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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수요를 표 하는 트리거가 되어 임계치에 다다를 때 사서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자책이 

구입되는 PDA 모델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장서를 구성하면서도 도서 의 수서 산을 가장 효과 으로 

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서 개발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PDA의 개념, 작동 원리, 

운  황 등을 살펴보고, 컨소시엄 기반의 한국 학도서  해외 자책 수서 모형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해외 자책 수서 모형이 용되고 있으나, 최종 이용자의 수요에 기반한 

PDA 일반 모델이나 증거기반선정 모델을 컨소시엄 단 로 응용함으로써 비용 효율성과 이용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DA model is new collection development method not only corresponding user’s demand, but 

also expensing acquisition budget effectively. In the PDA model, when the trigger that indicates 

user’s demand reaches up to treshold, e-book is automatically purchased without librarian’s 

interrogation. This study examines concept, basic principles, and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about PDA and finds a way that could applicate to Korean university library foreign E-book 

consortium. Current model of university library e-book acquisition pursuit reduction of budget 

and utility value, but the selected collection is not based on user’s demand. Therefore, it could 

be considerable to apply PDA or evidence based purchase model to foreign e-book acquisition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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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PDA(Patron-Driven Acquisitions)는 이용자

의 수요에 부합하는 장서를 구성하면서도 도서

의 수서 산을 가장 효과 으로 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서 개발 방법론으로, DDA(Demand- 

Driven Acquisitions) 는 POD(Purchase On 

Demand)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미래 학술 도

서 에 도래할 변화에 하여 말하고 있는 미

국 교육정보자문회의(Education Advisory Board 

2011)의 보고서(Redefining the Academic 

Library)에서는 PDA 모델을 자책 장서 개

발의 신 모델로 다루고 있으며,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2012)에서도 PDA 

모델을 학  연구 도서 을 심으로 한 주

요 경향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PDA를 좀 더 구체 으로 표 하면, 클릭, 미

리보기 등 이용자의 수요를 표 하는 트리거가 

되어 임계치에 다달할 때, 사서의 개입 없

이 자동으로 자책이 구입되는 방식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표출된 수요를 기반

으로 장서를 구성함으로써 수서 산을 효율

으로 집행할 뿐 아니라, 단기 출 옵션을 통해 

출 사들이 그동안 시장 보호를 해 허용하지 

않았던 자책 상호 차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구입 비용보다 렴

하게 단기간 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인쇄본에 용되어 왔던 상호 차 개념

을 자책에서도 실 할 뿐 아니라, 그동안 이 

문제로 상충되어 왔던 출 계와 도서 계의 이

해 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목되고 

있다(Esposito 2012).

이용자 지향의 장서 개발을 통해 비용 효과

를 극 화하고 자책 상호 차 문제를 해결하

기 한 안으로 간주되면서, PDA는 북미 지

역 도서 을 심으로 확 되고 있다. 본 연구

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PDA 개념, 작동 원

리, 운  황 등을 살펴 보고 한국 학도서  

해외 자책 수서 모형에 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 번째, 문헌조사를 통해 PDA의 등장 배경

과 개념, ILL 측면에서의 의의를 살펴보며, PDA 

모델을 PDA 일반 모델(구매, 출, 사용)과 증

거기반선정(Evidence-Based Selection)의 두 

가지로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 

두 번째, 실제 단  도서 과 컨소시엄에 

PDA가 용된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해 

보며, 이를 통해 PDA의 장 과 한계 을 고찰

해 본다. 

세 번째, 재 국내 학도서 의 해외 자

책 컨소시엄 발간 자료 분석을 통해 행 자

책 수서 방식을 국가라이선스, 공동구매, 쉐어

드 컬 션 방식으로 구분해 보며, 이 방식이 이

용자의 최종 수요 충족 에서 어떠한 문제

이 있는지 고찰해 본다.

네 번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PDA의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학도서 의 해외 자

책 수서를 해 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

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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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PDA의 개념과 의의

Library Journal(2012)이 발표한 제3차 “Ebook 

usage in U.S. Academic Libraries"에 의하면, 

미국 학 도서 의 95%가 자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1 당 평균 타이틀 수는 2012년을 기

으로 138,800건에 달하고 있다. 한 56%의 

도서 이 자책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으

며, 13%는 격하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RINFO(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15) 통계에 따

르면, 우리나라 학도서 에서도 2011년 평균 

5,568종에서 2014년 평균 17,720종으로 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도서 에서의 자책 구

입 산 배정은 다른 정보 자원에 비해 후순

로 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서 들은 비용 

효율성은 높이면서 옵션은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자책 수서 모델을 고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하

게 된 것이 바로 PDA이다. PDA 방식은 이용자

로부터 표출된 정보 요구 사항을 기계 으로 

하고 도서 이 미리 설정한 임계치에 다달으

면 단기 출,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서를 

수서하는 장서 개발 모델이다( 山憲司 2010). 

