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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 7호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문도서관(research library)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주제의 지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 (사공철, 도서관학 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y)은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서관. 그 기능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주제의 지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소·기업체·공장·조사기관, 입법·사법·행정의 정부기관,
특수법인조직·지방자치단체·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도서관이 여기에 속하며, 특수도서관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하나의 범주에 넣어 전문·특수도서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주로 관련분야에서 출판된 문헌·서지·목록·
색인초록지·데이터베이스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조직, 축적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
제작하고, 신착문헌에 대한 비평·초록·목차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주제별 서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또한 외국문헌의 번역, 문헌의 복사, 리퍼럴 서비스(referral service)를 제공하며, 다른 전문도서관과
협력하여 자체 정보제공 한계를 넓힌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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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전문도서관분과(Division of Special Libraries)의 정의) 전문도서관은 예술, 생물학과 의학,
지리학과 지도, 정부, 과학과 기술, 사회과학 분야의 주제 전문성과 특별한 종류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이들
도서관들은 그 규모가 다양하지만,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 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도서관 (Government Libraries)
▪ 사회과학도서관 (Social Science Libraries
▪ 지리학과 지도도서관 (Geography and Maps Libraries)
▪ 과학과 기술도서관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 건강과 생명공학도서관 (Health and Biosciences Libraries)

▪ 예술도서관 (Art Libraries)
▪ 족보와 지역역사 도서관 (Genealogy and Local History)
▪ 법률도서관 (Law Libraries)
▪ 농업도서관 (Agricultural Libraries) - Discussion Group
※ 출처: 문화관광부, 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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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도서관의 주요업무
※ 도서관법 제41조(전문도서관의 기능)
⚫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도서관 종류
1. 설립기관이나 단체 소속 직원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 연구기관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 등 26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KIST 등 25개),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 기업체 부설 연구소,
⚫ 공사, 공단, 진흥원, 재단 등 공공기관 소속 도서관
⚫ 병원도서관(의과대학도서관과 혼재)
⚫ 기업체 도서관
⚫ 특수도서관(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2. 공중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사회과학도서관, LG 상남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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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1관당 사서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2022. 4. 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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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장서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2022. 4. 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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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
⚫

비영리 조직 – 도서관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전문적인 주제분야의 지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 정리, 하여 내부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
설립주체(모기관)의 성격과 운영방향에 따라 위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함
사회가 고도화되고 주제분야가 세분화되어 융복합 이슈가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협의회를 조직하여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 중

주요업무분장
업무분장 현황
학술지발간
연구윤리
발간물원문관리
공공저작물관리
기록관리
출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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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기관 조사(2021.4.)
• 도서관이 단독부서로 존재하는 기관은 KDI 1개 기관임.
• 전산, 홍보, 출판업무와 함께 있으며, 최근 기록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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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 본 전문도서관과 사서
⚫ 전문도서관이 하나의 직제로 존재하지 않음(연구성과 또는 사업목표 달성 지원)
⚫ 다양한 부서에 다른 업무와 함께 소속(독립부서로 존재하는 기관은 많지 않음). 주로 전산, 출판, 홍보,
연구기획관리 업무와 같은 조직에서 일하고, 드물게 총무 업무부서에 배치된 사례 있음.
⚫ 도서관이라는 건물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내의 부서로 존재
⚫ 사서라기 보다는 직원(전통적인 사서의 역할보다는 다양한 일을 맡고 있음)
주제분야의 전문성 및 자료 깊이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위치

⚫ 도서관은 이용자층이나 다루는 주제범위는 좁지만 해당 주제분야의 정보의 다양성과 깊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장서 주제분야의 깊이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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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운영사업목표및예
산
기관평가대응

뉴스,기업데이터,
연구정보,통계정보등

LAS및도서관
홈페이지운영

비구독기사원문및참고봉사

협의회세미나및
국립중앙도서관교육참석

자산관리

인쇄및전자자료
WebDB

연구데이터관리
기관내연구성과수집

연구자별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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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및
웹DB이용교육

발간물관리

채널확대

•기록관리지침및운영위원회운영
•공문서, 발간물, 연구노트, 행정박물등
•연구관련성과물종합관리(서고 포함)

