springer 
e-Book Pilot Project". May, 2011. 
[http://www.cdlib.org/services/uxdesign/docs/2011/academic_ebook_usage_surve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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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수치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에 걸쳐 다소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자료 구입 예산은 최근 들어 급격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UCLA 도서관의 자료 구입 예산 감축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극도로 악화된 재

정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서, 삭감된 자료 구입 예산은 결과적으로 학술지 대비 

단행본 및 전자자원 구입 예산을 보다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단행본 vs. 학술지 vs. 전자자원 구독 비용 추이

    한편, 상기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UCLA 도서관의 단행본 대비 학술지의 투입 예

산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여기에서 다시 단행본 대비 학술지의 

예산 비율 평균값을 산출하면 단행본이 42.76%, 학술지는 57.24%로 나타나고 있어, 이

를 우리 도서관 평균값인 27%(단행본) 대비 73%(학술지)와 비교하면 UCLA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에 비해 단행본 구입 비율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단행본 vs. 학술지 예산 비율 [그림 12] 인쇄자료 vs. 전자자원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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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인쇄자료(단행본 및 학술지) 대비 전자자원의 예산 비율은 [그림 12]와 같이 인쇄자

료 지출 예산을 100%로 간주했을 때, 전자자원의 예산 비율은 과거 5년 간 21.69%(2005~06)

로부터 비중이 매년 상승하여 35.62%(2008~09)로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중, 최

근의 예산 압박으로 인해 전자자원 구독 예산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참고 ․ 연구지원서비스(Reference & Research Help)

  UCLA 도서관의 참고 ․ 연구지원서비스는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으로서 양적 ․ 질적

인 측면에서 대단히 활성화 및 고도화된 양상이다. 먼저 UCLA 도서관의 참고 ․ 연구

지원서비스를 구성하는 세부 서비스 메뉴로는 사서에 대한 참고질의로서 ‘Ask a 

Librarian’을 비롯, 주제전문사서 담당 서비스인‘Subject Specialists’,  도서관 이용

교육인 ‘Library Instruction’, 그리고 연구정보 가이드로서의 ‘Research Guides’등

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 세부 서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Ask a Librarian 

  이용자 참고질의서비스인 ‘Ask a Librarian’은 전화, E-mail을 비롯, 참고데스크 

사서와 방문 이용자와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메신저 서비스인 Chat Online 등의 방

식으로 이용자 질의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최대한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

고 있다. 특히 Chat Online은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협력형 참고질의서비스인 

QuestionPoint의 회원기관으로서 운영되어 UCLA 사서 외에도 타 도서관 사서들의 시

간대별 교대 근무 체제로 메신저를 통한 이용자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UCLA 도서관 참고질의서비스 운영 현황의 대강을 살펴보는 데는 다음에 제

시하는 몇 가지 통계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표 9]에서 나타나듯이 UCLA 산하 

도서관 중 참고질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학부도서관(44.9%)과 대학원도서관

(27.6%)으로서 이들 2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 참고질의서비스 위치 혹은 서비스 지점별 처리 현황은 대출대가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높은 50.6%, 참고질의서비스 데스크가 31.5%로 나타남으로써, UCLA 산하 

도서관에서는 이들 두 서비스 포인트가 이용자 질의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참고질의 유형 및 질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직접 방문 이용자의 단순즉답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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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함께 특정 장소에 대한 위치·방향에 대한 질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 방문 이용자의 연구지원 관련 질의는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UCLA 산하 도서관별 참고질의서비스 현황

도서관명 총 처리 건수 백분율  

College(학부도서관) 36,310 44.9%

Young Research Library(YRL: 대학원도서관) 22,285 27.6%

Management 7,077 8.8%

Law 3,819 4.7%

Biomedical Lib. 3,585 4.4%

Arts Lib. 3,549 4.4%

Science & Engineering Lib. 2,381 2.9%

East Asian Lib. 886 1.1%

Music Lib. 692 0.9%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281 0.3%

합  계 80,865 100%

 (※ 출처 : UCLA Library Reference Statistics Database, 2010. 7. 1~2011. 6. 17)

                 

[표 10] Service point별 참고질의서비스 현황

서비스 위치  총 처리 건수 백분율  

Circulation Desk 40,917 50.6%

Reference Desk 25,476 31.5%

Off-desk 8,755 10.8%

Cashier window 2,366 2.9%

A Level Service Desk 1,920 2.4%

Information Desk 875 1.1%

Office 556 0.7%

합  계 80,865 100%

 (※ 출처 : UCLA Library Reference Statistics Database, 2010. 7. 1~20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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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질의 유형 및 방법별 참고질의서비스 현황 

질의 유형 

질의응답 방법

합  계
방문 전화 E-mail 서신 메신저

문자 
메시지

Inquiry/
Ready Ref. 

52,529(39.9%) 14,034(10.7%) 4,255(3.2%) 114(0.1%) 127(0.1%) 44(0.0%) 71,103

Directional 38,288(29.1%) 2,902(2.2%) 124(0.1%) 17(0.0%) 18(0.0%) 5(0.0%) 41,354

Research
Assistance

7,248(5.5%) 1,395(1.1%) 2,057(1.6%) 29(0.0%) 69(0.1%) 41(0.0%) 10,839

Equipment
Assistance

6,912(5.2%) 173(0.1%) 48(0.0%) 26(0.0%) 7(0.0%) 3(0.0%) 7,169

Consultation 813(0.6%) 140(0.1%) 120(0.1%) 1(0.0%) 1(0.0%) 1(0.0%) 1,076

Products
delivered

16(0.0%) 0(0.0%) 156(0.1%) 0(0.0%) 1(0.0%) 0(0.0%) 173

합  계 105,806 18,644 6,760 187 223 94 131,714

  (※ 출처 : UCLA Library Reference Statistics Database, 2010. 7. 1~2011. 6. 17)

  2.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s)

  미국 내 여타 대학도서관과 같이 UCLA 도서관에서도 각 단위 도서관마다 주제전

문사서를 두어 도서관의 주요 업무영역, 즉 장서개발 및 이용자 교육을 비롯 학과와

의 연계 창구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UCLA 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로는 2010~11 회

계연도 기준 총 43명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 43명이 소속된 학문 주제 분야별 또는 단

위 도서관, 기타 컬렉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주제 분야별 주제전문사서 배치 현황 

주제 분야 세부 주제 분야 주제전문사서 수 

인문학·사회과학·지역학·민속학·법률 69개 23명 

의학·자연과학·공학·수학 60개 9명 

공연 및 시각 예술 10개 7명

특별 장서 및 고문서 컬렉션 6개 6명 

학부도서관 전 주제 2명 

 (※ 주제전문사서에 따라 복수의 주제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제전문사서  
 현원(43명)과 담당 분야별 주제전문사서 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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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제전문사서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세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UCLA Young 

Research Library의 Marta Brunner 씨와 인터뷰를 가진 바, 역사학 전공으로 대학원도

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업무를 총괄하는 Marta Brunner 씨의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 Marta Brunner(Ph.D., Head of Research Library
  Collections, Research, and Instructional Services)
 • Subjects : U.S. & British History, History of Science,  
   Linguistics, Digital Humanities

       [Marta Brunner]

  •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 단행본 구입 관련 : Approval Plan 및 Firm Order 관리

   - 학술지 및 전자자원 구독 관리

   - 자료 구입 예산 관리

   - 기증·교환 관리

  • 참고질의 서비스(Reference Services)

   - 정보검색 상담(Consultations), 온·오프라인 참고질의 서비스, Research Guides  

제작·갱신 

  • 도서관 이용교육(Library Instruction)      

  상기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은 비단 정보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속 도서관 내 장서개발과 관련된 제 업무 영역에서 폭넓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후술하는 각 주제 분야별 Research Guides의 콘텐츠 제작 및 갱신 등

에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부단한 업무역량 계발을 

도모하고 있다. 

  3. 도서관 이용교육(Library Instruction)

  앞서 전술한 UCLA 도서관의 2006~09년도 중기 목표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UCLA 

도서관에서는 특히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의 정보활용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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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UCLA 산하 도서관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

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도서관 이용교육 사례로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다

양한 맞춤형 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도서관, 즉 College Library(일

명 Powell Library)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는 UCLA College Library의 개설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다. 

  • 수업 연계 교육(Single or multiple sessions integrated into a course) : 수업과 연계

한 기본적인 자료 검색법 및 비판적인 사고 능력 함양

  • 소그룹 단위 교육(Small group instruction sessions, 3~6 students) : 도서관 자료 검

색에 대한 교육으로서, 공동연구 수행 시 적합

  • 수업 개강 오리엔테이션(Brief presentations to students in the classroom) : 매 학

기 초 수업 개강 시, 도서관 서비스 소개

  • 도서관 워크숍·맞춤형 도서관 투어(Library workshops and tailored tours) : 전자

자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매 학기 초 도서관 투어 실시

  • 자료조사 과제 수행 지원(Research assignment development) : 자료 조사가 요구

되는 학부생의 과제물 수행 지원 

  • 강의계획서 리뷰(Syllabus review) : 강의계획서 상의 수업 과제와 정보활용 교육 

연계 방안 상담

  • 정보활용 교과목 강의 지원(For-credit information literacy courses) : 학점 취득 

정보활용 교과목 강의 지원 

  한편 Young Research Library, 즉 대학원생을 주 이용자층으로 하는 대학원도서관

에서 개설 중인 교육 프로그램(2011년 봄학기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EndNote (60분)

  • EndNote Drop-in Session (60분)

  • Zotero/EndNote Drop-in Session (60분)

  • U.S. Census Information and Statistics Drop-in Session (60분)

  이외에도 상기 대학원도서관 내‘Theses and Dissertations Office’에서 상시 개설

(월~금요일, 12:00~16:00) 중인 학위논문 작성 지원교육이 있어 학위논문 작성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UCLA 도서관 개설 이용교육 관련 제반 통계정보는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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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structional Activities(SIA)’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업무 추진에 다양하게 활용

하고 있다.   

  4. Research Guides

  UCLA 도서관에서 구축․제공하는 Research Guides는 UCLA 구성원의 연구 및 학습

의 길잡이로서 매우 충실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UCLA 도서관의 Research Guides는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Research Guides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Subject Guides : 학문 주제별 가이드로서 총 206개(2011. 6. 기준)의 가이드를 제

공하고 있다. 전 주제를 54개의 대 주제로 나누고, 각 대 주제는 다시 세부 주제

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구성하고 있다. 

  • Course Guides : 강의 교과목에 필요한 맞춤형 가이드로서, 총 75개(2011. 6. 기준)

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 General Research Guides : 학문 주제와는 별도로 대학의 연구․학습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Tip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도 무척이나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 샘플 가이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표절 방지를 위한 가이드, 정보검색 Tip

   - 대학원 레벨의 연구 : 서비스, 학술자원, 기타 Tip,  데이터베이스 검색 

  

[그림 13] UCLA 도서관 Research Guides(http://guides.library.ucl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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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Research Guides 외에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튜토리얼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정보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쌍방향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튜토리얼로서는 다음의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 ‘Road to Research'(http://www.sscnet.ucla.edu/library/) : 정보활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쌍방향 학습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다.   

  • ‘Bruin Success with Less Stress'(http://www.library.ucla.edu/bruinsuccess/) : 지적

재산권, 연구 윤리, 참고문헌 인용법, 표절 방지, 기타 과제 수행을 위한 유용한 

Tip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쌍방향 학습 튜토리얼이다.

  한편 UCLA 도서관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연구․학습 지원을 위한 유용한 Free 

Software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컨대 ‘Assignment Calculator', ‘Dissertation Calculator'

가 그것이다. 

  • ‘Assignment Calculator’(http://www.sscnet.ucla.edu/library/modules/freecalc/index.php) :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에서 개발한 Free Software를 UCLA 도서관용으로 수정,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의 과제 착수 및 마감일 입력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과제 작성 일정을 수립함으로써, 과제 완료까지의 각 단계별 과제 진

행에 유용한 가이드 및 참고정보원을 제공한다. 

  • ‘Dissertation Calculator'(http://www.lib.umn.edu/help/disscalc/) : 미네소타 대학 및 

동 대학 도서관이 공동 개발한 Free Software로, 상기 ‘Assignment Calculator'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즉 이용자가 학위논문 작성 개시일과 마감일을 입력하

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일정을 수립하고, 각 작성 단

계별로 유용한 Tip 및 참고정보를 제공하는데 UCLA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의 접속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V. 도서관 시설(Library Facilities)

  UCLA 도서관 시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나 여기에

서는 우리 도서관의 당면 현안과 관련, 참고가 될 만한 사례로서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즉 보존서고와 함께 UCLA 도서관의 리노베이션(Renovation)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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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SRLF는 남가주 지역에 소재한 5개 UC 도서관(UC Irvine, LA, Riverside, San Diego, 

Santa Barbara)의 공동 보존서고로서 1987년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 북가주 지역의 

UC 계열 5개 대학 즉 UC Berkeley, Davis, Merced, San Francisco, Santa Cruz의 공동 

보존서고로는 NRLF(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가 별도로 있다. 

  SRLF의 시설 현황은 약 700만 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장서 보존환경은 온

도 60℉(약 15.5℃), 상대 습도 50%로 항온항습을 유지하고 있다. 수장하고 있는 자료 

유형을 보면, 단행본 도서, 학술지, 마이크로자료, 신문, 지도, 정부 문서, 고문서, 영

화 필름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자료 유형을 포괄한다.

  SRLF의 보존자료 관리 및 운영 상 특징을 보면 SRLF 입수 자료는 우선 크기별로 

구분한 후 입수번호 순으로 서가에 배열하고 있다. 최근의 SRLF 운영과 관련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상태로 인해 SRLF로 자료를 기탁하는 각 도서

관 및 NRLF 기탁 보존은 복본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1 copy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

는 ‘Non-duplication policy'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보존자료에 대한 디지

털화 작업도 진행 중으로서, 이 가운데에는 JSTOR가 UC 계열 대학 소장 학술지 일부

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UC JSTOR 사업 등이 포함된다.   

  SRLF에 소장된 보존자료 현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SRLF 보존자료 현황(2009~10 회계연도 기준)          (단위 : 책)  

UCLA
UC Santa 
Barbara

UC 
San Diego

UC 
Irvine

UC
Riverside

UCL 
Shared 
Print

UCL
JSTOR

Total

4,462,022 391,525 372,992 342,716 204,741 188,708 51,873 6,014,577

74% 7% 6% 6% 3% 3% 1% 100%

  

  자료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SRLF 보존자료는 UCLA 도서관 OPAC 검색 시 소장위치

가 ‘SRLF’로 표시됨으로써 자료의 식별이 용이하다. SRLF 자료는 직접 방문 이용 

외에도 대출 및 원문복사서비스 신청을 통한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자료 입수 소요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1시 이전 신청 분은 신청 당일 오후 4시 이후 이용 가능하고, 

월~금요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 혹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신청 분은 익일 오후 4시 

이후 이용 가능하다. 한편 신청자가 자료 인수하기까지 신청 자료는 1주일 간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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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RLF 서고 내부–1  [그림 15] SRLF 서고 내부-2

(영화필름 서가) 

   2. 도서관 리노베이션(Renovation)

  

  UCLA 도서관의 리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상기 인용 문구에서 보듯, YRL(Young 

Research Library) 즉 대학원도서관의 사례가 참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Young  

Research Library는 1964년 완공된 건물로서, 약 50년의 세월이 경과한 현재 2011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리노베이션에 필요한 재원은 모

두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자료 구입비 및 도서관 운영비는 그대로 보전한다는 계획 아

래,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모금을 진행 중이다.  

