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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지식기반 정보사회에 있어서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모형을 제안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도서관 관련 주요 프로젝트를 사례로 하여 전자도서관의 연구개발 동
향을 살펴보고, 지식기반 전자도서관의 구축에 필요한 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및 DB 구축 인프라 개발, 자체
소장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정기간행물 서비스 인프라 구축, 통합 뷰어의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전환, 분산통합
검색시스템, 사이버 캠퍼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등 여덟 가지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knowledge-based digital library model that is applicable in korea
university library. This paper provides brief accou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of digital library in
referring some major digital library projects that are in progress, or just completed. 
There follows a suggestion of eight essential modules for knowledge-based digital library system, that a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dissertation presentation and databas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ervice of collectio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journal service, development of unified viewer,
database conversion, distributed & integrated retrieval system, cyber campus(private work space), and databas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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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오늘날 전세계는 정보화의 급속한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선진 각국은 이러한 정보시대

에서 계속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차

원의 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

면서 국가정책 중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제3의 물결”을

저술한지 벌써 17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오늘

날 도서관 분야에서는“제3의 물결”이 몰아닥

치고 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컴퓨터의 소형

화, 고성능화, 고속대용량의 통신네트워크, 멀

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CD-ROM, 전자도서,

전자출판 등 정보기술의 진전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환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 도서

관 분야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도서관

환경에서 보면, 앨빈 토플러의“제1의 물결”은

고대, 중세에 고안된 여러 가지 분류법과 1870

년대에 창안된 십진분류법(DDC)이라 할 수

있고, “제2의 물결”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컴퓨터혁명이라 할 수 있는데, MARC의 출현,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제3의 물결”은 최근의 Internet 환경하의 전자

도서관(Digital Library)혁명이 된다고 할수 있

을것이다.

최근의 하이퍼미디어와 가상현실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이용 환경은 도서관 환

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전자도서관의 구

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는도서관의 개념을 소장(ownership)에서접근

(access)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자도서관이 기존

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별

개의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 근거

하여 정보의 형태 및 정보서비스의 내용과 방

법이 다양해지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중심

으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전

자형태로 조직하여 축적하고, 이러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며,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탐색

하고 입수하는가에 대한 방법의 모색에서 출

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정

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해 오던 도서관의 여러

가지 유기적인 환경과 적절히 조화하여 실제

로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

는데 필요한 하부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

하는가 하는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접근비용, 조직, 정보서비스는 물론 법

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도서관이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

게 된 것은 1990년대 초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초고

속정보통신망 프로젝트의 응용서비스들 중의

하나로 전자도서관이 선정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분산환경

하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

여 검색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기존

의 전통적인 도서관자동화의 차원을 넘어 교

육, 방송, 의학, 오락 등 다방면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젝트에서도 전자도서

관이 중요한 응용서비스들 중의 하나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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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대표되는 정보기반의 발전은 이

용자의 정보 접근 행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며,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출판사 등

정보자원의 구축, 제공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

해 온 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

늘날, 기존의 인쇄매체로 된 도서나 잡지를 보

지 않고 지도, 사진, 회화, 레코드, 영화, 비디오

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한,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된 정보자

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각국에서는 전자도서관이나 전자 박물관, 전

자 미술관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앞으로의 지식기반 정보사회에

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자도

서관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를 사례로 하여 전자도서

관의 연구개발 동향을 개략하고, 우리 나라의

대학도서관에 적용이 가능한 전자도서관의 모

형을 구축하고, 전자도서관을 구성하는 각각

의 모듈이 구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주요 기능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전자도서관의 연구개발 동향

본 장에서는 최근 주요 국에서 추진 중인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자도서관

의 연구개발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아래에서 구분한 연구

개발 영역들은 각각 서로 독립적이며, 무관한

것이 아니며, 상호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

하는 경우, 당연히 최신의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연구

를 위하여 대규모의 디지털 컬렉션을 이용하

는 것 등이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1 디지털 컬렉션 개발

귀중자료, 역사적 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소장품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기술보고

서 및 정부간행물 등을 전자출판ㆍ디지털화하

여 축적하고 제공하며, 잡지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출판물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자료의 종류나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디