• 기관내 생산한연구데이터수집및관리

• 공공저작물공공데이터관련정책
• 연구성과수집및분석

• 위/변조, 표절등연구윤리점검체계운영

•기관 보고서 발간, 학술지 발간

• 발간물연구윤리부문점검

•기타 이슈페이퍼 및 국내외 정기간행물 발간

• 연구노트수집관리및활용체계운영

•효율적인 발간물 배포를 위한 고객관리

• 보도자료작성/배포및언론사대응

•IR 구축 및 운영, 학술지 논문 유통기반 운영

• 특정이슈큐레이션을통한전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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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도서관의 업무 사례

※ 아오야기 에이지, "일본 전문도서관의 현황과 미래", KSLA bulletin, no.6(201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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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전문가”
모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와 지식 관리, 전문분야에 필요한 정보 발굴 수집, 이용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보유하고 있는 있는 정보를
가공(큐레이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전문가
◆ 정보발굴및수집: 전문분야별핵심자료발굴
◆ 생산자료관리: 연구성과관리를위한메타데이터정의, 확산
◆ 원내·외정보서비스:맞춤형정보서비스,KMS,홈페이지,IR,OA등과연계
◆ 연구결과 성과확산: 국내외 학술정보망에 연구성과물을 연계(국제 표준 Mark up Language를 적용

한연구성과물구조화,DOI삽입등)하여검색노출확대

전문도서관의 이해와 운영

학술정보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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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무추진계획 계획 Worksheet(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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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무추진계획 계획 Worksheet(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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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팀 운영 시스템 내역
시스템 명

주요 기능

도입연도

연계시스템

비고

∘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 연구원 발간물 원문 관리
∘ 학술지 서지 및 구독 관리
∘ 대출/반납 서비스
∘ 전자자원 관리

2017

∘홈페이지
∘IR
∘POD
∘메타검색

∘농업경제 관련 전자정보원을 한 번에 검색
∘온라인 서점 검색과 도서신청 연계

2007

∘전자도서관

∘연구원의 모든 연구성과물을 외부시스템과 연계
∘해외 성과확산(DOAJ 등)

2018

∘국회/국립
∘OAR***, OAK****

POD **

∘연구보고서 판매

2019

∘전자도서관
∘농서남북

카피킬러

∘연구윤리 점검시스템

2013

∘ 매년 갱신

EndNote

∘연구윤리 평가 대비
∘참고문헌관리시스템

2021

∘ 매년 갱신

∘농촌경제 투고관리시스템

2019

∘전자도서관

∘연구원 생산 조사데이터 수집/등록/조회 시스템

2021

∘내부 연구관리시스템 ∘연구원 자체/위탁조사데이터 수집
∘전자도서관시스템
∘조사계획, 조사표, 조사결과 등 3종1세트

전자도서관시스템

메타검색
시스템
IR *

JAMS
Data
Repository

∘ 연구원 발간물 원문관리 시스템

* IR(Institutional Repository): 연구원 발간물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발간물마다 고유의 키(URI)를 부여하여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우선적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구축한
개방형 국제표준 연구성과관리시스템
** POD(Print On Demand): 연구보고서 재고가 없을 시 낱권 단위로 주문할 수 있는 주문형 출판 시스템
*** OAR(Open Access Repository): 국제 개방형 연구성과물 보존시스템
**** OAK(Open Access Korea)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별 연구성과물 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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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주요 이용자 서비스
⚫ 연구과제 선행연구조사 서비스
- 연구과제 계획 단계부터 연구착수세미나, 중간/결과세미나까지 연구 전과정에 걸쳐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 만족도 조사 결과 과제책임자의 90%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
- 연구수행의 동반자로로 인식하는 계기, 도서관 방문자 증가, 장서개발에 도움
⚫ 큐레이션 서비스(issue pick)
- 최신 이슈(코로나 19와 관련한 경제/사회전망, 4차산업혁명 등)를 다룬 장서 구비하여 별도 비치 → 대출이용자
증가
⚫ (주간)신착자료속보
- 개원 당시부터 제공하는 도서관 전통 서비스로 입수하는 신간 자료와 새로 발간한 학술논문과 농업관련 잡지의
최신 아티클을 원문을 연결하여 메일과 내부망에 게시(2022.4.8. 현재 통권 2311호 제작 발송)
⚫ 교양도서 순회문고 운영, 전자책 서비스, 오디오 북 서비스
- 지방이전에 따라 출장 증가로 이동시간이 많아 교양도서 중심으로 전자책 (웅진, yes24)으로 서비스하고,
2021년부터 오디오북(오디언)을 도입하여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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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과제 선행연구조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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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신착자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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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시스템 구축내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Repository 구축(2018)
- 국립중앙도서관 OAK(Open Access Repository) 보급 사업 – 전자도서관시스템과 연계, 연구원 발간물 외부
성과확산시 연계 포인트
⚫ POD(Print On Demand)(2019)
- 농촌진흥청 POD인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main.do)에 연구원 발간물을 연계하여 낱권단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시스템과 연계
⚫ 기록물 관리업무 체계 구축(2020)
- 표준 기록물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적용(2021년부터)하고, 연구원에서 보유 중인 비전자
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목록화 작업 완료. 보존연한이 경과한 기록물을 일괄 폐기(약 5톤)
⚫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 RFID 구축(2020)
- 정부 회계지침상 매년 자산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RFID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Data Repository) 구축(2021)
- 연구원에서 생산한 조사데이터(자체조사, 위탁조사,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식품소비행태조사 등)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사결과물(조사계획서, 조사표, 조사결과)를 연결하여 구축
- 향후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서지데이터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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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 발간물 Repository
⚫ (구축 목적) 연구원 발간물(보고서, 학술논문)의 국제 학술정보망을 이용해 성과확산하기 위해 국제표준 데이터
포멧을 적용한 Repository 구축
⚫ (구축내용) 서지 데이터 정의, 시스템 customizing, 전자도서관시스템과 데이터 자동 연계
⚫ (활용) 연구성과물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과 연계시 접근 포인트로 활용(데이터별 고유 URI를 부여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