  리노베이션에서 추구하는 핵심 골자는 UCLA 도서관의 2006~2009년도 중기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 공간 개선’(Enhance learning spaces)으로서, 

교수 및 학생의 교육·연구·학습을 위한 최적의 공간 조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리노베이션을 통해 신규 조성 또는 개선되는 시설은 연구, 학습 공간

으로서의 Study Commons 및 Research Commons, 열람실, 공동 학습실, 컨퍼런스 센

터, 전시 공간, 라운지 및 카페 등이다.

"The YRL should be destroyed and a 21st century library built in its place. It 
is probably the most unattractive, uncomfortable, and uninviting major 
research library of a R1 institution".

- LibQUAL+2005 comment from faculty 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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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

  한편, Young Research Library의 리노베이션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

용 블로그 및 플래시 동영상을 활용한 수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친절한 안내 공지와 함께 이용불편에 대한 이용자의 암묵적 양해를 구하고 있다.

  • Research Library Renovation Blog(http://blogs.library.ucla.edu/researchlibraryrenovation)
  • Flash 동영상(http://flash.library.ucla.edu/lao/yrlflythrough.html)

  이외에도 UCLA 산하 SEL(Science & Engineering Library, 이공학도서관)에서도 최

근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여 Research Commons를 신규 오픈하였다. SEL 리노베이션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직원 사무 공간을 개조하여 Research Commons를 신규 조성한 

것으로 IT 활용 중심의 공간 구성을 통해 이용자의 공동 작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한 점이다. 또한 SEL에 공동학습실 2개실을 신규 조성한 것도 이번 리노베이션이 거

둔 성과의 하나이다.

 
 

VI. 전시 및 행사(Exhibits & Events) 

  1. 전시회(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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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YRL Study Commons 
 [그림 18] SEL Research Commons 공간 

일부 
 

  UCLA 도서관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시회 개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전

시테마는 주최하는 도서관 또는 온·오프라인 여하에 따라 각기 특색 있는 전시회를 

연출하고 있다. 일례로 필자의 연수 기간 중 전시가 진행 중이었던 Young Research 

Library에서는 미국의 소설가 겸 시나리오 작가로 LA 지역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은 

John Fante(1909~83)를 테마로 하고 있었다. ‘John Fante: A Life in the Works’라는 

제목 하에, 전시 내용으로는 그의 작품 및 관련 소품, 친필 메모 등의 진열과 함께 

John Fante가 시나리오를 쓴 영화의 장면들을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

고 있었다.

  한편 College Library(학부도서관)에서는 ‘No Greater Service: UCLA and the 

Peace Corps’를 타이틀로 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안내를 맡은 사서의 설

명으로는 John F. Kennedy 대통령 재임 당시 창설한 Peace Corps가 50주년을 맞는 

기념으로 개최하는 전시회라 한다. 특히 UCLA와 Peace Corps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1961~69년 간 미국 전역에서 자원해서 온 2,100여 명의 대학생 Peace Corps 단

원들을 UCLA에서 교육을 시킨 후 해외 파견하였는데 그 가운데 1,800여 명이 UCLA 

동문이라 한다. 따라서 Peace Corps의 역사에 크나큰 기여를 한 UCLA로서는 이와 같

은 특별 전시회의 개최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후학들에게 대학의 명예와 자부

심을 고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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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일정한 테마 하에 대학이 소장

하고 있는 가치 있는 귀중서 및 고문헌

을 지속 발굴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가

공하여 학내외에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서 공개하는 이러한 온라인 전시회는 

우리 도서관으로서도 여건만 조성된다

면 정례화하여 개최해 봄직한 아이템일 

것이다.

[그림 21]‘Wilder Shores: Lady Travelers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그림 19]‘John Fante: A Life in the 

Works’
[그림 20]‘No Greater Service’  

  UCLA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회 또한 매우 활성화된 양상이다. 

온라인 전시 사례로서 [그림 21]의‘Wilder Shores: Lady Travelers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는 Young Research Library의 Special Collections 가운데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18~19세기 여성 여행자들에 관한 고도서 및 필사본의 디지털 이미지로 구

성한 전시회이다.    

 

  2. 행사(Events)   

                                   

  UCLA 도서관의 특징 있는 행사의 하나는 ‘Librarian of the Year Award’로서 이

는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쉽사리 찾아 볼 수 없는 터라 특기할 만하다. 실제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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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사서들은 이 상을 가리켜 UCLA 도서관 사서들의 ‘오스카상’에 비유하고 있

는데, 이는 1993년부터 시작된 시상제도이다. 수상 대상자는 전문직 사서(Librarian)로

서, 도서관 직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공적 심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2~18개

월 간 탁월한 업무 성과 및 공적을 거둔 사서 1인을 최종 선정, 시상하게 된다. 

 [그림 22] ‘Librarian of the Year Award’(2011년도 수상자, 사진 중앙) 

          

  특히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전문직 사서들

의 협의체인 LAUC-LA(The Librarians Associatio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공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수상자에

게는 부상으로 상금 $250 및 탁상용 시계와 화분이 수여된다. 참고로 시상식은 

LAUC-LA 춘계 정기총회에서 개최되어 수상자에게는 보다 의미 있고 영예로운 상으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VII. 맺는말 
 

  이상에서는 UCLA 도서관에서 경험한 지난 2개월간의 연수 내용의 대강을 기술하

였다. 연수기간 동안 UCLA 도서관에서 보고 느낀 점 가운데 부러웠던 조직 문화의 

하나는 여타 미국 대학도서관들이 그러하듯이 조직 내 활발한 업무협의체 활동 및 업

무 세미나 개최 등 이를테면 토론과 학습을 통한 동반 성장의 문화였다. 즉 업무 분야

별로 관련 전문직 사서들이 참가하는 협의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어 이들 협의체는 정

기적인 모임과 더불어 매회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인트라넷에 탑재, 정보 공유를 도

모하고 현안 업무 개선 및 업무 창의성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예컨대 

업무협의체로는 장서개발 부문의 CDC(Collection Development Council), 이용자 서비

스 부문의 PSC(Public Service Council),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의 ILDAC(Inter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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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ublic Service Council Meeting

  한편으로 업무 담당 직원들에 의한 

자발적인 세미나 개최도 주목할 만한

데, 일례로 연수기간 동안 필자가 참석

한 업무 세미나로는 상호대차 업무 관련

의 ‘Everything you ever wanted to know 

about Interlibrary Loans & Document 

Delivery’세미나 외 ‘Data Management’

세미나 등이 있었다. 즉 이들 세미나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고, 개최 내

용에 관심 있는 직원은 누구나 상사의 

허가를 얻어 참석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oan & Document delivery Advisory Committee) 외 다수의 협의체가 존재한다. 

  게다가 세미나 발표 후 활발한 질의응답 또한 인상적인 대목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직원들의 업무협의체 및 업무 세미나 활성화는 그들의 부단한 업무혁

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어 필자가 느끼기에 UCLA 도서관을 통해 본 미국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특

성은 전문직(Librarian)과 비전문직(Staff)이라는 두 개의 Track으로 구성된 뚜렷

한 이원체제의 인력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신분

적 차별이 보다 심각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느낌을 받기도 했으나, 어찌 

되었건 분명한 것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일군의 역량 있는 전문직 사서들이 

UCLA 도서관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다. 즉 전문직 사서로서

의 직무 자부심과 함께 축적된 업무 경험 및 지식의 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전

문성 신장을 추구하는‘Professional Librarianship’이 도서관의 발전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쯤에서 필자는 UCLA 전문직 사서의 귀감으로

서, 연수기간 중 인터뷰를 통해 만났던 Esther Grassian 씨를 소개하며 본 연수 

보고서를 끝맺고자 한다.   

  Esther Grassian 씨는 UCLA College Library, 즉 학부도서관에서 정보활용 교

육 코디네이터로 재직 중으로서, 특히 정보활용 교육 온라인 튜토리얼의 제작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다. 즉 UCLA 도서관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튜토리얼의 제

작에 직접 관여하며, 현직 사서로서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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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제작에 필요한 IT 기술을 몸소 익히기 위해 HTML 코딩을 비롯 Dreamweaver, 

Filezilla, Fireworks, Camtasia, CSS(Cascading Style Sheet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섭렵하였다. 이와 같이 Grassian씨가 자신의 분야에서 

평생 쌓은 전문성 및 전문가로서의 투철한 직업의식은 그녀를 문헌정보학계의 

저명한 저술가의 반열에 올려놓아, 정보활용 교육 관련 단행본 저술만 해도 서

너 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직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것이 또한 

전문역량으로서 축적, 신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조직의 공동 발전으

로 이어지는 이른바 전문직 사서로서의 ‘Professional Librarianship’은 우리들 

사서직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일 것이다. 그리하여 UCLA 도서관에서의 연수기간 

동안 Esther Grassian 씨와 같은 사서직의 모범에서 받은 감동은 필자에게 있어 

남은 도서관 근무기간을 통해 직무수행의 든든한 지침으로 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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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외 연 수

Libraries and Discovery in the Pacific Century

- 2011 PRDLA 회의 참가 보고 -

                                                                이  영  미

                                       (수서정리과 학술연구지원팀)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 About PRDLA

1. PRDLA 개요

2. PRDLA Project

III. 2011 PRDLA

1. 회의 개요

2. 회의 일정

3. 회의 주제 및 내용

1) 주제 

2) 주요 발표 내용

- Sound Collaboration

- Palais Project

- Digital Dunhuang

- MPID, HKBUTube Project

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PRDLA는 환태평양 디지털도서관 연합(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의 약칭

으로 1997년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래 매년 회의와 협력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11년 PRDLA 총회는‘Libraries and Discovery in the Pacific Century’란 주제로 11

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Los Angeles의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의 여러 대학도서관에서 온 사서 및 관계자

들과 함께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마

지막 날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해 준 투어 프로그램으로 Getty Research Library와 

20th Century Fox Studio, Griffith Observatory를 돌아보며 아쉽고도 즐거운 일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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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였다. PRDLA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디지털화된 환경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및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 사서들과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

은 경험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PRDLA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2011년 총회와 관련하여 

회의 개요 및 일정을 기술한 뒤, 발표 내용 중에서 특히 흥미로웠고 인상적이었던 주

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About PRDLA 

 1. PRDLA 개요

PRDLA는 환태평양 디지털도서관 연합으로서,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주요 도서

관들의 학술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된 공동 협의체이다. 정

보 자원들을 수집·정리하고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로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한편, 정보자원의 형태와 양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단일 도서관에서 포괄적이고 방대한 정보를 유지할 수 어렵기 때문에 PRDLA

는 회원 기관 간 적극적인 자원 공유, 협력 장서 개발, 상호대차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 자원의 디지털화, 디지털 정보자원의 공

유, 협력 도서관 간 교류 협력(ILL, 인적 교류 등), 전문성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목표로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PRDLA의 탄생은 1995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이하 UCSD) 도서

관이 중국어·일본어·한국어로 된 온라인 정보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NSEP(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 국가보안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

해 UCSD는 그해 12월, 세미나를 개최하여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전문가를 초청하

였고 참여기관들과 전통적인 도서관 교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대하기로 

협약하였다. 대만의 Academica Sinica의 중국어 데이터베이스와 UCSD의 과학정보를 

상호 이용하는 최초의 협약 이후에 북경 대학, 홍콩 대학, 호주 국립대학과 유사한 협

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상호협약의 성공은 환태평양 연안의 주요 도서관 간 다각적

인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1997년 6월 UCSD가 개최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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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PRDLA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어 10월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된다. 

PRDLA의 회원은 현재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미국, 홍콩, 호주, 대만, 싱가포르, 중

국에 있는 29개 기관이며 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기관들은 

연 US $2,000을 회비로 내고 있으며 북미와 아시아를 번갈아가면서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PRDLA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도 있다. 2010년부터 북경 

대학도서관장인 Zhu Qiang이 회장을 맡고 있다. 그 밖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

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회원기관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Austrialian National University
∙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Fudan University
∙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National Taiwan University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Peking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Stanford University
∙ Tsinghua University
∙ Renmin University of China

∙ University of Auckland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해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University of Hong Kong
∙ University of Macau

∙ University of Oregon
∙ University of Otago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University of Washington

∙ Wuhan University  

∙ Zhejian University 
서울대학교는 1998년 13개 창단 멤버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유일한 한국 기관 회원

으로 매년 연례회의에 참석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PRDLA, PNC4), ECAI5) 연합총회

4) PNC(The Pacific Neighborhood Consortium) : 신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향상된 연구
와 교육을 지원하고,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 사이에 향상된 학술 커뮤니케이션, 정보 교류, 협동 
연구 등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상의 학문 공동체의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공유된 비전을 제공
한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대학들과 다양한 기관들은 이를 
통해 학문적 정보 자원의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1997년에는 행정 업무가 아시아의 선도적 학술
기관인 타이완의 Academica Sinica로 이전되었다. 회원기관으로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ranford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등 11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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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개최하여 국내외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2. PRDLA Project

PRDLA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Oceania Digital Library (ODiL)
ODiL은 오클랜드 대학, 하와이 대학, UC 샌디에고 대학도서관이 공동으로 추진하

는 협력 사업으로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오세아니아 지역 토착민의 역사와 문화유

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한다. 

ODiL 컬렉션은 참여기관의 컬렉션인 디지털화된 사진, 저널과 단행본의 전문, 비디

오와 음향 파일들로 구성된다. 또한 서지 색인과 비디지털 자원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 Pacific Rim Library (PRL)

PRDLA 회원 기관들의 디지털 컬렉션 구축에서 만들어지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2005년 OAI(The Open Archives Initiative)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계속 추진되고 있다. 홍콩 대학도서관에서 서버를 제공하고 있

으며, PRL의 검색 기능을 통해 회원 기관 간의 디지털 자원 이용 확대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 PRDLA Interlibrary Loan Pilot Project
PRLDA 회원 기관 간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적인 상호대차 시범 사업

을 시행하였다. 2005년 하와이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용이 들

지 않으며 반납도 필요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화 대학에서 1년간 사업을 수행

하였으며 2007년도에 완료하였다.  

❍ Chinese Digital Archive, 1966-1976  
호주 국립대학에서 개발 수행한 사업으로 중국 문화혁명 기간(1966-1976)과 관련한 

인쇄본과 마이크로필름 자료들 중 희귀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과 유일본을 디지털 자

료로 구축하였다. 

5) ECAI(The 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에
서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여러 분야의 학자와 관련 기관들이 디지털 맵에 대한 표준 
설정과 도구를 창조함으로써 네트워크로 연결된 문화 지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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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로서 전 세계에서 이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하고 관리가 어려운 자료들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다. 

Ⅲ. 2011 PRDLA 

1. 회의 개요 

  

2011년 PRDLA 회의는 15번째 연례총회로 11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 동안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이하 USC)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이하 UCLA)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환태평양 연안 국가의 주요 대학도서관을 비

롯한 29개 기관의 40여 명 이상의 사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Libraries and Discovery 

in the Pacific Century"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USC의 Doheny Library

에서 대부분의 일정이 진행되었고, 회의 기간 둘째 날에는 UCLA 도서관을 방문하기

도 하였다. 

