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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터키 주에 소재한 머 이 주립 (Murray State University)가 제공하고 있는 주제별 맞춤형 

정보제공(Library on Blackboard) 시스템의 기능들을 심으로 존하는 학도서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정보기술을 통해 변형되어 제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미국 학교육에서 

온라인 강의와 원거리 교육의 비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는 새로운 

학 환경변화의 요한 도구이다. 학도서 의 정보제공 기능도 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발 해 왔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LMS와 연계한 맞춤형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르 다. LMS와 연계한 도서  서비스는 학생들의 연구형 과제해결을 한 정보수집에 합한 검색시스템과 

유용한 정보들을 한곳에 모은 가상 분 의 기능을 제공하기에 더욱 사용되고 발 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더욱 

발 시키기 해서는 Contents Management Systems의 사용과 과목별 근방식으로 변환이 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sents a model of the integrated online library service with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The new library service is called ‘Library on Blackboard’ which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Murray State University Libraries in Murray, Kentucky, USA. This user-centered 
service with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library 
performance in university libraries. The introduction of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has a potential to enhance the education environment and promote new library services. With 
the emergence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rowing popularity in online classes and distance 
education programs, the importance and usage of Learning Management Systems in higher education 
h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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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정보제공 서비스의 유형  발 은 새

로운 정보기술  사회 으로 리 통용되는 정

보매체의 발 과 긴 한 련을 갖는다. 가장 

진보 인 정보지식의 화에 기여하고 리 

활용되고 있는 매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은 일

반인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부

터 재까지 생명력을 가진 유기 인 존재로서 

진화, 발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

의 발 은 학수업방식  교육환경에 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방법  

기술과 도구들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학 년생의 경우 기  수학강의가 

이미 컴퓨터 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 수강생이 참여하는 과목은 온라인을 이

용하는 경우가 증가하 다. 미국 학생의 연

령 분포는 만 18～22살 정도에 해당되지만, 사

회경제  이유로 인해 이 수치는 변화하고 있

다. 이를테면, 직장생활을 겸하면서 주변 학

에서 한 학기에 1～2개 과목을 수강하면서 4

년 이상을 투자하여 졸업을 하거나 사이버 

학을 통해 학 를 취득하는 추세도 차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학의  다른 추세

는 로벌화 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

계의 많은 나라들이 학 간의 교류를 통해 교

차수업  복수학 제가 인정되고 있는데, 미

국의 학도 이러한 흐름을 비껴가지 않고 있

다(Dew 2009). 

새로운 정보기술은 이와 같이 교육환경의 변

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율성의 증 를 해 다

양한 소 트웨어나 어 리 이션들을 개발해 

왔다. 그  표 인 것 하나가 최근 울산 과학 

기술 에서 도입한 Web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혹은 CMS(Course Management System)을 

들 수 있다(아시아 경제 뉴스 2009 1월 16일). 

미국에서도 웹을 기반으로 상업화된 수업지

원 시스템을 본격 으로 도입한 것이 약 10년에 

지나지 않아 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사

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상용화 되어 경쟁 계

에 있는 어 리 이션은 Blackboard, Moodle, 

Desire2Learn, ANGEL 등이 표 인데, 그 

가운데 Blackboard 시스템은 고등 교육기 의 

약 3분의 1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리 알려

져 사용되고 있다(Flavo and Johnson 2007). 

이처럼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 을 통한 학

교육 환경의 변화는 곧 학도서 의 서비스의 

변화와 발 으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온라인을 

통한 도서  서비스의 기능이  증 하고 있

는 것이다. 

학도서 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용자들

에게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

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정보제공의 기술 인 

동향과 수단의 변화는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즉, 재 웹상의 실시간 정보동향보고를 통한 

Web 2.0라고 표 되는 다양한 어 리 이션들

이 단순하고 일방 인 기의 정보제공 서비스

에서 정보검색 기술의 발 에 의한 방향 커

뮤니 이션을 뛰어넘어 정보서비스의 주된 흐

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Web 2.0의 가장 

요한 특성은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에만 필요

한 정보를 수동 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서비스

에서 벗어나 새로운 련 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이를 지속 으로 제공하는 능동 인 서비스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존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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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원 시스템을 발 시켜 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능동 인 서비스의 개발이 요

함을 일깨워 주었다. 도서 이 능동 인 서비

스를 제공하려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

공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더욱 

요한 것은 인터넷과 새로운 정보기술들이 신속

히 생성, 소멸되는 이 시 에 사서들의  다른 

소명은 새로운 정보기술들의 동향과 발 방향

에 해서 항상 비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도서 은 교육과 연구가 생명인 학

의 정보제공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 여기

서 연구라 함은 기존에 존재하거나 그 지 않

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생산하거나 재창조하는 

것인데 학도서 도 이에 따른 역할을 하기 

해서는 쉼 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효

과 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험해 보

아야 한다.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두려워할 필

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는 그 효과

가 측한 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

외의 결과를 통해서도 가치 있는 성과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부터 많은 학도서 에서는 이용자

