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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디지털자료에 한 납본  이용에 한 련 법률의 제․개정  시행 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이용 보상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 법  작권법에 의거, 납본  이용에 

따른 보상  지  제도를 시행 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련 개정안에도 보상  지 에 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한 보상 의 효율 인 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이용 보상 의 리를 한 보상 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키워드: 납본,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 납본시스템, 보상 리시스템

ABSTRAC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recently proposed a draft of an Act on Legal Deposit and Use for 
the Online Digital Products and researches about deposit system and remuneration of the digital products 
are in progress. Based on the law of library and copyright, remuneration of deposit and use products 
is paid. A draft of a proposed law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remuneration payment. For these 
reasons, the method for efficient remuneration management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propose 
effective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which follows a draft of an Act on Legal Deposit and 
Use for the Online Digital Products.

Keywords: Legal Deposit, Digital Products, Legal Deposit Remuneration, Legal Deposit System,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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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와 인터넷, 다양한 정보기술들이 발달하고 새로운 정보기록매체와 자출 물이 출 함에 

따라 기존의 인쇄자료 기반의 정보환경이 디지털자료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자료는 정보

생성  근의 편리함 등으로 생산과 이용이 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매체의 특성상 이들 자료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 있는 디지털자료의 국가 인 수집과 

보존을 해 기존 인쇄자료  일부 오 라인 자출 물을 심으로 하는 납본제도(legal deposit 

는 mandatory deposit)를 디지털자료로 확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납본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디지털자료에 한 

납본을 실시하고 있거나 비 에 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으로 출 된 디지털자료를 수집․보존

하여 국가의 문화유산을 승하고 국가  사회문화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온라인 디지털자

료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  행 도서 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도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디지털자료에 한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이 제․개정되고 시행을 비하면서, 이들 자료

의 납본 체계  이용 보상에 한 연구와 련 시스템의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하다. 특히, 우리나

라는 도서 법  작권법에 의거, 출 물에 한 납본과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의 

이용시에 작권자에게 보상 을 지 하는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  ｢도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디지털자료의 납본  이용시에 

보상 을 지 하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료는 웹문서뿐만 아니라 자책, 자잡지 

등의 자출 물, 음악(MP3 등), 방송, 상, 이미지, 게임, 소 트웨어 등으로 그 종류와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 유형에 따른 보상  산정 기   이용 범  등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자료의 납본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에 한 효율 인 리 체계 수립과 시스템 구축

이 필수 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을 효율 으로 리하고 운 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도서 법  작권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상  제도를 지원하는 납

본 련시스템  작권시스템의 보상  리 기능에 해 살펴본다. 둘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

본  이용에 한 법률안｣  ｢도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보상 과 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에서 구 되어야 할 주요 기능과 보상  리를 한 주요 항목

을 도출한다. 셋째, 납본 련시스템  작권시스템 등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과의 연계 방

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디지털자료 납본시스템  보상  리 방안에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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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련 문헌을 조사하고, 디지털자료 납본 체계  이용 보상과 련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구축시에 고려해야 할 기술  부분과 리  부분, 그리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 요소들에 해 살펴본다.

Ⅱ. 연구의 배경

1. 납본  이용에 따른 보상 련 법령

납본은 출 자가 출 물의 사본을 국가도서 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의무 조항으로, 법  납

본의 원칙은 국제 조약  많은 나라에서 도서  법률 는 납본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납본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한 항구 인 수집과 근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등에서 여러 출 물에 한 납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서 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는 공공기 이 자료를 발행 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 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국립 앙도서 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 ｢동 

시행령 제 13조(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납본 상 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가제

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자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 ,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

료, ｢출   인쇄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출 물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한 특수자료, 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

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 부장 이 인정하는 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본 상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이며 납본주체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 국립 앙도서 의 경우 납본자료 

1부는 구보존하고 1부는 내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납본 보상 으로 납본부수의 1부에 해

당하는 액을 책정하여 지 하고 있다. 

한편 ｢ 작권법 제31조(도서 등에서의 복제 등)｣에는 도서 에서 보 하고 있는 도서 등에 

한 복제  송에 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도서  보상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 에 해 사 인 이용허락 없이도 작물을 

이용(복제, 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으며, 다만 도서  등으로 하여  사후에 보상

을 작권자에게 지 하도록 하 다. 보상  지  상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 등

으로부터 복제․ 송받은 도서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와 비매품이거나 발행된지 5년이 경과

한 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송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상  

기 은 매용과 비매용으로 구분하여 매용은 1면당 5원, 비매용은 1면당 3원의 출력에 한 보

상 을, 매용 작물의 디지털 송에 해서는 일당 20원의 송에 한 보상 을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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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다. 

