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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로직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도서  성과측정 임워크를 용하고 사서가 직  KOLAS에서 데이터를 

반출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LibOutcomes system)

을 구축하 다. 연구 결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성과 측정은 시각 으로 결과를 확인하기에 유용하 다. 

한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근  이용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KOLAS의 한 기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outcomes evaluation system for measuring outcomes of programs 

provided by a public library. For the study, we constructed outcomes evaluation system(LibOutcomes 

system) that applied library outcome measurement framework based on the logic model and this 

system made librarians to measure outcome directly import data from the KOLAS and upload it. 

As a result, LibOutcomes system was useful for verifying outcomes as visual result. In addition, 

since the system was built a web-based system, it is possible to secure accessibility and ease of 

use. Finally, we suggested possibility to expand the system as a function of KOLA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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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  의미로 평가(evaluation)는 어떤 

상이나 상의 가치나 질을 단하는 과정으로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에 한 해석까지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목 지향 이며 가치 련

인 활동이다(HRD 용어사  2010). 즉 평가

는 다양한 상에 해 그 상이 생산한 성과

의 분석을 통해 그 가치를 단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고, 이는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게 서

비스하는 도서 의 입장에서 볼 때 도서 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도서 의 가치를 단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과(outcome)는 하

나의 로그램이 기획 단계에서 상 이용자들

에게 기 한 변화로 활동의 결과물인 산출에 

의해 발생되는 변화로서 도서 의 활동에 해 

제 로 평가하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평

가로는 기존의 산출에 한 평가보다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성재, 이용구 2015; 박성재, 한상우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사서가 도서 의 성과를 보다 

객 으로 보다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

안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서 과 같은 비 리조직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의 향력을 측정하는 성과측정모델로서 

로직모델을 들 수 있다(지은구 2012). 로직모

델은 로그램 이론을 바탕으로 주로 단  

로그램의 성과측정을 해 사용되며, 구성원의 

업무 는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 등에 하여 

투입, 산출, 성과의 단계로 구분을 하여 단계별 

분석과 측정이 가능함은 물론 각 단계를 연계

하여 단기, 기, 장기의 성과를 종합 으로 측

정해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한상우, 박성재 2018).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로직모델에 기반한 성과측정은 기존의 산출 

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성과 심 평가로 환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서 일반화된 

방법은 C/S(client/server) 방식과 웹 기반 방

식을 들 수 있다. C/S 방식은 시스템의 운 을 

해 해당 소 트웨어 설치 일을 획득하여 

설치하고 이용을 해야 하며, 업데이트를 용

하는 경우 이러한 차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웹 기반 방식은 네트워

크에 연결된 웹 라우 만 있다면 어디서든 

근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수행해야만 하는 여

타의 차가 발생하지 않아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 많은 정보

시스템들이 웹 기반으로 구축된 상황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 인 도서  성과측정 시스

템 역시 각  도서 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 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웹 기반 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 

로직모델에 기반하여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

는 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

워크를 평가의 틀로서 이용하고, 국내 공공도

서 에서 이용하고 있는 KOLAS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웹 기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평가를 수행해 

으로써 동 시스템이 도서 의 성과 측정에 

유용한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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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성과측정

성과(outcome)는 하나의 로그램이 기획 

단계에서 상 이용자들에게 기 한 변화로 활

동의 결과물인 산출(output)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성과는 논리 으로 산출 이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로그램이 궁극 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연결된다는 에서 산출과 성

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박성재, 이용구 2015).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평가와 련된 성과측정

과 련된 연구로는 공공도서 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로서 BSC(Balanced Scorecard)

를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가 있으며(김규환, 남

 2008; 김효숙, 김혜경 2008; 김정택 2009), 

인 자본, 구조자본, 사회자본으로 구성된 지

자본의 에서 공공도서 을 평가하는 지표모

형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박성우, 장우권 2011).

도서 의 성과와 련하여 ACRL(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에서는 도서

이 직면한 핵심 이슈  하나로 ‘도서 의 가

치알리기’를 선정하여 도서 의 가치가 무엇이

며 도서 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성을 제기하

다(ACRL 2012). 이 연구는 도서 의 가치

는 단발 인 결과로 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

서  활동의 성과가 갖는 지속성과 이용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향의 도서  성과를 

이해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도서 에서 운 하는 로그램의 성과측정과 

련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박성재, 한상우

(2018)는 공공도서 의 어린이 독서 로그램

의 성과를 측정하기 한 임워크를 개발하

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투입, 활

동, 산출, 성과 단계로 구성된 로직모델을 평가 

임워크의 이론  토 로 이용하 으며, 도

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측정 

지표를 제안하 다. 평가 임워크는 한 공

공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독서 로그램을 

상으로 이를 운 하기 한 문서와 KOLAS

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사서

와의 의 과정을 통해 4개 로그램의 평가 

임워크를 제안하 다. 아울러, 동 임워크

를 이용하여 공공도서 의 독서 로그램의 성

과를 실증 으로 측정한 결과 해당 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의 출빈도가 상승하고 로그

램의 주제에 따라 장서의 주제가 변화하는 결

과를 확인함으로써 성과 측정이 갖는 효과와 

의미를 규명하 다(한상우, 박성재 2018).