[그림 1] 2011 PRDLA 회의 모습

첫 날 회의는 USC의 Catherine Quinlan(Dean of the USC Libraries)에 의한 환영인

사로 시작되었고, 이어 Ken McGollivray(USC vice provost for globalization)의 기조연

설이 있었다. Kal Lo Award 수여도 있었는데 이는 PRDLA를 만드는데 지도력을 발휘

하고 국제적인 도서관 협력과 Librarianship 형성에 기여한 Kal Lo를 기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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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오전

◦환영사
- Catherine Quinlan, Dean of the USC Libraries

◦기조연설
- McGillivray, USC vice provost for globalization

* 주제 LIBRARIES AND DISCOVERY IN THE PACIFIC CENTURY

Session 1: Creation, Cur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Future Past
- Problems to be Solved in Digitalizing Old Chinese Sources /

Ge Jianxiong, Fudan University

- Discovery Is a Journey of Surprises and Adaptations: Lessons from the

Digitization of Chinese and Japanese Rare and Special Collections /

Eleanor Yue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Panel: Images of Centuries Past Retell 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Tokiko Bazzell, Stu Dawrs, and Paula Mochida

- Discovery, Preservation and Access to the Past / Tokiko Bazzell,

University of Hawaii Manoa

2007년에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은 PRDLA 회원 도서관의 사서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디지털 도서관 이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상금을 받은 수상자는 

PRDLA 회원에게 공식적인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의에 참여하여 발표해야 

한다. 2011년 Kal Lo상 수상자는 홍콩중문대학교(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Louisa Lam이 수상하였다. Louisa Lam은 정보 기술 및 기획부의 총 책임자로서 IT 인

프라 구축, 디지털 도서관의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 기획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는‘홍콩과 미국의 기관에서 수행한 교차부문 디지털화 작업 연구의 비교’란 주제

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2년 차기 PRDLA 회의는 중국 북경 대학과 마카오 대학 도

서관의 공동 주최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2. 회의 일정

환영인사와 기조연설에 이어 본격적으로 발표들이 진행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총 

4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져 각 세션 별로 참여자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약 30분씩 이

루어졌다. 첫 날에는 세션 1~2, 둘째 날에는 세션 3~4 발표와 UCLA 도서관 견학을 하

였다. 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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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Session 2: Supporting Discovery through Enabling Technologies
- Early Medieval East Asia Timeline / Kenneth Klei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Invisible Histories: Collections off the Map / Brian Flaherty, University of Auckland

- Digital Dunhuang: A Case Study for Digital Preservation and Digital Asset

Management /Peter Zhou,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New Bridges to Users’ Virtual Spac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s Experience/ Sylvia Yap,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 Panel: Discovery: A Transpacific Curatorial Experiment /Anne Balsamo,

Nancy Lutkehaus, USC;Brian Flaherty, University of Auckland
11.10(목)

오전
Session 3: Collaboration—Intra-campus and International

- Creating a Culture of Campus Collaboration /Peter Sidorko,

University of Hong Kong

- Soun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to Create Unique Digital Music

Collections /John Vallier, University of Washington

- Cross-Sector Digitization Activities in Hong Kong and US

Organizations : A Comparison of Two Research Surveys /

Louisa La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1 Karl Lo상 수상자)

- If We Build It, They Will Come: Utilizing Digital Technologies to

Support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Haipeng Li,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Social Science Data Sharing and Management in Asia: Overview

and Future Prospects / Daniel Tsan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Collaborate to Preserve Local Treasures for Global Access: Initiatives to

Catalog and Digitize CJK Special Collections at University of

Washington /Hyokyoung Yi, University of Washington

Session 3: Collaboration—Intra-campus and International
- Creating a Culture of Campus Collaboratio /Peter Sidorko,

University of Hong Kong

- Soun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to Create Unique Digital Music

Collections /John Vallier, University of Washington

- Cross-Sector Digitization Activities in Hong Kong and US

Organizations : A Comparison of Two Research Surveys /

Louisa La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1 Karl Lo상 수상자)

- If We Build It, They Will Come: Utilizing Digital Technologies to

Support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Haipeng Li,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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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Cross-Sector Digitization Activities in Hong Kong and US

Organizations : A Comparison of Two Research Surveys /

Louisa La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1 Karl Lo상 수상자)

- If We Build It, They Will Come: Utilizing Digital Technologies to

Support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Haipeng Li,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Social Science Data Sharing and Management in Asia: Overview

and Future Prospects /Daniel Tsan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Collaborate to Preserve Local Treasures for Global Access:

Initiatives to Catalog and Digitize CJK Special Collections at

University of Washington /Hyokyoung Yi, University of Washington

Session 4: Models, Standards, and Managing the Sustainable Digital
Library
- Building an e-Infrastructure for Digital Libraries as a Model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 Rita W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On the Way to Easy Discovery and Deep Integration—the Case of

Peking University Library / Nie Hua, Peking University

- Using Metadata for Rights and Access Management: A Case Study

from the Melanesian Archive / Kathryn Creely and Brad Westbroo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Evaluation Digital Libraries Holistically / Ying Z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Group discussion: discovery interfaces and other topics Deb Holmes

Wong and Win Shih,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Panel: Discovery: A Transpacific Curatorial Experiment

Anne Balsamo, Nancy Lutkehaus, USC;Brian Flaherty, University of

Auckland

◦ UCLA 도서관 방문

3. 회의 주제 및 내용 

1) 주제 

LIBRARIES AND DISCOVERY IN THE PACIFIC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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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으로 출현한 환태평양 지역은 여러 분야의 연

구와 학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PRDLA의 세션들은 참여 기관

들이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이를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절차, 

시스템, 성공적인 전략들에 대해 살펴본다.

SESSION 1. CREAION, CUR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FUTURE PAST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장기적인 보존, 그에 대

한 접근 권한 제공에 이르기까지 도전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 세션에서는 오

래되고 희귀한 과거 유물을 디지털화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과 그것을 해결해 나

가는 과정에 대한 발표들이 진행된다. 그리고 학술 연구 도서관에서의 이러한 작업들

이 과거의 현재로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연구들을 

파생․생산하고 지역 커뮤니티와도 연결이 되는 등 놀라울 만한 기회들을 확대해 나가

는 것임을 보여준다.

SESSION 2. SUPPORTING DISCOVERY THROUGH ENABLING TECHNOLOGIES

도서관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이용자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은 교수 및 

연구 활동과 함께 아무리 방대한 컬렉션을 기본으로 디지털 자료를 통합 구축한다 하

더라도 이러한 컬렉션들을 이용자들이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

다. 이 세션의 발표들은 최신 기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선택하며 수행해야 이용

자들이 최적의 리서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최신 기술과 메타데이터 활

용, 모바일 기기, 소셜 미디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용, 차세대 검색과 시멘틱 

웹에 대한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SESSION 3. COLLABORATION--INTRA-CAMPUS AND INTERCONTINENTAL

디지털 컬렉션이 기술적인 혹은 다른 제약 때문에 등한시되면 안되는 것처럼, 디지

털 자료 구축을 위한 과정, 절차, 개념적 접근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되고 공동으로 협

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션에서는 디지털 컬렉션 구축을 위해 캠퍼스 내부 기관 또

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업 작업들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디지

털 컬렉션은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협업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확장된 자료들을 제

공하며 성공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SESSION 4. MODELS, STANDARDS, AND MANAGING THE SUSTAINABLE

DIGIT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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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기록에서부터 디지털 출판, 그 외 수많은 멀티미디어적 시도들과 같이 다양한 

디지털 개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공 모델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모델, 표준 및 가

이드라인의 개발과 적용, 관리 방식 등을 살펴본다. 

2) 주요 발표 내용
 

내용 Sound Collaboration

제목 Working Together to Create Unique Digital Music Collections

발표자 John Vallier, University of Washington

협업을 통해 구축한 독특한 디지털 음악 컬렉션 소개하고 있다.

❍ Radio Afghanistan Archive

[그림 2] Radio Afghanistan Archive 관련 기사6)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Afghanistan  

Radio and Television 센터에 있는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진행 프로젝트이다. 

이 센터에는 아프가니스탄 라디오 프로그램

과 다양한 녹음 파일들이 소장되어 있다. 

1996년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인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2001년 돌아가기

까지 모든 비이슬람 음악과 악기 연주를 금

지하였다. 이 센터의 자료들도 파괴될 뻔하

였지만 다행히 아키비스트 Mohammad Siddig

의 노력에 의해 살아남았다. 

이 아카이브에는 아프가니스탄 리더들의 연설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드라마, 아프가니스탄 전통 음악, 과거 인기 스타들의 노래 등이 

담겨있다. 인디아나 대학이 소말리아의 아카이브를 디지털 테이프로 녹음하여 보존한 

것처럼 워싱턴 대학과 관련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해 디지털 구축이 진행 중이다. 발표

자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을 오가며 진행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언어적인 커

뮤니케이션의 문제, 기술적인 차이 문제 등에 대한 극복이 필요함과 동시에 열정적인 

6) BBC news (http://news.bbc.co.uk/2/hi/programmes/from_our_own_correspondent/1979482.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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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미국 

시애틀에 있는 Crocodile Cafe에서 오디오 

엔지니어인 Jim Anderson이 직접 녹음한 

것으로, 유명하거나 무명의 수많은 아티스

트들의 라이브 공연 음악이 담겨 있다. 이 

파일들은 총 4,910 트랙, 2,840 시간, 118일 

동안의 분량으로, 인디락에서부터 펑크까

지 카페에서 공연된 기억할 만하고 에너

지 넘치는 퍼포먼스들이 깨끗한 음질로 

녹음되어 있다. [그림 3] Crocodile Cafe Collection 사이트

연구자에 대한 존경심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마무리하였다.  

❍ Crocodile Cafe Collection (http://guides.lib.washington.edu/content.php?pid=228051&sid=1887213)

Anderson은 2008년 10월 원본 레코딩을 워싱턴 대학 Ethnomusicology Archives에 

기부하였고 이 자료는 Archives와 워싱턴 대학 도서관에서 디지털로 구축하여 보관하

고 있다. 모든 컬렉션은 Libraries Media Center에서 감상할 수 있으나 Harvey Danger 

recordings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저작권 문제로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 내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

고 있다. 

내용 Palais Project

제목
Collaborate to Preserve Local Treasures for Global Access: Initiatives

to Catalog and Digitize CJK Collections at University of Washington

발표자 Hyokyoung Yi,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진행한 Palais Project를 소개하였다. James 

Bernard Palais(1934~2006)는 미국인 한국역사학자로 1968년에서 2001년까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조선시대사에 관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고 2002년

부터 2004년까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Palais 

Project는 James B. Palais의 저작물들을 목록화하고 정리한 작업으로 그의 개인장서 

10,000여권을 비롯하여 45박스의 페이퍼(Correspondence, course materials, student 

files, writings, research notes, book chapter drafts, photographs, small media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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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Digital Dunhuang

제목 A Case Study for Digital Preservation and Digital Asset Management

발표자 Peter Zhou,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그림 4]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편지  [그림 5] James B. Palais의 자료들7)

reels), computer files)들을 포함한다. 관련 학자들과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업

으로 진행되었고, 페이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 중기 실학자 유형원의 저서 

[반계수록]을 영어로 번역 작업한 자료를 발견하였다. 또한 인권을 포함한 한국의 정

치 이슈에 관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편지들도 발견되어 흥미를 끌었다. 

중국의 둔황 유물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 발표이다. 디지털 

둔황은 방문객들이 둔황 석굴에 직접 가는 대신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물에 대한 영구 보존을 실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국 정부의 막대

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학자, 컴퓨터 기술자, 복원 전문가 등 다양하

고 수많은 인력과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다. 지적, 문화적, 기술적인 도전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 둔황 석굴

둔황(敦煌)은 한 무제에 의해 건설되어 한나라와 당나라 시절에 중국과 서역을 연

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많은 순례자들과 불교 승려․화가․석공․도공들

이 이 곳을 지나면서 번영을 누렸다. 그 번영의 산물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최대 석굴

7) [그림4-5] Hyokyoung Yi, 2011 PRDLA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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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인 둔황 석굴이다. 이는 중국 간쑤성 둔황현에서 남동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

한 명사산 동쪽 절벽에 파여져 있으며, 4세기 중반 중국 전진 시대에 낙준이라는 승

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조성

된 석굴은 무려 1,000개나 되는데 이 때문에 천불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림 6] 둔황 석굴8)

둔황 석굴은 실크로드를 통해 전래된 불교가 꽃피운 결과물로, 소조불상과 벽화 등

의 많은 불교 미술품이 발견되었다. 벽화의 소재를 통해 그 시대의 불교 사상과 문화

를 살펴볼 수 있어 동서문화교류사 또는 중국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불교미술품 외에도 수많은 고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를 연구하는 둔황학의 탄생을 가져왔다. 둔황 석굴 가운데 하나인 막고굴은 그 역

사적 귀중함을 인정받아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디지털 둔황 프로젝트

중국 정부는 중국 6대 사막인 쿠무타거 사막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반세기 후에 

막고굴이 모래에 묻힐 것이라는 위기론과 함께 과도한 관람객 방문으로 적지 않게 둔

황이 훼손되었음을 인지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둔황 석굴 보호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총면적 4만 5000㎡에 달하는 둔황 석굴의 벽화와 3,390개의 불상 등 둔황 석굴의 유

물에 대한 스캔 작업을 하여 관람객들에게 가상현실(3D)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를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8) Peter Zhou, 2011 PRDLA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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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기관은 둔황 아카데미, Getty 보존 

연구소, Northwestern 대학, 浙江 대학, 그 

외 많은 중국 및 전 세계의 대학과 연구소 

기관들이 공동 작업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현재 작업하고 앞으로 작업할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 텍스트 

또는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용량이 큰 

파일들을 영구 보존하는 기술, 그리고 이

러한 구축의 결과물들을 국제적으로 제공

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그림 7] Digital Dunhuang9)

  

디지털 자산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DAM(Digital Asset 

Management: 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관리한다. 이 기술은 디

지털 자산을 쉽게 저장․검색․액세스할 수 있고, 수정 및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자산 등록, 목록, 이미지․비디오․텍스트 파일의 관리와 전송, 디지털 보존(Digital 

Preservation)의 실행이 용이하다. 또한 디지털 둔황 플랫폼에 메타데이터와 내용을 

입력하고, 고해상도 파일과 원본 문서를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디지털 둔황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에는 벽화 이미지, 동굴 퀵타임 VR, 사진, 비디

오 영상, 디지털 복원물, 메뉴스크립트, 인공유물 10,000점, 동굴 이미지의 복사본, 메

뉴스크립트를 디지털화한 마이크로필름, 동굴 파노라마와 둔황 아카데미 구성원들의 

연구물, 학자들의 연구 출판물, 서지, 색인, 용어사전, 검색도구들, 유적보존 데이터, 

기후 감시 데이터, 유적 보존용 사진, 고고학적 보고서와 그림 등이 포함되며, 그 파

일들의 형태도 tiff, jpeg, psd, cad, pdf, mov, HD video files, excel, txt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자료에 대한 통제 용어도 제공하며, 브라우징과 통제 어휘에 기반한 패싯 

서치, 메타데이터 레코드에 대한 키워드 서치, 문헌 안에서 키워드 서치, 불리언 서치, 

관련 키워드 서치 등으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로는 정교한 메타데이터 구조로 지원되는 관리 시스템으

로서의 거대한 DAM 구축, 고해상도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수백만 건의 파일 복제 저

장, 버전 제어, 에러 체킹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디지털 보존 등이 있다. 

9) 2011 Dunhuang Forum 자료 

(http://agora.ex.nii.ac.jp/~kitamoto/research/publications/kono:dunhuang11-p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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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MPID, HKBUtube Project

제목
If We Build It, They Will Come: Utilizing Digital Technologies to

Support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발표자 Haipeng Li,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 교수,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에 대한 발표이다.