2.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의 도입 추진

가치 있는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는 디지털자료에 한 

납본 제도를 시행하거나 비 에 있다. 나다, 덴마크, 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는 기존의 

납본법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일본, 미

국, 핀란드 등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을 한 법률안을 제출했거나 검토 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  ｢도서 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계류 에 있는데, 이들 법률안은 수집 상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와 수집 차 

 보상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두 법률안 모두 

납본  이용에 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제12

조 제2항에서는 디지털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며, 제23조에서는 납본된 디지털자

료의 이용에 하여 작 재산권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서 법 일부개정

법률안｣제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항에는 국립 앙도서 은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하며, 수집하는 자료의 부 는 일부가 매용으로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자료에 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상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3. 국내외 련 연구

인쇄자료  자출 물 자료에 한 납본 제도가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납본

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납본 자료가 보존되고 이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가치와 납본 출 물에 한 사유재산권 침해  납본 등록에 따르는 부수 인 비용 발생

의 측면을 비교하 을 때 납본에 따른 보상 문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분의 국가에서는 납본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출 사의 손익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고 보기 때문에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단지 덴마크의 경우, 출 물의 납본에 한 법률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에 의하면 라디오  TV 로그램의 경우 납본

기 이 지 하고 공 의 제공을 해 제작된 필름은 제작비의 부 는 일부를 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의 경우에도 독일, 스웨덴, 핀란드, 호주 등은 무료로 자

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자국민인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무료로 자료

를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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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출 물 혹은 디지털자료의 납본  이용시에 보상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  리 체계를 시스템 으로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납본에 한 보상 체계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곽승진 등은 디지털자료 납본에 한 보상 체계 연구에서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황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자책, 음악 작권 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  지 을 한 기 자료를 제안하 다.1)

한혜 은 자출 물의 납본시스템에 한 연구에서 인터넷 웹 자원, 자책 등과 같은 온라인 

형식의 자출 물을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납본제도의 보완과 납본시행을 지원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으며, 이를 해 자출 물 온라인 납본시스템 모델과 

시스템 구축시의 기술 , 리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하 다. 제안된 온라인 납본시스템 모델은 

향후 자출 물의 납본  이용과 련된 내용을 시스템 인 에서 설계되었다는데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2) 하지만, 제안된 모델에서는 주로 사용자 인증, 데이터 표 , 디지털자료의 근과 

이용 통제를 한 DRM 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이 맞추어져 있어서, 납본 차 에 발생되는 

보상  산정  지  로세스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Ⅲ. 납본  이용 보상 리를 한 련 시스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모델의 제시에 앞서 국내에서 운  인 납본 

 이용 보상과 련된 시스템  작권 리시스템 등을 분석하 다. 분석 상 시스템은 디지털

장서 리시스템과 도서  보상 3) 시스템 그리고, 작권 리시스템이다. 디지털장서 리시스템

은 국립 앙도서 에서 디지털자료의 수집, 보존, 리, 서비스를 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도서  

보상  시스템은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 DB  자출 물을 공공도서  등에서 이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용 보상 에 한 지 과 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작권라이선스 리시스

 1) 곽승진 등, “디지털자료 납본에 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pp.65-83.

 2) 한혜 , “ 자출 물의 납본시스템에 한 연구,” 정보 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pp.51-79.

 3) 도서  보상  제도는 학도서  단체 등에서 보상  지불 주체, ‘도서  보상 ’ 명칭, 보상  시스템 비용 등에 

한 지속 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  보상 ’의 명칭은 디지털 원문 이용에 한 보상

을 지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보상  리 상에는 디지털 자료 납본시에 발생하는 보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 

이용에 따른 보상 에 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 도서  보상  제도와 련성이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재 국립 앙도서  등 유 기 에서 ‘도서  보상 ’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도서  보상 ’ 명칭을 그 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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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이하 CLMS)4)는 디지털자료의 작권정보를 통

합 리하고, 사용내역 리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은 납본 보상과 

련된 기능을 포함하며, 도서  보상  시스템  CLMS는 원문 DB  디지털 작물에 한 이용 

보상과 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상 시스템에 포함되었다. 