이 모델은 OPAC에 공 사가 제공한 자도서

의 타이틀을 등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빈도 이상 근된 타이틀이 자동으로 구매되는 

기본 흐름을 가지고 있어, 사서가 아니라 이용

자에 의해서 장서가 선정되며, 수서, 정리 과정

이 생략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좀 더 구체 으로 PDA의 장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 사에 의해 PDA 

로 일이 세 되면 클라우드 소싱에 의해 도서

이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범 의 도서 

원문에 이용자가 자유롭게 근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도서가 즉각 으

로 구매되어지므로 통 인 자료 선정 방식보

다 신간이 빨리 도서 에 확보될 수 있다. 세 번

째,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만이 선별 수서됨으로 

장서 구입 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네 

번째, 장서 구입에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

로 했던 통  방식과 달리, 선정, 수서, 인보이

싱 과정이 생략되므로 사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한편, ILL 측면에서도 PDA는 큰 의미를 가

진다. 도서 은 미리 측하지 못했던 이용자

의 정보 요구를 사후에 충족하기 한 수단으

로 상호 차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상호

차 신청과 물리  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왔다. 그러나 PDA 방식  하나인 단기 

출(short-time lease) 옵션을 도서 이 채택

하게 되면, 계약하지 않은 자책을 공 업자

로부터 잠시 빌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호 차 개념을 자책 서비스

에서도 실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소요된 비용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한 단기 출 수요가 높아 임계치

를 넘어섰다면 그 자료는 구히 구매됨으로써, 

도서  장서로서도 확보될 수 있다. 이는 사서

가 아닌 이용자의 표출된 요구를 근거로 장서

의 활용성과 개발 비용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수서 모델로(国立国会図書館ホーム 2011a), 

기존의 장서 수서 방식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

는 이용자의 잠재 수요를 측하여 사 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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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두는 “ 스트-인- 이스” 다면, 필요한 자

료를 바로 그때 수 하는 “ 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모델이라고 논평되고 있다(SWETS 

Blog 2013). 

2.2 PDA 작동 모델 분석

PDA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이, (1) 이용자

가 발견할 수 있도록 비하고, (2) 이용자가 

근하며, (3) 임계치가 넘어선 자료를 도서 이 구

매 한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서 의 목

에 따라 PDA는 구매 모델 이외에도 단기 출, 

Access Model, Usage-Driven Acquisition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응용되고 있다. EBASS25 

로젝트에서는 응용 모델을 PDA 구매, PDA 

출, PDA 이용, 증거기반선정으로 구분하고 있

는데(E-Book Acquisition as a Shared Service 

in M25 2013), 앞의 3가지 모델은 PDA 일반 

모델로 임계치를 넘어선 자료가 사서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구매되는 방식이며, 증거기반선

정 모델은 된 통계를 기반으로 사서가 사

후에 구입할 도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PDA 

일반 모델(구매, 출, 이용)과 증거기반선정 

모델의 구체 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PDA 일반 모델  ① 구매 모델은 도서

의 정해진 수서 산이 자책을 신속히 구매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카

운트된 이용 통계가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구매 트리거가 작동해 신속히 도서 의 

장서로 환되어지는 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

겠다. 보통 이용자가 자료를 보기 해 해당 페

이지에 몇 분 이상 머무르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를 요한 사용으로 간주한다. 라메터는 

도서 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Stetson 학의 

경우, 이용자가 10분을 소비하거나 10페이지 이

상을 볼 경우, 는 한 페이지라도 린트하게 

되면 자동 구매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Dinkins 

2012). 구매된 도서는 최  사용자수 한계까지 

모든 이용자가 구 으로 볼 수 있게 되며, 통

 수서 방식에서 도서를 구매한 경우처럼 용

된다. 한편, 도서 이 PDA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구매하지 않은 모든 도서에 한 근권은 

철회되며, 목록에서 코드가 제거된다. ② PDA 

출 모델은 PDA 구매 모델과 같이, 결국 임

계값을 넘긴 도서는 구매되지만 정해진 산으

로 책을 구매하기보다 많은 범 의 장서를 

출하여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용

자가 다운로드를 시도하게 될 경우, 단기 출

이 실행되는데, 이 경우 체 가격의 일정 비율

이 수수료로 지불된다. 한편, 출이 지정된 몇 

번을 넘어가, 도서의 구매 가격에 도달하게 되

면, 자동 구매가 유발되어 도서 이 구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립 학에서

는 단기 출이 4번째 요청될 때 자동 구매가 이루

어지도록 설정하 다(Breitbach and Lambert 

2011). 한편 도서 이 PDA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와 마찬가지로 구매하지 않은 모든 도서

