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원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
- 전자자원 관리방법 A to Z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송한나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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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 개요
• 배경
– 도서관 안팎 주요 변화의 중심에는 전자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
(2010년 이후로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60~70% 이상이 전자자원 구독을 위한 비용)

–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학술·연구정보의 상당부분은 이
미 전자의 형태로 변환되어 구매 혹은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Open Access’ 자료 역시 전자형태의 가공된 자원을 전제

• 제작 방향
– 한국학술교육정보원(KERIS)은 대학도서관에 전자정보의 보급을 위해 대학
라이선스 사업 등을 진행중
–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전자자원을 담당하는 사서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발간 (2021년)
– 해당 이슈리포트는 ‘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ship(2018년)’이
라는 단행본을 기반으로 번역 제작됨

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전자자원의 주기
– Jill Emery와 Graham Stone이 운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 TERMS(Terms for Electronic
Resources Management)에서 유래
– 전자자원의 관리 프로세스를 아래 6단계로 세분화

조사

수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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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보존

갱신 혹은
구독중단 검토

평가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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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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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전자자원의 주기

조사

•
•
•
•

도서관과 이용자의 요구사항 파악
신규 품목 개발 및 평가
트라이얼(Trial) 서비스 도입
구독 및 구매 예정 전자자원에 대한
피드백 요청

수서

•
•
•
•

가격 협상
라이선스 또는 구독 조건 협상
주문
구독료 납부

구현

• 접속 설정
• 인증 방법 설정
• 도서관의 기술 인프라를 통해
전자자원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전자자원의 주기

평가와
접속

• 이용자 접속 오류 문제에 대응
• 문제 분석 및 해결
• 공급사의 콘텐츠 및 플랫폼의
변경사항 모니터링
• 기관 정보 변경사항을 공급사에
업데이트 (ex. IP 범위 변경 등)

갱신 또는
구독중단
검토

• 이용 통계 수집 및 분석,
이용자에게 피드백 요청, 대체 자원
비교 등을 통해 갱신 또는 구독중단
여부 검토
• 결정을 공급사에 통보
• 취소가 결정된다면 도서관에서
해당 전자자원 삭제

보존

• 영구 접속 계약을 통해 전자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 보장
• 아카이브 복사본 다운로드 및 저장

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접속도구 (검색도구 or 디스커버리 도구)
– 이용자들이 전자자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을 의미
– 1980년대까지는 도서관의 주된 접근 도구는 ‘카드 목록‘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거의 비슷함
온라인 열람목록(OPAC)
• 도서관이나 도서관시스템을 통해 자료의 목록
레코드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 자료의 물리적 형태와 주로 연결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미디어 형태 자료 관리에 탁월
• 연구를 강조하는 기관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OPAC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OCLC의 WorldCat

A-Z 리스트(A-Z list)
• 주로 전자자원 등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다양한 형태의 A-Z 리스트를 가질
수 있음 (ex.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등)
• 연속으로 간행되는 미디어를 관리할 떄 장점을
가지므로 전자자원의 접근을 관리하기에
용이함
• 챕터, 기사 단위 검색에서는 용이하지 않음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저널 검색창

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접속도구 (검색도구 or 디스커버리 도구)
디스커버리 (Discovery Layers)
• 디스커버리는 하나의 검색상자를 사용하여
논문이나 단행본 등 도서관이 소장하는 자료에
대한 모든 검색을 가능케 하는 기능
• 업체를 통해 중앙 집중화 된 색인을 수집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미소장 혹은 미구독 중인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
• 구글과 같이 기본 검색엔진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음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Discovery 화면과 그 결과

연구가이드 (Research Guides)
• 연구가이드는 사서들이 특정 하위 영역, 주제,
학술 과정 또는 질문에 대해 추천한 자원의
큐레이션으로 텍스트 문서나 웹페이지의
형태를 띰
• 다양한 자원 유형을 사서의 팁 등과 함께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에 도움
•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연구가이드 화면