1. 디지털장서 리시스템

국립 앙도서 에서는 납본, 제작, 구입, 기증, 국제교환, 기타 자료수집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문헌에 한 총체 , 체계  수집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수집, 리, 보존,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차는 재 장서 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재 인쇄물  일부 디지털자료 기반

에서 디지털정보자원 체를 상으로 수집(납본 포함), 리, 보존, 서비스 등  로세스를 체계

화한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이 2008년 개발되었다.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은 도서 의 고유 기능인 자료 수집  보존,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

능을 표 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구성하여 통합 으로 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디지털콘텐트 제작 업무 처리, 구입/구독 업무 처리, 납본 업무 처리, 력 업무 처리, 장서수집/ 

등록/ 콘텐트 리, 디지털 작권 리(DRM), SDL(Semantic Digital Library) 등의 세부 기능

을 지원한다. 특히 납본과 련하여 로세스를 재정의하여 개발시에 반 되도록 하 다.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을 이용한 납본 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사용자제출시스

템을 통한 납본 제출이 이루어지면 납본 Pool에 그 정보가 장되며, 리자는 제출된 정보를 바탕

으로 가격, 복여부, 라이선스, 작권 등 주요 정보에 한 조사를 시행하여 납본 선정  취소여

부를 결정한다. 둘째, 납본 상 자료로 선정되면 수서 과정을 거쳐 납본 보상 액이 결정되며 그 

정보를 원 작자( 작권자)에게 통보하고 송 하는 과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 후 인수 

 장서 등록의 차를 거쳐 서비스 비가 끝나게 된다. 셋째, 서비스 상이 아닌 자료는 구보

존시스템을 통해 보존되며, 서비스 상 자료는 라이선스나 이용 권한의 설정이 완료되면 실제 일

반 이용자에게 서비스된다. 서비스 에 발생되는 이용 보상 도 작권자에게 통보  송 의 과

정을 거쳐 보상이 이루어진다. 

2. 도서  보상  시스템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 DB  자출 물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용 보상 에 

한 리는 2004년부터 운 인 도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  보상  

 4) 작권라이선스 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clms.or.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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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작권법에 의거, 도서  보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립 앙도서  원문데이터베이

스 에서 작권이 있는 자료에 한 도서  보상 을 지불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한 시스템이다.5) <그림 1>은 도서  보상  시스템의 구성도와 도서  보상  시스템을 이용

하는 련 기 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 도서  보상  시스템 구성도  연계 기

이용자가 국가 자도서 6)에서 이미지뷰어를 통해 단행본  학 논문에 해서 열람을 원할 

때, 도서  보상  시스템은 국립 앙도서   작권 약 도서  내의 지정된 PC에서 과  결제

를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립 앙도서 , 한국복사 송권 회, 공공도서 의 리

자들이 기 의 역할에 맞는 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서  보

상  시스템을 운 하는 주체는 국립 앙도서 이며 이용 보상 련 통계  로그 정보를 장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부가 으로 수행한다. 한국복사 송권 회는 도서  보상 을 분배하고 통계자료

에 한 분석  카드 매업자와 도서  보상 의 회수, 공공도서   복사업체와 보상 련 약

정 체결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도서 은 도서  보상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여 특정 

IP에 해당하는 PC에 한해서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도서  보상  시스템을 이용한 보상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  이용자는 공공도서

의 지정 PC에서 원문을 검색하고, 국가 자도서 을 통해 원문을 요청하면 원문DB를 상으로 

정보를 조회한다. 열람이 승인되면 원문 정보  이미지가 송되어 이미지 뷰어를 통해 과 정보, 

원문정보가 제공되며 이용자는 결제 과정을 거쳐 원문을 열람하게 된다. 과  련 정보는 이미지 

 5) 한국복사 송권 회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library/lib.asp>.

 6) 국가 자도서  홈페이지, <http://www.dlibra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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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를 통해 과 시스템에 달되어 로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장된다. 장된 이용 로그 분석

을 통하여 통계정보가 생성되는데, 이를 통해 도서  보상 에 한 분배 내역을 한국복사 송권

회와 공공도서 에서 열람할 수 있다. 