의 근권이 철회되며, 도서  목록에서도 코

드가 제거된다. 이는 PDA 구매 모델보다 넓은 

범 의 장서를 단기간 출하여 볼 수 있으나, 

구 구매되는 도서의 양은 어들 수밖에 없

겠다. ③ PDA 이용 모델은 페이지뷰, 챕터 다

운로드 등 책의 이용 정도에 따라 지불이 이루

어지는 방식으로, 정해진 산으로 매우 넓은 

범 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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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으로 이용자가 몇 분 이상 보기 해 

머무르거나 다운로드 등 요한 사용이 이루어

지면 그 이용 정도를 계산하여 비용이 부과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지 당 이용 비용이 계

산되기도 한다. 이 모델에서도 역시 된 이

용료가 도서의 구입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 구

매된다. 가령 한 도서에 10%의 사용료가 10회 

되어 구매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

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 소장된다. 그

러나 PDA 구매, 단기 출 방식보다 구 구

매하게 되는 장서의 량은 제한 일 수밖에 없

겠다.

한편, 증거기반선정 모델은 앞서 언 한 바

와 같이, 이용자에 의해 결국 도서가 선정되긴 

하지만, 구매에 사서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일

정 기간 동안 다양한 자책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공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서 이 선

을 지 하면, 이용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자유롭게 공 자가 제공하는 타이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 통

계를 근거로 사서가 당  립한 액의 가치

까지 구 구매할 타이틀을 선정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PDA는 이용자의 표출된 수요

를 기반으로 자료의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에

서 동일하지만, 도서 의 목 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용될 수 있다. 도서 이 신속히 장서

를 구 구매하겠다는 목 을 가질 경우, PDA 

일반 모델  구매 모델을, 구 구매보다는 넓

은 장서에 한 근 혜택을 주는 것을 목 으

로 한다면, 단기 출 는 이용 모델을 용할 

수 있으며, 증거기반선정 모델을 도입하여, 실

제 구매 단계에는 사서가 개입하여 구입할 책

을 통제할 수도 있겠다. 

2.3 PDA 모델의 한계 

PDA 방식의 수서는 모든 종류의 도서 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 공간  문제를 해

PDA 일반 모델 증거기반 선정

(Evidence-Based Selection)구매 단기 출 이용

특징
지정된 산의 부분이 자책

을 구매하는데 사용됨

지정된 산의 부분이 자책을 

출하는데 사용됨

지정된 산의  부

분이 자책을 부분 

이용하는데 사용됨

사용통계를 근거로 구매 상 

선정

장
비교  많은 장서가 신속히 도서

 소유로 환됨
넓은 범 의 장서에 근할 수 있음

매우 넓은 범 의 장

서를 이용할 수 있음

지정된 기간 동안 매우 넓은 범

의 장서에 근할 수 있고 이

용통계를 근거로 구매할 책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이용자가 근할 수 있는 장서의 

범 는 작으며, 산이 빨리 소

비됨

구매하게 되는 장서의 규모는 작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매우 소수의 도서만을 

구입할 수 있음 

통계를 분석하고 선정하기 

한 사후 업무가 필요. 출 사에

게 보장된 지불을 해야 함 

추진

사례

∙Arizona University Libraries 

∙Ontario Council of 

University Libraries 

∙CTW Library Consortium 

∙Stetson University

∙Orbis Cascade 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 

∙Western New York Library 

Resources Council

∙Carifornia State University

∙JISC e-Books for 

FE 
∙Royal Holloway 

<표 1> PDA 4가지 모델의 특징과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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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이용자의 수요를 반 할 수 있는 효과

인 장서 개발 방법론으로 가까운 미래에 

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에 해

서도 논의되고 있다. PDA 모델은 산이 언제 

고갈될지 측하기 어렵다는  뿐 아니라, 컨

소시엄으로 추진할 경우 참여 기 이 기소유한 

자책 는 인쇄본과 복분이 구입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는 이다. 그 밖에 이용자의 잠재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균형 인 장서를 구

성하기 어렵다는 , 학이 지향하는 장기

인 교육 목 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등이 이 

모델의 한계로 지 되고 있다(Fulton 2014). 

3. PDA 용 사례  황

3.1 단  도서   컨소시엄의 PDA 용 사례 

북미, 호주 지역 도서 을 심으로 다수의 

도서 에서 도입되고 있는 PDA는 다양한 범

의 장서에 한 자유롭고 즉각 인 근 가

능성과 비용 효율성 때문에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Walters 2012). 퍼듀 학의 경우 

PDA로 구매된 책의 68%가 재 출되었으며, 

Stetson 학의 경우도 59%의 책이 최  출 

후 다시 출되었다고 한다(Fulton 2014). 호

주의 Swinburne 공과 학에서도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에 한 출 평균이 2.57회 다면, 

PDA 기반으로 선정된 도서는 6.67회로 나타나, 

훨씬 높은 활용도를 보 다고 하 다(Davies 

2014). 한편, 캐나다의 Ottawa 학은 PDA 

도입으로 인해 수서 직원의 컬 션 구축 시간

이 26%나 감소해, 도서  서비스 개발 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

다(Mallen 2014). 