지털 컬렉션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법은 다

양하지만, 자료의 성질에 따라 두 가지의 방법

을 채용할 수 있다. 첫째, 비디지털 매체의 자

료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인쇄

자료(도서, 잡지, 회의록, 팜플릿 등), 필사자료

(manuscript), 지도, 항공사진, 사진, 포스터, 회

화, 조각, 공예작품,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장

품, 레코드, 영화 및 비디오자료(아날로그 매

체 자료), 마이크로 피쉬 및 필름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처음부터 디지털 매체 상에

서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WWW문서, 워드프로세서나 전자출판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전자자료,

CD-ROM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출판된 전자

출판물, 서지정보나 사실 데이터 등의 데이터

베이스 등이 대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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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인터넷을 통

한 학술정보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학술자료에 대

한 디지털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 작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크

게 다음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대량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의

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의 급속

한 이용 확산에 따라 정보접근을 지원해야 한

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격차의 해소에 전자도

서관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새로운 지

식이나 정보의 창출과 제공의 지원기능이 요

구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각국의 주요 박

물관이나 미술관 등도 웹을 통하여 관련 정보

를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관련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

스스로 자신의 논문을 제공하거나 회의록을

출판하고, 출판 전 배포기사(preprint)를 구축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도 이미 널리 행해지

고 있다. 디지털 컬렉션의 개발을 중심으로 전

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각국의 국립도서관에서는

귀중 자료의 디지털화,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

보자료에 대한 접근의 향상, 도서관간 네트워

크의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국의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에서는 대학의

9개 캠퍼스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이용자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캘리포니아 디지털 라

이브러리(California Digital Library)의 구축

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와이어(HighWire)는 미

국 스탠포드 대학의 의학, 생화학 분야에서 시

작된 것으로, 학술잡지의 출판사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디지털화하여 배포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4시간 박물관

(24Hour Museum)은 영국의 박물관, 미술관에

관한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일본

문부성 학술정보 센터에서는 NACSIS- ELS

에 의한 일본 국내의 학술단체가 출판하는 학

술잡지기사, 논문의 구축과 제공 서비스, 학술

잡지의 편집에서 출판의 전과정에 대한 전자

적인 기술환경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

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

는 귀중자료, 학내에서 발생된 논문, 자료 등

의 제공, 학술잡지, 회의록 등에 포함된 학술

논문의 제공. 네트워크상의 정보자원에 대한

서브젝트 게이트웨이(subject gateway) 기능의

제공. 대학소장의 박물관 자료의 전자화와 제

공 등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2. 2 최신 정보기술 및 정보환경 지향

새로운 정보기술 및 정보환경을 지향하는 전

자도서관 연구 프로젝트는 미국의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ARPA(Advan-

ced Research Project Agency)/NASA(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가공동으

로 지원하는 DLI(Digital Library Initiatives)와

영국의 eLib Electronic Libraries programme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요소기술을 전

자도서관에통합함으로써새로운도서관정보환

경에대응할수있는연구개발, NSDL(National

SMETE Digital Library)의조직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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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교육을 위한 디지털 컬렉션과

그 이용기술 및 이용환경에 대한 연구개발, 다

언어ㆍ다문화 지향의 전자도서관 기술과 같은

국제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이 이

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DLI-PhaseⅠ(1994〜1998)1)에 이어, 1998

년부터 시작된 DLI-PhaseⅡ2)는 스탠포드 대학

이나 코넬대학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대ㆍ중ㆍ

소규모의 27개 프로젝트가 조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NSF는 국제적으로 조직된 연구팀

에 의한 전자도서관 연구 조성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으며, 영국 및 독일과의 사이에 공동

조성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

로그램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약4,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도서

관과 정보환경에 관한 조직인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산하에도서관

을기반으로하는연구조성프로그램인eLib3)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UKOLN(UK Offic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ing)은전자도

서관이나 도서관의 정보네트워크화의 촉진을

위하여다양한활동을추진하고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제5차 프레임워크

(1988년〜2002년)의 연구프로그램 중에 네트

워크 상에서의 지식정보 기반 또는, 보다 광범

위한 범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기

반에 대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IPA)와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에 의한 차세