이상의 연구들은 도서 의 성과를 효과 으

로 측정하기 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과의 측정은 

조직의 활동이 갖는 가치를 의미 있고 정확하

게 짚어내고 이용자와 사서에게 모두 유용한 

결과로서 도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도서 데이터분석

도서  서비스의 분석, 평가, 계획 수립 등을 

하여 도서 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

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는 비교  최근에 진행

되었다. 허선, 정연경(2014)은 강서․양천지역 

공공도서   2개 도서 의 출기록 754,198

건을 상으로 출이용자  출 횟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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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시간  출요일 등을 분석하여 두 

도서 의 주된 이용자 계층, 도서  방문 횟수, 

주로 이용되는 자료의 주제, 주로 이용되는 시

간을 확인하고 두 도서 의 유사한 이용행태를 

밝 냄으로써 출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양지안(2017)

은 학도서 의 10년간의 출데이터를 주제

별, 구성원별, 계열별, 연도별로 구분하고 도서

 이용자의 장서 출패턴을 시계열  과 

출 주제별 , 이용자 구성원별 , 소속

계열별  등에서 분석하고, 종단  에서 

출이 집 으로 발생하는 핵심장서를 도출

하고, 출건수 기반의 도서반감기를 산출하여 

세부 주제별 장서의 수명을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의 결과, 주제별 장서의 수명을 분석하고 

핵심장서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

로 미래 이용자 심의 장서구성과 함께 도서

장서평가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객 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 다. 김태 , 백지연, 오효

정(2018)은 국립세종도서 의 빅데이터 로그

를 기반으로 이용자 련 연령정보 107,369건, 

성별 정보 106,918건, 거주지 정보 106,838건을 

추출하고, 출 련 이용자 정보 536,083건, 

출 횟수 정보 6,509,368건을, 서비스 이용 정보

로 82,813건을 추출하여 연령별, 성별, 거주지

별 이용자 황  연도별, 월별, 요일별 출 

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용자 그룹별 

특성을 악함으로써 도서 의 효율 인 운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건수 주의 출기록을 단

지 도서  활동의 산출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 에서 추출 가능한 데이터로 이해

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계하

여 분석하고자 하 으며, 도서  데이터를 활

용한 개선된 방식의 성과측정을 시도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평가의 객 성과 도

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의 지속 인 향

력, 장기 으로 도서 의 가치를 평가하는 측

면에서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도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3.1 도서  성과평가 임워크와 성과지표의 

개발

도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가

장 기본이 되는 틀은 공공도서  로그램의 성

과를 평가하기 한 임워크와 성과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재, 한상우(2018)의 연구에

서 개발된 “공공도서  어린이 독서 로그램의 

성과측정을 한 임워크”와 “성과측정 평가

지표”를 원용하고자 한다. 해당 임워크는 서

울 소재 한 공공도서 을 상으로 선정하여 해

당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 독서 로

그램을 상으로 해당 로그램의 체 로세

스를 분석하고 로직모델의 투입-활동-산출-성과

의 단계별 유닛에 따라 설계하고 해당 로그램

의 담당자와 의하여 최종 결정한 모델이다. 동 

연구에서는 설계 상 로그램으로 “꾸러기열

람실”, “어린이 독서회”, “독서교실”, “북스타트

데이”의 4가지로 선정하 으며, <그림 1>은 “어

린이 독서회” 로직모델 시이다.

해당 연구에서 성과측정 평가지표는 공공도

서  기본 시스템인 KOLAS에서 추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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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린이 독서회 성과측정 로직모델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를 설계하 다. 로

직모델의 성과  단기 성과는 비교  짧은 시

간 안에 로그램의 참여와 활동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지식, 인식, 태도, 기술 등에 한 

변화로 볼 수 있고 기와 장기 성과는 상

으로 긴 시간 동안 추  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성과로서, 로직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성

과는 주로 단기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박성재, 

한상우 2018). 따라서 각 로그램의 단기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각 로직모델의 단기 

성과에 매핑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해당 성

과측정 평가지표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의 선행연구의 연속 연구로서 

일차 으로 로직모델 기반 성과측정 임워

크와 성과측정 평가지표를 개발하 고, 두 번

째 단계로 공공도서  임워크 의 하나를 

로토타입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도서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제 도서  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본 연구에 반 하여 웹 기반의 성과평

가 시스템을 구축하 다.

