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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 도서 의 정보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해서 해당 학문을 공한 주제 문사서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행 사서 교육 제도, 인   물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이를 실 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 

본 연구는 이에 한 안으로 주제 문사서의 핵심 역할  하나로 평가되는 학 도서 의 SDI 서비스에 로 일러 

개념을 용한 SDI 로 일러 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도서 에 용하는 차와 방법에 해서 기술하 다. 제안된 

SDI 로 일러 체계는 사서 역할을 단순 응 방식이 아닌 이용자에게 직  다가가는 극 인 근 방식으로 

환시키고, 사서들이 해당 조직의 핵심 구성원의 정보 활용 패턴을 분석한 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참고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Offering subject-oriented services by subject experts is an effective method of enhancing the quality 
of digital reference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However, it is not easy to implement due to the 
Korean librarian education system and a shortage of human resources. Thus, as an alternative, 
we proposed an SDI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profiler system using the concept of 
a profiler which is used in crime psychology as a specialist who studies a person's behavior for clues 
to psychology to aid in capturing them, under the assumption that conducting SDI services is one 
of the subject experts' key roles. And we also mention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how to 
apply it to the reference services of university libraries. The proposed SDI profiler system can change 
the roles of university librarians from passive to active. Furthermore, it also allows librarians to 
provide their clients with customized SDI services, thus improving refere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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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  

참고 서비스는 사서의 문 역으로 오랫 

동안 인식되어 왔으나, 국내의 도서 계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 몇몇 학 

도서 들은 주제 문사서 는 리에종 서비

스1)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여 실 하고 있다. 

숭실 학교의 리에종 서비스, 성균 학교의 주

제사서 제도 그리고 연세 학교의 주제 문사

서 제도가 그 이다(김남숙 2009; 유완식 2009; 

박수희 2008). 숭실 학교의 리에종 서비스는 

소속 구성원 6명이 인문사회와 경상계열 6개 

학과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균 학교

의 주제사서 제도는 주제를 6개 역으로 구분

하여 코디네이터 제도와 고객 리시스템을 도

입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 으며, 숭

실 학교와 비슷하게 인문사회 주제 분야에 주

로 서비스 되고 있다. 특히 연세 학교는 주제

문 사서제도를 해서 12명의 인력을 운 하

고 있는데, 문헌정보학 공자 5명, 타학문 

공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공자를 사서 

교육을 통해 주제 문 사서로 육성한다는 방침

으로써, 주제 문 사서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몇몇 학들의 참고 서비스를 분석

해 보니 참고 서비스의 주체가 한정된 소수 인

원으로만 운 되고, 서비스 상은 학과로 한정

되어 있다. 한, 제공 정보는 학 도서 에서 

일반 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깊이에 머무

르고 있다. 이외에 특정 과목들을 이수한 직원

을 채용하여 주제 문사서로 보임하고 있지만 

여 히 문성이나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

를 보이고 있다. 정보원 부족과 정보 활용 기술

의 부족으로 도서 과 사서는 제 로 된 인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컨설턴트나 멘토로서의 역할

을 제 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학 도서  사서의 85.7%가 주제 

문 사서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주제

문 사서제를 운 하는 학 도서 은 응답자의 

13.0% 뿐이고, 앞으로 40.2%가 운 하지 않을 

정이라고 답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2008). 

도서 이 해당학문을 공한 주제 문사서의 

임용을 통한 문성의 확보가 최상이라고 생각

하지만, 국내에서는 행 사서 교육 제도, 인  

 물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이를 실 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서들

이 직  주제 문가가 되어 도서 의 상을 

제 로 수립하는 방안이 실 으로 실행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질  안으로 참고 서

비스를 특화한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로 일러(profiler) 체계를 제

안하고자 한다. SDI 로 일러 체계는 주제

문사서의 핵심 역할  하나로 평가되는 학 

도서 의 SDI 서비스에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 일러 개념을 용한 것이

다. 로 일러는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용의

자의 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정의되

고 있는데 법의학  는 생물학  증거를 찾

아내는 데 주력하는 과학수사와는 달리, 심리

 1) 문 인 도서  직원이 강의 교수의 교육 인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직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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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동을 분석 상으로 삼는다(헤이즐우드, 

미 드 2007).

본 연구는 도서  사서가 로 일러 처럼 도

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 활용 패턴을 면

히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형 고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는 문가로서 기능을 하면서, 기존의 

포 인 문헌 정보 제공만이 아닌 심층 인 분

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는 사람

들로 이루어진 SDI 로 일러 체계를 구 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SDI 로

일러 체계는 주제 문사서제도와 같이 주제 분

야를 다루는 것은 유사하지만 소수의 담제가 

아닌 체 직원이 모두 로 일러가 되어 해당 

조직의 핵심 요소 는 구성원이 요구하는 것에 

을 맞출 수 있어서 도서  참고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2 연구 방법과 제한  

SDI 로 일러 체계를 구 하기 해서 

로 일러에 한 개념  특성 그리고 국내외 

참고  SDI 서비스에 한 선행 연구들을 고

찰하 다. 아울러 기존의 문헌 는 발표 자료

를 분석하여 재 국내 학 도서 에서 진행

되고 있는 주제 문사서제도  리에종 서비스

의 황과 장단  등을 악하 다. SDI 로

일러 체계를 학에 용하는 차와 방법에 

해서 설명하기 한 하나의 사례로 서울에 

소재한 M 학을 로 들었으며, M 학의 조

직 구조, 특화 요소 등은 M 학의 그룹웨어, 홈

페이지, 인터넷 신문 자료 등을 통해서 수집하

다. 제안된 SDI 로 일러 체계를 실제 

학에 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 바

람직하나 실제 이 체계를 활용한 학 도서

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체계를 도서

에 용하기 한 차와 방법 그리고 사

에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에 해서 기술하 다. 