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인증방법
– ‘인증(Authenticate)’이라는 단어는 인증된 이용자라는 의미
– 판매 및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로 업체는 이용자가 전자자원에 접속하기 전에 자원을 구매한 도서관 소속인지 입증
을 요구
– 인증방법마다 각각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음

강점

약점
ID와 비밀번호

이용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Username and Password)
업체에 ID와 비밀번호를 등록 후
자원에 접근할 때 마다 사용

도서관에서 콘텐츠
마다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인증방법
강점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증방법 중 하나로
대량의 접속 제공에
매우 유용

약점
IP주소
(IP Addresses)
사전에 업체에게 IP주소 대역을
알려주어 해당 IP대역 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장벽 없이 자료에
대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강점
IP주소 방식과 달리
교외에 있어도
교내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에
안전하지 않으며
장소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약점
프록시
(Proxies)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전자자원에 접속시,
이용자의 브라우저와 전자자원 서버에
있는 프록시 서버로 재 접속되어
자격증명을 진행한 후 자료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용 시, 한 개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하며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할 시 URL이
변경될 수 있음

2. 전자자원의 특징과 접속
• 인증방법
강점
안전한 인증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브라우저를
전환해도 동일하게
사용가능

약점
가상 사설 네트워크
(VPN)
컴퓨터나 장치의 IP주소를
조작하여 이용자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방법

강점
한 번의 로그인이
성공하면 여러
업체의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음

VPN을 설치해야
하는데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공용PC에서는
이용이 어려움

약점
SSO
(Single Sign-On)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

업체가 서버에 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하는데 모든 업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음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업체의 종류
– 전자자원 담당 사서는 업체와 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
– 도서관과 거래하는 업체(공급사)는 크게 4개의 범주가 있음

출판사 (Individual Publishers)

지사 (Subscription Agents)

• 자료를 직접 출판하여 판매하는 형태
• 출판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직접 계약이라고
하며, 전자책과 전자저널은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출판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 자원의 규모,
이용가능 여부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보임
• 대형출판사가 소형출판사에 비해 더욱 개발된
01
서비스를 제공

대행사 (Contents Aggregators)

03

• 대행사는 여러 출판사가 출판한 전자자원 형태의
정기간행물 전체 원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지 서비스
• 구독기간에 따라 다양한 원문 제공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넷플릿스(Netflix) 모델과 비슷
• 엠바고(Embargo)가 발생할 수 있음
• 큐레이팅 된 비슷한 주제의 자원을 제공하는데
만일 특정 주제의 자원이 필요없다고 해도 각각
개별 구독하는 것보다 큐레이팅 된 대행사의
자원을 구독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더욱
유리하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Thohira, Chambers,
and Sprague, 2010)

02
04

• 출판사 / 대행사와 도서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형태를 지사라고 봄
• 국내에서는 해외에 본사가 있는 출판사 / 대행사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 형태이거나 혹은 해외의
전자자원 계약권을 따서 판매하는 형태이기도 함
• 지사가 제안하는 금액은 협상 가능하며
구독하려는 전체 자원에 대한 요금에 적용되거나
혹은 각 패키지에 비율로 측정하여 적용되기도 함

컨소시엄 (Consortia)
• 많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컨소시엄을 통해
전자자원을 구독
• 컨소시엄이랑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수립된 개별 도서관 혹은 도서관
시스템의 연합을 의미
• 컨소시엄을 통한 도서관의 자원 구독 견적은
기관의 규모 등과 같은 수치에 기반하거나 혹은
컨소시엄의 회원 모두가 동등하게 배분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컨소시엄 : ACE컨소시엄,
KESLI컨소시엄, KCUE컨소시엄 등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계약 시 주의사항
– 대부분의 전자자원 주 업체는 북미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사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해외에 위치한 업체에 문의할 일이 있다면 아래 사항을 숙지 할 필요가 있음
01

당신이 할 수 없는 언어로 공식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면 구글 번역기와 같이 당신의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번역기 사용