3.2 도서  성과평가를 한 데이터 처리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기본 시스템인 

KOLAS에서 생산되고 장되어 있는 데이터

를 성과측정시 사용하도록 구축하 다. 이는 도

서  로그램의 성과측정을 해 사서가 별도

의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고 

모든 공공도서 에서 공히 사용하는 KOLAS

에서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의 결

과물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확산할 경우 평가의 

유용성을 도모하고 평가과정의 용이성을 제고

하기 한 목 이 있기 때문이다. 본 평가시스

템을 이용하기 한 주요 데이터는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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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지표설명

도서 출량(L)
- 도서  체의 도서 월별 출 황에 하여 살펴볼 수 있다.

- 도서 출량(P)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도서 출량(P)

- 로그램 참여자의 도서 월별 출 황을 살펴볼 수 있다.

- 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자의 도서 출 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도서 출량(L)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도서 출인원(L)
- 도서 출인원 월별 황을 통해 출인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로그램 운 에 따른 도서 출 인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월별 출 황(L)
- 도서 의 월별 출 황을 살펴볼 수 있다.
- 월별 출 황(P)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주제별 출 황(L)
- 도서 의 주제별 출 황을 살펴볼 수 있다.
- 주제별 출 황(P)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주제별/월별
출 황(L)

- 주제별 출 황을 월별로 살펴 볼 수 있다.
- 주제별/월별 출 황(P_ALL)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월별 출 황(P)
- 로그램 참여자의 월별 출 황를 살펴볼 수 있다.
- 로그램 참여에 따른 월별 출량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월별 출 황(L)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주제별 출 황(P)
- 로그램 참여자의 주제별 출 황을 살펴볼 수 있다.

- 주제별 출 황(L)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주제별/월별

출 황(P_ALL)

- 로그램 참여자 체의 주제별/월별 출 황을 살펴볼 수 있다.

- 주제별/월별 출 황(L)과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출 주제범
변화(P)

- 로그램 참여를 통한 이용자의 출 주제 변화를 로그램 참여 ․ ․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로그램 참여의 정 인 향으로 다양한 주제범 의 책을 읽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 월별 출 황(P)과 월별 출빈도(P)를 함께 살펴 으로써 로그램 참여에 따른 변화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월별 출빈도(P)
- 로그램 참여자의 출빈도를 통하여 도서  이용빈도를 살펴볼 수 있다.

- 로그램 참여가 도서  이용에 정 인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출인원(L)
- 도서 의 월별 출인원을 살펴볼 수 있다.

- 도서 에 방문하여 출하는 인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L: 도서 ( 체) P: 로그램 참여자(개인) P_ALL: 로그램 참여자( 체)

<표 1> 성과측정 평가지표

(1) KOLAS 데이터: KOLAS에 장되어 

있는 소장자료 내역, 출 황, 출자료의 주제 

등의 데이터를 KOLAS의 반출 기능을 이용하

여 사서가 직  추출하여 별도의 처리 작업 없

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KOLAS

에서 추출되는 데이터 필드  특정 필드만을 

처리하여 성과측정에 이용할 경우 처리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해 성과측정이 올바

르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별

도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사서에게 업무 가

이 되는 을 고려하 다. 따라서 KOLAS에

서 사용하는 필드명을 그 로 이용한 데이터를 

성과평가 시스템에서 사용함으로써 인 으로 

필드명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성과측정이 정상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축하 다.

(2) 이용자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역시 KOLAS

에서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자 데이터

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도서 의 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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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가 해당 로그램에 참

여한 경우 부여된 ID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

나 비회원이 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KOLAS 

데이터로는 비회원을 식별할 수 없어 임의의 식

별자를 부여하는 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ID가 노

출되어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고 있으므로 본 성과평가 시스템에서는 성과

평가 차가 종료되면 원시 데이터를 휘발시킴

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하도록 설계하

다.

3.3 도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한 도서  성과평가 시스템

(이하 LibOutcomes, http://113.198.83.48/Lib 

OutcomesWeb/)은 Apache Tomcat Web Server

와 MySQL DB를 이용하여 웹서비스 환경을 구

축하 으며, 웹 개발은 jsp와 java로 개발하 다. 