3. 작권라이선스 리시스템

작권라이선스 리시스템(CLMS)은 작물 이용에 필요한 작권 정보를 체계 으로 통합 

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간에 보다 편리한 작물 이용계약체결을 지원하며, 디지털자료의 사용

내역 리 기능 제공하여 One-Stop 작권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한 시스템이다. CLMS는 2008

년 5월부터 작권 원회7) 주 으로 운 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  연계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CLMS는 작물 거래의 안 , 신뢰 보호, 디지털 환경에 맞는 온라인 작물 거래 시스템의 구

축을 통한 디지털 작권 유통 랫폼 확립과 작권통합메타DB 구축을 통하여 작물 련 작

권정보를 통합․표 화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련 단체  사업자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

고 등록 작물 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빙화하여 검색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해 작권 원회를 심으로 한국복사 송권 회, 한국음악 작권 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 회, 한국방송공사 등이 참여하여 신탁 리시스템 등과 같은 작권 리 데이터

베이스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 인 디지털 자원의 작권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CLMS를 통해 디지털 작권에 한 통합 리가 가능하도록 작권법 제2조 제29호의 권리 리

정보 확인을 한 작권 리번호 부여체계가 마련되었다. 한 작권을 탁 리하는 작권신

탁단체에서 각각 리하던 작물정보와 작권자정보를 통합, 동일 작물과 작권자에는 유일

한 하나의 작권 리번호를 부여하는 작권통합메타DB  통합 작권자DB 구축을 통해 리

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이를 해 CLMS는 신규 작권 리번호 부여 시스템  련 기 간 인터

페이스가 포함되었으며 작물 등을 식별하기 한 정보와 작자, 작재산권자, 출 권자, 작

인 권자 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한 정보, 그리고 작물 등의 이용 방법  조건

에 한 정보 등의 권리 리정보를 리한다. 

CLMS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 상물, 어문 작물 등 다수의 작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상 작권이용계약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작물을 원하는 이용자가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합법 으로 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작권을 사용한 후 작권신탁단체로 제출하게 되는 사용

내역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음악  어문 작권통합메타 DB를 이용한 작물 조회(77만 여건), 

 7) 작권 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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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신탁단체가 개별 으로 리․운 하던 작물  작권자 번호 통합, 표 화된 계약서를 

통한 자 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 사업자의 표 화된 사용로그 제출을 통한 작권료 분배시스템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음악 통합사용내역 리시스템은 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음악 작권 회․음

악실연자연합회․음원제작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했던 사용내역을 표 화해 한번만 제출하면 되도

록 그 기능을 통합하 으며, 작권료의 분배  정산의 투명성을 기하 다. 한 작권신탁단체 

리 작물의 조회  다운로드, 신탁변경정보의 자동통지 등 이용계약업무에 따르는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Ⅳ.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구축

앞에서 언 된 시스템들은 기존의 납본 제도  작권법에 따라 구성된 것들로 재 납본 보상 

기 과 이용 보상 기 이 비교  간단하고, 자료 이용 범 가 공공도서 의 특정 PC로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료를 여러 계층의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보

상 에 한 리를  시스템들에 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향후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보상 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1.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개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의 지   

정산과 련된 체계를 수립하고 보상 업무를 리,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납본 상 자료와 이용 

상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보상  리가 이원화되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지만, 향후 디지털자료

에 한 납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들 자료는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을 통해 수집, 보존되고 서비

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기  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납본 보상 과 이용 보상 에 한 일원화된 리 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시스템은 기본 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  ｢도서 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명시된 보상 방안을 지원하도록 설계하 다. 특히 ｢도서 법 일부개정법률안｣제 44조 

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경우 발생

되는 보상 에 해 산의 범  안에서 부 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온라인 자료를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보상  산정  사후 정산을 한 별도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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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납본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련 정보를 리하여

야 하는데 납본 로세스에 따른 보상  지  차와 자료 이용에 한 보상  지  차는 그 

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납본시에는 도서  리자와 납본 제출자(출 사, 출 자, 작권

자 등)가, 이용시에는 도서  리자, 디지털자료 이용자, 작권자 등이 련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기능 설계에 앞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상 사용자 그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리자 그룹: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내역을 리하고 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 앙도서 내 시스템 리자

∙이용자 그룹: 이용 액을 지불하고 디지털자료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

∙납본 제출자  작권자(이하 작권자): 디지털자료의 제작/납본 제출, 그리고 납본 보상  

 이용 보상 을 지 받는 자

이용 보상 의 발생은 통합 이용자 DB를 통해 인증된 이용자 그룹이 디지털자료 열람 시스템과 

같은 사이트에 근하여 자료를 열람할 경우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용자 그룹  작권자 그룹의 

리는 보상 리시스템을 한 별도의 과정 없이 국립 앙도서 에서 리하고 있는 통합 이용

자 DB를 연계하면 가능하다.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개요  사용자 그룹에 따라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납

본 보상 처리와 이용 보상 처리, 그리고 보상 기  정보 리 기능으로 나 어 정의하 다.