2. 참고정보  SDI 서비스의 개  

SDI 로 일러 체계에 한 선행 연구가 없

기 때문에 참고정보 서비스와 SDI 서비스에 

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1 황과 개선책 

참고정보  SDI 서비스 황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석 (2002)은 디지털참고정보서비

스와 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개 하고, 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소개

함으로써 참고정보 서비스에 한 황을 악

할 수 있도록 하 다. Wanga, Niub와 Hubbard 

(2004)는 웹사이트의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

여 국의 95개 학술 도서 에서 참고 서비스 

황과 발  사항을 참고 사서, 이용자 교육, 온

라인 참고 정보 등의 에서 조사하 다. 

Pnina, et al.(2008)는 학술  공공 도서  

사서가 676개의 온라인 참고 질문에 답변할 때 

다양한 그룹(성별  인종)이 받는 서비스 수

을 분석하 다. 디지털 서비스의 질을 시기 

성, 신뢰성  친 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

가하 는데 그룹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가상 

환경이 동등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

한 이용자 그룹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Numminen과 Vakkar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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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9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핀란드 공공 

도서 의 컨소시엄으로 운 되고 있는 디지털 

참고 서비스의 질문을 분석하 다. 1999년 연

구에 비해서 2006년 연구에서는 즉답형 참고 

질문은 33%에서 45%로 증가하 고, 주제 기

반 연구 질문은 57%에서 47%로 감소하 다.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

료를 찾는 방법과 련되어 있다고 보고, 인터

넷이 개 주제 탐색에서 공공 도서 의 통

인 역할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 다. 

국내외 으로 실시간 참고서비스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이에 한 연구들도 발표되

었다. 김성희(2005)는 미국 도서 에서 행해지

고 있는 실시간 정보서비스를 소개하고 13개 

도서 을 상으로 황 조사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이용시간 는 주로 일반 참고 서비

스 업무시간과 비슷한 곳이 많았고 이용자는 

주로 해당 학  회원 기 의 학생  교직원, 

졸업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 에서

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재 (2006)은 실시간 참고서비스의 도

입을 한 필요 요소들을 정책  측면과 운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과 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 다. 즉, 서비스정책의 수립, 한 

로그램의 선정 등의 정책  요소와 서비스 인

력의 확보  교육, 운 시간 등의 운  요소

에 한 고려와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Wan(2009)은 텍사스 A&M 학 

도서 을 사례로 하여 실시간 채 에서 서로간

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동 라우징 이용, 

고객의 참고 질문 유형, 주제 문가에게 조회하

기, 이용자 이용 패턴 등에 하여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동 라우징을 유용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총 질문의 84%가 참

고 질문이었고 참고 질문의 10%가 주제 문가

들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서  서비스의 개선책과 평가에 

한 연구들이 살펴보면, 장혜란(2003)은 학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참고 사의 

황을 이해하기 하여 국내 학 도서  시

스템에 속하여 근수 , 명칭, 서비스방식 

등 디지털참고 사 제공 련 특성을 조사하

다. 그런 다음 황과 문제 을 확인하고, 도서

 서비스로 확립되기 한 제언을 하 다. 

한 장혜란(2004)은 국내 디지털참고 사의 이

용 증진을 하여, 잠재 이용자의 식별, 서비스 

주지를 한 홍보, 사용성 제고를 한 사이트 

개선,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평가 등에 하여 

선행 연구와 외국의 성공 사례를 고찰하여, 실

행 가능한 구체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노

희(2003)는 SDI 서비스를 개선하기 해서 

국내 학들의 SDI 서비스 활용 황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 개선 방안  정

보서비스 제공 범  확  방안을 제안하 다. 

노 희(2009)는 더 나아가 참고 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문사서가 신속․정확하

게 정보자원을 검색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정보 근 환경의 조성방안, 즉 온라인 정보

자원의 확보  효과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종기(2007)는 정보 문가의 교수활동 지

원을 한 참고정보서비스 실태를 설문지를 이

용하여 사서교사의 참고정보서비스 참여를 

심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과 직무연수 등을 통해 교수활동 지원을 

한 참고정보서비스 교육을 강화할 것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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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사서교사와 사서가 참여하여 참고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

할 것 등을 제언하 다. Shachaf와 Horowitz 

(2008)는 참고 서비스에 한 체계 인 평가를 

해서 IFLA 디지털 참고 가이드라인과 ALA

의 RUSA(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 

ciation) 행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이메일) 참고 서비스의 질과 참고 사서의 수

을 평가하 다. Buckland(2008)는 참고 서

비스가 디지털 도서  환경으로 효과 인 이행

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한 안을 

제시하 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참고 서비스 

연구는 문 사서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을 맞춰 오고 있는데 디지털 도서  환경

에서는 도서  이용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는데 

을 맞춰야 하고, 서지 근에 한 심 그

리고 좀 더 포 인 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 다. 