LibOutcomes 시스템은 반응형 웹(responsive 

web)으로 개발되어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응하

도록 설계되었으며, 성과평가 기능은 PC 인터페이

스에서만 가능하도록 구축하 다. LibOutcomes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실제 도서  로그

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능인 ‘LibOutcomes 

평가’와 평가한 결과를 장하고 확인할 수 있

는 개인화 기능인 ‘My LibOutcomes’로 구성

된다. LibOutcomes 시스템은 도서 별로 사서

가 계정을 생성하여 직  성과평가를 수행하

는 로세스를 거치므로 각 계정과 시스템을 

리할 수 있는 리자 기능을 별도로 구축하

다. LibOutcomes 시스템의 체 인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LibOutcomes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1) 소개: LibOutcomes 로젝트에 한 소

개와 로젝트 진행 과정에 한 정보를 제공하

여 성과평가의 개념에 해 이해를 도모한다.

<그림 2> LibOutcomes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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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ibOutcomes 기화면

(2) LibOutcomes 평가: 실제 로그램의 성

과평가를 수행하는 메뉴로서 데이터의 반입, 측

정하고자 하는 성과의 결과 표시 등의 기능을 수

행하며, 평가에 한 자세한 단계는 4장에서 구

체 으로 시하고자 한다.

(3) 참고자료: 성과평가와 련된 국내외 연

구 성과에 한 정리와 로직모델의 로세스에 

한 소개 등 LibOutcomes 로젝트의 이론  

배경에 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4) 게시 , 매뉴얼: 성과평가시 발생할 수 있

는 FAQ, Q&A, 성과평가 차에 한 방법  

시스템 이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5) My LibOutcomes: 개인화 기능으로 

LibOutcomes 시스템은 사서가 소속 도서 을 

표하여 계정을 생성하여 도서 의 성과를 평

가하는 방식이므로 평가를 수행한 결과자료를 

장하여 추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 다. 

아울러, 성과평가 시 사용한 raw data는 평가

종료 시 자동삭제되도록 구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4. LibOutcomes를 이용한 
성과평가

4.1 성과평가의 기본 원리

본 연구에서 구축한 LibOutcomes 시스템은 

KOLAS 데이터를 반출하여 데이터의 변환없

이 업로드를 하는 경우 업로드된 데이터  필

요한 필드를 선별하여 시스템 상에서 성과평가

를 한 연산을 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4>에

서 볼 수 있듯이 일차 으로 이용자ID를 심으

로 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 데이터, KOLAS

에서 반출한 출 데이터, 소장 자료의 주제분

류를 간소화한 가공 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USER_KEY로 연결하는 데이터 가공 작업을 

수행하 다. 이어서 성과평가 데이터의 처리를 

한 임의의 테이블을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록하여 테이블에 장되어 있는 필드를 성과

측정 지표와 매칭하여 각 성과의 결과를 보여  

수 있도록 구축하 다. 한 업로드된 데이터를 

<그림 5>와 같이 임의의 테이블로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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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처리  성과평가 테이블 생성 시

<그림 5> LibOutcomes 테이블 시

장함으로써 체계 인 성과 평가 로직을 설계하

여 구축하 다.

4.2 성과평가의 수행 차

본 연구에서 LibOutcomes 시스템을 이용하

여 도서  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방

법은 다음의 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1) 이용자 데이터의 업로드

LibOutcomes 시스템에서 ‘LibOutcomes 평

가’ 메뉴로 들어가면 가장 먼  해당 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 데이터를 ‘ 일선택’을 이용하여 

업로드한다. 업로드하는 일 포맷은 KOLAS에

서 데이터의 반출시 .csv 일로 반출되므로 동일

한 포맷을 이용하도록 설계하 다. 이용자 데이

터의 형식은 이용자 ID만 포함하고 있으며,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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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원인 경우 도서 에서 부여한 ID와 동일

한 ID를 사용하고 비회원인 경우 임의의 ID를 생

성하는 차가 필요하므로 이용자 데이터는 사서

의 별도 작업이 필요한 단계이다. 아울러 해당 

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을 입력하여 성과를 평가해

야 하는 기간을 지정하도록 한다(<그림 6> 참조).

(2) 성과를 측정하기 해 출 황과 소장

자료 황에 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단계이

다. 해당 데이터는 KOLAS에서 반출한 데이터 

포맷을 변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 다. 