전문도서관의 이해와 운영

나. 주문형 출판(POD) 시스템
⚫ (구축 목적) 출판물이 인쇄중심에서 전자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환경에서도 인쇄물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문형 출판시스템을 구축(연구개발적립금)
⚫ (구축내용) 인쇄물로 낱권 단위로 받아볼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와 전자책 주문플랫폼과 메타데이터를
공유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활용)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를 검색하여 책자로 받아보고 싶은 보고서를 선택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농서남북」에서 원하는 책을 주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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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록물 분류 체계와 RFID
⚫ (구축 목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도서관 장서도 자산이므로 매년 1회 장서점검 필요 등의
감사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물 분류체계구축사업과 도서관 장서에 RFID 시스템 구축(연구개발적립금)
⚫ (구축방향 및 내용) 국가기록원의 구축 지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기관 고유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와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 RFID는 900Mhz 주파수 대역으로 구축
⚫ (활용) 2021년부터 새로운 분류체계를 전자결재에 적용, 장서점검 기간 대폭 단축(2인 1개월 → 1인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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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
⚫ 구축 목적
▪ (외부환경) 최근 연구개발의 방식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서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증가하고, 데이터 경제를 표방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연구기관 운영평가」에서 각 연구원이 연구원천자료(raw data) 수집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
▪ (내부환경)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데이터(ex, 조사데이터(양적/질적), 통계데이터, 채소관측 영상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 특히 연간 100여건에 달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관련 데이터 세트는 조사를 수행한 연구자 개인과 자체조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유사한 내용을 중복조사를 예방하거나 과거 조사자료를 조회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구축 내용) 수집 데이터의 범위와 데이터 세트 정의, 메타데이터 입력항목 정의,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세트 연결
⚫ (활용) 국제표준의 데이터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구축하여 검색 및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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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계속)
⚫ 현재 위탁 조사 데이터 관리 사례(연구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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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계속)
⚫ 메타데이터 입력 항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메타데이터 입력항목
입력항목
자료유형(data type)
자료번호(ID Number)
URI(Uniform Resources Identifier)
자료명(국/영문 title)
연구과제명(국/영문 Project title)
연구책임자(Researcher)
소속(affiliation)
연구수행기관
저작권자(copyrights)
조사개요(abstract)
조사기간(date of survey)
조사대상(sample)
조사수행기관(survey agency)
조사책임자(survey officier)
자료수집방법
조사건수
응답률(response rates)
첨부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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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설명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자료 유형 정의
자료 식별번호
자료 고유 주소
조사제목(건명)
관련 과제 제목
이름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자체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탁조사: 조사기관
온라인/오프라인(설문/면접 등) 구분
총 표본 수

비고
조사자료/통계자료/면접구술자료
KOSSDA 등재시 URL 표시

조사계획서에 수록
조사계획서에 수록
조사계획서에 수록

라.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
⚫ 구축 화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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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과물 관리
기관명