❍ MPID (Medicinal Plant Image Database (http://www.hkbu.edu.hk/lib/electronic/libdbs/mpd/index.html)

HKBU Library가 School of Chinese Medicine과 협력하여 구축한 Chinese Medicine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나이다. Chinese Medicine에 관한 정보들은 여기저기에 다양하

게 존재하지만 실제로 연구자가 중요한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구축되어 있는 것은 드물다. 이러한 측면에서 School of Chinese Medicine은 학

습, 강연, 연구 활동 및 실습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2009년 11월부터 약초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직접 외부로 

나가 약초를 촬영하고 자료를 업로드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연구지원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그림 8] MPID 사이트

자료는 무료 공개라고 하지만 일부 연구

자나 기관만이 접근 가능한 제한적인 자료

도 있어 공개라는 표현이 모순적인 면이 있

다. 1,160종의 약초들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

이 체계적으로 요약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친숙한 검색 및 학습 도구를 통해 신뢰할 

만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손쉽게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발표자가 얘기한 한 에피소드에 의하면, 한 박사과정 학생이 문답 시험 중 교수가 

학생이 준비한 약초 이미지를 보고 어디서 구한 것인지 물어봤더니 구글 검색을 통해

서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실제 약초와 맞지 않는 이미지였다고 한

다. MPID처럼 전공자들이 직접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학생들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양질의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에 관한 설명은 현재는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 번역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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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확한 영어로도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일부 자료는 이미 구글을 통해서 제공하였는데 2011년 

8월부터 10월 두 달 동안의 이용량 통계를 확인한 결과, 세 나라에서 5,000건 이상 접

속하였고 이와 함께 조회된 페이지 수, 방문 회수,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홍콩이 3,476건, 중국 958건, 대만 493건, 미국 135건의 접속 순이며, 각 나라의 도시

별로도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학과 과정에 연계시

켜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며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중국의 관

련 의학자들도 실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단순히 해당 연구 단체나 커뮤니티를 지원

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 HKBUTube Project (http://www.hkbu.edu.hk/lib/hkbutube/index.html)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발표자는 어떻게 해야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 관련자와 

수많은 논의를 하였고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것 뿐 아니라 학과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Academy of Film를 시작으로,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Department of Journalism, Department of Music, Academy of Visual Arts들의 조직들

과 함께 협동하여 학생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여 올릴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게 된다. DB 구축은 Teaching & Development Grant의 지원을 받아 2010년 7월부

터 시작하였다. 

[그림 9] HongKhongBUtube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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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BUtube 사이트에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337개의 비디오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각 영상들은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Summary가 중국어와 영어로 지원된다. 또한 교

수들의 검증을 통해 추천되는‘Faculty Picks’항목, 제작 영상물의 수상 정보 및 

APA와 MLA 형태의 인용 스타일 정보를 제공하고 Facebook과도 연결되어 있다. 

  [영상물 예시]

∙ The Red Buds (Award winning)  (http://net3.hkbu.edu.hk/~lib_mss/spvod/sp-display.php?spid=10006)
∙ Mr. WHO (Animation)  (http://net3.hkbu.edu.hk/~lib_mss/spvod/sp-display.php?spid=10448)

∙ Taking Root (Faculty Pick)  (http://net3.hkbu.edu.hk/~lib_mss/spvod/sp-display.php?spid=10117)

이 영상물들은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순수 연구 제작물로서 학생들 스스로에게 참

고 자료로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학생 주도적인 시장에 초점이 맞추어

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 내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한다. 발표자가 제

시한 2010년 7월 이래 영상 이용률을 보면 On Campus 이용률 9,435건 보다도 Off 

Campus 이용률이 69,003건으로 교외에서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세 명 중 두 명은 HKBUTube

가 학생들 작업 결과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양질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되었는지, 유용한지에 대하여서도 긍

정적인 답변이 많아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Ⅳ. 나오는 말

  이상으로 2011 PRDLA 회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가장 인상적이었

던 점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구체적인 주제로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었다. 즉 고문헌에서부터 특정 인물의 자료, 지도, 사운드, 영상물, 유물 등에 이르기

까지 여러 형태와 주제를 아우르며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최신 기술을 

이용해 이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캠퍼스 

내부 기관 간, 지역 간, 국가 간 협업을 진행하며 디지털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확

보한다. 그리고 구축된 자료들을 이미지, 영상, 스토리텔링 방식의 3D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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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컬렉션들은 과거 문화적 유산을 현재로 복원하고 영구 보존한다는 

의의를 지님과 동시에, 그에 파생되는 또 다른 연구들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각종 

연구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보존할 만한 것인지, 요구되는 기술은 무엇인지,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등 나

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도서관은 앞으로 정보 자

원들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원들을 생산

하여 제공하고, 교수와 학생, 연구자 등 구성원의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회의 내용을 비롯하여 USC 동아시아 도서관의 북한 관련 서적들, 헐리

우드 영화 산업 도시답게 Doheny Library의 영화 관련 컬렉션, 구텐베르크 초판본 등 

귀중 자료와 미술작품 및 나라별 정원이 인상적이었던 Huntington Library, Getty 

Institution, Griffith Observatory 등 짧지만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느꼈던 미국 문화까

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서울대 도서

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림 10] 2011 PRDLA가 열린 USC, Doheny Library10)

10) USC Libraries Flickr(http://www.flickr.com/photos/usclibraries/6345096172/in/set-7215762812806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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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시설 현황

○ 총괄

(2011. 12. 31. 현재)

구 분
건축 연도

(년)
연 건 평 

(㎡)

좌 석 수 (석)

자 료 실 열 람 실 계

중 앙 도 서 관 1974 30,506 598 3,327 3,925

분

관

사회과학 1995 2,704 98 486 584

경 영 학 1993 1,135 19 288 307

농    학 2004 2,427 129 210 339

법    학 1983 4,149 38 298 336

의    학 1974 4,294 110 456 566

치 의 학 2003 768 36 92 128

국 제 학 1999 814 127 0 127

소    계 - 46,121 584 1,892 2,476

합          계 - 76,627 1,173 5,203 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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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면적(㎡)
좌석수
(석)

구분 위치 면적(㎡)
좌석수
(석)

열람실 1 1층 1335.61 832 단행본자료실 5층 4,950.78 200

공동학습실(10실) 〃 253 84 학위논문실 〃 375.82 -

열람실 2 2층 907.38 508 특수자료실 〃 50.5 -

열람실 3A 3층 852 505 열람실 5 〃 801.45 500

열람실 3B 〃 767.65 474 고문헌자료실 6층 1834 -

제본실 〃 204.12 - 귀중본실 〃 112.5 -

전기, 기계실 〃 984.73 - 고문헌열람.사무실 〃 275 15

매점 〃 191.63 - 일사문고 〃 76.9 -

가방보관실 〃 83.68 - 비도서자료실 〃 585.88 21

참고자료실 4층 788.51 106 마이크로자료실 〃 50 -

공동학습실(4실) 〃 68.75 20 열람실 6 〃 760.16 508

연속간행물실 〃 414 39 세미나실 〃 88.14 40

연속간행물서고 〃 1311.75 30 수서정리과 〃 935.86 -

연구지원실 〃 457.77 30 수서정리과장실 〃 37.51 -

정보검색장비실 〃 18.75 - 디지털도서관팀 〃 296.18 -

정보검색실 〃 362.89 83 정보관리과장실 〃 100.06 -

U-Space 〃 102.5 38 시스템실 〃 112.50 -

중앙홀 4층 520.2 - 항온항습실 〃 45 -

도서관장실 〃 75 - 학위논문실 〃 375.82 -

행정지원실 〃 237.16 - 참고자료서고 〃 505.61 -

대회의실 〃 112.5 40 - - - -

합   계 4,085

○ 본관 주요시설

(2011.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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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현황

(2012. 2. 29. 현재)

구 분
중 앙 분 관

총계
(명)수서

정리
정보
관리

행정
지원 계 사회

과학
경영
학 농학 법학 의학 치의

학
국제
학 계

교

원

겸보직교수 - - 1 1 1 1 1 1 1 1 1 7 8

조      교 1 - - 1 - - - 1 - - - 1 2

소 계 1 0 1 2 1 1 1 2 1 1 1 8 10

일

반

직

서  기  관 - 1 1 2 - - - - - - - 0 2

사서사무관 2 3 - 5 - - - - 1 - - 1 6

행 정 주 사 - - 1 1 - - - - - - - 0 1

사 서 주 사 6 9 1 16 2 2 2 1 3 1 1 12 28

사서주사보 14 5 - 19 - - - 2 1 1 - 4 23

전산주사보 - 3 - 3 - - - - - - - 0 3

행정서기 - 1 1 2 - - - - - - - 0 2

사 서 서 기 6 8 - 14 - - - - 1 - - 1 15

사서서기보 - - - 0 - - - - - - - 0 0

소 계 28 30 4 62 2 2 2 3 6 2 1 18 80

기

능

직

7급 - 1 - 1 - - 1 - - - - 1 2

8급 - 2 - 2 - - - 1 - - - 1 3

9급 - - 1 1 - - - - - - - 0 1

10급 - 1 - 1 - - - - - - - 0 1

소 계 0 4 1 5 0 0 1 1 0 0 0 2 7

기 성 회 직 1 1 1 3 - - 1 - - - - 1 4

계약직(자체) 3 8 2 13 4 1 1 1 1 2 10 23

총   계 33 43 9 85 7 4 5 7 8 4 4 39 124

* 공로연수(3명), 휴직자(5명), 파견자(0명) 제외



현  황

- 115 -

국내서 서양서 고서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 DDC 22
․ NLMC
․ 서울대학교 
 수정판

․ KCR 4
․ AACR2
 (표목)

․ Cutter
․ 서울대학교  
 수정판

․ DDC 22
․ NLMC
․ 서울대학교
 수정판

․ AACR2 ․ Cutter
․ 서울대학교  
 수정판

․ DDC 22
․ 서울대학교
 수정판

․ AACR2
․ KCR 4
  (국내서)

․Cutter

구 분
도서 (책) 비도서

(점)

연속간행물 (종)

국내서 국외서 e-Book 계 인쇄 전자 계

중앙도서관 1,375,446 1,134,870 452,271 2,962,587 165,409 3,788 80,327 84,115 

분

관

사회과학 26,779 57,642 0 84,421 501 207 85 292 

경영학 22,793 27,045 0 49,838 1,555 192 51 243 

농  학 60,701 97,327 0 158,028 1,286 238 36 274 

법  학 45,956 95,602 0 141,558 115 556 3,325 3,881 

의  학 48,066 163,502 844 212,412 773 657 5,005 5,662 

치의학 9,788 17,362 119 27,269 585 179 260 439 

국제학 9,343 40,240 0 49,583 6,019 243 4 247 

소  계 223,426 498,720 963 723,109 10,834 2,267 8,766 11,033 

합     계 1,598,872 1,633,590 453,234 3,685,696 176,243 6,055 89,093 95,148 

규 장 각 185,448 29 0 185,477 40,008 739 0 739 

학과및연구소 308,703 329,140 0 637,843 0 0 0 0 

총     계 2,093,023 1,962,759 453,234 4,509,016 216,251 6,794 89,093 95,887 

■ 자료 현황

○ 자료 정리도구

(2011. 12. 31. 현재)

○ 서울대학교 장서 현황

 1. 총괄표

(2011.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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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 앙
분 관

소 계 규장각 학과 및
연구소 합 계

사회과학 경영
학 농 학 법 학 의 학 치의

학 국제학

총
류

국내서 82,314 1,728 1,463 2,435 650 852 162 178 7,468 89,782 2,224 92,006

동양서 2,157 372 85 383 204 91 0 580 1,715 3,872 1 3,873

서양서 79,556 1,188 1,223 1,187 459 974 46 513 5,590 85,146 0 85,146

계 164,027 3,288 2,771 4,005 1,313 1,917 208 1,271 14,773 178,800 2,225 181,025

철
학

국내서 44,303 855 530 1,171 549 664 67 78 3,914 48,217 1,289 49,506

동양서 921 729 25 227 169 31 0 140 1,321 2,242 0 2,242

서양서 49,409 4,085 673 786 537 532 11 416 7,040 56,449 0 56,449

계 94,633 5,669 1,228 2,184 1,255 1,227 78 634 12,275 106,908 1,289 108,197

종
교

국내서 30,622 343 131 591 135 384 22 112 1,718 32,340 746 33,086

동양서 656 78 1 117 14 26 0 230 466 1,122 0 1,122

서양서 20,760 369 13 98 318 155 0 642 1,595 22,355 0 22,355

계 52,038 790 145 806 467 565 22 984 3,779 55,817 746 56,563

사
회
과
학

국내서 355,431 16,121 9,349 14,107 42,683 3,150 897 6,952 93,259 448,690 4,919 453,609

동양서 5,178 3,218 937 2,833 22,898 216 0 4,967 35,069 40,247 0 40,247

서양서 214,784 34,557 7,915 8,554 69,101 2,293 40 23,546 146,006 360,790 0 360,790

계 575,393 53,896 18,201 25,494 134,682 5,659 937 35,465 274,334 849,727 4,919 854,646

언
어

국내서 32,512 459 121 508 97 210 9 125 1,529 34,041 1,185    35,226

동양서 798 32 4 218 31 16 0 21 322 1,120 0 1,120

서양서 31,955 578 27 213 141 276 4 93 1,332 33,287 0 33,287

계 65,265 1,069 152 939 269 502 13 239 3,183 68,448 1,185 69,633

순
수
과
학

국내서 53,354 395 261 5,853 50 2,645 101 9 9,314 62,668 340 63,008

동양서 843 25 62 3,669 4 234 0 19 4,013 4,856 0 4,856

서양서 218,277 2,196 732 27,624 63 12,261 96 64 43,036 261,313 0 261,313

계 272,474 2,616 1,055 37,146 117 15,140 197 92 56,363 328,837 340 329,177

응
용
과
학

국내서 204,118 1,899 9,102 27,042 180 29,542 7,996 270 76,031 280,149 371 280,520

동양서 1,396 512 1,084 12,390 37 11,706 1,484 545 27,758 29,154 0 29,154

서양서 155,459 2,297 13,861 34,506 275 131,958 15,669 955 199,521 354,980 0 354,980

계 360,973 4,708 24,047 73,938 492 173,206 25,149 1,770 303,310 664,283 371 664,654

예
술

국내서 70,353 438 250 2,498 109 424 61 131 3,911 74,264  1,638 75,902

동양서 3,253 39 6 549 17 21 0 312 944 4,197 0 4,197

서양서 50,477 777 114 1,284 23 174 0 465 2,837 53,314 0 53,314

계 124,083 1,254 370 4,331 149 619 61 908 7,692 131,775 1,638 133,413

 2. 도서

가. 일반도서

(2011. 12. 31. 현재 / 단위 : 책수)



현  황

- 117 -

문
학

국내서 142,753 1,769 1,006 4,394 359 4,838 359 224 12,949 155,702 7,261 162,963

동양서 2,746 363 9 591 45 162 0 80 1,250 3,996 0 3,996

서양서 84,860 510 91 680 204 313 4 1,189 2,991 87,851 0 87,851

계 230,359 2,642 1,106 5,665 608 5,313 363 1,493 17,190 247,549 7,261 254,810

역
사

국내서 90,841 2,772 580 2,102 1,144 834 50 1,264 8,746 99,587 14,182 113,769

동양서 5,692 1,039 37 682 252 137 7 1,079 3,233 8,925 0 8,925

서양서 71,260 4,506 146 736 810 241 1 4,384 10,824 82,084 0 82,084

계 167,793 8,317 763 3,520 2,206 1,212 58 6,727 22,803 190,596 14,182 204,778

소

계

국내서 1,106,601 26,779 22,793 60,701 45,956 43,543 9,724 9,343 218,839 1,325,440 34,155 1,359,595

동양서 23,640 6,407 2,250 21,659 23,671 12,640 1,491 7,973 76,091 99,731 1 99,732

서양서 976,797 51,063 24,795 75,668 71,931 149,177 15,871 32,267 420,772 1,397,569 0 1,397,569

계 2,107,038 84,249 49,838 158,028 141,558 205,360 27,086 49,583 715,702 2,822,740 34,156 2,856,896