납본 보상 처리는 납본 상이 되는 디지털자료의 정가  별도 보상기 에 따라 한 보상

을 산정하고 작권자에게 지 하는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한 납본기 의 행정  편의

상 보상  지  방법을 선지 , 납본 즉시지 , 납본 후 일  정산 지 의 방법 등으로 나 어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리시스템에서 납본 보상  자동 정산 기능이 필요하다. 보상  지  

 정산 내역에 한 통계 정보 제공 기능도 리자의 편의를 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납본 

보상 처리시에 발생되는 보상 내역 정보와 이용자 정보는 납본 보상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리하여야 하며 디지털장서 리시스템  OASIS 의 납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 보상 처리는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때 근 형태(보존, 내 근, 외 근), 활용 

형태(단순 열람, 다운로드, 송 등), 납본주체특성( 리/비 리)에 따라 정의된 이용 보상 기 에 

따라 정당한 유통가격을 산정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 가를 지 받고 작권자에게 정산 차를 

거쳐 이용 보상 을 지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한 납본 보상 처리 모듈과 마찬가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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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에 따라 이용 보상  자동 정산 기능이 필요하다. 이용 보상 처리시에 발생되는 보상 내

역 정보와 이용자 정보는 이용 보상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리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이용 액에 한 결제를 지원하고 승인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별도의 E-Commerce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림 2>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주요 기능  연계 시스템

보상 기  리 모듈은 납본 보상  산정에 필요한 기  정보와 이용 보상을 한 디지털자료의 

정 유통가격  이용 보상  산정에 필요한 기  정보를 리자가 효율 으로 리하기 한 기

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인쇄물이나 원문 DB는 자료의 정가 책정 기 이 명확하기 때문에 납본 보

상 기   이용 보상 기 이 비교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디지털자료는 자료 유형, 근 

형태, 활용 형태 등에 따라 보상 액 책정 기 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기  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상 기  리 모듈을 통해 책정된 기  가격 정보를 시스템 으로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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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 납본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액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해 보상체계 

분류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 필수 이다.

E-Commerce 연동 모듈은 디지털자료 납본 리자가 납본 보상   이용 보상 을 실제로 지

하거나 이용자가 디지털자료를 이용하기 해 결재한 내역의 승인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E-Commerce 시스템은 보상 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승인 정보는 암호화 

되어 송되고 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고려된 연동 모듈이 구 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 그룹 리 모듈은 시스템 리자, 작권자, 이용자 그룹에 한 정보를 리하는 것으로, 

시스템 리자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리하며, 작권자와 이용자 그룹에 해서는 통

합 이용자 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리할 수 있다. 

디지털자료 정보 리 모듈은 납본  이용 상이 되는 디지털자료의 메타정보를 리하기 한 

모듈로 디지털장서 리시스템, 혹은 OASIS의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수집된 모든 

자료가 이용 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시스템과 련 있는 디지털자료에 해 선별 으

로 리하는 것이 데이터 안정성이나 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보상 리시스템 

내에서 디지털자료 정보 리 모듈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디지털자료의 납본  이용 로세스와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여러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지만 납본  이용 보상  지  업무를 담당하는 

리자가 직  본 시스템을 통한 업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로세스에 맞는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 시스템 비교

도서  보상  시스템과 작권라이선스 리시스템은 작물의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 내역

에 한 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따

라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기존의 도서  보상  시스템  작권라이

선스 통합 리시스템과의 통합 는 연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에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기능 으로 비교하고, 시스템간의 연계 통합 방안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도서  보상  시스템, 작권라이선스 리시스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상자료, 기능, 데이터베이스, 연계시스템 등을 분석하고 특징을 정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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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도서  보상  시스템
작권라이선스
리시스템

상
자료

- 자출 물( 자책, 데이터베이스, 
학 논문, 보고서, 신문)

- 음악, 방송, 상, 이미지 등의 디지털 
자료

- 디지털형태의 도서
(학 논문  단행본)