대 전자도서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1988년

〜2000년)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가 각사에

의한 다양한 요소기술이나 전자도서관 시스템

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 및 정보환경을 지향하는

전자도서관 연구 프로젝트로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보기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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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igital Library Initiative(DLI)-PhaseⅠ,(1994-1998)은 미국 6개 대학의 공동 프로젝트로 종래의 도서
관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축적과 제공환경을 목표로 하고, 대학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하
고 있는 기존의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축적, 제공이 그 목적이었다. 또한 DLI(Phase-Ⅰ)는 국가정보기
반(NII)에 따라 새로운 도서관상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연구조성 프
로젝트에는 전산학,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복수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소장하
고 있는 기관(도서관, 출판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국 등)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특징적
이라 할 수 있고, 향후 대규모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새로운 요소기술에 대한 개발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최신 정보기술을 종합하여
대량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나 전자상거래 등 사회
ㆍ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2) DLI-PhaseⅡ는 NSF, DARPA, NLM, LC, NASA, NEH 등의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구분야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의 생성, 탐색 및 이용에 있
어서 인간활동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술연구를 족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영향력과 잠재력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연구. 둘째, 귀중한 디지털 컨텐츠 및 컬
렉션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접근성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컨텐츠 및 컬렉션 기반의 연구. 셋째, 동적이고
유연한 개인, 집단 및 기관 수준에 대응하고,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집합을 이용자가 정의
한 구조와 규모에 적합하도록 적용이 가능한 정보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소기술과 통합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중심의 연구. 

3) eLib Electronic Libraries programme은 자체적으로 전자도서관을 개발하지는 않으며, 대신 폴렛 보고서
(Follett Report)에서 확인된 디지털도서관의 중요한 가능성에 역점을 두어,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연구개
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다. 



•정보접근의 지원: 고기능 정보검색 기술,

정보발견 기술. 문서내용의 추출, 초록작

성, 분류, 색인 등 메타 데이터의 자동작

성 기술, 多言語에 대한 정보접근 기술,

정보자원간의 상호이용을 위한기술 등.

•컨텐츠 처리: 자연언어의 내용이해 및 기

계번역 등에 관한 자연언어 기술, 음성이

나 화상 등의 비텍스트 데이터의 내용이

해 및 내용추출에 관한 기술, 인쇄물, 전

자출판물 등의 문서구조와 내용이해에 관

한 기술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의 가시화에 의

한정보접근 지원기술, 이용자에 의한정

보접근 및 정보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

동작업 지원 기술. 장애자를 위한 정보접

근, 정보생산 지원기술 등.

•컨텐츠 작성 및 보존: 다양한 형태의 컨

텐츠 편집ㆍ문서화 기술, 전자문서, 디지

털 데이터의 유통기술 및 장기간 보존 기

술등.

•정보접근을 위한 조건 및 제약의 관리:

지적재산권, 순위(rating)에 근거한 접근제

한 기술. 요금부과 기술, 프라이버시나 컨

텐츠의 보호 등의보안 관련기술 등. 

2. 3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보접근 향상

인터넷이나 전자도서관 등에서의 정보유통

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메타 데이터의 개

발이나 특정 분야의 정보자원의 특성이나 소

재 등의 메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브

젝트게이트웨이(Subject Gateway)가 이 영역

에속한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상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정보검색 프로토콜로서 Z39.50의 이용

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종래에는 하나의 데이

터베이스(예를들면, OPAC)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검색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Z39.50 대응

시스템의 확산에 의해 이용자가 복수의 데이

터베이스를 용이하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이나 전자도서관과 같은 거대한 정보

자원 공간으로부터 요구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보자원을 발견ㆍ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자원의 특성을

표시한 정보, 즉 메타 데이터(데이터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다. 메타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더

블린 코아는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자원의 발

견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15개의 기본 요

소를 정의하고 있으며, INDECS에서는 음악작

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출판물의 권리에 대

한 관리를 위하여 메타 데이터의 검토를 추진

하고 있고, DOI는 출판물 등을 네트워크 상에

서 한가지 의미로 식별하기 위한 구조의 개발

을 진행하고 있으며. WWW 컨소시엄(W3C)

에서는 순위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메타 데

이터 PICS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도, 개인의 식별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

한 메타 데이터, 교육관계의 자료를 위한 메타

데이터, 비디오나 영화와 같은 정보자원의 메

타 데이터 등의 다양한 메타 데이터가 필요하

며, 이에 대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메타 데이터의 유통을 위

해서는 메타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공통의

구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W3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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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지 형태인 메타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방법을 부여하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 4 앞으로의 과제

최근 들어, 각국에서는 전자도서관(전자박

물관 및 전자미술관 포함)의 구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재의 전

자도서관시스템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책자형 자

료 등의 비전자적 자료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의 구축이나 디지털도서

관연맹(Digital Library Federation)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

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도서관간 협력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전자도서관시스템

의 구축 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컬렉션의 장기 보존기술 및 제도.