고
문
헌

국내서 268,428 0 0 0 0 4,523 0 　 4,523 272,951 151,293 424,244

동양서 0 0 0 0 0 0 0 　 0 0 28 28

서양서 133,571 0 0 0 0 1,685 0 　 1,685 135,256 0 135,256

계 401,999 0 0 0 0 6,208 0 　 6,208 408,207 151,321 559,528

정
리
중

국내서 417 0 0 0 0 0 64 0 64 481 0 481

동양서 431 0 0 0 0 0 0 0 0 431 0 431

서양서 431 172 0 0 0 0 0 0 172 603 0 603

계 1,279 172 0 0 0 0 64 0 236 1,515 0 1,515

합

계

국내서 1,375,446 26,779 22,793 60,701 45,956 48,066 9,788 9,343 223,426 1,598,872 185,448 2,093,023

동양서 24,071 6,407 2,250 21,659 23,671 12,640 1,491 7,973 76,091 100,162 29 163,968

서양서 1,110,799 51,235 24,795 75,668 71,931 150,862 15,871 32,267 422,629 1,533,428 0 1,798,791

계 2,510,316 84,421 49,838 158,028 141,558 211,568 27,150 49,583 722,146 3,232,462 185,477 4,055,782

구 분 중 앙
분 관

소 계
규장
각

학과 
및

연구소
합 계

사회과학 경영학 농 학 법 학 의 학 치의학 국제학

국 내 10,930 0 0 0 0 0 0 0 10,930 0 0 10,930 

국 외 441,341 0 0 0 0 844 119 0 442,304 0 0 442,304 

계 452,271 0 0 0 0 844 119 0 453,234 0 0 453,234 

 나. e-Book

(2011. 12. 31. 현재 / 단위 : 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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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마이크
로필름
(롤)

마이크로피
시
(매)

CD /
CF자료
(매)

슬라이드
필름
(SET)

비디오
테이프
(점)

녹  음
테이프
(개)

CD /
AVC
(매)

DVD
/ LD
(매)

CD - 
ROM
(매)

지도

(매)

악보

(매)

고문서

(매)

책판

(장)

컴퓨터
디스켓
(점)

합 계

중앙도서관 11,456 68,341 4,029 5 2,957 114 4,389 14,663 0 2,238 6,322 50,690 0 0 165,204 

분

관

사회과학 0 0 0 0 354 2 3 44 98 0 0 0 0 0 501

경영학 0 0 0 0 25 5 24 202 1,299 0 0 0 0 0 1,555

농  학 0 6 119 0 98 4 50 999 0 0 0 0 0 10 1,286

법  학 0 6 4 0 4 0 10 3 77 0 0 0 0 11 115

의  학 138 22 97 57 292 0 61 106 0 0 0 0 0 0 773

치의학 0 0 45 1 534 0 0 5 0 0 0 0 0 0 585

국제학 0 2,594 0 0 2,316 164 443 357 145 0 0 0 0 0 6,019

소  계 138 2,628 265 58 3,623 175 591 1,716 1,619 0 0 0 0 21 10,834

합     계 11,594 70,969 4,294 63 6,580 289 4,980 16,379 1,619 2,238 6,322 50,690 0 21 176,038

규 장 각 21,655 0 0 0 9 0 18 38 3 0 0 464 17,821 0 40,008 

총     계 33,249 70,969 4,294 63 6,589 289 4,998 16,417 1,622 2,238 6,322 51,154 17,821 21 216,046 

 3. 비도서
                                                             (2011. 12. 31. 현재)

* CD 또는 DVD는 Database로 취급되지 않는 단품 자료

 4. 연속간행물

  가. 인쇄자료

                                                   (2011. 12. 31. 현재 / 단위 : 종수)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신 문

동 양 서 양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중앙도서관 246 1,039 1,285 257 436 693 1,577 233 1,810 2,080 1,708 3,788 29 0 29

분

관

사회과학 40 38 78 5 1 6 112 11 123 157 50 207 6 0 6

경영학 48 51 99 0 0 0 82 6 88 130 57 187 5 0 5

농  학 20 35 55 63 35 98 84 1 85 167 71 238 0 1 1

법  학 35 128 163 27 47 74 278 41 319 340 216 556 6 3 9

의  학 8 158 166 0 14 14 405 72 477 413 244 657 0 0 0

치의학 0 45 45 4 9 13 106 15 121 110 69 179 4 0 4

국제학 4 88 92 23 55 78 28 45 73 55 188 243 10 3 13

소  계 155 543 698 122 161 283 1,095 191 1,286 1,372 895 2,267 31 7 38

합     계 401 1,582 1,983 379 597 976 2,672 424 3,096 3,452 2,603 6,055 60 7 67

규 장 각 0 739 739 0 0 0 0 0 0 0 739 739 0 0 0

총     계 401 2,321 2,722 379 597 976 2,672 424 3,096 3,452 3,342 6,794 60 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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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Journal Web-DB 합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중앙도서관 3,165 76,992 80,157 39 131 170 3,204 77,123 80,327

분

관

사회과학 0 84 84 0 1 1 0 85 85

경영학 0 33 33 9 9 18 9 42 51

농  학 0 35 35 0 1 1 0 36 36

법  학 404 2,917 3,321 1 3 4 405 2,920 3,325

의  학 0 4,972 4,972 1 32 33 1 5,004 5,005

치의학 0 258 258 0 2 2 0 260 260

국제학 0 2 2 0 2 2 0 4 4

소  계 404 8,301 8,705 11 50 61 415 8,351 8,766

합     계 3,569 85,293 88,862 50 181 231 3,619 85,474 89,093

구 분

등 록 자 료
제 적 자 료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합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편입 계

중앙도서관 9,103 14,913 1,213 25,229 498 1,119 492 2,109 5,603 2,484 4,771 12,858 15,204 18,516 6,476 40,196 518 3 91 612

분

관

사회과학 395 401 163 959 0 332 38 370 462 130 559 1,151 857 863 760 2,480 582 51 128 761

경영학 681 1,308 276 2,265 4 48 0 52 593 177 226 996 1,278 1,533 502 3,313 0 0 0 0

농  학 782 396 199 1,377 9 82 116 207 293 428 255 976 1,084 906 570 2,560 1 0 0 1

법  학 2,920 1,089 558 4,567 287 94 235 616 4,215 198 802 5,215 7,422 1,381 1,595 10,398 0 0 0 0

의  학 279 1,264 0 1,543 0 0 0 0 2,418 806 0 3,224 2,697 2,070 0 4,767 0 0 0 0

치의학 252 291 49 592 0 0 0 0 181 6 200 387 433 297 249 979 0 0 0 0

국제학 33 425 0 458 0 18 2 20 186 148 1 335 219 591 3 813 0 0 0 0

소  계 5,342 5,174 1,245 11,761 300 574 391 1,265 8,348 1,893 2,043 12,284 13,990 7,641 3,679 25,310 583 51 128 762

합     계 14,445 20,087 2,458 36,990 798 1,693 883 3,374 13,951 4,377 6,814 25,142 29,194 26,157 10,155 65,506 1,101 54 219 1,374

규 장 각 0 1,868 0 1,868 0 0 0 0 0 0 0 0 0 1,868 0 1,868 0 0 0 0

학과및연구소 0 11,875 0 11,875 0 1,616 0 1,616 0 3,353 0 3,353 0 16,844 0　 16,844 0 0 0 0

총     계 14,445 33,830 2,458 50,733 798 3,309 883 4,990 13,951 7,730 6,814 28,495 29,194 44,869 10,155 84,218 1,101 54 219 1,374

나. 전자자료

(2011. 12. 31. 현재 / 단위 : 종수)

5. 자료 등록 및 제적 현황

  가. 총괄

(2011. 12. 31. 현재 / 단위 : 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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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리 자 료
정리 중 자료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합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구입 수증 편입 계 국내동양서양 계

중앙도서관 9,386 15,091 1,213 25,690 1,688 782 492 2,962 15,258 2,626 4,771 22,655 26,332 18,499 6,476 51,307 417 431 431 1,279

분

관

사회과학 395 401 163 959 0 332 38 370 1,745 130 559 2,434 2,140 863 760 3,763 0 0 172 172

경영학 681 1,308 276 2,265 4 48 0 52 1,133 177 226 1,536 1,818 1,533 502 3,853 0 0 0 0

농  학 849 396 199 1,444 16 82 116 214 1,116 428 255 1,799 1,981 906 570 3,457 0 0 0 0

법  학 3,407 1,089 558 5,054 860 94 235 1,189 5,990 198 802 6,990 10,257 1,381 1,595 13,233 0 0 0 0

의  학 279 1,264 0 1,543 0 0 0 0 3,175 806 0 3,981 3,454 2,070 0 5,524 0 0 0 0

치의학 188 291 49 528 0 0 0 0 548 6 200 754 736 297 249 1,282 64 0 0 64

국제학 33 425 0 458 145 18 2 165 519 148 1 668 697 591 3 1,291 0 0 0 0

소  계 5,832 5,174 1,245 12,251 1,025 574 391 1,990 14,226 1,893 2,043 18,162 21,083 7,641 3,679 32,403 64 0 172 236

합     계 15,218 20,265 2,458 37,941 2,713 1,356 883 4,952 29,484 4,519 6,814 40,817 47,415 26,140 10,155 83,710 481 431 603 1,470

규 장 각 0 1,868 0 1,868 0 0 0 0 0 0 0 0 0 1,868 0 1,868 0 0 0 0

학과및연구소 0 11,875 0 11,875 0 1,616 0 1,616 0 3,353 0 3,353 0 16,844 0 16,844 0 0 0 0

총     계 15,218 34,008 2,458 51,684 2,713 2,972 883 6,568 29,484 7,872 6,814 44,170 47,415 44,852 10,155 102,422 481 431 603 1,470

구 분
국 내 서

국 외 서
합 계

동 양 서 서 양 서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중앙도서관 9,103 14,913 24,016 498 1,119 1,617 5,603 2,484 8,087 15,204 18,516 33,720

분

관

사회과학 395 401 796 0 332 332 462 130 592 857 863 1,720

경영학 681 1,308 1,989 4 48 52 593 177 770 1,278 1,553 2,811

농  학 782 396 1,178 9 82 91 293 428 721 1,084 906 1,990

법  학 2,920 1,089 4,009 287 94 381 4,215 198 4,413 7,422 1,381 8,803

의  학 279 1,264 1,543 0 0 0 2,418 806 3,224 2,697 2,070 4,767

치의학 252 291 543 0 0 0 181 6 187 433 297 730

국제학 33 425 458 0 18 18 186 148 334 219 591 810

소  계 5,342 5,174 10,516 300 574 874 8,348 1,893 10,241 13,990 7,641 21,631

합     계 14,445 20,087 34,532 798 1,693 2,491 13,951 4,377 18,328 29,194 26,157 55,351

규 장 각 0 1,868 1,868 0 0 0 0 0 0 0 1,868 1,868

학과및연구소 0 11,875 11,875 0 1,616 1,616 0 3,353 3,353 0 16,844 16,844

총     계 14,445 33,830 48,275 798 3,309 4,107 13,951 7,730 21,681 29,194 44,869 74,063

 나. 단행본

(2011. 12. 31. 현재 / 단위 : 책수)

6. 자료 정리 및 정리 중 현황

(2011. 12. 31. 현재 / 단위 : 책수)



현  황

- 121 -

구 분
자체 제본 외주 제본 합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국내 동양 서양 계

중앙도서관 2,726 1,358 453 4,537 1,525 734 6,270 8,529 4,251 2,092 6,723 13,066

분

관

사회과학 0 0 0　 0　 208 　0 472 680 　0 　0 　0 0　

경영학 0　 0　 0　 　0 276 　0 226 502 　276 　0 226　 502　

농  학 　0 0　 　0 　0 615 178 409 1,202 615　 178　 409　1,202　

법  학 0　 0　 　0 　0 573 196 764 1,533 　0 　0 　0 　0

의  학 18　 　0 76　 94　 350　 　0 1,850　2,200　 368　 　0 1,926　2,294　

치의학 　0 　0 　0 　0 73　 　0 227　 300　 73　 　0 227　 300　

국제학 　0 　0 　0 　0 193　 396　 322　 911　　193 396　 322　 911　

소  계 18　 　 76　 94　2,288 770 4,270 7,328 1,525 574 3,110 5,209

합     계 2,744 1,358 529 4,631 3,813 1,504 10,540 15,857 5,776 2,666 9,833 18,275

 7. 2011년도 제본 현황

                                                  (2011. 12. 31. 현재 / 단위 : 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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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행 본 연속간행물 합 계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일반회계 726,900 726,900 0 35,234 35,234 0 762,135 762,135 0

기성회회계 0 0 0 0 0 0 0 0 0

발전기금 5,501 5,501 0 1,723,532 1,723,532 0 1,726,989 0 0

간 접 비 50 50 0 3,321,412 3,321,412 0 3,321,463 3,321,463 0

연 구 비 0 0 0 325,000 325,000 0 325,000 325,000 0

합 계 732,451 732,451 0 5,405,178 5,405,178 0 6,135,587 4,408,598 0

구 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 간접비 연구비 합 계

중앙도서관 600,135 0 17,296,989 3,321,463 325,000 6,137,632

분

관

사회과학 28,357 0 173 0 0 0

경영학 20,316 0 173 0 0 0

농  학 25,811 0 67 0 0 0

법  학 60,113 0 1,208 0 0 0

의  학 10,000 0 310 0 0 0

치의학 17,403 0 110 0 0 0

국제학 0 0 0 0 0 0

소  계 162,000 0 2,041 0 0 0

합     계 762,135 0 17,299,030 3,321,463 325,000 6,137,632

■ 예산 현황

○ 2011년도 도서관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회계 기 성 회
회    계 발전기금 간 접 비 수입대체경비 합 계

자료구입비 762,135 0 1,668,993 3,383,096 0 5,814,224

사고이월액 0 0 77,682 0 0 77,682

운영비 195,386 808,482 364,706 748,904 267,110 2,384,588

합 계 957,521 808,482 2,111,381 4,132,000 267,110 8,276,494

○ 2011년도 자료구입비 예산

(단위 : 천원)

○ 2011년도 자료구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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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서수

(책)

서지DB

전거DB

(레코드)

디지털

콘텐츠

(건수)

구 축 계 2011년 구축량

책수 레코드 책수 레코드

중앙도서관 2,962,587 2,525,927 1,155,174 2,471,409 1,128,806 428,014 493,924

분

관

사회과학 84,421 85,408 50,214 83,004 48,587 0 0

경영학 49,838 55,069 34,318 52,932 33,194 0 0

농  학 158,028 149,696 78,598 146,780 76,895 0 0

법  학 141,558 140,477 60,389 128,886 54,085 0 0

의  학 212,412 201,633 46,549 196,544 45,241 0 0

치의학 27,269 27,163 10,328 26,745 10,143 0 0

국제학 49,583 52,307 33,816 50,691 33,146 0 0

소  계 723,109 711,753 314,212 685,582 301,291 0 0

합     계 3,685,696 3,237,680 1,469,386 3,156,991 1,430,097 428,014 493,924

규 장 각 185,477 225,416 45,839 223,671 44,904 0 0

학과및연구소 637,843 637,843 319,056 308,700 14,611 0 0

총     계 4,509,016 4,100,939 1,834,281 3,997,228 1,783,701 428,014 493,924

■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012. 1.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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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개관
일수

입관자수 관외
대출

질의
응답

개관
일수

입관자수 관외
대출

질의
응답자료실 열람실 계 자료실 열람실 계

중앙도서관 365 951,753 3,324,756 4,276,509 620,454 27,864 365 827,146 3,659,994 4,487,140 624,335 29,455

분

관

사회과학 360 75,836 192,683 268,512 23,102 5,273 360 76,735 194,750 271,485 23,452 5,385

경영학 360 55,151 293,120 348,271 12,283 3,264 358 56,262 294,125 350,387 11,964 3,152

농  학 360 39,225 90,102 129,327 19,117 4,112 360 39,471 90,909 130,380 10,935 8,770