LibOutcomes 시스템에서 사용할 필드를 제한

하 을 경우 사서가 별도의 처리 작업이 필요

하며, 처리시 오류가 발생하면 성과평가가 정

상 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출한 

데이터를 그 로 업로드하면 시스템에서 성과

평가에 필요한 필드만 추출하여 별도로 기록하

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다만, 필드명

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

는 방법은 ‘ 일추가’를 클릭하면 ‘ 일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며 ‘ 일선택’에

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 후 ‘데이터

업로드’를 클릭한다. KOLAS에서 반출되는 데

이터가 기본 으로 다수의 필드를 포함하고 있

어 여러 일을 동시에 업로드할 경우 평가 데

이터의 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터

의 업로드는 순차 으로 한 개 일이 완료된 

후에 재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설계하

다(<그림 7> 참조).

<그림 6> 이용자 데이터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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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OLAS 데이터의 업로드

(3) 데이터의 업로드가 완료되면 입력된 데

이터를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확인이 가능

하다. 분석 페이지에서 상단의 로그램명을 

클릭하면 해당 로그램에 한 평가 임워

크인 로직모델이 나타나고 입력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분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에

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로직모델의 다른 

유닛과 달리 다른 색깔로 나타나도록 구축하

다. 성과평가의 결과 단계와 평가 임워크

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해당 로그램의 운

에 한 체 인 로세스를 제시하여 사서

로 하여  해당 로그램의 논리 인 차를 

확인하고 진행에 맞는 성과를 바로 확인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 기 때문이다. 로직모델에서 

성과는 단기, 기, 장기 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기, 장기 성과는 비교  장기간 동안 이용

자의 변화를 지속 으로 찰하는 과정이 필요

하기 때문에 LibOutcomes 시스템에서 측정이 

가능한 성과는 단기 성과 주로 평가할 수 있

도록 구축하 다.

(4) 앞의 단계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

과를 선택하면 <그림 9>와 같은 결과가 시각화

되어 나타난다. 확인 가능한 성과를 선택할 때마

다 결과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화면

으로 제시되며, 분석결과 데이터는 csv 포맷의 

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해당 시각화 결과

는 이미지  문서포맷(jpg, png, pdf 등)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 다. 아울러, 해

당 결과는 해당 계정의 ‘My LibOutcomes’ 메

뉴에 결과값만 장되어 언제라도 본인의 성과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다만, 성과

평가에 사용된 원시 데이터는 평가 차가 종

료되고 로그아웃시 자동삭제되도록 설계되었

으므로 동일한 평가를 재수행하더라도 이용자 

데이터의 업로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이

용자ID 등 개인정보와 련한 부분의 유출을 

방지하기 해 LibOutcomes 시스템 DB에 

장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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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성과평가 결과 확인

<그림 9> 분석 결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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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 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웹 기반 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목 으로 하 다. 구체 으로 

로직모델에 기반하여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

는 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

워크를 평가의 틀로서 이용하고, 국내 공공도

서 에서 이용하고 있는 KOLAS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웹 기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평가를 수행해 

으로써 동 시스템이 도서 의 성과 측정에 

유용한지를 확인해보고자 하 다.

LibOutcomes 시스템의 장 은 성과평가를 

해 별도의 데이터 생산 없이 도서 에서 소

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할 것으로 단되고, 사

서가 직  원하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시각화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평가결과

의 활용성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직모델 기반 성과평가 

임워크와 평가지표 등은 향후 상 로그

램을 확장하고 지표가 추가될 경우 반 으로 

도서 의 성과평가 체계를 발 시킬 수 있는 

토 가 될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헌정보학계의 측면에서 기존의 산출

심의 평가체계에서 성과 심의 평가체계로 

환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성과 개념을 심

으로 기존의 서비스 평가에 해 성찰하고 지

역사회에 한 도서 의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

는데 유효할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를 통해 보다 객 화된 평가

와 이용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

써 도서 의 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도서

의 지속 인 발 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시스템 발 의 측면에서 재 시스템

에서 축 되고 있는 데이터는 부분 소장자료

에 한 데이터와 출데이터가 부분이어서 

유용한 성과의 평가를 해서는 수집하는 데이

터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도

서  안 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유형

화하고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축 하여 활용도

를 높임으로써 재 일부 정체되어 있는 도서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

의 제한 을 밝히고 이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성과평가를 해서

는 KOLAS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 인데 재 

KOLAS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 매

우 제한 이라 보다 다양한 성과지표를 생성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향후 KOLAS 구조

의 변경과도 연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연

구 결과의 확산을 통해 KOLAS 시스템 개선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는 도서  데이터를 이용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구축하여 구나 도서 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 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

고, 본 연구와 연속된 연구들에서 생산된 로직

모델 기반의 성과 측정 임워크와 성과지표 

등은 발 인 도서  평가의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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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서  시스템

에 성과평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성과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도서

의 성과를 측정해보는 사용성 평가를 통해 본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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