- 음악, 상물, 어문 작물(확  정)

주요
기능

- 납본 보상  산정  지  리
- 이용 보상  결제  지  리
- 주요 디지털자료 작물 리
- 이용자 통합 리(지식정보 소외계층 
포함)

-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송  
열람 지원

- 도서  보상  과   결제 지원
- 도서  보상  분배 리

- 음악  어문 작권메타 DB를 이용한 
작물 조회

- 작물  작권자번호 통합
- 작권에 한 표 화된 자 계약 체결 

지원 
- 표 화된 분배시스템 지원

주요
DB

- 통합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 납본보상내역 리 데이터베이스
- 이용보상내역 리 데이터베이스
- 보상체계분류 리 데이터베이스
- 작권정보 데이터베이스
- E-Commerce 데이터베이스

-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 약정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 공공도서  공인IP 정보 데이터베

이스
- 이용/과 정보 데이터베이스

- 통합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 통합 작물 리 데이터베이스
- 이용허락 리 데이터베이스
- 사용내역 리 데이터베이스
- 로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시스템

- 디지털장서 리시스템
- OASIS

- 국가 자도서
(www.dlibrary.go.kr)

- 작권정보 리 시스템
- 국립 앙도서  아카이빙 시스템
- 작권신탁단체의 신탁 리시스템, 

정산분배시스템

특징

- 납본 보상과 이용 보상과 련된 기능 
지원

- 보상 상 자료 유형이 다양
- 보상 기 이 자료 유형  이용 방법
에 따라 다름(다양한 형태의 보상체
계 분류 기 을 고려)

- 다양한 결제 방법 지원
(E-Commerce 시스템 연계)

- 도서  보상  제도 지원
- 보상 상 자료 유형이 한정되어 
있음(학 논문  단행본)

- 도서  보상  기 이 명료하고 
간단하게 구성

- 결제 방법이 한정되어 있음(공공
도서 에서만 이용 가능)

- 국립 앙도서 , 한국복사 송권
회, 공공도서 , 과 업체 등이 

연계 운

- 음악 작권 회, 음원제작자 회 등 
작권정보 신탁 리단체의 시스템을 통
합하여 작권에 한 통합 리

- 작물에 한 이용계약  승인과 련
된 기능 수행

- 음악, 상물, 어문 작물에 한 사용 
내역의 통합 리

- 상 자료가 음악, 사진, 미술, 어문 작
물에서 확  정임

<표 1>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나. 도서  보상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 방안

도서  보상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립 앙도서 , 공공도서 , 한국복사 송권 회, 과

업체 등이 보상  련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이다. 이에 따라 

각 기 별로 도서  보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약간의 차이 이 있으며, 각 기 별 제공 

모듈은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한 작권법에 따른 보상 상이 

되는 자료의 유형이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하며 자료 이용 방법이 면당 복사  체 일 송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보상  산정을 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의 열람도 특정 공간에 치한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정 도서 의 정보  

컴퓨터의 정보를 별도로 기록, 리해야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과 도 일부 도서 에서 자

체 으로 수행하기도 하지만 카드리더기를 통한 과 업체 행이 주된 방법이다.

도서  보상  시스템과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차이 이 있다. 첫째, 

보상 상이 되는 자료 유형이 상이하고 디지털자료의 종류  특징이 매우 다양하다는 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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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상  시스템의 상이 되는 자료 유형은 단행본  원문 일인 반면에 디지털자료 납본 보

상 리시스템의 상이 되는 자료는 자책, 자 , 데이터베이스, 학 논문, 보고서, 자신

문  사보, E-카탈로그와 같은 자 출 물과 음악, 방송, 상, 이미지, 이러닝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며, 구조와 열람방법 등이 상이하다. 이는 련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향을 미친다. 도서

 보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을 구 할 경우, 

디지털자료에 한 내용을 장하기 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를 들어, 디지털자료 

이용 방법(다운로드  응용 로그램을 통한 실행, 웹페이지 열람, 직  근을 통한 열람 등), 과

 기 (패킷단 , 송시간단 , 매가액)등의 정보들을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차이 은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분이다. 기존의 보상  시스템이 국립 앙도서 을 

심으로 공공도서 , 한국복사 송권 회, 일부 과 업체가 연계된 시스템인데 반해,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공공도서   출 사뿐만 아니라 국립디지털도서 (NDL) 포털  검

색시스템, 디지털장서 리시스템 등의 시스템과 유기 인 계를 가지는 시스템이다. 이는 시스템 

내에서 공유하는 정보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계를 한 다양한 모듈의 존재 유무를 의미하는데,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에서는 많은 정보의 공유를 해 메타데이터 포지토리, 정보

개모듈과 같은 부가 모듈이 필요하다.