주요 실적

성과

국립의과학지
식센터

◆ 국내 발행 의과학분야 학술지 서지정보 관리
◆ 1948년 이후 국내 의과학학술지 게재 논문 메타데이터 구축
◆ 연구자와 소속기관의 전거데이터 생성 및 관리
◆ 의과학 지식정보의 국가자원화
◆ 국내 의과학 학술정보 및 연구동향 분석 가능

보건사회
연구원

◆ 기관 내 연구성과물 수집-관리-확산을 위한 전문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
◆ 국제 표준의 기관리포지터리(IR)시스템과 연구자페이지를 연계해 기관내 연구성과물
포털로 운영
◆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HUB 기능 수행

기존 데이터 활용성 증대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 조직내 연구과제와 성과물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어려움 해결 필요
◆ 효율적인 연구성과물 수집 체계 구축
◆ 자료유형별/연구과제별/부서별 분석정보 서비스
◆ 기관내 성과물관련시스템과 연계히야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관리자 중심
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서비스 방향을 전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원내
핵심고객 만족도 제고

KAIST

◆ 국가R&D 사업 핵심 자산인 연구노트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업무체계
개발 필요
◆ 연구노트 작성과 체계적인 수집의 목적을 구성원들에게 홍보
◆ 「연구노트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연구노트 작성, 제출, 관리프로세스 개선
◆ 연구노트 활성화 성과 달성(시스템 정립 전후 연구노트(서면10배, 전자 60배 증가)

업무영역 확대와 핵심 자원 관
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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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가치화

전자도서관시스템 운영
기관명

주요 실적

성과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망분리로 인한 학술정보 대국민서비스 제약
◆ 2018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선도활용사업 응모, 선정되어 클라
우드 기반의 전자도서관 구축
◆ SaaS(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불필요, 프
로그램 유지보수 용이

서비스 제약 극복

한국개발
연구원

◆ 조직개편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 고객이 서로 다른 두기관의 도서관을 통합, 서로 다
른 두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
◆ 단순 시스템 통합보다는 조직의 목적과 특성을 기반으로 SWOT 분석을 통해 개편방
향 설정
◆ 두 기관간 통합을 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존 서비스 최대한 승계, 두 기관 상이
한 예산회계의 통합 등의 원칙하에 작업수행
◆ 이용자 편의성 제고, 새로운 디지털 도서관 패러다임 제시

고객 만족도 제고

농림축산
검역본부

◆ 기관의 소중한 자산인 행정박물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 필요
◆ 데이터 중심의 행정박물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전문도서관의 역할 확대 필요
◆ 행정박물관리 수집(캠페인, 방문 등)-분류(품목별, 수집경로별)-DB구축(전자도서관)
등의 작업 수행
◆ 향후 국가기록원 이관 및 연계 대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기
록물 기술표준을 준용하여 자체 관리요소를 정의
◆ 문화유산관리자로서 도서관의 역할 확대

서비스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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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마케팅 사례
기관명
한국문학번역
원

주요 실적

성과

◆ 기관내에서 도서관이 필요한가?, 도서관이 고객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도서관이 핵심 역할

1인 사서의 버려진 듯한 도서관을

을 수행하고 있는가? 에서 출발
◆ 기관 성격이 한국문학을 번역하여 해외에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고객은 주로 해외에 있음.

기관의 주요 콘텐츠 서비스으로 변
신

◆ 기관의 핵심 자원을 파악(핵심 콘텐츠 정의 – 번역서 서지정보)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
석(주요 작가의 변역서와 방명록에 대한 요구 증가)하여 도서관의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
(전문 웹사이트 개발) 구현
◆ 콘텐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콘텐츠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한국교육개발
원(1)

◆ 도서관의 수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증도서를 재활용하여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원내
구성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유발

도서관 마케팅을 통해 기관의 사회
적 공헌활동 기여

◆ 기증도서 수집, 행사일정, 수익 등 활동에 대한 전 과정을 직원들과 공유
◆ 기관내 「Used Book」 독서기부행사 참여를 통해 도서관의 방문과 이용활성화 유도
◆ 다양한 주제분야의 정보자원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수익금 기부를 통해 기관의 공익적 활동 기여

한국교육개발
원(2)