 

2.2 인 라 구축

참고정보  SDI 서비스의 인 라 구축에 

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먼  력형 디지

털참고서비스에 한 연구들이 있다. 최은주와 

이선희(2004)는 세계 인 참고정보네트워크

인 Questionpoint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Question포인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서비스 운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기 로 하

여 향후 국내 도서 에서의 력형 디지털참고

정보서비스 활용의 필요성  도서 간의 력

체제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박

식(2005)은 국내 학도서 의 가상참고서가 

동구축을 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 다. 즉, 

국내 학도서 의 가상참고서가 운용 실태를 

9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동 구

축의 당 성을 이끌어 냈고, 가상참고서가의 

동구축을 한 구체 인 방법과 차를 학

도서  련 기구  단체들의 역할과 연 하

여 논의하 다. 

이외에 정 훈과 김유승(2009)은 국내외 온

라인 지식정보서비스를 상으로 한 사례연구

와 질의응답 실험을 통해 국립 앙도서 이 주

도 으로 시범 운 하고 있는 <사서에게 물어 

보세요> 서비스의 활성화  고도화를 한 

방안을 모색하 다. Penka(2003)는 디지털 

참고 서비스가 수행되는 기술 인 환경 즉, 이

용자 정의  근에서 사서와 이용자간의 공

유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동  계

와 네트워크의 역할 등에 한 이해가 필요하

다고 기술하 다. 이외에 2002년 미국의회도

서 과 OCLC에 의해 구축된 동 디지털 서비

스인 QuestionPoint에 해서 소개하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음을 소개하 다.

최근 주제 문 사서  서비스에 한 연구

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노 희(2009)는 직

원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주제 문서비스 체제

를 도입하고 있지 못하는 도서 의 실정을 고

려하여 주제 문서비스 성공 사례 분석  국

내 학 도서  사이트 분석을 통해서 실질

인 도입․운  방안을 제시하 다. 최상기와 

안인자(2009)는 최근 일부 도서 에서 운 하

고 있는 리에종 서비스에 해서 연구하 다. 

학도서 이 이용자 서비스를 극 화시키기 

해서 필요한 도서 과 이용자를 연결하여 맞

춤형 책임 서비스를 구 하는 리에종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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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서 국내외 

학 도서 의 리에종 사서의 활동과 업무 내

용을 사례 조사한 후, 이를 토 로 학도서

의 리에종 서비스 운 방안을 서비스 조직, 업

무 차  업무 측면의 세 가지 에서 제안

하 다. 안인자 등(2009)은 주제 문사서의 직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도출하여 

제안하 는데, 6개의 교육 코스(‘정보원개발’, 

‘정보 사’, ‘도서 마 ’, ‘이용자교육’, ‘주제

연구’, ‘도서 경   일반’)와 15개의 교과목

을 제시하 다. 

끝으로 정보 서비스에 최신 기술과 방법을 

용한 연구들이 있다. 진성화(2008)는 국내외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서비스 사례

를 조사하고 RSS를 이용한 학 도서 의 정

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Morales-Del-Castillo, et al.(2009)는 디지털 도

서 에 용할 시멘틱 웹 기술을 용한 SDI 

서비스의 이론   방법론 인 기 를 제공하

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기술이 좀 더 효율 으

로 정보 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에이 트와 

이용자간의 커뮤니 이션 과정을 개선시키고, 

합한 자료로의 정확한 근을 용이하게 한다

고 하 다. 기타 이용된 기법에는 이용자와 시

스템간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퍼지 언

어 모델링 기법, 반자동 시소러스 생성을 해주

는 자연 언어 처리 기법 그리고 개인화된 서지 

정보 알림을 구 해 주는 “최신 정보 게시 ”

으로 RSS 피드가 이용된다. Beth(2009)는 도서

 참고 서비스를 해서 SMS(short message 

service) 는 텍스트 메시징의 유용성을 살펴

보았다. 즉, SMS 참고 서비스의 다양한 기술  

근 방식들을 비교해 보고 각 방식의 장단 을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 Pomerantz와 Stutzman 

(2006)은 참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랫폼

으로 블로그 사용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고 기술하고 있다.

3. SDI 로 일러

3.1 개념과 특성 

로 일러는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용의자

의 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 즉, 법의학  증거나 생물학  증거를 찾

아내는 데 주력하는 과학수사와는 달리, 심리

와 행동을 분석 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신

원이 밝 지지 않은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목

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로 일링이다. 즉, 

로 일링은 어떤 사건에서 에는 에 띄지 

않았거나 이해되지 못했던 요한 특징을 드러

내고 해석해주는 세세한 분석으로 개인의 특정

한 행동이나 성향에 한 로 일을 작성해 

이용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 부터 다양한 목

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로 일링은 앞에

서 언 한 것처럼 경찰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

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범죄를 방하기 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헤이즐우드, 미 드 2007; 

손재  2007).