한편, Lenares와 Delquie(2010)는 PDA를 

도입한 기 의 80%가 만족하고는 있으나, 도

서 이 자책 구매에 이르는 시 을 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 확보나 리 측면에서 어려

움이 존재한다고 언 하 다. Dawsonera 랫폼

(https://www.dawsonera.com)을 통해 PD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의 Northampton 

학도 2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자책 아이

템을 출하면 자동으로 구매되는 모델을 채택

하 는데, 한달 평균 19,000 운드가 소비되어, 

결국 일럿을 시작한지 16주 만에 책정된 산

이 모두 고갈되었다고 하 다. 더불어 ‘Dawson 

Purchase Model’을 채택한 Lincoln 학도 다

음과 같이 언 하면서 PDA 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은 산을 측하는 것이라고 지 하

다. 이 도서 은 5분 동안은 이용자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으나, 계속 읽기를 원하면 도서

가 자동으로 구입되는 모델을 용하 더니 

일럿 기간 동안 월 평균 3만 운드나 산이 

소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서가 단하여 

구입을 행해주는 ‘Suggest for Purchase’ 모

델로 환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후에는 월 평균 

지출 비용이 반으로 감소하 다고 언 하

다(Reiners 2012).

이 듯 PDA는 수년간의 경험이 된 안

정화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산을 측하

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 PDA 

구매 이외에도 단기 출 등 다양한 모델이 존

재하기 때문에, 단  도서 이 공  업체와 

상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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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컨소시엄 단 의 추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표 인 추진 사례로는 21개 도서

이 ebrary를 PDA 형태로 구매한 Ontario 

Council of University Libraries(OCUL)를 들 수 

있겠다(Hodges, Preston, and Hamilton 2010). 

이들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비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와의 상이나 가격 할인 효과 측면에서 

기  단  추진보다 효과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FTE에 따라 도서 마다 기 

립 비용에 차이가 존재하 으며, 구매된 도서 

 참여도서 의 기소유분과 복된 도서가 존

재해, 실제 권당 구매 비용은 도서 의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다고 밝혔다. 를 들어, 

규모 참여 기   하나인 Western Ontario 

학은 구매된 타이틀  다수가 이미 자 의 

기소유분과 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

고 계산하면 권당 89불로 다른 도서 들에 비해 

비싸게 자책을 구입한 셈이 된다고 밝혔으며, 

반면 작은 규모의 참여 도서 인 Ryerson 학

은 구매된 책에 한 자  복율이 낮아 권당 

29.58불로 매우 렴하게 도서를 구매한 셈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3.2 PDA 제공 황

PDA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는 Ebooks 

Corporation(EBL), EBSCOhost(eBooks on 

EBSCOhost), Ingram(MyiLibrary), ProQuest 

(ebrary)등이 있다.

ProQuest의 ebrary에서는 75,000개 이상의 

타이틀을 포함하고 있는 ‘Academic Complete’

를 PDA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독 도서

은 PDA 구매, 단기 출 등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용률이 높은 분야는 PDA 구매, 상

으로 은 분야는 PDA 출 모델을 조합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国立国会図書館ホー

ム 2012) 

한편, EBSCO는 7만종의 학술 컬 션인 “eBook 

Academic Subscription Collection"에서도 PDA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EBSCOhost). 구매와 단

기 출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매

는 1권, 3권, 무제한, 단기 출은 1, 7, 14, 28일

의 옵션이 제공되어, 책마다 유연하게 조정 가

능하다고 한다. EBSCO는 PDA 로 일과 

타이틀 리스트를 리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인 

EBSCOhost Collection Manager(ECM)도 제

공하고 있다. 

INGRAM은 PDA 구매 모델을 제공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유연하게 장서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Access Model을 

제공하고 있다. Access Model은 일종의 PDA 

출 모델로 정해진 선까지 이용자들이 도서를 

동시에 빌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서

비스는 OCLC의 상호 차 시스템인 WorldCat 

Resource Sharing에도 용되어, MyiLibrary

에 수록된 자도서를 매가격의 15%로 9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国立国

会図書館ホーム 2011b).