02

해외 업체에게 연락할 때는 시간대와 국경일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

03

재무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선호하는 포맷으로 청구서를 요청 (ex. YY-MM-DD? MM-DD-YY? 등)

• 최초 계약
– 도서관과 주요 지사, 업체 등이 참가하는 주요 컨소시엄에서 적극적으로 소개 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으로 주문하는 업체들에 집중

– 소개를 위해 이메일을 보낼 때 확인 할 사항
▪

모든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전임자로부터 교체된 것인지 혹은 새롭게 생긴 포지션인지 여부

▪

식별할 수 있는 코드(학교 특유의 계정)을 첨부했는지 여부 등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업체는 구독/구매한 자료 이상으로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 도서관과 업체의 관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업체는 도서관에서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공급
– 이에, 업체와 상호작용 할 때 도서관과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음

고객서비스 담당자

자원에 대한 교육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도서관의
이익을 대변

복잡한 일부 전자자원에 대해
사서들이 직접 익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며,
전자자원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시행될 수 있음

온라인 지원 센터
특정 전자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 FAQ
사이트

관리자 포털
IP 등록, EZproxy 정보 세팅,
이용통계 등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수서
– 2016년, 북미 도서관에서는 대략 예산의 72%를 전자자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추정
– 업체는 도서관의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자 새롭고 복잡한 구매 형태를 발전시켜 다양한 수서 방식과 가격
옵션을 창출하고 있어, 전자자원 담당 사서는 여러 구매 모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

• 가격옵션
고정비율

전일제 학생 수 기반

교육 과정의 규모

동시 이용자

기관의 규모, 이용자 수
등과 관계없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자원
가격

기관에 전일제 학생이
얼마나 등록한 지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가격의 단계

교육의 과정 혹은
잠재적인 이용자의 수를
추정한 값을 기반으로
자원 가격을 책정

한번에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 수 만큼
책정되는 가격

접속을 지속할수록 부과

시장 가격

업체가 지정한 기관 규모

업체에 의한 추가 금액 할인

초기 구매 비용 지불 후,
매년 갱신을 위해 내는
비용으로 비용 지불 불가
시 콘텐츠에 대한 접근
불가

개별 전자저널 구독 시
보통의 방식 중 하나로
계약 당시의 시장 가격을
의미하며 변동 가능

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기관의 규모

도서관이 해당업체에서
얼마만큼의 자원을
구독하고 있는 지 기존
구독양을 고려하여
정하는 할인율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정기간행물 구독 (연속 구독)
– 도서관에 따라 연속 구독은 정기간행물의 계약 혹은 계속되는 구매를 의미
– 정기간행물은 일년에 얼마나 정기적으로 출판되는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발생시킴
– 해당 품목의 명확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DDS(Document Delivery System, 원문복사 서비스)
허용유무, 구독하는 연도에 대한 영구접속 가능 여부 등

정기간행물 접속
유형에 따른
구독형태

빅딜의
주요사항
빅딜 갱신과 취소

온라인
정기간행물 구독
인쇄 정기간행물
구독

ID와 비밀번호
온라인 구독
인쇄·온라인
동시구독

빅딜(Big Deal)

패키지 구독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정기간행물 구독 (연속 구독)
❖ 정기간행물 구독 형태
– 온라인 정기간행물 접속유형에 따른 구독형태

전체 접속 (All Access)
•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전체
기간동안 접속이 가능하게 함
•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님

백파일 접속 (Archival Access, Backfile)
• 창간호부터 구독 당시의 가장 최근호까지
커버하는 접속 형태
• 대량의 패키지 형태에서만 주로 백파일 제공
• 백파일 구독 : 보통의 구독 형태에서는 콘텐츠
제작연도의 범위에 접속하기 위해 연간 금액을
지불
• 백파일 접근에 대한 추가 비용 :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최신접속 + 백파일 접속 권한을
얻을 수 있음
• 백파일 패키지 :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얻는 구독형태

최신 접속 (Current Access, Frontfile)
• 최근 출판된 저널에 대해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
• Ex. 1997년 ~ 현재