SDI 로 일러는 포  의미에서는 주제

문사서제도나 리에종 서비스와 같이 주제 분

야를 다루는 것은 유사하지만 구체  의미에서

는 그 조직의 핵심요소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여 

우선순 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새로운 모형이다. 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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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러는 부족한 인력구조로 주제 문서비

스를 하기 어려운 학도서 에 해 체 사

서가 기존 업무의 유지와 더불어 로 일러가 

되는 체계를 제시함으로 업무의 유지는 물론 

고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제안된 SDI 로 일러 체계는 기

존의 기능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로 일

러 조직 체계를 양립해서 운 하는 병행 모델

(Hybrid Model)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Martin 1996; 박유진 외 2006). 

첫째, 이용자들의 정보 활용 패턴, 특정 정보 

매체 선호도 등을 면 히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

형 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 로

일링을 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

용자로부터 직  입력받을 것인가 아니면, 간

으로 측할 것인가로 분류할 수 있다. 웹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다양한 직․간

 심 표명 행동 에서 이용자의 선호와 

련이 있는 정보로 단되는 클릭 횟수 그리고 

이용자로부터 직  입력되는 심 분야 정보를 

반 한 이용자 로 일링기법이 바람직 할 것

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용자의 잠재된 정보 

요구를 이끌어 내기 해서 유사한 성향이나 특

징을 가진 이용자 그룹의 정보 이용 행태에 

한 정보를 이용자 로 일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로 일링 기법은 일회 이기 보다는 

반복 으로 재활용된다. 로젝트 단 로 정보 

서비스를 할 경우 연구 이 다른 로젝트를 시

작할 때 기존 로젝트에 한 로 일을 분

석, 악하여  로젝트와 이  로젝트와의 

연 성을 악하여 활용한다. 이와 같이 유사 

심을 갖는 이용자들 는 유사한 로젝트들

을 로 일을 기 로 하여 그룹핑한 후 정보 

서비스에 활용한다. 

셋째, 도서 장을 포함하여 도서   직원이 

참여하여 조직의 우선순 에 한 정확한 분석

을 한 후 핵심 아이템들을 선별하여 집 으로 

지원한다. 만약 핵심 아이템이 특정 연구 는 

로젝트로 정해지면 사서들이 이러한 로젝

트에 한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 을 특정 

연구나 로젝트가 진행되기 이 으로 한다. 다

시 말해서, 사서들이 로젝트 제안서 작성 단

계부터 연구 에 소속되어 정보 서비스를 지원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학의 도서 과 

산학 력단의 긴 한 조가 요구된다. 

넷째, 정보 제공의 상과 범 에 해서도 

새로운 제시를 한다. 정보 제공의 상으로는 

기존 주제 문사서제도와 리에종이 학과 심

이면서 특히 인문사회  요소가 강한데 반해 

과학기술분야로의 확 는 물론 조직 우선순

를 학과가 아닌 특정 로젝트나 정책 등으로

도 환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제공 범 도 단

순 학술자료의 탐색과 원문제공을 넘어 시장과 

특허  기술동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 한다. 

아울러 단순 목록 제공 차원을 넘어 최소한의 

정리된 내용이 달될 수 있도록 보고서 형식

이나 조직 차원의 보고 체계를 통해 데이터 차

원이 아닌 정보 차원의 컨텐츠를 최종 이용자

에게 달한다.

3.2 개념  모델 

다음은 본 연구가 SDI 로 일러 체계를 

학 도서 에 용하기 해서 제안한 세 가지 

개념  모델에 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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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람  아이템

한 명의 사서가 특정인 는 특정 테마에 

해 지속 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 사람  한 아이템’ 모델은 사서 개개

인의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날 경우 가장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그림 1 

참조). 이 모델을 업무에 효율 으로 용하기 

해서는 구체 인 상, 범   심도에 해서 

정하고 거기에 맞게 내부 정보원  외부 정보 

경로 악, 주요 검색엔진별 탐색 략 수립, 주

기  기 자료 평가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간

다. 여기서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보 요구에 한 심층 분석이 될 것이다. 요구

에 합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아무리 고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활용성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2.2   주제 

최근 학도서 의 경우 제 활성화 혹은 

리에종 서비스 도입으로 도서 의 서비스 역

이 구분되어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럴 경우 

굳이 모든 부문을 개인화로 돌리기보다 ‘한  

 한 주제’ 방식에 의해서 제에 맞는 모델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도 큰 장 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을 용하기 해서는 먼  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학은 일반 으로 단과 학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역도 

단과 학을 기 으로 하여 구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과 학을 주제로 

설정하여 에서 서비스해야할 상으로 선정

하고 도서 내 해당 에서는 각 단과 학의 

핵심요소를 심층 토의를 통해 악한 후 개인

의 자료 확보 능력이나 기타 데이터베이스 활

용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로 역할을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이 서비스 상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 <그림 2>는 단과 학 구분과 개인별 서비스 

담당 역을 표시한 것이다.