마지막으로 Gale은 2013년말부터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GVRL)"에 “Usage-Driven 

Acquisition(UDA)"이라는 변형된 형태의 PDA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구매 모델은 증거기

반 선정 방식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용 

실 이 있는 자책을 선별하여 사후에 구입하

도록 하는 방식이다. 트리거 발동 후 컨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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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사 제품명 특징

ProQuest EBL 구매, 단기 출, 구보존

EBSCOhost eBooks on EBSCOhost, NetLibrary 구매, 단기 출

Ingram MyiLibrary 구구매, 엑세스 모델 

Gale GVRL 증거기반 선정

<표 2> PDA 제공사 황 

자동 구입하게 하는 PDA의 문제 을 개선한 

방식으로 도서 이 사 에 보증 을 지불하면 

6개월 동안 GVRL의 약 2,000 타이틀을 이용

할 수 있으며, 6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된 통계를 통해 다수 사용된 책이 기 지

된 보증 의 범 내에서 해당 도서 의 컬 션

으로 구매되어지는 방식이다. 

4. 국내 학 도서 의 해외 자책 
수서 방식 분석

일반 으로 국내 학도서 의 해외 자정

보는 KERIS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

고 있으며, 해외 자정보 문 원회를 통해 컨

소시엄 품목의 조건을 분석, 평가, 상함으로

써 해외 자정보 공  유통 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6 KERIS 해외

자정보컨소시엄 자료집(2015)에 의하면 해외

자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라이선스, 공동구

매, 쉐어드 컬 션방식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종 이용자의 수요 충족 에서 

세 가지 수서 방식의 특징과 장단 을 분석해 

본다. 

4.1 국가 라이선스 방식

국가 라이선스 방식은 구독 액을 국가가 지

원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내 학도서 에서

는 GVRL(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1)

이 이러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GVRL은 

Gale이 출간한 4,200여종의 퍼런스 자책 데

이터베이스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2013

년부터 북미도서 에게 UDA(Usage-Driven 

Acquisition)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컨소시엄 운  기

인 KERIS와 업체간 2자 계약에 의해 국가 

라이선스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다. 국가 라이

선스 방식은 매칭 펀드 형태로 참여 기 이 일

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으로 주

 기 이 비용의 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추

가 비용 없이 학을 통해 무료로 공개될 수 있

다. 그러나 업체의 제공 타이틀에 의존하고 있

어, 개별 이용자나 도서 의 수요에 부합되는 

자책 타이틀이 선정되기 어렵다. 

4.2 공동구매 방식

공동구매는 학도서 들이 컨소시엄을 형성

하여 구매함으로써 업체로부터 일정 할인율을 

 1) Gale 출 사에서 출간한 Reference Book으로 KERIS 100% 지원 DB로 별도 구독 액이 없으며, 직  링크를 

신청하여 IP인증을 통해 교내 홈페이지에서 직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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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형태이다. 국내 학도서 에는 Safari 

Tech Books Online,2) EBL(Ebrary Medical 

Collection, Nursing and Allied Health 

Collection3)) 등이 공동 구매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Safari Tech 

Books Online은 ProQuest사에서 공 하는 공학 

분야 자책으로 6,000-10,000여 타이틀이 포함

된다. 2015년 KERIS 공동구매에 14개 기 이 

참여하 으며, FTE에 따라 정가에서 85%-65%

까지 할인율이 제공되고 있다. 역시 ProQuest

사에서 제공하는 EBL에서는 의학 분야가 공

동 구매되고 있는데, 학의 경우 58%, 병원의 

경우 63%의 할인율이 용되고 있다. 공동 구

매 방식은 할인 효과를 리면서, 기 의 선택

에 따라 콜 션 단 로 주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지만, 개별 타이틀 선정에 

최종 이용자의 수요가 반 되지는 않는다. 

4.3 쉐어드 컬 션 방식

쉐어드 컬 션은 컨소시엄 참여 기 이 공동 

구독한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자책 수서 방식

으로 2002년도부터 61개(2015년) 학도서

이 eBooks on EBSCOhost4)를 이러한 방식으

로 구독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쉐어드 컬 션의 구독 액은 FTE에 따라 

차별화되어, 규모가 큰 도서 이 많이 부담하

고 작은 도서 이 게 부담하는 구조를 가진

다. 구매 자료 선정은 문가 그룹에서 상 타

이틀을 1차 선정하고 컨소시엄 참여 기 이 

상 타이틀을 확인한 후, 자 에서 필요한 구매 

타이틀을 추가하여, 최종 구매 상과 타이틀

별 복본수가 결정된다. 복본수는 동시 이용자

수가 되어 참여교 모두에 의해 구 근된다. 