주기 제한 접속 (Rolling Access)
• 매년 콘텐츠에 대한 접속 권한을 주기에 따라
설정
• Ex. 2018년 기준 5년 단위라면 2013년 ~
2018년까지의 자료만 해당하고, 다음 해에는
2014년 ~ 2019년까지의 자료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변경

영구소장 접속 (Perpetual Access)
• 이전에 지불한 콘텐츠를 기관이 소장하여
영원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정기간행물 구독 (연속 구독)
❖ 정기간행물 구독 형태
– 빅딜(Big Deal)
–

빅딜은 구독 패키지의 구체적인 종류 중 하나로 도서관이 출판사의 영구소장이 가능한 저널을 포함하여 모든 전자저널 타이
틀에 대한 접속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

–

도서관의 예산 중 큰 부분을 차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 지 알 필요가 있음

❖ 주요사항 및 갱신과 취소

01

도서관이 영구소장 할 수 없고 접근만 가능하며, 해당 타이틀은 도서관이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만 접근할 수 있음

02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패키지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미래에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03

기간의 이용률보다는 지난 2~5년 사이의 이용률 평균치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침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으로 소장해야 할 자료에 대해 확인 필요

04

만약 산발적인 이용률로 인해 자주 구독을 취소하거나 교체한다면
간헐적인 기간 동안 소장하는 자료들만 갖게 되므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

05

해지비용을 지불한다면 구독중인 자원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고
교체비용을 지불한다면 몇몇의 구독 타이틀을 접속만 가능한 형태로 교체 가능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전자책 구매 (한 차례 구매)
– 한 번에 입수하는 자료(단행본, 전자책)를 구매를 의미하며 추가적이 금액 발생이 없이 한 번에 계약이 이루어짐
– 국내 전자책과 국외 전자책은 각각 구매 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책 구매 형태
수요 기반의 구매형태 (Demand-driven Acquisitions)
• 수요 기반의 구매형태(DDA(란? 도서관이 전자책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 해두고,
이용자들이 전자책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때 미리 계약한
금액에서 전체에 대해 청구되거나 짧은 기간의 대출이 되도록
하는 형태
• 자료를 구매/구독하는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구매형태에 대해 모색해왔는데 수요 기반의
구매형태(DDA)는 가장 인기 있는 형태 중 하나
• EBSCO, ProQuest 등에서 주로 보급하며, 이용자의 수요를
먼저 파악 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증거 기반의 구매형태 (Evidence-based Acquisitions)

• 증거 기반의 구매형태(EBA)란? 수요 기반의 구매형태와 비슷한
형태이나, DDA와 달리 비용을 미리 지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Ex. 단일 출판사에서 2018년 전자책에 대한 모든 접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일정 금액을 선불로
지불하게 하는 것
• 일부 공급업체는 EBA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정하고 지정된
기간동안 실행하며 기간이 끝나면 이용통계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도서관이 이용자의 니즈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예산과 갱신
– EBSCO는 2018년 미국 연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1~2퍼센트인데 비해, 전반적인 출판물가 상승률이 5~6퍼센트
가 될 것으로 추산 (EBSCO, 2017)
– 증가하는 전자자원 갱신 금액으로 인해 예산 책정이 부담이 될 수 있음
❖ 예산 사용 시 고려해볼 만한 점

01

조직의 예산 흐름에 대해 파악하여 그 동향을 살피고 실제 갱신율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02

예산은 항상 높게 추정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하고, 확신하는 예상 지출범위가 파악된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도서관 내 직원들과
소통하여 예산을 조정하거나 혹은 설득할 필요가 있음

03

만약 예산이 남는다면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 내년도 분을 선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사용되지 않은 자금으로 환수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필요

04

내년도에 얼마를 쓸 지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
•

지난 5년간 전체 장서 예산의 평균 상승률

•

올해 예산에 신규로 구독해야 하거나 혹은 재협상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자원에 대한 예상 예산은 얼마인지