•요소정보의 기술과 이에 대한 통합기술의

개발.

•전자도서관의 경제모델.

•지적 재산권이나 윤리와 관련된 문제 등

과 같은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정립.

•디지털 컬렉션의 새로운 이용 방법 및 서

비스 방법의 개발.

•전자도서관의 실현에 의한 이용자와 정보

환경의 변화에 관한 평가.

3. 지식기반 전자도서관의 모형구축

지식관리의 개념은 비구조적이며, 장시간에

걸쳐 창출된 지식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

리라 할 수 있으며, 지식은 창출, 유통, 활용,

그리고 재창출이라는 순환적 체계를 지니며,

이용자들이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나 지

식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지식을 손쉽게

코드화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각 구성원의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을 코드화된 지식(Codified

Knowledge)으로 전환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망(network)을

형성하여 지식의 공유를 실현하고, 또한 새로

운 지식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

스템이며, 지식관리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는

저장과 검색(storage & retrieval), 전송

(send), 구조와조정(structure & navigate), 공

유(share), 종합(synthesis) 및 해결(solve)의

여섯가지로구분할수있다.

3. 1 모형구축의 필요성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의 웹(Web)을 이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대학

의 학생, 교수, 교직원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

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관련 정보를

목록, 초록은 물론 관련 본문(원문 이미지

(Single, Multi-TIFF), 파일(DVI, PDF 등),

Multimedia File 등)까지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의 지식기반 전자도서관 체제 구

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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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주요 기능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내의 고유 발생자료(학위논문, 자체 발간

자료 등) 및 정기간행물의 실시간 관리 및 학

내 유통이 가능한 인프라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연구기관(KORDIC, KERIS 등) 및

관련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를 통한 포탈

서비스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의학생이나교수들이자유롭게지식자료를등

록하고 개인소장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

발하여 지식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

째, 전자도서관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한 멀티

미디어출판시스템을구축하여현재운용중인

강의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상대학 및 원격

교육에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미려한

화면을 위한 3차원 VR과 다양한 프로그램별

오브젝트(OBJECT)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함으

로써 편리하고 아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

자인터페이스를강화하여야할것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인터넷

의 웹을 이용한 통합검색 환경을 구축하여 운

영하며, 분산된 자료(학술지, 단행본 등)의 공

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전자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정보센터로서의 역

할을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2 전자도서관 구축의 장애요인

전자도서관의 개발, 구현 및 성공적인 이용

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 즉, 기술적인 문

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으로의

전환 문제 및 경제적ㆍ사회적ㆍ법률적인 문제

등의장애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로는 적절한 네트워크,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표준, 전자도서관의 다른 측

면들과 관련된 도구 및 기술 등의 개발이 관

건이 될 것이다. 이들은 이용자는 물론 생산자

에게도 적용이 쉬워야 할 것이다.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는 이용자 서비스 및 지원에 의하

여 만족 여부가 결정된다. 비록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

만, 이용자가 직면하고 있는 일부의 문제들은

정확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움, 튜토리얼

(tutorial) 시스템 및 지능형 에이전트 등의 개

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관련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전환시

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예를 들면, 현재의

인쇄매체 도서관을 그대로 두고 동시에 전자

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

보를 얻기 위해서 이들 두 가지 형태 모두를

이용해야 하는가? 특정분야에서만 전자도서관

을 구축하고 전통적인 도서관은 그대로 발전

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도서관을 완

전히 전자도서관으로 전환시켜 모든 것을 디

지털화 할 것인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이다.

경제적ㆍ사회적ㆍ법률적인 측면은 앞에서

기술한 두 가지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전자도서관

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문제일 것

이다.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전자도서관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

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도서관들이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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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

황에서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

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출판산업과

인쇄매체를 뒤로하고 디지털 세계로 진행할

경우, 관련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준비성, 기존의 규제, 관리 메커니즘, 이윤, 손

실 등에 관한 통제문제, 그리고 필요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관리기법 또한 관건이 될 것이다.