쉐어드 컬 션 기반의 자책 수서 방식은 

컨소시엄 참여 기 이 자책을 모두 렴하게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구매한 자료가 구히 

근되는 장 이 있으나, 구매 리스트가 이용

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서로부터 결정된 

것이며, 개별 도서 의 특성에 따라 이용도가 

낮은 자료도 타 도서 이 원한다면 구매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4.4 이용자 수요 충족 의 논의

앞에서는 국내 학도서 의 행 해외 자

책 수서 방식을 국가 라이선스, 공동구매, 쉐어

드 컬 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용자의 

수요 충족 에서 각 방식의 문제 과 한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 라이선스 방식은 국가가 비용

을 지불하여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구매 비용을 

감하고 이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나, 개별 

도서 이나 이용자의 특수한 수요를 기반으로 

타이틀이 선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공동구매 

방식은 바잉 워 형성을 통해 구독 조건을 개

 2) Safari Tech Books Online은 IT분야에 필수 인 핵심 단행본 자료로 3자계약을 통해 도입되고 있다. FTE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정가 비 할인율이 68%-85%에 이른다. 

 3) 11,149권 이상의 의학  분야 eBook을 연간 구독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eBrary 렛폼과 Proquest 랫

폼을 통해 제공된다.

 4) 학라이선스 참여기 들이 추천하는 eBook 타이틀을 4권에서 9권까지 복본으로 구입하여 공동 이용가능하다. 

eBook을 출받아 PC나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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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이선스 공동구매 쉐어드 콜 션

방법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여 공개

하는 방식

컨소시엄 단 의 구매 방식으로 컨소

시엄 규모와 FTE에 따라 제안 액

이 달라짐

참여 기 이 공동으로 컬 션을 선정

하되, 복본을 구입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식

타이틀 선정 제공사 타이틀 의존
콜 션 단 로 선택할 수 있으나 개

별 도서 선정은 불가

도서  사서가 개별 타이틀을 선정할 

수 있으나, 참여 기  합의에 의해 선정

되어야 함

비용 분담 국가 FTE FTE

장 ∙국가 체 모두 공동활용

∙공동구매 할인 효과가 크며, 도서

에서 컬 션 단 로 선택할 수 

있음 

∙컨소시엄이 렴하게 공동 활용하

며, 도서  사서가 개별 타이틀을 선

택할 수 있음

단
∙도서   최종 이용자의 수

요에 기반하지 않음

∙최종 이용자의 수요가 반 되지 않

으므로 보지 않는 도서가 구매될 

가능성 존재

∙개별 도서 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수서가 어려움 

∙최종 이용자의 수요가 반 되지 않음 

<표 3> 국내 학도서 의 행 자책 수서 방식의 특징  장단

선하고 도서  특성에 맞게 컬 션 단 로 필

요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 방식 역시 

개별 타이틀 선정이 최종 이용자로부터 결정되

지 않으므로 도서  차원에서는 결국 보지 않

는 책이 구독 는 구매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다. 세 번째, 쉐어드 컬 션 방식은 컨소시

엄 참여 기 이 모두 렴하게 구매한 자책

을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도서 의 사서가 개

별 컬 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도서 의 특성에 따라 구매하는 장서를 차별화

시킬 수 없으며, 사서가 구매 타이틀을 선정할 

뿐, 최종 이용자의 수요는 반 되지 않는다. 

5. 국내 학도서 의 해외 자책 
PDA 모형 용 방향

5.1 컨소시엄 단 의 PDA 용 시나리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자책은 구매 비용을 

감하고 이용 가치를 제고하기 하여 와 같

이 다양한 방식이 용되고 있으나, 제공사의 

셀 션을 일방 으로 수용하거나 사서가 타이

틀을 선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최종 

이용자의 수요가 반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가 보지 않는 자책을 구매하게 

되어 결국 비용 효율성을 하시키므로, 이미 

서구를 심을 도입되고 있는 PDA 모델의 

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PDA는 단

 도서  는 컨소시엄 단 로 도입 가능한데,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단  도서 이 PDA

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 산을 측하거나 

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공 사와 상하는 과정

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다. 우리의 경우, 

이미 수년 부터 학도서  컨소시엄을 심

으로 해외 자자원 수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이미 형성된 력 기반을 심으로 PDA 추

진을 시도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2장에서 분석한 PDA의 2

가지 모델을 응용하여 컨소시엄 기반 PDA 응

용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임계치를 넘어선 자료가 자동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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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PDA 일반 모델(구매, 출, 이용)을 응용

하여 제시하 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된 

통계를 기반으로 사서가 사후에 선정 작업을 수

행하는 증거기반선정 모델을 참고하여 제시하

다. 