3.2.3 문 기술  다  주제 

세 번째 모델은 ‘한 문기술  다  주제’이

다. 이 모델이 앞의 ‘한   한 주제’ 모델과 

<그림 1> 한 사람  한 아이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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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   한 주제 모델 

<그림 3> 한 문 기술  다  주제 모델 

다른 은 새로운 을 구성하는 신 기존의 

기능  조직 체계의 장을 활용한다는 이다. 

한 특정 의 구성원이 한 주제( , 인문 )

만을 책임 짓는 ‘   주제’ 모델과 다르게 이 

모델에서는 하  직원(사서)은 모든 주제( , 

모든 단과 )에 자기에게 할당된 문 기술을 

제공하는 이다. 를 들어서 장이 학의 

특별 이슈에 해 핵심 역을 설정하고, 핵심 

역의 핵심 구성원과의 소통을 맡아 심도 깊은 

면담을 이끌어낸다. 반면 하  직원들은 요구 

사항에 합한 정보  지식을 달해  수 있

는 각 부문의 정보 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

이다. 보통 하  직원의 경우 정보 기술을 보유

하고 있더라도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통의 책임은 상  장 에서 담

하고 일반 직원들은 소통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요구에 맞는 자신의 문 분야 작업을 수행하면 

되므로 소통과 문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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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 반면에 장의 

경우 소통 는 분석 능력이 부족할 경우 오류 

정보를 생성할 개연성이 충분하고 개인별 기술

에 있어서 부문별 차이가 있을 경우 정보 제공

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단 이 있다. 

4. SDI 로 일러 체계 용 방안

4.1 全구성원 로 일러化를 한 비 단계

4.1.1 조직 우선순  설정

한정된 인력으로 최 의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합한 정보를 

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인  자원이 부

족한 도서 의 경우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서 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일반 인 사항들은 정보문해 교육에서 해결하

고 문 이고 가치 있는 곳에 집 하여 서비

스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서 장도 참여

하여 조직의 우선순 에 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에 앞서 제일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악하는 것이 보다 요

하다. 서울 소재 M 학을 홈페이지, 그룹웨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M 학에

서는 ‘ 력사업의 신기술연구-차세 력기술

연구센터’, ‘환경 연구-수처리 선진화 사업단’, 

‘나노 공학 BK 21 핵심 사업’, ‘경 학 교육에

도 품질보증 시 ’, ‘ 학별 평가에서 물리학과 

 경제학과의 최우수상 획득’, ‘기독교 신앙의 

터  에 세워진 학’ 등이 우선 인 특화 요

소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조직에서 가장 

요한 특화 요소가 밝 지면 그 다음 단계로 핵

심 인물  로젝트가 선정되어야 한다. 

1) 핵심 인물 선정 

일반 으로 조직은 사람에 의해 모든 의사 

결정을 이루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요한 

의사결정은 요직에 있는 핵심 인물에 의해 좌

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역으로 분석하

면 핵심 인물들은 련된 고 정보에 늘 심

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확실히 지원했을 때 그 

효과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도서

의 경우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 신규 진출 

분야에서 주목받는 교수, 학업을 진행 인 지

원 트의 간부  직원 등이 핵심인물로 거론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킹이 미흡한 

통  도서 에 있어 사람을 통한 정보 공유  

특화 정보 제공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는 요

소가 될 것이다. 

2) 핵심 로젝트 선정 

도서 은 학 당국( , 산학 력단)을 통

해서 교수 는 연구원들이 수주하는 로젝트

들에 한 정보를 정규 으로 받고, 학의 핵

심 로젝트들을 선정한다. 선정 기 은 여러

요소  크게 로젝트 규모, 특성, 참여 인원

으로 고려할 수 있다. 도서 은 핵심 로젝트

의 시작 이 부터 종료시까지 극 이고 착

된 유 계와 문  지원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로젝트에서 사실 가장 많은 정보 서

비스가 필요한 단계는 로젝트의 제안서를 작

성하는 단계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

라서 로젝트의 제안서를 작성하기 한 을 

구성할 때 정보 수집  분석 담당자로 사서가 

공식 으로 포함된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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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4.1.2 이용자 분석 강화

1) 분석 방법의 환

정보서비스에 있어 오랫동안 이용자 분석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실제 장에서 

이를 효과 으로 운용하여 성공한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그 주요 요인은 지속 인 면담 부

족, 신속한 응을 한 합한 시설  장비 

부족,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 한 치 한 분

석 미비 등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사서들이 

기  지식과 정보원 그리고 탐색 략이 부족

해서 래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장

기 인 지원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사서의 이동

이 잦고, 한 지원을 간에 차단함으로서 오

랜 동반자로서의 치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

는 이용자와 로젝트 모두 해당 서비스에 

한 정확한 이해, 최상의 서비스 방안의 연구, 충

분한 지원 체계의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 담당사서의 해당 업무 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심층 정보 면담 실시

고  정보 요청과 달에는 이용자와 사서, 

서로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몇 차

례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  자료에 한 상

호 평가가 상시 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정, 

추가에 한 면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부분의 도서  정보서비

스는 요청에 의한 소극  응이 다수를 이

루고 깊이 있는 분석과 면담이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정보 면담시 필요한 요소들을 로세