두 시스템 간의 기능  연계 시스템 등을 고려한 결과 도서  보상  시스템은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조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두 시스

템간의 연계나 통합은 가능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자료의 범 , 연계 기   시스템의 범  등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기능이 도서  보상  시스템의 그것에 비해 더 

범 하며,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도서

 보상 의 데이터베이스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정보를 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 인 측면에

서도 디지털장서 리시스템과 아카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

템이 좀 더 넓은 범 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구축시

에 도서  보상  시스템의 기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작권라이선스 리시스템과의 연계

CLMS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 작권 회(KOMCA)와 같이 작권 정보를 신탁 리해온 단체

가 운 하고 있는 신탁 리시스템  정산분배시스템을 통합하 다는 이다. 이를 해 작권 

신탁단체에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작물정보와 작권자 정보를 통합하여 동일 작물과 작권

자에게 하나의 작물번호와 작권자번호를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 다. 한 음악  어문 

작물에 해서 작물 이용계약시스템을 통한 이용자 심의 작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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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내역을 작권신탁단체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용내역 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리하 다는 특징이 있다. 

CLMS와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디지털자료를 상으로 발생되는 보상  정보를 

다룬다는 에서는 유사하나, 정책 인 측면이나 상기 의 에서는 차이 이 있다. 하지만 디

지털자료에 한 납본 차가 법 으로 효력을 가진다면 향후 CLMS에 등록된 음악, 어문, 방송 

등의 디지털자료들이 납본 상이 되거나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CLMS에 등록되어 서비스 될 경우 

두 시스템간의 연계, 특히 작물  작권자 정보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부여된 작물  작권자 정보와 통합 작권 리번호(ICN)가 연계

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  디지털 장서 리시스템의 작

물  작권자 번호를 ICN으로 체하는 방법과 ICN과의 매핑 테이블을 두어 리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변경에 따른 기 비용이 많이 들고 번호 변경에 따른 무결성

의 제약이 따르는 단 이 있으나 변경 완료 후에는 두 시스템 간의 한 연계가 가능한 장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용이 게 들고 작물  작권자 정보( 리번호)의 변경에 따른 무결성

의 제약이 은 장 이 있지만, 한 연계가 어려워 항상 매핑테이블을 통해 데이터의 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 이 있다.

4. 디지털장서 리시스템과의 연계

납본된 디지털자료에 한 납본 보상  정보를 리하기 해서는 납본 로세스 에 보상 

련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능은 보상 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 디지털자료

의 장서 리를 목 으로 하는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에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납본 로세스

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을 이용한 납본 로세스는 <그림 3>과 같이 납본 제출이 이루어지면 

리자는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 복여부, 라이선스, 작권 등 주요 정보에 한 조사를 시

행하여 납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납본 상 자료로 선정되면 수서 과정을 거쳐 납본 

보상 액이 결정되며 그 정보를 원 작자( 작권자)에게 통보하고 송 하는 과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 후 인수  장서 등록의 차를 거쳐 서비스 비가 끝나게 된다. 서비스 상이 

아닌 자료는 구보존시스템을 통해 보존되며, 서비스 상 자료는 라이선스나 이용 권한의 설정이 

완료되면 실제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된다. 서비스 에 발생되는 이용 보상 도 작권자에게 

통보  송 의 과정을 거쳐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림 3>과 같이 수서와 인수 과정 사이에 납본 

보상 산정  납본 보상  지  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앞에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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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림 3>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의 납본 로세스와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과의 연계 

기존에 구축된 디지털장서 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납본 보상  리를 해서는 보상체계 

분류 DB, 납본보상내역 DB, E-Commerce DB가 구축  연동 되어야 한다. 납본보상내역 DB는 

납본 승인된 작물에 해 보상가를 책정하여 보상 을 작권자에게 제공하기 한 정보를 장

한다. 이 DB에는 보상  신청일련번호와 이용내역일련번호를 참고하여 콘텐트 ID, 보상유형, 보상

방법, 보상가, 보상일자, 보상 을 지 한 리자ID, 이메일, 보상 이 지 된 등록일, 지 업무를 

수행한 리자, 계좌은행, 주, 계좌번호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보상분류체계 DB는 작물의 

유형에 따른 보상분류정보를 리한다. 