 

5.1.1 PDA 일반 모델 응용 시나리오

PDA 일반 모델을 컨소시엄에 용한 사례

는 21개 도서 이 참여한 OCUL 컨소시엄(www. 

ocul.on.ca)과 37개의 공사립  의학 도서 이 

참여한 ORBIS 컨소시엄(www.orbiscascade.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PDA 구매 모델을 채택

해 467개의 자책 타이틀을 구매한 OCUL 컨

소시엄은 가격 할인 효과 측면에서 기  단  

추진보다 효과 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참

여 도서 의 기소유분과 복되는 타이틀이 다

수 구매되어, 최종 구입 단가를 높 다는 평가

도 존재한다(Hodges, Preston, and Hamilton 

2010). 한편, PDA 출 모델을 응용한 ORBIS 

컨소시엄은 타이틀이 일정 횟수까지 출된 후, 

자동 구매되는 방식을 채택하 는데, PDA 구

매 모델보다 더 많은 자책에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에서 성공 이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E-BASS25 2013b). 따라서 PDA 

일반 모델 응용 시나리오에서는 의 두 가지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참여도서 이 기

소장한 도서를 배제하는 로세스를 추가하고 

단기 출이나 부분 이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공 업체와 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겠다. 두 가지 추진 사례를 참조한 PDA 

응용 시나리오의 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컨소시엄에 디 짓 계좌를 개설하고 

참여 기  간 비용을 분담한다. 컨소시엄 참여 

기 의 비용은 FTE기반으로 결정한다. OCUL

에서는 소규모 학 5000불(10,000 FTE 이하), 

간 규모 학 10,000불(10,000-25,000 FTE) 

규모 학은(25,000 FTE 이상) 150,000불이 

립되었고, 기 의 계좌가 고갈되면 리필하거

나 로젝트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두 번째, 컨소시엄 참여 기 이 논의하여 타이

틀 리스트를 결정한다. 디스 이 리스트에 컨

소시엄 참여 기 의 기소유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트리거에 의해 자동 구입될 수 있기 때문

에 최 한 복되지 않는 자료를 선정하기 

하여 정교한 로세스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KERIS가 주 하는 쉐어드 컬 션 컨소시엄에

서 사용된 타이틀 선정 모듈5)을 보완하여 선정 

메카니즘을 개발하면 효과 일 것으로 단된

다. 세 번째, 해당 자료의 서지 코드를 참여 

기 의 목록에 로딩하거나 자책 렛폼에 로

딩한다. 네 번째, 이용자가 페이지를 보거나 출

력하면 구매 트리거가 작동하도록 한다. 참고

로 OCUL 컨소시엄에서는 25회의 트리거가 작

동하면 자동 구매하고 구매 후에는 컨소시엄 

참여기 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OCUL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ORBIS 컨소

시엄에서처럼 단기 출 방식을 용하여 구입 

이 에 일단 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상해 볼 수도 있겠다. 참고로 ORBIS 

컨소시엄에서는 10번 출 후 자동 구매되는 방

식이 용되었다. 이는 컨소시엄이 구매에 

을 둘지, 단기 이용에 을 둘지 의하여, 신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INFONET이 컨소시엄 참여 원교가 EBSCO NetLibrary eBook TitleSelect를 해 개

발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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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컨소시엄의 구 장서로 구매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면 PDA 구매에, 

반 로 넓은 범 의 장서를 경제 으로 단기 

활용하도록 한다면 PDA 출이나 부분 이용

에 을 맞춰 조정하면 될 것이다. 는 분야

에 따라 단기 출과 구매로 차별화시킴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역은 구 구매하여 아카이빙

하고 그 지 않은 역은 단기 이용하도록 함

으로써 비용 효과를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

다. 네 번째, 트리거가 임계치를 넘어갈 경우 

립 액으로 고유 타이틀을 구매하고, 각 타이

틀별로 복수개의 카피가 컨소시엄 도서 에 

구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해 컨소시

엄에서는 구매된 자책을 구 속하기 한 

공동 렛폼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856과 039 

MARC fields 에 PDA trial이라는 표시를 삽

입해, 로젝트 종료 후 식별하여 구매되지 않

은 자책의 MARC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도

록 한다. 

5.1.2 증거기반선정 모델 응용 시나리오

한편, PDA 방식을 응용한 첫 번째 시나리오

이외에도 증거기반선정 방식(Evidence-Based 

Selection)을 컨소시엄 단 의 PDA 추진에 응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와 달리, 업체에서 제공한 타이틀 

리스트를 참여 기 이 자유롭게 일정 기간 사

용한 후,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를 컨소시엄에

서 구히 공유할 수 있는 장서로 구매하는 방

식이다. 이용 통계를 기반으로 사서가 구매할 

자료를 선정하게 되므로 이용도가 높다고 하더

라도 컨소시엄 참여 기 이 기소유하고 있다면 

추후에 배제시킬 수 있다. 이 방식은 사서가 수

서 상을 통제할 수 있어, 이용자의 잠재  수

요를 고려하거나 학이 지향하는 장기 인 교

육 목 에 따라 균형 있게 자료를 구성할 수 있

다는 에서 장 을 찾을 수 있으나, 추후에 개

입하여 선정  구매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번

거로움도 존재한다. 

응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컨소시엄이 업체를 선정하여 

범 한 자책을 일정기간 볼 수 있도록 구독 

계약을 수립하고 구독 액을 립한다. 구독 

액의 할당은 역시 FTE 기 으로 분담한다. 