스별로 정의하여 구두, 온라인, 서면 등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 피드백, 

평가의 차를 기 단계에서 집 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량의 정보, 고가의 정보가 이용

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 악이 가장 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3) 맞춤형 정보제공

이용자 는 로젝트 마다 정보를 받는데 

있어 요구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용

자는 종이 형태로,  어떤 이용자는 일 형태

로 받기를 원한다. 한 어떤 이용자는 가감 없

이 포 이고 원천 인 자료를 요구하는 반면

에 어떤 이용자는 간략히 육하원칙에 의거한 

요약본을 받고자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정보

의 의미가 가공된 데이터의 의미를 지닌다면 

분명 상 에게 맞도록 가공하여 달할 필요가 

있다. 사서들의 측면에서 볼 때 되도록 많은 양

을 보기 좋게 클리어 일이나 제본을 하여 제

공하면 최상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상 를 배려하지 않은 요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고  정보는 몇 페이지의 종

이나 일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1.3 최  정보원 확보  활용

1) 보유 정보 활용

도서 은 일반 인 참고 도구를 갖고 있지만 

특화되고 이용자 맞춤형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

이 있을 수 있다. 도서  보유 자료는 특히 통

이 있는 도서 의 경우 나름 로 역사와 더불

어 이용자들과의 교감의 결과가 장서, 비도서 

 자 자원 구성에 어느 정도 반 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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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기 자료로 활용하기에 합하다. 학

의 핵심 아이템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이용자

( 는 로젝트) 로 일을 작성하고 자  

보유 정보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용자가 그 분야에 아무리 정통하더

라도 상시 으로 갱신되고 있는 각종 정보들을 

사서 보다 일  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공공도서 2)의 경우 장기간의 요구 분석

을 통해 샘  참고 자료를 미리 제작하여 서비

스를 하고 있다. 향토자료, 경제자료, 통계자료, 

시장자료 등 자주 질문하거나 오랜 경험을 통

해 어떤 질문이 상시 으로 올 것인지를 악

하여 해당 내용에 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원

을 팜 렛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러한 서비스를 학 도서 에 용해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

이 꾸 히 이용자와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필

요한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2) 상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SDI 로 일러 시스템에 있어 상용 데이터

베이스는 필수 인 요소이다. 특히, 로젝트 

진행자가 입수하기 곤란한 정보를 바로 악하

여 달함에 있어 상용 데이터베이스만큼 유용

한 도구가 없다. 고가임을 감안 인터넷과 인  

네트웍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

용 데이터베이스를 한 옵션에 따라서 이용

할 경우 가격 비 효과측면에서 뛰어난 정보

원이다.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시장, 특허, 

기술조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직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을 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행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할 수도 있다. 

기에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한 비용이 충분

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계 으로 산

을 배당받아 문  서비스에 응해야 할 것

이다. 한, 시장 정보, 지 재산권, 회색문헌 

등의 자료를 가장 효과 으로 입수할 수 있는 

문  능력을 재교육이나 정보 문가교육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외부 정보원의 체계  활용

외부 정보원의 체계  활용을 해서 로젝

트 는 사람과 련된 키워드에 한 정보원 온

톨로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정보원

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그것을 해당 주제와 

히 의미 연결을 하여 한시 이 아닌 지속 이고 

시의 한 정보지원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제의 키워드가 ‘도서 ’인 외

부 정보원을 구성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4.1.4 탐색 략 수립

SDI 로 일러 시스템 체계 하에서 탐색 

략의 수립은 문가로서의 역량을 단할 수 

있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 면담과 기타 정

황을 단하여 이용자 분석이 완료되면 그 해

법을 찾아가는 략이 바로 탐색 략이 될 것

이다. 탐색 략수립의 로세스를 간략히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키워드를 집  채집한다.

 2) 후쿠오카 립 도서 과 후쿠오카 종합도서 의 경우 참고 정보원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특정 서가에 진열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본인들의 궁 한 사항을 참고 자료를 갖고 직  해당 정보원에 근하거나 사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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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서 ’ 련 정보원 시 

둘째, 핵심 키워드들의 상 계  기타 사

항에 해서 이용자와 소통한다.

셋째, 핵심 키워드들의 조합에 한 략 수

립  탐색식을 수립한다.3)

넷째, 간략 리스트(상용의 경우 최소 액, 

최소 내용 등)를 출력한다.

다섯째, 2~3차례 평가를 통하여 최  략

을 수립하고 최종 으로 소통을 완료한다.

여섯째, 최  결과물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일곱째, 최종 평가  문제 ,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참고 자료를 백업한다. 

이상의 작업을 함에 있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철 히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한 그것을 

용하고 이용자에게  평가를 받고 하는 과정

을 이용자가 만족한 수 에 이를 때까지 수차

례 진행하여야 한다. 다소 이용자에게 불편함

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최종 결과물을 

감안한다면 소통이 가장 요하다.