•

취소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로인한 예산 절감액은 얼마인지

3. 전자자원의 수서와 계약형태
• 예산과 갱신
– 갱신일정은 도서관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으나, 미리 알림을 생성하는 시스템 등을 고려
– 직접 주문할 시, 공급업체의 송장을 사전에 계약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기존의 개별 구독을 분석하여 패키지로 전환하여 잠재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업체의 구독은 보통 매년 1월 ~ 12월까지 실행되므로, 업체는 일반적으로 8월 ~ 9월 쯤 갱신을 위한 문서를 발송
하며 사서는 10월초까지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갱신·취소 시 체크리스트
01

갱신일자가 지난 후 언급없이 접근 권한을 줄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로부터 갱신 송장을 미리 요청할
필요가 있음

02

갱신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 주요 장애물은 특정 자원을 계속 구독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거나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기할 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갱신날짜 전에 사전작업 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함

03

예산이 적자일 경우, 삭감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상부와 함께 결정

04

다른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있는 지 상부나 다른 조직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라이선스(License)
–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서 어느 한 쪽이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어떤 종류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권리를 부
여 받는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
–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전자책, 전자저널, 온라인 비디오 등)에 접근하고 인쇄, 다운로
드, 대출 등과 같은 특정 활동을 수행 할 권리를 부여

–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무엇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떤 구제 방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

저작권법

라이선스(License)

공정이용원칙

– 라이선스 정의 내 포함되는 대상 유형
① 현재의 도서관 카드소지자, ② 현재의 교직원 및 학생, ③ 현재의 도서관 · 기관 직원, ④ 원격 또는 온라인 전용 이용자,
⑤ 예약 없이 방문하는 이용자, ⑥ 학교 동문, ⑦ 도서관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업자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라이선스의 요소들
- 허용된 용도와 제한된 용도

제한된 용도

허용된 용도
• 라이선스가 체결된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해
명확한 용도 설명
• 도서관, 도서관 목표 그리고 도서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라이선스가 체결된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 라이선스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의 일반적인 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콘텐츠 인쇄, 다운로드 및 열람
콘텐츠의 전자복제
타 도서관 대상 대출(DDS)
도서관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
집단과 학술적 공유
콘텐츠를 리파지토리(Repository)에 보관
강의자료에 콘텐츠 수록
콘텐츠 대상 아카이빙
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타 콘텐츠 분석

• 인증된 이용자라 하더라도 수행할 수 없는 여러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
• 상호대차나 전자적인 보관 등과 같이 허용된 용도
쪽으로의 조정을 위해 협상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을 다수 포함
• 일반적인 제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콘텐츠 변경 또는 조정
콘텐츠 판매 및 재판매, 또는 수익 창출 (상업
사용)
보안 절차가 없는 네트워크에서의 콘텐츠 열람
및 배포
저작권 안내를 제거하거나 숨겨놓기
스파이더, 크롤러 등을 사용한 콘텐츠 대량
다운로드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라이선스의 요소들
- 책임, 법적책임 및 구제책

공급사
책임
• 라이선스가 체결된 자료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고 지속적인 접속 제공
• 타인 또는 타 업체를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가 있다는 보증 또는
보증서 제공이 가능

도서관
책임
• 적절한 비용 지불, 구독 중단에 대한 사전 통지,
이용자에게 허용점 및 제한점 안내하는 노력
• 도서관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봐야함

- 라이선스는 고정적인 양자택일의 문서가 아니며 도서관에서 내키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사항은 수정 또는
협상이 가능
- 어느 한 쪽이 계약위반을 인지하는 경우, 구제책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며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① 법적책임 한도(손해 배상 금액의 상한), ② 배상(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 ③ 시간 제한(계약 위반사항을 다시 회복
하는데 부여되는 제한 시간), ④ 분쟁 해결 방법(법적인 소송제기에 대한 중재기관의 이용), ⑤ 준거법(계약을 어느 곳의
법원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등), ⑥ 정부 기금(정부기금 수령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조항상의 제약) 등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라이선스 평가
- 라이선스를 평가하는 것은 전자자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라이선스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계약에 유리
- 라이선스 검토를 위한 점검표