레스크(Lesk, 1997)는 정보의 인증과 신뢰성

문제가 앞으로 전자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며, 결국은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더욱 더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

했다. 또한, 그리핀(Griffin, 1997)은 관련된

규모 때문에 전자도서관 구축의 사회, 경제적

영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 질서, 습관 및

인간행태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

다. 인간 사회는 수세기 동안 종이형태의 문헌

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습을 얼마

나 빨리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세계

와 유일한 정보자원을 얼마나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3. 3 현행 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축하

여운영하고있는전자도서관시스템은여러가

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기술적인 측면

으로국한하여보면, 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

부문에서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리포지터리(Multimedia

Repository) 관련 사항이다. 원문 이미지의 경

우, 색인을 하기 위해 초록 데이터를 수작업으

로 입력하고 이를 가지고 자동으로 색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 자

동화의 단계는 아니며, 검색한 주제어에 대한

마킹(marking) 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

고, 사진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미지의 제목이

나 수작업으로 입력한 색인 데이터를 이용하

여 검색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둘째, 분산검색과 관련사항이다. 분산검색

의 경우, Z39.50이라는 프로토콜의 한계로 목

록자료만 검색이 되고 원문에 대한 검색은 되

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하나의 세션을

연결하는데도 5분에서 30분까지의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셋째,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이다. 기존의

웹 출판시스템은 텍스트나 이미지 정도를 첨

가하여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교안이나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일이 스캔하는 등

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3. 4 지식기반 전자도서관의 모형

본 고에서 제시하는 지식기반 전자도서관의

모형은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실정을 감안

하여 크게 1)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및 데이

터베이스 구축 인프라 개발, 2)자체 소장자료

의 관리 및 서비스, 3)정기간행물 서비스 인프

라 구축, 4)통합 뷰어개발, 5)데이터베이스 변

환, 6)분산통합 검색시스템, 7)사이버 캠퍼스

(Cyber Campus-Private Work Space) 및 8)데

이터베이스 연계 등 8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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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본 장에서는 본 모형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필수적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4. 1 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및 DB 구

축 인프라 개발

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및 DB 구축 인프

라 개발 기능은 해당 대학에서 생산되는 석ㆍ

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수집·가공·DB 구축

및 서비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

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웹을 통하여 모든 이용

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국가적 학

위논문 통합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

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기능은 기

존의 출판된 책자형 자료를 재 가공하여 서비

스(주로, PDF 또는 TIFF 형태)하던 방식을

워드프로세서(MS-Office, 한글, LaTex)로

작성된 원문을 시스템적으로 변환하여 본문

(full text)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사용되

는 원문은 DVI 포맷(DeVice Independent

Format)4)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본문 검색 및

TOC에 의한디렉토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학의 시스템은 연구개발정보센

터(KORDIC)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에서 구축한 석ㆍ박사 학위논문 DB와 연계

됨은 물론 관련 산업계,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구축한 DB와도 연계가 되며, 학위논문 작성자

는KORDIC에서구축하여제공하는국가고급

과학자 인력 DB와 연계됨으로써 해당 인력에

대한상세정보(수행한연구개발결과보고서및

학회에 발표된 논문 등의 목록 및 본문정보)를

활용할수있을것이다.

3. 4. 2 자체 소장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의 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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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및 DB 구축인프라 개발

4) DVI 포맷(DeVice Independent Format)은 특정한 출력 포맷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파일이라 할 수 있다.



회색정보에 대한 서지정보를 입력시스템을 이

용하여 입력·관리·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DB에 수록된 정보는 개인별·학과별·그룹별

프로파일에 명시된 주제분류에 의해 효율적으

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이

라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사서나 주제전문가가 도서관

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입력한결과를최종이용자에게서비

스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별 작업공간(Private

Work Space)의개념을적용하여학생, 교수및

교직원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

한서지정보에대한정보검색이가능하다.