4.2 SDI 로 일러 체계 추진 차

어떤 새로운 체계를 조직에 도입하기 해서

는 단계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SDI 

로 일러 시스템도 실행을 해서는 기본 지침

과 업무 분장  기타 업무에 상시 으로 용

될 매뉴얼과 해당 시스템이 용될 필연의 요소

인 결재와 공표에 한 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4.2.1 기본 지침 수립

학도서 의 기본 업무 에 참고 서비스가 

하나의 기본 업무로 정립되어 있기는 하나 구

체 이고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하는 요소로 기

본 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도서

의 기본법으로 운 원회 규칙이나 기타 내규 

등에 명확히 명시하여 인력 이동이나 도서 장

의 이동 유무와 상 없이 문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지침에는 다

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첫째, 도서 에는 반드시 참고 서비스를 하

 3) ) 변 소  배  자동화 시스템 실용화 기술(기본 으로 블리안 검색 혹은 필드 검색 방식 용)((ti=substation) 

or(ti=power distribution)) and(py≥2006) and(kw=automated system) -> 이것은 각 데이터베이스 마다 검색방

법이 조 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개념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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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이나 인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참고 가이드를 제작하여 상시 이용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참고 서비스 담당자는 기본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매년 별도의 참고 서비

스 련 재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넷째, 참고 서비스를 수행할 때 반드시 표  

양식에 거한 정확한 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  결과는 표  양식의 보고서로 제출되

어야 한다.

다섯째, 결과물은 제공용과 보존용을 제작하

여야 하며, 보존용에는 제공 받은 최종 이용자

의 만족도, 향후 요구사항  개선사항에 한 

것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여섯째, 결과물은 디지털 일로 상시 활용

이 되도록 리 되어야 하며, 이직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내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4.2.2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은 기존 업무 역과의 연계성, 각 

근무자의 문성 그리고 필요시 주제 문 과정

의 이수 지원 등을 통하여 최 한의 문성이 

담보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분장과 아울러 

업 시스템도 가동하여 주기 으로 사례발표, 세

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주기 으로 피드백

을 수집하도록 한다. 학도서 의 경우 학과를 

기본으로 한 학과별 SDI 로 일러 배당 혹은 

학의 특성화, 주요 추진 특화사업, BK사업 등 

각 학의 요소와 학 도서 의 인  자원 등

을 고려하여 학과가 아닌 특정 주제에 해 SDI 

로 일러를 배당할 수도 있다. 이상의 정상  

운용을 해서는 조직 내 부서이동에 해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잦은 업무 이동은 참고 

서비스 진행 이 에 이미 업무의 역동성을 잃어

버릴 수 있고 조직에 한 애착  문성 추구

에 한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 <표 1>은 ‘ 문 

기술  다  주제’ 모델에서 SDI 로 일러

를 배당한 이다. 

4.2.3 SDI 로 일러 표  매뉴얼 구성 

각 과정별 필요 차와 양식에 한 숙지와 

최소 단 의 정보까지도 해당 양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표  매뉴얼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

와 함께 이용자( 는 로젝트 분야)에 한 

상세한 정보가 기술된 표  형식의 로 일

도 구축하여야 한다(표 2 참조). <표 2>의 로 

구 분 주요 상 주요 내용 비 고

로 일러 1 총  리 사업총 , 공표, 소통, 홍보 총 장

로 일러 2 모든 주제 
력사업 신기술, 수처리 기술  나노 공학( 미세구조제조용 

신소재)과 련된 국내외 인터넷 자원 수집과 분석 
정리업무 담당

로 일러 3 모든 주제

력사업 신기술, 수처리 기술  나노 공학( 미세구조제조용 

신소재)과 련된 국내외 상용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자 정보 담당

로 일러 4 모든 주제

력사업 신기술, 수처리 기술  나노 공학( 미세구조제조용 

신소재) 련 자료에 한 외부 기 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 

도서  상호 차) 

도서  상호 

차 업무 담당

<표 1> SDI 로 일러(사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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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연구자명 이 X X 박사, 교수

주요 연구업 단행본 3권, 논문 48편

최근연구방향 류분개계수를 사용하는 병행 2회선 송 선로 고장  표정 알고리즘 별도 연구소 운

최근 심분야
차세 보호  자동화 기술 완성 
변 소  배  자동화 시스템 실용화 기술 
차세  보호  자동화 네트워크 IED 기술 

-

련 주요 국외 20개, 국내 8개 ejournal 19개 기타 9개

주요학회 한 기학회등 7개 한 기학회장

주요 로젝트
배 지능화 시스템의 최 화 알고리즘 개발, IEC 61850 기반 력 
자동화 시스템

기타 2개 연구 력

주요 키워드
송 계통 보호계 기, IED 기술, 분산 원 복합 운 , MAS, ARET, 
IEC 61850, 배  지능화 시스템 

 -

상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검색식 수립

시장 조사 정보원 리스트  탐색 략
특허 조사 정보원 리스트  탐색 략
기술 련 주요 컨퍼런스/세미나 정보원  탐색 략

DB명, 단계별검색, 의뢰자 
리뷰 필수

<표 2> 차세  력 기술 연구자에 한 로 일

일의 구성 요소로 주요 연구 업 , 최근 연구

방향, 최근 심분야, 련 주요 학술지, 주요 

학회, 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

 정보 이외에 핵심 요소에 한 보다 정 한 

탐색 략 포맷에 한 지식이 수록되어 있어

야 할 것이다. 최근 동향은 학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에 한 사항도 

동향 악과 면담을 통해 심도 깊게 로 일

링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 는 로젝트에 

한 일이 완성되면 이 일간의 계를 규

명하여 련 일들을 서로 참조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구성하면 좀 더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2.4 조직 체계 개편 공표  홍보