장점

작성 제안사항

01

법적요건 등 모든 핵심사항 점검 가능

01

법무팀 등에 문의해 법적 요건 확인 필요

02

협상을 위한 항목에 쉽게 표식을 남길 수 있음

02

도서관의 라이선스 및 장서개발을 기반으로 한
내부 정책 방향 논의

03

재논의가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요약 정보 파악 가능

03
04

도서관이 특별히 선호하는 조건

필수적이지 않은 조건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라이선스 협상
- 새로운 기술, 서비스 및 공급사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전자자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협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전 대비 차원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간단하게 몇가지 기술을 연습해 보는 것이 협상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01

요청하기
- 공급사는 거래 성사를 위해 요청사항, 현장 질의, 라이선스 체결 중 절충안 등에 대해 경청할 것임

- 정책, 입장, 그리고 희망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호의적인 결과를 유도
- 대부분 공급사는 기꺼이 조정에 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니즈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 할 것
02

정책의존
- 기관의 정책을 인용하여 협상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 할 확고한 토대로 사용
- 정책 사용을 통해 요청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고 개인의 요청이 아님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경감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라이선스 협상
03

새 표현 or 대체표현 제공
- 라이선스 협상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표현을 추가 혹은 수정하는 선에서 진행
- 공급사에게 변경 또는 통합하길 원하는 정확한 표현을 전달하여 해당 표현을 라이선스 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라이선스 각 부분 재작성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경감을 위해 예제를 보관할 것을 권장
04

예산 설명
- 예산 변동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공급사로 하여금 구독료 인상을 포기, 연기, 혹은 축소하도록 유도
05

조사하기
- 타 기관의 구독료 정보 및 구독 조건을 사전에 조사
- 선호하는 조건과 유사한 도서관을 공급사 측에 알려 동일한 조건을 유도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COUNTER 이용보고서
- 전자자원에서 이용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도서관이 아닌 공급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공급사가 이용 통계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
- 대학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대학도서관 통계 · 평가‘ 때문에 각 공급사로부터 이용통계를 수동적으로 수집할 수 밖
에 없음

- 통계 리포트를 보는 것을 숙지하는 것은 자관에서 지난 해 동안 해당 전자자원이 얼마만큼 효용성 있게 이용되었는
지 평가하는 것이기에 중요함
- 대부분의 업체는 관리페이지를 통해 이용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COUNTER의 보고서란?
•

1990년대 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 공급사가 제공하는 이용통계는 일관성이 없었음

•

그러던 중, 2002년 비영리 단체인 Project COUNTER가 도서관 · 출판사 · 콘텐츠 제공사와 협력해 최초로 ‘Code of
Practice’라고 하는 실행규약을 출범

•

현재 COUNTER의 Code of Practice는 EBSCO, Elsevier, Gale 등 주요 공급사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관 및 플랫폼에
의해 채택

•

보고서 유형 : 이용자의 행동양식의 종류에 따라 숫자로 좀 더 세분화 됨

저널

데이터
베이스

도서

플랫폼

멀티
미디어

타이틀

4. 전자자원의 계약체결
• 데이터 분석
- 양질의 전자자원 장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양적·질적 데이터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정량적인 이용 숫자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기준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데이터 분석 시 다음 고려사항을 포함

01

이 자료를 도서관의 이웃 기관( 혹은 경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02

어떤 프로그램 인가(認可)에 이 자료가 필수적인지?

03

이 자료가 기관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지?

04

또 다른 저렴한 자료를 통해 입수할 수 없는 고유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지?

05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장애인을 위한 접근 표준을 준수하는지?

- 이용비용(Cost Per Use)
•

전자자원을 평가하고 특정 자료 대상의 도서관의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를 결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

•

고이용 및 저이용에 대한 기준은 도서관과 이용자 그룹마다 상의

•

이용 비용 =

자료비용 + 보통 연간 구독료
이용 수

감 사 합 니 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송한나 사서
(hnsong@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