법  학 362 81,150 188,240 269,390 15,160 6,750 362 82,275 188,576 270,851 15,233 6,633

의  학 260 138,262 350,964 489,226 27,221 22,556 260 140,535 351,843 492,378 28,523 20,332

치의학 296 40,997 - 40,997 4,316 4,881 294 38,619 - - 4,214 4,532

국제학 256 33,991 - 33,991 3,664 5,920 256 34,252 - 34,252 3,685 5,574

소  계 - 464,612 115,109 1,579,714 104,863 52,756 - 468,149 1,120,203 1,549,733 98,006 54,378

합     계 - 1,416,365 4,439,865 5,856,223 725,317 80,620 - 1,295,295 4,780,197 6,036,873 722,341 83,833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의 뢰 제 공 의 뢰 제 공 의 뢰 제 공

중앙도서관 6,076 8,538 5,435 9,055 6,268 14,785

분

관

사회과학 - 43 13 13 - 7

경영학 - 9 - 3 - 5

농  학 63 429 72 45 - 282

법  학 - 79 - 75 - 83

의  학 714 4,661 484 2,981 522 3,653

치의학 36 1,312 38 936 27 360

국제학 32 47 9 15 11 30

소  계 845 6,580 616 4,068 560 4,420

합     계 6,921 15,118 6,051 13,123 6,828 19,205

■ 이용

○ 시설 이용 현황

(2011. 12. 31. 현재)

○ 상호 이용  실적

 1. 문헌복사 이용(상호대차)

                                                     (2011. 12. 31. 현재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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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타    관
방문의뢰

본    관
이용자수

타    관
방문의뢰

본    관
이용자수

타    관
방문의뢰

본    관
이용자수

중앙도서관 1,211 97,404 1,157 99,181 836 100,152

분

관

사회과학 - 232 - 250 - 248

경영학 - 96 - 52 - 51

농  학 - 742 - 860 - 955

법  학 - 151 - 205 - 253

의  학 - 361 - 453 - 504

치의학 - 188 2 253 - 280

국제학 - 231 - 252 - 275

소  계 - 2,001 2 2,480 - 2,566

합     계 1,211 99,405 1,159 103,996 836 102,718

내    용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SOLARS
(도서관 소장자료검색)

6,395,271 6,302,524 4,734,721

SOLARSnet
(도서관 홈페이지)

20,161,346 19,259,754 18,590,739

학위논문 PDF서비스 612,411 614,413 609,607

해외 데이터베이스 3,894,478 6,126,177 6,889,028

2. 타관 방문 및 이용자수

                                              (2011. 12. 31. 현재 / 단위 : 명)

 3. 온라인 서비스

(2011. 12. 31. 현재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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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도서관

 가. 수서정리과

  ○ 희망도서 구입 상한액 상향 조정 및 긴급 도서 구입 서비스 실시

    - 대상: 박사과정 및 연구생(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내용

    · 희망도서 구입상한액 조정 :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 긴급도서 구입 서비스 실시 : 연간 1인 5책에 한하여 DHL을 통해 구입

  ○ 자료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 목적: 도서관의 목표, 이용자의 요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장서개발을 위함 

    - 1차

    · 일시: 2011. 6. 16.(목) 11:00-13:00

    · 내용: 2012년도 구독 학술지 평가 계획(안) 검토

    - 2차

    · 일시: 2011. 10. 27.(목) 11:00-13:00

    · 내용: 학술지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물 최종 검토 

  ○ 학술지 평가

    - 기간: 2011. 6. 27. ~ 8. 25.

    - 내용: 2012년도 구독대상 학술지를 평가하여 한정된 예산에서 학문 분야별 

            최우수 학술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학술지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평가위원: 계열별 30명 

  ○ 2011학년도 학부·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기간: [학부] 2011. 3. 14.∼17.  [대학원] 3. 21.∼22.

    - 교육 내용: 도서관 주요 서비스 소개 및 자료실 견학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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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이용 교육 프로그램

2011년 

상반기 SCIE 활용 논문작성법, 중국학DB, EndNote 고급, 참고문헌작성법
(APA Style, Chicago Style), 대학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하반기 화학DB SciFinder, 외부자료이용법, 국내학술지검색, 참고문헌작성
법(MLA Style, Vancouver Style)

    - 참여 인원: 약 300명(총 6회)

  ○ 이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확대 

    - 목적: 학술연구 Database 이용교육 확대로 이용자의 학술정보자원 활용 능력 증진

    - 신규 개설 내역

  ○ 도토리 Reference Desk 운영 

    - 목적: 전담 데스크 운영 및 면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신학기 방문 이용자 적극 

대응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운영 기간 및 장소: 2011. 3. 1. ∼ 3. 31.(월~금 09:00–18:00), 중앙도서관 대출실

  ○ 도토리 On(live chat) 서비스 개시 

    -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메신저 서비스로 자료 검색 및 서비스 등 이용자 문의

사항에 대한 실시간 응답 제공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운영 시간 이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의견함 연결)

    - 시행 일시: 2011. 9. 1. ~  

  ○ QR코드를 이용한 학술검색 서비스 

    - 목   적: 스마트폰 QR코드 서비스를 통한 외국학술지 검색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술지의 검색이 가능하며 online access가 가능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원문열람이 가능함으로써 학술지 이용 증대 효과 기대    

    - 방   법: 대상학술지 선택→학술지 QR 코드 스캐닝→학술지 상세, 소장정보 확

인→Online Access 가능 학술지는 원문보기 가능 스마트폰의 히스토리 

기능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학술지 소장사항 확인가능 

    - 대상자료: 중앙, 분관 및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학술지 2,000여종의 외국학술지 

  ○ 제2회 연구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중앙도서관 및 7개 분관도서관의 연구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한 담당사서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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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 10. 19(수) 10:00~13:00, 중앙도서관 대회의실  

    - 내용: 업무 담당자별 서비스 사례 발표(※ 세미나 발표자료 발간) 

     

  ○ 교수 저술 도서 전시

    - 전시 장소: 중앙도서관 4층 중앙홀

    - 전시 대상: 본교 교수가 2010년 이후 저술한 단행본 

    - 기증 요청: 교수에게 1책을 기증받아 전시

    - 저술도서 전시 현황

  

전시 일자 교수 수 전시 책수

1차(6월 2일) 111명 114책

2차(12월 6일) 100명 100책

    - 추진 경과 

    · 2011. 4. 27:  2차 e-mail 발송(교수 개인 저술도서 서명 표기 발송)   

    · OSOS시스템에 교수 저술도서 입력자료 참고(연구지원과 자료제공)

    · 2011. 4. 29: 저술도서 기증 교수님께 감사 e-mail 발송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포털사이트에 기증 현황 게시, 홍보

    · 2011. 6. 2 : 중앙도서관 전시 시작 

  ○ 명예교수 문고 설치

    - 사업 내용: 우리대학 명예교수들이 평생을 걸쳐 집필한 저술도서를 수집하여 보존

    - 추진 경과

    · 기증 요청: 2011. 7. 1. ~

    · 수령 방법: 연구실 방문수령, 우편, 착불 택배, 자택 방문 수령 등

    · 자료 정리: 단행본 1책씩 등록, 학술지 낱권 등록 

    · 문 고 명: SPE( SNU Professor Emeritus) 명예교수 문고

    · 서가 배열: 단과대학 내 기증 교수별 입수 순(청구기호 반영)

    · 비치 장소: 6층 수서정리과 내

    - 기증 현황

    · 기증 교수: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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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증 책수: 923책(보존용 등록 : 854책, 일반등록 : 25책, 등록제외 : 44책) 

  ○ 고문헌 자료 원문 구축 디지털화 사업 추진 

    - 대상 자료: 일제 강점기 국내 발행 잡지 및 고서 

    - 사업 기간: 2011. 3. ~ 2012. 1.

    · 구축 건수: 139종 1,816책(164,427면)

    · 소요 예산: 18,323,557원(용역 직원 인건비)

  ○ 탁본자료 원문 구축 

    - 연구책임: 남동신 교수(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내    용: 중앙도서관 소장 탁본자료에 대한 원문 구축

    - 구축건수: 약 60여 건

  ○ 2010년도 고문헌 이용 자료 분석 

    - 목    적: 고문헌자료실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료 운용 및 서비스 질 개선  

    - 대상자료: 2010년도 열람·이용자료(6,458책)  

    - 기대효과: 자료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향후 고문헌자료실 업무 추진 반영·활용 

나. 정보관리과

  ○ 보존도서관(수원) 개관 운영 

    - 목적: 중앙도서관 장서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8월 수원캠퍼스 구 

농학도서관을 보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률이 낮은 자료를 이관

하여 보존 및 이용에 활용

    - 추진 및 예산 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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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예 산 내 역
예산금액 

(단위 : 천원)

 2008. 2. 25.  보존도서관 공간활용 배정  리모델링 공사비 1,154,310

 2010. 1. ~ 8.  리모델링 공사  서가 및 비품 구입   634,000

 2010. 12. ~ 2011. 3.  서가설치 및 자료이전  이전 및 기타비용    36,750

 2011. 3. 30.  수원보존도서관 개관 운영 총    계 1,825,060

    - 자료현황 및 시설면적

층 별 자료 현황 책 수(책) 면적(㎡) 비고

1층  연속간행물 145,056 1,024

2층

 석․박사 학위논문 154,028

1,024
 교수임용자료   1,893

 참고자료  47,516

소    계 203,437

3층  단행본 자료      250,000 1,024  

총    계 598,493 3,072

    - 연속간행물 자료 이전 작업

    · 이전 대상 자료: 2011. 2. 14. ~ 25. 이전 

이전 대상자료 기존 위치 책 수 이전위치

연속간행물 보존1,2서고, 3층 1서고 145,056 수원 1,2층

    - 연속간행물 자료배치 현황 

층별 배치계획 면적(㎡) 서가수 비 고

1층 연속간행물 1,024 7단 472련

    - 소장위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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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료 현재 소장위치 변 경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보존서고(1) 수원 보존도서관 11

연속간행물 보존서고(2) 수원 보존도서관 12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블로그 오픈 (http://seoulfric.tistory.com)

    · 게재 내용: 이용방법, 서비스 공지, 학술지 최신 목차정보 제공 및 자연과학 

분야 학회 동향 정보 등

    · 서비스 개시: 2011. 2.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이용 지원 시스템 개발

    · 목적: 도서관 웹 자원정보 링크를 통한 이용자의 직접 신청을 지원하여 외

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자료 이용 편의 및 활성화 도모

    · 개발 기간: 2011. 9. 23. ~ 11. 30. (2011. 12. 1. 서비스 개시) 

    · 개발 내용: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자료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신청·조회·이용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

      . 관리자 페이지 구축을 통한 관리 기능 강화

    -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비 고

제공 건수 1,668 5,083 204% 급증   

  ○ 캠퍼스 간 원문 복사 온라인 서비스 실시 

    - 목적: 연건캠퍼스 내 분관(의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수원 보존도서관 소장 자

료를 온라인(My Library) 원문 복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공 

    - 이용 대상: 본교 소속 이용자 

    - 대상 자료: 연속간행물 논문, 단행본의 일부분

    - 시행일: 2011. 4. 19. ~

  ○ 국내 학술지 참고문헌 DB 구축

    - 목적: 저작권 허용 범위 내에서 서울대와 NHN이 공동으로 서울대 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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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의 참고문헌 DB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술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인용정보 서비스 제공 기여

    - 대상 자료: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국내 등재 학술지 58만 편

    - 사업 내용 

    · 논문의 표지, 목차 및 참고문헌 복사(스캐닝) 및 이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DB

를 구축하되, 서울대는 도서관 소장 인쇄본을 스캐닝하여 제공, NHN은 스

캐닝 자료를 이용하여 참고문헌DB 구축

    · 서울대는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 NHN은 Naver 전문정보

에서 일반 학술연구자들에게 무료 제공

    - 추진 일정

      2011. 6. 20.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2011. 7. ~ 2012. 6. DB 구축 

  ○ 서울대학교 교수 저작물 전시 개최

    - 추진 배경

    · 서울대학교 교수 저작물을 상시 전시하여 우리대학 연구진의 연구 활동 및 

연구 의욕 강화

    · 지식의 창조자 역할을 하는 우리대학 교수의 저작물을 전시함으로써 도서

관이 지적저작물  유통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

    · 우수한 학술 저작물의 출판정보를 제공하여 학술연구 활동 진흥

    - 전시 기간: 2011. 6. 2. ~ 상시 순환 전시

    - 전시 장소: 중앙도서관 4층 중앙홀 북카페

    - 전시 규모: 교수 저작물(번역서 포함) 100책 이내

  ○ 단행본 자료 수원 보존도서관 이관 대상자료 색출

    - 대상 책수: 245,000책

    - 대상 자료 선정 기준  

    · 2000년도 이전 입수자료 중 대출이용 횟수가 0회 자료

    · 최종 대출일이 2000년 이전인 자료 

    - 임시 이동 장소: 중도 1층 보존서고

    - 작업 일시: 2011. 7. 11. ~ 8. 10. (23일간)



주요소식

- 133 -

구   분
도서 반납

반납도서 수거
현   행 개  선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대출도서만 반납

 ․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반납

 ․ 7개 분관 및 수의학도서관 대출

   도서 반납

 ․ 기숙사 및 공과대학 도서 반납

   함 반납

·평일: 1일 2회

·토요일: 1일 1회

 
7개 분관 및 

수의학도서관

각 분관 

대출도서만 반납

 ․ 각 분관 대출도서 반납

 ․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반납

  ○ 무인 도서 반납함 운영

    - 목적: 도서관과의 이동 거리가 먼 기숙사 및 공과대학에 출입이 많은 장소를 

지정, 무인 도서 반납함을 설치·운영하여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 대출

도서를 반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공

    - 시행 일시: 2011. 8. 16. ~

    - 설치 장소: 기숙사 (900동, 920동), 공과대학(301, 302동)

    - 설치 대수: 기숙사 7대, 공대 2대

    - 운영 방법: 평일 2회, 토요일 1회 반납도서 수거 처리

  ○ 타관 반납 운영 실시

    - 목적: 중앙도서관 및 7개 분관의 “도서반납” 확대 운영 실시하여 이용자 편

의 제공

    - 시행일시: 2011. 8. 16. ~ 

    - 운영방법

      
  ○ 비도서 자료 이전 및 공간 재배치

    - 일 시: 2011. 8. 16. ~ 8. 31. 실시

    - 목 적: 자료의 이용·관리 효율성 향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이용자 서

비스 제고

    -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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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명칭 및 위치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영상자료실(4층 425호실) 비도서자료실 (615호실) DVD, Video Tape

학위논문실(6층 609-1호실) 학위논문서고 (607호실) 기초·참고자료실 관리

U-Space Room (4층 401호실) U-Space Room (425호실) 21:00까지 DVD 이용가능

  ○ 모바일 열람증 서버 교체 및 SSO 연동

    - 개발 기간: 2011. 8. 15. ~ 9. 16. 