◆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협력과 상생 발전에 도서관이 기여
◆ 충북혁신도시 지방이전 기관과 진천,음성군 도서관 협의체 발족
◆ 지역 사회 교육지원을 위해 KEDI 연구자의 재능기부 추진
◆ KEDI 도서관이 지역 교육 발전과 홍보에 중심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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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기관의 핵심 경영목표 달
성에 역할

도서관의 새로운 업무 영역
기관명

주요 실적

성과

한국생명공학연

◆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평가는 기관과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로 논문의 서지정보와 수

학술지 평가와 논문 서지정보에 대

구원

록 저널의 수준 정보관리가 중요함.
◆ 개인/부서/기관/사업평가용 시스템 개발 및 평가정보 산출 지원

한 사서의 이해로 연구지원에서 연
구성과 평가업무로 업무 영역 확대

◆ 논문데이터와 리포지터리 연계하여 각종 데이터 품질 정비하여 국가 R&D 사업 논문평가와
연구윤리 관련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기관내 논문저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논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술연구실
적 조회와 연구윤리 조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 해양분야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분야 교양도서 발
간 작업 기획
◆ 기관 내부 자원으로 출판기획, 저술, 출판 및 마케팅 수행
◆ 해양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기관 연구 성과를 적극 홍보
◆ 국민대상 출판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지와 글쓰기 지원, 참여한 연구자에게 충분한 보상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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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다가가는 연구원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한국학술정보협의회 (국회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컨소시엄: KESLI, KCUE 등
❖해외교류 협의회: IFLA, SLA, JSL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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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회원기관 : 정회원 139 (특별회원 42)
지역분포

설립주체별

서울 40

공공기관 87
정부기관 32
민간기관 20

기타

대전 30
세종 19
경기 11
충북 8
경북 5

경북 4%
충북

19%

6%

경기

8%

세종

14%

기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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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9%
대전
22%

(2022.4. 현재)

민간기관
14%
공공기관
정부기관
23%

63%

KSLA 조직도

회 장

감 사

이사회

부회장
사무국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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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위원회

교육위원회

전자정보
위원회

멘토링
위원회

편찬위원회

회원관리
위원회

❖ 전문도서관의 인력 문제
⚫ 평균인원: 2인이내(1인사서또는최근기록관리업무를가져오면서다소증가),사서퇴직후인력채용불투명
⚫ 세대공백: IMF 이후정규직채용중단으로세대단절과최근전공출신들의인식변화(세대변화?)
❖ 도서관 업무의 고유성에 대한 폭넓은 해석 필요
⚫ 조직내에서도서관고유업무에대한이해부족한현실에서다른업무를추가로맡아서해야하는경우대처

▪ 도서관고유업무외에기록관리, 연구성과물관리및확산, 출판, 연구윤리, 저작권관리등의업무수행하도록요구받

고있음.
⚫ 소수직렬로서소통과협력절실, 특히신사업기획시사서의시각과예산담당자와긴밀한소통하여설득력을키울
필요있음.
⚫ 도서관과기록관업무는성격이다른업무이긴하지만유사한부분도있기때문에같은팀에서수행할수있도록설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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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 사서의 전문성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만의 외침인가??
⚫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 기관내 성과물을 확산할 수 있는 학술정보유통체계에 대한 이해
⚫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변화(단독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전환 등)에 대한 이해와 대비
⚫ 기관의 고유 주제분야와 더불어 유사 주제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장서개발과 정보서

비스에 적용 →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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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도서관 이슈 – 연구전문도서관 기술트렌드

※ 제4차 산업혁명과 전문도서관사서의 역할(학술정보협의회 이갑훈 발표자료,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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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도서관 이슈 – 공간의 융복합화

※ 제4차 산업혁명과 전문도서관사서의 역할(학술정보협의회 이갑훈 발표자료,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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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도서관 이슈 – 다양한 협력을 통한 다양한 성과

※ 제4차 산업혁명과 전문도서관사서의 역할(학술정보협의회 이갑훈 발표자료,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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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도서관 이슈 –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 제4차 산업혁명과 전문도서관사서의 역할(학술정보협의회 이갑훈 발표자료,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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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도서관 이슈 – 미래 사서의 역량과 역할

※ 제4차 산업혁명과 전문도서관사서의 역할(학술정보협의회 이갑훈 발표자료,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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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도서관 이슈 – 미래 사서의 역량과 역할

※ 제4차 산업혁명과 전문도서관사서의 역할(학술정보협의회 이갑훈 발표자료,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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