국내 학 도서 들은 외부 조직과의 유 감 

부족과 도서 의 행정 , 정치  상 정립에 

무 소극 으로 응함으로 구조 조정의 상

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이다. 이의 극복

을 해서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개편된 조직이 학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인지에 해서 학 내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를 해야 한다. 조직 개편은 새로

운 도서 의 면모를 보여주는 확실한 차로써 

도서 장의 결재는 물론 련 부서장의 조 

사인을 받고 총장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해당 내역은 문서로 유지됨은 물

론 학내 홈페이지, 도서  홈페이지, 각 학과 홈

페이지에도 등록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한 명

확화와 조직의 상에 한 명확화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과거 산화의 바람이 단기

간에 도서 계에 확산된 을 상기하여 이번에

는 참고 서비스 특히, SDI 로 일러 시스템

을 여러 미디어와 블로그에 홍보하면서 도서  

존재의 재인식, 도서  사서에 한 재인식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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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실행

최소 3~6개월의 시범 운 이 있은 이후에는 

본격 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 일링

을 향한 참고 면담의 작업은 화 혹은 직  방

문을 통해서 진행하고, 출장을 통한 외 경향 

악, 각종 정보원 수집  상용 데이터베이스 

등의 교육 수료 등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모

든 것이 비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최 의 안

이나, 도서 계의 동향을 악해볼 때 비와 

실행의 두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서와 상용 데이터베이스

에 정통한 문 사서를 최우선 핵심 요소와 연

계하여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사

서들이 자기들이 맡은 분야에서 SDI 로 일

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힘든 요소

는 사서들에 있어 취약 인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 이면서 가장 

요한 요소인 소통의 차를 거치지 않은 비객

이고 자의 인 참고 서비스는 최종 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큰 문제 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SDI 로 일러 시스템의 도입은 기

존 시스템의 수정 보완  의미에 더하여  구

성원 모두가 문가가 될 수 있는 필연성과 당

성을 내포하고 있다.

5. 결 론

도서 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아온 참고 서비

스가 국내 도서 계에는 여 히 활성화되지 못

한 상태로 남아 있다. 도서 이 해당 학문을 

공한 주제 문사서로 자리 매김 되어 사회  

상을 갖는 것이 최상이지만 실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조직의 구성원인 사서들이 직  

주제 문가가 되어 도서 의 상을 제 로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실질  안으

로 주제 문사서의 핵심 역할  하나로 평가

되는 학 도서 의 SDI 서비스에 로 일러 

개념을 용한 SDI 로 일러 체계를 제안하

고, 이를 도서 에 용하는 차와 방법에 

해서 기술하 다. 

제안한 SDI 로 일러 체계는 국내 학 도

서 에서처럼 주제 문 사서가 부족한 환경에

서 학의 핵심 연구, 로젝트들을 집 으

로 지원하여 운 한다면 구성원들의 정보 서비

스에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직 구조는 기존의 

기능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로 일러 조

직 체계를 양립해서 운 하는 병행 모델(Hybrid 

Model)이다. 이 병행 모델은  국내 도서  환

경에 합한 운  모델인 반면 두 조직간 마찰

이 일어날 경우 운 상의 어려움이 상된다

(Martin 1996; 정동열 2002). 한 문제가 되

는 것은 사서 업무의 가 한 부담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서

간의 원활한 소통과 아울러 사서들이 핵심 요

소에 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극 인 SDI 로

일러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이

다. 이용자와의 면 횟수가 1년에 겨우 몇 차

례 던 것이 수십 차례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

자와 진정한 소통의 길이 열리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출발선상의 단 은 도서 내 재교육은 

물론 탁교육, 장교육을 통해 좀 더 깊이 있

게 쌓아감으로, 정 인 공간이 동 인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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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  재생산 됨으로 자연스  극복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M 학을 를 들어서 SDI 로

일러 체계에 한 개념  모델과 일반 인 

용 차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도

서  업무에 용하기 해서는 학의 규모 

는 특성별로 세 한 분석  로 일링을 

한 구체 인 차 수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조직의 상  부서로부

터 극 인 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조직의 지원을 얻어낸 후 학 

도서 의 규모  특성이 유사한 학들이 컨

소시엄을 이루어 도서  상호 차 업무를 수

행하고 정보 자료를 공유한다면 로 일러 체

계는 더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로 일러 체계는 학 도서 이외에 문 

도서 에 더 효율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공공 도서 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 도서 에 용될 경우 학 도서

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공공도서

에 용할 경우 많은 차이가 나며 이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즉, 공공도서 은 학과는 

달리 학과라는 특별히 고정된 서비스 역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 으로 아동열람실과 종합

열람실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에 상응하는 SDI 로 일러 배당과 핵심 역할

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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