    - 개발 내용

    · 모바일 열람증 운영 서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SSO(Single Sign On) 연동을 통한 MySNU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서

비스 개선

 

  ○ 국내 타 기관 소장 학술지 원문복사 서비스 비용 지원  

    - 목적: 연구자들의 자료 입수 부담 경감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연구 경쟁

력 향상 도모

    - 이용대상: 본교 소속 이용자 

    - 대상자료: 국내 타 기관 소장 학술지 (단행본, 학위논문, 특급우편 신청은 제외)

    - 시행일: 2011. 9. 1. ~

  ○ 통합 스토리지 도입  

    - 도입 목적

    · 통합 스토리지 도입으로 서버별 디스크 확장에 비해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 가능

    · 연결 서버: 웹서버 2대, S-Space 서버, MetaLib/SFX 서버, 인터넷디스크 서버

    - 도입 내역

    · 통합스토리지 1대: 12TB

    · 네트워크 스위치 1대: 스토리지와 서버 연결 

    - 도입 기간: 2011. 10. 4. ~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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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도서관 투시도 및 최단 경로 안내 페이지 구축 

    - 개발 내용

    · 층별 투시도 및 모바일 웹 페이지 구축

    · 자료실별 최단 경로 안내 페이지 구축

    - 개발 기간: 2011. 10. 7. ~ 11. 25. (2011. 12. 12. 서비스 개시) 

  ○ 이화여자대학교 실물 상호대차 서비스 협약 체결

    - 대상 자료: 대출 가능한 단행본 도서

    - 대출 책수: 1인당 2책

    - 대출 기간: 10일(왕복 배송기간 포함), 1회 연장 가능  

    - 이용 대상: 석ㆍ박사 학위과정생 이상   

    - 시행일: 2012. 3. 1. ~

  ○ 실물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자격 확대 

    - 대상 기관 :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이용 대상 

    · 기존 : 전임교원 및 박사 학위과정생 이상

    · 확대 : 석ㆍ박사 학위과정생 이상  

    - 시행일 : 2012. 3. 1. ~

다. 행정지원팀

  ○ 전자식 물품보관함 도입

    - 최첨단 방식의 전자식 물품보관함을 열람실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원활한 학습활

동 지원   

    - 장점: 원격관리, 편리한 이용, 보안강화 등

    - 수량: 432개 (6조×72개)

    - 가동일: 2011. 5.

  ○ 개방 열람실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지역주민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열람실의 출입관리를 통한 쾌적한 학습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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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중앙도서관 제 5, 6열람실 1,008석   

    - 내용: 신청서를 접수하여 출입증(무료)을 발급하며, 1일 이용자를 위한 일일출

입증 방식 병행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가동일: 2012. 1. 2

  ○ 직원 워크숍 개최

    - 도서관 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직원 의식 개선과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

션 증진

    - 내용: 도서관 업무 개선 방안 토의 및 단합대회

    - 장소: 충청남도 태안(수덕사-천리포수목원-해미읍성)

    - 일시: 2011. 10. 28. ~ 10. 29. (1박2일)

2. 분관

가. 경영학도서관

  ○ 교수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구지원 서비스 운영

    - 강의 지원 서비스: 강의에서 사용하는 주/부교재 등 참고문헌에 대한 서지정보 

제공, 관리, 구입하여 도서관에 소장하는 서비스

    - 학술자원 이메일 발송 서비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인쇄본)의 원문

을 파일(PDF)로 생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

비스

    - 대출자료 배달 서비스: 도서관 소장 자료 중 단행본 자료에 한하여 대출 신청 

시 1일 내로 연구실로 배달되는 서비스

    - SCI(SCI, SSCI, SCIE) 서비스: 연구에 필요한 SCI(SCI, SSCI, SCIE)급 논문의 분석

정보(등재학술지, I/F 검색)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2011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 시: 2011. 2. 17, / 2. 23

    - 대 상: 경영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 신입생

    - 내 용: 경영학도서관 이용안내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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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제관련 DB 교육 실시

    - 전문 DB 교육 강사를 통해 매학기 1회 DB 교육 실시

    - 1학기: 4월 11-12, 14-15일

    - 2학기: 9월 19, 21-23, 28일

  ○ 도서관 기부/기증 홍보 안내 실시

    - 이메일 발송 및 경영대학 뉴스레터를 통해 홍보 실시

    - 실적:

   

기증/기부자명 기증/기부 내용

엑스뻬제(학사87학번 동문)  도서 393책, 서가 6대 기증

EMBA학생회

 도서 219책, 현금 30만원, 

 문화상품권 15만원, 

 도서상품권 11만원,

 해피머니상품권 6만원

 달러 $100

윤계섭(명예교수)  도서 760여 책

변찬의(학사63학번 동문)  도서 300여 책 

  

  ○ 정보지원실 운영시간 확대

    - 2층 정보지원실 내 PC와 그룹스터디룸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자 퇴근시간 

후 11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2층 리모델링 사업 실시   

    - 내용: 도서관 2층 정보지원실, 행정실, 관장실 리모델링

    · 정보지원실: 대출반납데스크 및 이용자용 PC 재배치

    · 도서관 관장실: 도서관 행정실로 변경

    · 도서관 행정실: 이용자용 그룹스터디룸(3실)로 변경

    - 작업 기간: 2011. 2. 15. ~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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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학도서관

  ○ 메일링 서비스 및 소속 교수 기사 홈페이지 게재

    - 외국학술지를 대상으로 최신 목차 정보를 전공 교수님들께 메일링 서비스  

    - 언론사에 게재된 국제대학원 소속 교수의 기고문, 논단, 칼럼을 국제대학원 홈

페이지(Faculty Articles)에 게재

    - 국내외 신문의 사설, 칼럼 중 국제학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국제대학원 교수 

및 직원. 서울대학교 전체 보직교수에게 매일 1회 메일링 서비스 

    - 국제학 관련 교내 신착자료 목록을 월1회 교수들에게 메일링 서비스 

    (대상 도서관 : 국제학,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 

  ○ 도서관이용 오리엔테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실시   

    - 내용: 사회과학 분야. 한국학관련. End-Note

    - 대상: 국제대학원 학생

    - 횟수: 1학기 (4회) / 2학기 (5회)

 

다. 농학도서관

  ○ 농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 2011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 농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제안 및 의견 수렴

    - 농학도서관 사무실, 2011. 4. 19.

  ○ 도서관 간 대출도서 반납서비스 시행(중앙도서관 주관)

    -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 대출도서 타관 반납 서비스 가능해짐

    - 시행일 : 2011. 8. 16.

  ○ 수의대 및 조경학과 도서 수원 보존도서관 이전

    - 수의대 8,298책, 조경학과 1,550책

    - 시행일 : 2011. 12. 12.  

  ○ 구 수원 농학도서관 동판 이전 부착

    - 구 수원 농학도서관(현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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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1동 농학도서관 1층 전면부에 부착. 2011. 4. 18.  

라. 법학도서관

  ○ 법학전문대학원정기평가에서법학도서관 우수기관 선정(사례발표)

    - 일    시: 2011. 2. 25. 

    - 장    소: 대한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평가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 법학도서관 이용안내(브로슈어) 인쇄 

    - 발간 목적: 법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이용 안내

    - 수록 내용: 법학도서관 소개, 자료이용안내, 자료검색 방법, 도서관 시설 등

  ○ 법률 DB 이용자 교육

    - 법률 DB 이용자 교육: 총 4회 

    - 교육참가자: 80명 

    - 교육내용: Westlaw 검색방법(2회),  법 정보조사론 교육(2회)

  ○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2011. 1. 17. (월) 14:00 ~ 18:00

    -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서암관) 5층 506호 세미나실

    - 참가교: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한양대

    - 내  용: 제3차 정기총회 개최논의 및 2011년도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사업

  ○ 법학도서관 1층 라운지 환경개선 공사 완료

    - 목  적: 연구․학습 그룹스터디룸 및 휴게실 설치(학부생 및 대학원생 이용)

    - 내  용: 스터디룸 2실, 휴게실 1실

    - 공사기간: 2011. 4. 25. ~ 5. 23.

  ○ 2011년도 국가법률정보기관 실무자회의 참여

    - 목 적: 국가법률정보관리기관 간 주요추진사업현황 설명 및 법률정보교류를 위

한 협력 방안 논의 등

    - 일  시: 2011. 4. 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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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소: 국회도서관 및 연수원(강화도)

    - 참가자: 김혁태, 윤세희

마. 치의학도서관 

  ○ 도서관 이용안내 리플릿 발간(2011. 6.)

    - 이용자에 대한 치의학도서관 종합 안내서 제작

    - 중앙도서관과의 연계이용 및 각종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    

    - 약 8쪽 분량으로 2,000부 제작

  ○ 도서관 안내 표지 제작(2012. 7.)

    -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위치 파악에 편의 제공

    - 서가 분류판 및 도서관 각종 사인 제작

    - 단행본 서가 분류판 32개, 천정걸이 1개, 탁상형 사인 5개, 아크릴박스 1개

 

  ○ 전자자원 통합검색시스템(SFX) 및 bx 도입   

    - SFX(Open URL linking resolver) :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의 검색 결과 내에서 

그 결과와 관련된 자원과 서비스로 옮겨가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

    (예: 저널 논문이나 전자책 등의 원문보기)

    - bx: 서로 연계되어 있는 학술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학술 논문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

    - 설치 준비 및 서비스 시작: 2012. 4. ~ 5.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제2회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개최

    - 목적: 한국학 관련 사서들의 전문성 향상 및 한국학 발전 도모

    - 기간: 2011. 3. 27. ~ 3. 28.

    - 장소: 하와이대학 마노아 캠퍼스 하와이 컨퍼런스 센터

    - 참석자: 해외 및 국내 사서 50명, 규장각 참가자 10여 명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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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국학 연구 동향 및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

    · 국내외 도서관의 당면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 고문헌 수리복원실, 상태조사실, 상시 보존처리실, 소독실 설치

    - 목적: ‘2011 고문헌 보존수리사업’ 수행 시 원본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기에 규장각 내부에 작업 공간 필요

    - 설치 기간 

    · 수리복원실 : 2011. 5. 11 ~ 5. 30.

    · 상태조사실, 상시 보존처리실 : 2011. 6. 8.

    · 소독실 : 2011. 10. 26 ~ 12. 15.

  ○ 규장각 소장 “日省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지정 일자: 2011. 5. 25.

    - 지정 의의: 규장각 소장 자료 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에 이

어 4번째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한 기관이 세계기록유산 4개를 보

유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

    - 서지사항: 1752년(영조28)부터 1910년(융희4)까지 작성된, 국왕이 주체가 되는 

국정 일기. 총 2,329책

  ○ 2011 고문헌 보존 수리 사업 수행

    - 목표

    · 국보, 보물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보존·계승

    · 복제본 및 모사본 제작을 통한 문화재 활용 강화

    · 지속 가능한 고문헌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사업 기간

    · 2011년 6. ~ 12.

    · 2015년까지 5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예정

    - 사업 내역

   1) 국가 지정문화재 등 수리 복원 사업

    · 사업자: 정재 문화재보존연구소(대표:박지선)

    · 대상 자료: 승정원일기, 십칠사찬고금통요, 고려사 등 3종 2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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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방법

      - 표지 재질 분석 및 내부종이 분석에 따른 재료준비

      - 내부 건식 및 습식 클리닝 후 수리복원

      - 염색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색으로 천연염색

   2) 고문헌 수리 복원 사업 

    · 사업자: 정재 문화재보존연구소(박지선)

    · 대상 자료: 존호도감의궤등 1축 10책

    · 사업 방법

      - 표지 재질 분석 및 내부종이 분석에 따른 재료준비

      - 족자에 사용된 안료분석

      - 내부 건식 및 습식 클리닝 후 수리복원

      - 염색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색으로 천연염색

      - 철장 및 변철 부분 복원

   3)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 사업자: ㈜미래영상(김석란)

    · 대상 자료: 태조·정종·태조·세종(일부)실록 75책

    · 사업 방법

      - 원형복제(밀납 제거, 원본 물성 분석을 통한 동일재료 사용)

    · 특이사항

      - 세종실록의 원본상태상 고품질의 이미지 확보가 어려워 동일수량으로 

문종·단종실록(일부)을 복제하기로 계약 변경

   4) 의궤 등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 사업자: ㈜다해미디어(최윤숙)

    · 대상 자료: 송조표전총류, 보인소의궤, 초계문신제명록, 삼강행실도등 7책 

원형복제

    · 사업 방법

      - 원형복제

      - 의궤 그림은 모사, 원본 물성분석을 통한 동일재료 사용

   5) 고지도 모사본 제작 사업

    · 사업자: ㈜세종문화재연구소(김민)

    · 대상 자료: 아국총도, 전주지도, 도성도등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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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방법

      - 원형모사

      - 원본 물성분석을 통한 동일재료, 방법 사용

   6)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자: ㈜아이네크(이진우)

    · 대상 자료: RFID태그 작업 약 25,000책

    · 사업 방법

      - e-규장각의 서지정보를 도서관리시스템에 적용(데이터 변환)

      - 고도서용 RFID태그 제작(120,000개)

      - RFID태그 고도서 삽입 및 정보입력(25,000책)

      - 상태조사시스템 개발

   7) 상시 보존 처리 작업

    · 사업자: ㈜해인종합상사(임태균)

    · 대상 자료: 약 27,000책

    · 사업 방법

      - 고도서 먼지 및 이물질 제거

      - 포쇄 및 접힌 부분 펼침 작업

   8) 책판문화재 수리 복원 사업

    · 사업자: 대권공예(권우범)

    · 대상 자료: 약 1,400개

    · 사업 방법

      - 책판 손잡이 탈락부분의 수리복원 및 먹물 취색

      - 수종 및 안료 분석 후 원형제작 당시와 동일하게 복원

      - 기존에 탈락되어 보관하고 있던 손잡이는 최대한 원 책판을 찾아서 복원

   9) 조선왕조실록 보관함 등 보존처리사업

    · 사업자: 와우목공방(양석중)

    · 대상 자료: 조선왕조실록 보관함 등 4종 43점

    · 사업 방법

      - 현 상태 최대한 유지

      - 2차 손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갈라진 부분은 동일목재로 복원하되, 

신재로 완전히 복원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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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옻칠은 동일한 칠의 형태로 부분 칠을 원칙으로 함

     - 목재함 내부에 붙여진 들뜬 한지는 그대로 복원

   10) 현판 문화재 보존 처리

    · 사업자: 와우목공방(양석중)

    · 대상 자료: 수교현판 등 9점

    · 사업 방법

      - 수종 및 안료 분석

      - 현 상태 최대한 유지

      - 충해 흔적 부분은 이물질 제거후 충진

      - 갈라지거나 탈락된 부분은 동일 목재로 복원

      - 안료분석 데이터에 따라 원형모사

   11) 책갑 제작 사업

    · 사업자: 대권공예(권우범)

    · 대상 자료: 실록 150개, 의궤 320개, 호적·양안 100여개

    · 사업 방법

      - 대상자료 규격조사

      - 국산목재(오동나무, 홍송)로 전통 짜맞춤, 입함

   12) [취규루] 현판 복제본 제작

    · 사업자: 고원각자연구원(김각한)

    · 내용: [취규루] 현판 원형복제

    · 사업 방법

      - 수종 및 단청 안료분석

      - 국산 목재를 사용하여 원형 복제본 제작

   13) 소독시스템 제작·설치 사업

    · 사업자: ㈜한국종합방제(이갑우)

    · 내용: 훈증소독 약제 및 불활성가스 소독시스템 제작·설치

    · 운영 방법

      - 소장 고문헌 소독

      - 서고 출납자료 소독

      - 기증, 기탁 도서 소독

    - 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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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복원 사업 저변 확대

    · 한지 제조 및 천연염색 등 전통기술 복원

    · 고문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시스템 마련

    · 복제본 및 모사본 제작을 통한 문화재 활용 강화

    · 소독 시스템을 통한 전적 문화재의 항구적 보존시스템 구축

  ○ 방충 소독 실시

    - 목적

    · 고전적 보존에 해를 끼치는 충․균의 박멸로 기록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관리

    · 소장자료의 보존환경 유지와 연구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

    - 기간: 2011. 7. 25. ~ 7. 30.

    - 소독 실시 장소: 규장각 열람실, 전시실, 사무실, 연구실 등

    - 소독 방법: 연무소독, 잔류 분무 소독, 바퀴벌레 소독

  ○ 대동여지도 간행 15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 전시 제목: ‘조선을 그리다, 조선을 만나다 – 지도·길·여행 이야기’

    - 전시 기간: 2011. 8. 23. ~ 12. 17.