납본  이용 보상 상 디지털자료를 자책, 자 , 데이터베이스, 학 논문, 보고서, 자

신문  사보, E-카타로그와 같은 자 출 물과 음악, 방송, 상, 이미지, 이러닝 등으로 구분한

다면 이들 자료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상  산정 기 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보상분류체계 DB

를 이용하여 디지털자료 제작 단가 등의 정보가 보상분류체계 테이블에 장되며, 이를 통해 효율

인 과  계산, 보상 상 자료의 추가, 과  기 의 변경, 보상구분, 할인율, 등록정보 등이 장

된다. 

한편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에 한 지   리를 해 본 시스템에서는 결제정보 DB과 

E-Commerce DB를 고려하 다. 결제정보 DB에서는 이용내역 일련번호를 이용내역 테이블에서 

참조하여 결제 ID, 결제방법, 결제 액, 결제일시 등이 기록되며, E-Commerce DB에는 결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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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의 코드를 참고하여 이용자정보, 결제방법, 결제 액, 결제 상, 행업체 정보 등이 기록

된다. E-Commerce DB는 작물 이용에 따른 결제를 행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된다. 

특히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은 디지털 산회계시스템8)을 이용한 보상 의 지  리 기능을 고려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회계시스템과 E-Commerce DB와의 안 한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  ｢도서 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라 디지털자료 납본과 이용에 따른 보상  정보의 효율 인 리를 한 디지털자료 납본 보

상 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 다. 이를 해 기존의 도서 법  작권법에 의거하여 시행

되고 있는 보상  제도를 지원하는 납본 련시스템  작권시스템의 보상  리 기능에 해 

분석하고, 개정 법률안의 보상 과 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에

서 구 되어야 할 주요 기능과 보상  리를 한 주요 항목 등을 도출하 다.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납본 보상 처리, 이용 보상 처리, 보상 기  리, 사용자 

그룹 리, 디지털자료 정보 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납본 보상  리와 

이용 보상  리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으로 리할 것을 제시하 다. 기존의 납본 보

상과 이용 보상에 한 규정 법률이 각각 도서 법과 작권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납본 보상 

상 작물과 이용 보상 상 작물이 서로 상이하다는 , 그리고 보상 주체가 납본 보상은 국

립 앙도서 , 이용 보상은 자료를 송 복제한 도서 으로 서로 다르다는 으로 인해 시스템 으

로 분리되어 운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를 한 법률안에는 납본  이용 보상을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납본  이용에 한 리를 국립 앙도서 에서 앙 집 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납본 보상   이용 보상 의 통합 인 리가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디지털자료 납본 로세스를 지원하는 디지털장서 리시스템이 본격 으로 운 될 경우 효율

인 납본 보상 의 리를 해서는 본 시스템의 납본 보상 리 모듈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디

지털자료의 납본 규모는 기존의 인쇄출 물의 납본 규모와 비교하여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기 때

문에 효율 인 납본 보상 리 업무를 해서는 납본 차에 한 시스템 인 구 이 필수 이다.

도서  소장자료 이용에 따른 이용 보상  리 측면에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은 

기존의 도서 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서  보상  제도를 지원하기 한 도서  보상  시스

템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보상 상 자료의 특징과 범 , 연계 기   연계 시스템의 

 8)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http://digitalbra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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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을 고려할 경우,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이 도서  보상  시스템에 비해 더 많

은 기능과 자료 범 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  보상  시스템이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을 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한 도서  보상  시스템을 확장하여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을 구 할 경우에도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다양한 기능의 추가와 같은 부가 인 문제가 발

생되기 때문에 많은 개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시스템은 서로 독립 으로 구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유가 필요한 사용자 정보, 콘텐트 정보에 해서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로 구성하여 리하는 방법으로 운 되어야 한다. 

덧붙여 ｢도서 법 일부개정법률안｣44조 3항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이용 보상  비용의 추계  계상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인, 장애인, 농산

어  주민 등의 정보소외계층이 납본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시에 국가기 에서 이용료를 부 혹

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

리시스템에서는 보상 비용의 추계  계상을 한 기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를 리하기 

한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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