3. 4. 3 정기간행물 서비스 인프라 구축

대학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으로,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목록정보(서지정보 및 목차정보)를 효율적으

로 서비스함은 물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전

문정보센터(17개 정부 출연연구소 및 대학)5)

에서생성된전문(specific)정보가취합된연구

개발정보센터의 SATURN DB와 연계하여

운영할수있다. 또한, 신착자료의경우사서는

목차정보에대한푸쉬서비스(push service)를

제공할수있다.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대학도서관에

구축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서

지정보 및 정기간행물기사의 본문정보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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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체소장자료의 관리 및서비스

5)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정보센터(17개 정부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및 분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환경, 소재분야), 한국과학기술원(기초과학분야), 한국기계연구원(기계분야),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정밀측정분야), 한국화학연구소(화학, 화공분야), 한국자원연구소(자원, 지질분야), 한국건설기
술연구원(건설기술분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분야), 한국해양연구소(해양, 환경분야), 생명공학연
구소(생명공학분야), 한국전기연구소(전기, 전력분야), 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분야),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소(에너지분야), 기초과학지원연구소(기초과학분야), 한국항공우주연구소(항공, 우주분야), 한국철도기술연
구원(철도분야), 연구개발정보센터(정보산업분야), 포항공과대학(기초과학분야).



용할 수 있으며, 자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SATURN DB와 연계하여 해당정보

에 관한 소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연구개발정보센터와 대학에서 각각 관

리되는 이용자 ID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선

행되어야만 한다.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에 대한 타 기관에서

의 소장정보를 파악하여 원문복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해당 원문은 우편이나 전자

우편을 통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전자우편

에 의한 원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사정에 따라 탄

력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그러나, 대학도서관

건물 내에서의 E-mail에 의한 본문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입수되는정기간행물은물량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시스템의 이용자가 본문에

대한전자우편서비스를요청할경우, 자관에서

직접 스캐닝 작업을 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체

제를갖추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정기간행물 서비스 인프라 구축 모듈의 경

우, 대학에서는 가장 이용율 및 효과가 높은

핵심저널(core journal)만을 선택하여 구독ㆍ소

장하고, 나머지 저널은 KORDIC의 DB를 이용

함으로써 정기간행물 구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인

접해 있는 대학들은 상호협의에 의해 정기간

행물에 대한 분담수서의 시행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3. 4. 4 통합 뷰어의 개발

인터넷상의 웹을 통하여 본문에 대한 서비

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된 본문정보의 형태에 따라 해당되는 뷰어를

각각 다운로드 받아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TIFF 형태

의 이미지 뷰어 및 PDF 뷰어는 물론 DVI 형

태의 본문정보까지 본문정보의 형태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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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기간행물 서비스 인프라 구축



이 하나의 뷰어만을 이용하여 볼 수 있기 위

한 통합 뷰어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모형에서 제안하는 통합 뷰어는 Multi-Page

TIFF 형식을 위한 웹 브라우져 플러그 인 방

식으로 지원되며, DVI 뷰어인 TeXplus 뷰어와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통합 뷰어에서는 이미지의 회전, 확대,

축소 및 인쇄 등의 기본 기능이 제공되며, 뷰

어를 통한 본문의 다운로드 시 문서내용을 표

시할 수 있음은 물론, 네비게이션의 지원 또한

가능하다. 

3. 4. 5 데이터베이스 변환

자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의 정보(도서)

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관의 정보(도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구

축된 목록정보를 전자도서관 서비스 체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

터베이스 변환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목적

으로 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정보(도서)관리시스템에서 구

축된 목록화된 정보를 주제별, 분야별로 구분

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

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정

보(도서)관리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간에

인터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에서 수집

되는 정보의 발생시점에서 유통까지의 전과정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흐름도

(Workflow)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도서)관리시스템을 최

대한 활용하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전

자도서관이라는 플랫폼에 옮기기 위한 작업으

로서 전자도서관 엔진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

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모형에서 제시하

는 기능은 MARC 형태의 정보를 전자도서관

서비스 엔진에 맞추어 변환하거나, 정보(도

서)관리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도서관리 전용

DB에 직접 접근하여 최적화(optimizing)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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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 뷰어(viewer)의 개발



3. 4. 6 분산통합 검색시스템

인터넷상의 웹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분

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

는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다양하게 제공되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연

구개발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일체화함으로써 막

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구축된 지식 및 정보

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연구개발자에게 친숙한

정보제공 환경의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모형에서 제안하는 분산통합검색 시스템

은 통합된 검색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한번

(one-stop)의 검색으로 원하는 모든 DB의 검

색을 수행하여 통일된 형태의 검색 결과를 제

공할수 있다. 