보증  형식으로 선 이 지불되지만, 결국은 

구매에 립 이 지출된다. 두 번째, MARC을 

제공받아 컨소시엄 기 이 OPAC에서 자책

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구독료를 지 하면 자유

롭게 체 책을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트

리거링에 의해 단기 출, 자동 구매되는 로

세스는 불필요하겠다. 세 번째, 계약 기간이 종

료되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소시엄에서 

구매 도서와 복본수를 결정한다. 단 몇회 근

되었을 뿐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는 확

인하여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 한편, 구매 책수

는 립 액의 한계까지 가능하며, 참여 기

의 기소유 분과 복되지 않도록 선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네 번째, 구매된 책은 역시 

컨소시엄에서 구 아카이빙하기 해 렛폼

에 장한다. 

5.2 논의

에서 언 한 두 가지의 컨소시엄 기반 PDA 

도입 모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 번째, 자는 PDA 트리거링에 의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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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DA 일반 모델 증거기반선정

디스 이리스트
컨소시엄 참여기 의 기소유분을 배제한 리스트 
구축

업체 제공 리스트

구매 방식 PDA 트리거링에 의해 자동 구매
이용 통계 분을 통해 사서가 결정하여 
구매 계약 체결

단기 임  조건 의 가능 불필요

아카이빙 컨소시엄의 구 구매분 아카이빙을 한 렛폼 운  필요 

<표 4> 컨소시엄 기반 PDA 도입 방식 비교

으로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후자는 통계를 근간

으로 나 에 사서가 직  구매할 자책을 선정

해야 한다. 두 번째, 자는 사 에 복을 배제

한 디스 이 리스트가 구성되어야 하지만, 후

자는 사후에 컨소시엄이 복을 피할 수 있는 구

매 도서를 선정하게 된다. 세 번째, 자는 볼 수 

있는 자책의 범 에 한계가 있는 반면, 후자는 

좀 더 넓은 범 의 자책을 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건 간에 컨소시엄 단 로 PDA

를 채택할 경우의 잇 은 비용의  감 

효과이며, 더불어 공 자나 컨소시엄 참여 기  

모두 수서 단계에 필요한 리 행정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컨소시엄 기반의 

PDA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도 은 자신들이 

디 짓한 비용의 일부가 해당 도서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자료를 구매하는데 투입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 간 불균형

이 발생할 수 있어, 컨소시엄에서는 규모 도

서 과 소규모 도서 의 구매 효과, 이용률 등

을 철 히 분석해 불균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결 론

1979년에 Kent 학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

하면(Fulton 2014), 80% 이상의 도서  출이 

20%의 도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 으며, 더욱 

최근에 이루어진 OCLC의 연구 결과(OhioLINK 

Collection Building Task Force 2011)에 의하면 

80%의 출이 단지 6%의 도서에서 이루어진다

고 하 다. 따라서 한정된 산을 가지고 있는 

도서 은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를 

구매함으로써 산을 효율 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의 수요가 표

출된 자책만을 선별하여 수서하는 PDA 방식

이 서구를 심으로 확 되고 있다. 기존의 상호

차를 신할 수 있는 PDA 단기 출, 증거기

반선정 등 다양이 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단  

기  뿐 아니라, 컨소시엄에서도 PDA 방식으로 

자책을 수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자책 수서에 있어, 국가

라이선스, 공동구매, 쉐어드 컬 션 등 다양한 

모델이 용되고 있으나 PDA 방식으로 자

책을 수서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외 자책 구독 기 이나 컨소시

엄은 PDA의 실득을 분석해 국내 환경에 합

한 방식의 수서 모델을 찾아내고 공 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  기 이나 컨소시엄이 PDA를 도

입하기로 결정하 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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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트라이얼 시행 후 

통계 분석을 통해 구매와 단기 출 등 가장 

한 모델과 유용한 라미터를 찾아내고, 이

를 기반으로 산을 측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업체와 계약시 메타데이타와 

보존에 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 구 

속, 장기 보존과 련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컨소시엄 단 로 

PDA를 구매할 경우, 규모 도서 과 소규모 

도서 의 구매 효과, 이용률 등을 철 히 분석

해 불균형의 문제를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이용자의 잠재  수요를 고려하거나 

학이 지향하는 장기 인 교육 목 의 실 을 

해 이용자의 트리거링 이외에도 증거기반선

정 모델과 같이 사서가 개입하여 보완할 수 있

는 장치에 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책의 PDA 환 가능

성에도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 자책

은 공 사의 컬 션을 일방 으로 수용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차 허용 여

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단  도서 이 

응하기보다 의체를 구성하여, PDA 모델, 가

격  이용 조건 등을 검토하고, 출 사와 유통

업체에게 한 비니지스 모델의 공 을 요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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