    - 전시 장소: 규장각 전시실

    - 전시 작품: ‘대동여지도’, ‘동여도’등 지도 및 고문헌 자료 14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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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동 정

■ 국외출장

출 장 기 간 출 장 자 출 장 목 적 장소

4. 28. ~ 5. 4. 조진영, 남궁선희

HKUL 10th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가

방콕

6. 22. ~ 6. 30. 박지향 관장
ALA(미 도서관협회) 

연례총회 참가
미국

8. 12. ~ 8. 22. 김성자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IFLA) 참가
푸에르토리코

10. 17. ~ 10. 23. 박진만
EDUCAUSE Annual 

Conference 참석
미국

11. 6.~ 11. 12. 박지향 관장, 이영미

PRDLA(환태평양 

전자도서관협의체) 

연례총회 참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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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 및 포상 (2011. 1. 1. ~ 2012. 2. 29.)

□ 보직

  2011. 4. 1  박지향(인문대학 교수)          중앙도서관장

  2011. 2. 6  박진수(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경영학도서관장

  2011. 3. 9  류인철(치의학대학원 교수)      치의학도서관장  

  2011. 8. 1  이준호(농생명공학부 교수)      농학도서관장

  2011. 8. 1  박철희(국제대학원 부교수)      국제학도서관장

  2011. 9. 1  서정욱(의과대학 교수)          의학도서관장

□ 신규 임용

  2011. 9. 1  안기택(수서정리과, 조교)

 

□ 승진

  2011. 7.28  이정주 행정주사(행정지원팀)

  2011. 7.28  황영숙 사서주사(정보관리과)

  2011. 7.28  이윤경 사서주사보(수서정리과)

  2011. 9. 1  김은식 기능7급(수서정리과)

  2011. 9.19  김순옥 사서주사(행정지원팀)

  2011. 9.19  이민경 사서주사보(정보관리과)

  2011.10. 1  이주석 사서주사(수서정리과)  

  2011.12.27  빙재섭 기능7급(수서정리과)

  2011.12.31  정창원 기능9급(정보관리과)

□ 겸무 

  2012. 1. 4  김성자(정보관리과장)  수서정리과장

□ 전보 

  2011. 1. 1  홍성수 행정지원팀

  2011. 1. 1  이재룡 입학관리과

  2011. 1. 5  장석일 수서정리과

  2011. 1. 5  김성자 정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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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21  권영미 수서정리과

  2011. 3.10  류양님 수서정리과

  2011. 3.10  김현준 정보관리과

  2011. 3.10  장준수 정보관리과

  2011. 3.10  최선희 정보관리과

  2011. 3.10  정희주 행정지원팀

  2011. 3.10  채종병 사회과학도서관

  2011. 3.10  김혁태 법학도서관

  2011. 3.10  박  진 의학도서관

  2011. 3.10  박봉금 치의학도서관

  2011. 3.10  김선희 국제학도서관

  2011. 3.29  조선태 중앙도서관

  2011. 3.29  김현미 연구처

  2011. 3.29  나혜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4. 1  송화숙 경영학도서관

  2011. 4. 1  조선태 농학도서관

  2011. 5. 2  조진영 정보관리과

  2011. 5. 2  안지원 행정지원팀

  2011. 5. 2  최영숙 인문대학

  2011. 7. 8  송준용 수서정리과

  2011. 8. 4  장신문 정보관리과

  2011. 8. 4  김경봉 수서정리과

  2011. 9. 5  박정희 수서정리과

  2011. 9. 5  박장표 정보관리과

  2011. 9. 5  민세영 수서정리과

  2011. 9. 5  이태순 의학도서관

  2011. 9. 5  장혜영 정보관리과

  2011. 9. 5  최선희 수서정리과

  2011. 9.27  최명훈 사무국 재무과

  2011.10.11  김원찬 정보관리과

  2011.12.22  안기택 정보관리과

  2011.12.30  박애신 박물관

  2011.12.30  김현미 중앙도서관

  2012. 1. 1  황영숙 의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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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 1  권광희 수서정리과

  2012. 1. 1  강연아 수서정리과

  2012. 1. 1  유재아 수서정리과

  2012. 1. 1  장신문 수서정리과

  2012. 1. 1  황경애 수서정리과

  2012. 1. 1  안유경 수서정리과

  2012. 1. 1  이은주 수서정리과

  2012. 1. 1  홍주연 수서정리과

  2012. 1. 1  안지원 정보관리과

  2012. 1. 1  김현미 수서정리과 

  2012. 1. 1  안기택 수서정리과

  2012. 1. 1  송준용 정보관리과

  2012. 1. 1  빙재섭 정보관리과

  2012. 1. 1  최영순 정보관리과(복직)

  2012. 1. 4  김영찬 행정지원팀

  2012. 1. 4  홍순영 수서정리과

  2012. 1. 4  김기태 정보관리과

  2012. 1. 4  윤문자 정보관리과

  2012. 1. 4  이주석 정보관리과

  2012. 1. 4  김현미 정보관리과

  2012. 1. 4  송준용 수서정리과

  2012. 1.11  김승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1.12  김창섭 법학도서관

  2012. 1.30  김순옥 경영학도서관

  2012. 1.30  김삼례 국제학도서관

  2012. 1.30  김선희 사회과학도서관

  2012. 1.30  강연아 정보관리과

  2012. 1.30  김현자 정보관리과

  2012. 1.30  박정순 정보관리과

  2012. 1.30  박현우 치의학도서관

  2012. 1.30  김옥수 수서정리과

  2012. 1.30  이정수 수서정리과

  2012. 1.30  김화택 수서정리과

  2012. 1.30  이숙희 수서정리과

  2012. 1.30  박천정 수서정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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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30  김소미 정보관리과

  2012. 1.30  박상근 정보관리과

  2012. 1.30  이은주 정보관리과

  2012. 1.30  이영미 수서정리과

  2012. 1.30  이지선 수서정리과

  2012. 1.30  김현미 행정지원팀

  2012. 1.30  정혜란 정보관리과  

  2012. 1.30  김은식 농학도서관

  2012. 1.30  정창원 행정지원팀

  2012. 1.30  최동숙 수서정리과

  2012. 1.30  이정례 정보관리과

  2012. 1.30  홍원희 정보관리과

  2012. 1.30  김영란 수서정리과

  2012. 2. 1  나혜란 정보관리과 

□ 전입 

  2011. 4. 1  이정현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경기도 교육청)

  2011. 5. 2  김경봉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수원시)

  2011. 7. 5  신승철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강원대학교)

  2011. 7. 5  주성희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전남대학교)

  2011. 7. 5  정민진 법학도서관 (경북대학교)

  2011.12.20  황경애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행정안전부)

  2011.12.28  김기태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2011.12.28  홍순영 서울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

□ 전출

  2011. 4. 1  김다영 (경기도 교육청)

  2011. 7. 1  김기태 (강원대학교)

  2011. 7. 1  임상원 (충북대학교)

  2011. 9. 2  홍순영 (교육과학기술부)

  2011.12.20  이민경 (행정안전부)

  2011.12.26  홍성수 (교육과학기술부)

  2011.12.28  김창근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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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정민진 (교육과학기술부)

  2011.12.28  남궁선희 (교육과학기술부)

  2011.12.28  권영미 (교육과학기술부)

  2011.12.28  구본경 (교육과학기술부)

□ 공로연수

  2011. 1. 1  서기관 김창근 (2011.1.1. ~ 2011.12.31.)

  2011. 7. 1  사서사무관 민승관 (2011.7.1. ~ 2012.6.30.)

  2011. 7. 1  사서주사 정계명 (2011.7.1. ~ 2012.6.30.)

  2012. 1. 1  서기관 장석일 (2012.1.1. ~ 2012.12.31.)

  

□ 명예퇴직

  2011.10.31  김근옥 (경영학도서관, 사서주사보)

□ 당연퇴직

  2011. 2.24  박영배 (정보관리과, 사서주사)

□ 의원면직

  2011. 6.21  윤효진 (정보관리과, 사서서기)

  2011. 8. 8  송지형 (정보관리과, 조교)

 

□ 휴직

  장혜영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1.3.21. ~ 2011.8.31.)

  권영미   사서서기    육아휴직 (수서정리과, 2011.5.23. ~ 2012.5.22.)

  최미순   사서주사보  가사휴직 (정보관리과, 2011.7.11. ~ 2012.7.10.)

  박선희   사서주사보  가사휴직 (수서정리과, 2011.7.25. ~ 2012.7.24.)

  김주희   사서서기    유학휴직 (정보관리과, 2011.8.5. ~ 2012.8.4.)

  주  영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1.8.10. ~ 2012.8.9.)

  구본경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1.12.1. ~ 2012.11.30.)

  박소담   사서서기    육아휴직 (정보관리과, 2012.2.17. ~ 2013.2.16.)

□ 근무지원

  2011. 3.14  류양님 수의과대학 (2011.3.14. ~ 2011.12.27.)

  2011.12.28  류양님 수의과대학 (2011.12.28.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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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 느티나무상 포상(2011.6.10.)

    신연경

 ◎ 친절으뜸상 표창(2011.7.28.)

    최동숙

 ◎ 근속공로표창(2011.10.13.)

    20년 근속공로 표창 : 정노옥, 김화택, 박정주, 최동숙, 정유진

 ◎ 국민교육 유공자 표창(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1.12.30.)

     류운주

 ◎ 우수직원 포상 (2011.12.30.)

    윤문자, 장준수, 정희주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인사발령․포상 (2011. 1. 1. ~ 2012. 2. 29)

□ 전보 

  2011. 3. 29.   조선태 중앙도서관

  2011. 3. 29.  나혜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1. 11.   김창섭 중앙도서관

  2012. 1. 11.   김승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2.  1.   윤성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2.  1.   나혜란 중앙도서관

   

□ 전입

  2011. 4. 20. 김진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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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2011. 12. 28. 이영우 사서서기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휴직

  박소담 사서서기 육아휴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2.17.~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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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일람표  

(2012. 2. 29.현재)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중앙도서관 관   장 박지향 관 장

수서정리과

과장 김성자 과 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신승철 과 행정 및 학술정보개발팀 총괄

“ 홍순영 학술연구지원팀 총괄
사서주사 권광희 고문헌자료실 운영

“ 김동희 단행본 정리 전반
“ 류양님 수의대 지원
“ 박정희 단행본 수서 전반
“ 송준용 기증/교환 전반 
“ 황말례 연속간행물 수서 전반

사서주사보 김옥수 기증학술지 수서
“ 김화택 전자자료 수서
“ 마미경 유럽서, e-book, 기획수서
“ 민세영 국내서 정리
“ 박정주 동양서, 비도서 정리
“ 박천정 연구지원실
“ 유재아 연구지원실
“ 이성렬 교환/학위논문
“ 이숙희 서양서 정리
“ 이윤경 고문헌자료실
“ 이정수 동양서 수서
“ 임영희 연구지원실
“ 장신문 국내서 수서
“ 황경애 연구지원실

사서서기 김경봉 서양서 정리
행정서기 안유경 연구지원실

“ 이영미 연구지원실
기능 8급 이지선 영미서, 비도서 수서

“ 최선희 과 행정업무
기성회직 홍주연 인쇄학술지 수서
자체직원 안기택 고문헌자료실

“ 최동숙 국내서 정리
“ 김영란 기증/교환
“ 봉선화 연구지원실
“ 유혜령 기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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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정보관리과

과장 김성자 과 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김기태 학술정보운영팀 운영

〃 이재원 디지털도서관팀 운영
〃 주성희 학술정보서비스팀·기획홍보팀 운영

사서주사 김미향 기획홍보실 운영
〃 김원찬 콘텐츠운영실 운영
〃 김현준 비도서자료실 운영
〃 박장표 단행본자료실 운영
〃 윤문자 중앙대출실 운영
〃 이주석 상호대차실 운영
〃 장준수 참고자료실 운영
〃 정노옥 연속간행물실 운영

전산주사 배종학 시스템지원실 운영
〃 박진만 시스템지원실

사서주사보 강연아 콘텐츠운영실
〃 박정순 단행본자료실
〃 김기숙 디지털도서관팀
〃 최윤범 단행본자료실
〃 최영순 비도서자료실

전산주사보 이정현 콘텐츠운영실
사서서기 김소미 연속간행물실

〃 나혜란 콘텐츠운영실
〃 박상근 중앙대출실
〃 박소담 과행정실
〃 안지원 기획홍보실
〃 이은주 상호대차실
〃 장혜영 콘텐츠운영실
〃 조진영 기획홍보실

기능 7급 빙재섭 연속간행물실
기능 8급 유능렬 자료복원실

〃 장희철 비도서자료실
기능 9급 이영기 시스템지원실
기성회직원 송미경 연속간행물실
기금직원 남궁문선 중앙대출실
자체직원 김영민 단행본자료실

〃 김지혜 상호대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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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정보관리과

자체직원 박경수 단행본자료실

〃 신연경 중앙대출실

〃 우정훈 연속간행물실

〃 이정례 단행본자료실

〃 홍원희 상호대차실

행정지원팀

팀   장 김영찬 과 업무 총괄

사서주사 정희주 행정실 운영, 시설 관리

행정주사 이정주 기획, 성과평가

행정서기 김현미 법인회계 

행정주사보 이정주 서무, 인사, 복무

기능9급 정창원 교육, 감사, 회의 

기성회직 정유진 급여, 물품관리

자체직원 오수진 부속실, 서무업무 보조

“ 김기욱 시설, 열람실관리 보조

사회과학분관

관   장 박수진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채종병 분관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 김선희 정리, 상호대차

재단직원 김동호 정보검색실

“ 여정순 정보지원실

“ 신명희 서무행정

“ 전경희 정리, 대출 반납

경영학분관

관   장 박진수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송화숙 분관업무 총괄 보좌 행정업무

사서주사 김순옥 수서, 정리

재단직원 김연규 대출, 정보지원

농학분관

관    장 이준호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김장원 행정업무, 수서

“ 조선태 정리, 연구지원

기능 7급 김은식 연속간행물, 자료실 관리

기성회직 이영미 대출 반납,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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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법학분관

관    장 김도균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김혁태 분관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보 김창섭 수서, 서무, 시설관리

“ 이수옥 정리업무, 기증도서

기능 8급 유순영 단행본자료실 운영 및 대출업무

조교 윤세희 참고자료실 운영 및 법률문헌색인

자체직원 안주연 연속간행물실 운영

의학분관

관    장 서정욱 분관업무 총괄

사서사무관 장차희 분관업무 총괄 보좌

사서주사 류양숙 연속간행물실 운영 

“ 안장희 대출실 및 단행본자료실 운영

“ 황영숙 대출실 및 단행본자료실 운영

사서주사보 이태순 예산/시설 관리, 단행본 구입

사서서기 박진 과 행정, 물품, 시설

자체직원 박진영 한국MEDLARS센터(해외문헌원문)

치의학분관

관    장 류인철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박봉금 분관업무 총괄 보좌

기성회직 박현우 연속간행물실

재단직원 김은지 단행본, 대출

국제학분관

관  장 박철희 분관업무 총괄

사서주사 김삼례 분관업무 총괄 보좌

계약직 윤정욱 연속간행물

“ 양상미 수서, 정리업무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부장 이상찬 정보자료관리부 업무 총괄

사서주사 박숙희 정보자료관리부 업무 총괄 보좌

학예연구사 이혜윤 고전적 보존처리

사서주사보 권재철 고전적 보존관리, 서무

“ 김창섭 자료수서, 교환

사서서기 박소담 한국학자료 서지DB 구축관리

자체직원 권이태 촬영․편집 및 수수료 업무

“ 이광희 촬영 및 출납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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