이용자가 소속된 대학도서관에서 구축한 데

이터베이스만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은

물론,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구축한 데이터베

이스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자관의 학

위논문 데이터베이스와 연구개발정보센터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

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방

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검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저자명을“홍길동”으로

검색하는 경우,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연구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학회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저자가“홍길동”인 모든 정보가 검색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4. 7 사이버 캠퍼스(Private Work Space)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는 학생자신

이 가지고 있는 메모나 노트를 서로 빌리거나

서로 베껴서 획득한다는 현상에 착안한 기능

이라 할 수 있다.

본 기능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가상적으로 적

용한 시스템으로서, 학생, 교수 및 교직원 등

이 개인이나 그룹(동아리, 학과, 연구실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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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베이스 변환



정그룹 등) 등을 형성하여 할당된 시스템을

자신의 영역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있는 체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 제안하는 기능은 개인이나 그

룹 ID를 통해 생성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즉, 정보 접근에 대한

허가(permission) 기능 및 시스템의 로그 데

이터를 통하여 히스토리의 관리가 가능하다.

작업영역의 할당은 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정책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

의 일반주민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일반주민에 대한 권한의 부여

는 지역정보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4. 8 데이터베이스 연계

정보의 융합(fusion)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

자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및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최초 검색된 결과에서 파

생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이

용자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도달

하게 하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IP)에

대한 인력 데이터베이스(예, 연구개발정보센

터에서 구축한“국가 과학기술자 인력 데이터

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대화 또는 상담

할 수 있는채널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정형화된 정보로부터 탈피하여 정보

제공자와 접촉 가능한 채널을 확보하여 암묵

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을획득할 수 있으

며 기술개발상담, 창업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

는 지식정보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산업기술진흥협회(KITA)에서 구축·운영

되는 유휴인력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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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산 통합 검색시스템



여 구인 및 구직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의 지식기반 사회에 있

어서 우리 나라의 대학이 전자도서관을 구축

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필수적인 여덟

가지의 기능을 그림과 함께 간략하게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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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yber Campus (Private Work Space)

<그림 8> 데이터베이스 연계

Cyber Space

국가 인력

유휴인력
(구인/구직)



였다. 다음의 <그림 9>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기능을 포함한 본 고에서 제시하는 지식기반

전자도서관 모형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4. 결 론

전자도서관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실험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현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정보

의 생성, 배포, 이용 관습에 있어서의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서, 정보전문가, 컴퓨터과

학자, 공학자, 법률가, 교육자, 출판업계 등과

같은 전자도서관 관련 연구자(종사자)들은 물

론 전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지식기반 정보사회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전

자도서관은 여덟 가지의 필수적인 기능(석ㆍ

박사 학위논문 제출 및 DB 구축 인프라 개발,

자체 소장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정기간행물

서비스 인프라 구축, 통합 뷰어의 개발, 데이

터베이스의 전환, 분산통합 검색시스템, 사이

버 캠퍼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전자도서관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기반 전자도서관의

모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중 주요 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관에서 생성된 자료는 자관의 책임

하에 원문 DB를 각자 구축하게 되고 이의 이

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기관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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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식기반 전자도서관 모형의 개념도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까지도 검색하여 제공받

을 수 있는 분산검색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분

산된자료의 이용효율 극대화 가능하다.

둘째, 정보 유형별 관리시스템 즉, 인프라

중심체제를 구축하여 신규로 발생되는 정보에

대한 실시간의 관리 및 유통을 통한 최신정보

의 습득이 가능하며, 이용자 위주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보관리의

non-stop 체제및 정보이용의 one-stop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학술지를 공동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술지 구입 및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있다.

넷째, 교내뿐만 아니라 지역별 정보센터로

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과학기술종

합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자료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해당 대학에 소속된 개인이나 그룹

ID를 통해 생성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즉, 정보 접근에 대한 허가

(permission)기능 및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통하여 히스토리의 관리가 가능하다. 

여섯째, 전자도서관의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자료저장소를 멀티미디어 리포지터리

(Multimedia Repository) 형태로 구축함으로써

향후 발생되는 모든 자료의 저장이 용이하며,

자동색인 구조를 가짐으로써 색인의 편의성,

자료검색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자료이용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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