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새로운 기술들

을 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새로운 정보기술

의 발  덕분에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어 리 이션들이 경쟁 으로 개발되고 있

으며, 첨단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서비

스들을 비용에 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

었다. 도서  산이 부족한 게 실이지만 정

보기술은 언제나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연구하여 용하기 때문에 그 동향을 의주시

한다면 의외로 많은 투자 없이 가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와 원거

리 교육의 증가로 인해 그 역할이 요할 것으로 

상되는 수업지원 시스템(Learning Manage- 

ment System)과 이와 연계되어 발 하고 있는 

학도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미국 

터키 소재의 머 이 주립 학(Murray State 

University)을 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이다. 

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는 

제공하고 있는 오하이오 주립 학(Ohio State 

University)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시스템을 추가

으로 비교 고찰해 으로써 재 각 학에서 

자체 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을 토 로 능

동 으로 개발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수업 리 지원을 한 

디지털 도서  분 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머

이 주립 (Murray State University)의 맞춤

형 정보검색 서비스 모델을 심으로 개발과정

에 사용되었던 상용형과 오 형 무료 정보기술

과 어 리 이션들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분석

함으로써 기존의 제공되는 통 인 도서  서

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사

용되는지 실례를 제시하고자 하 다. 머 이 학

이 미국 학도서 을 표한다고 보기는 어렵

지만 미국에서도 시작단계에 있는 수업지원 시

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표본 

연구를 통해서 미국 학도서 의 맞춤형 정보

검색 서비스에 한 보편  경향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 게 하여 학도서 들은 자체

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의 토

에 스스로에게 맞는 어 리 이션들을 선택하

고 용하여 보다 개선된 참고 사  도서  

반 서비스를 더욱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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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정보검색 포탈의 개발 배경

2.1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요성

미국 학도서 들의 참고 사 기능은 단순

히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 로 학도서 의 참고 사부서에

서는 정보 리터러시의 정확한 활용을 해 도

서 에서 사서들이 직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

하여 학 신입생들에게 필수 혹은 선택과목으

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머 이 주립 (MSU)는 터키 주 정부의 지

원을 받고 있는 주립 의 하나로 머 이(Murray)

시에 치하고 있다. 학생 수는 학부와 학원과

정을 합쳐서 약 1만 여명이다. 학도서 의 사서

는 약 10명이며 스태 는 약 20명 정도이다. 이 

학도서 은 매 학기에 학과제  연구와 

련된 정보 리터러시 능력향상을 한 과목(1학

)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학사 년도

(2008 - 2009)1)에는 도서 에 치한 강의실에

서 진행된 해당 과목별 수업이 206회에 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4,836명에 이르 다. 머

이 주립 의 총 학생 수가 약 만여 명에 이른다

면 그 수업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Murray State University Libraries 2009).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이나 연구소 

도서 들의 표 인 기능인 참고 사의 기능

이 주제 문사서의 부족이나 그 기능의 요성

에 한 미흡한 인식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국립 앙도서  2008). 

그 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정보 리터러시의 

요성에 한 평가나 수행방법에 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새로운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은 매우 고무 이다. 정보 리터러시

의 요성에 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연구형 과제 해결을 한 정보 이용능력 향상

을 고무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그 지 

못한 학생들 간의 정보이용 능력 차이는 뚜렷

이 존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이수상 2007).

2.2 유기체로서의 도서

랑가나단의 “도서 학의 다섯 가지 법칙-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은 문헌정보학

에서 가장 요한 이론의 하나로 꼽힌다. 그  

다섯 번째인 ‘The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은 도서 의 성장을 강조한 이론으로 장서나 규

모의 성장뿐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도서

의 무형  서비스 기능의 확장까지 포함한다

(Ranganathan 1931). 즉, 새로운 정보기술이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실에서 이를 새롭게 

용한 능동  도서  서비스의 구 이란 다양

한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과거 도서  서

비스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끊임없

이 진화되고 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도

서  서비스 향력의 확 라고 본다.

한 이 이론이 더욱 확 된 것이 정보 생태

계의 이라고 보는데, 한쪽에서의 일방 인 

정보 제공이라는 데에서 진보되어 Web 2.0에 

의한 이용자의 극 인 참여에 의한 활발한 

 1) 머 이 학의 학사년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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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한 새로운 정보환경이 생성되고 있음

을 의미하고 있다(이수상 2008). 새롭게 개발

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들은 그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개발되는 경우가 많고, 

도서 의 서비스도 이런 새로운 정보기술의 동

향에 편승하여 유기 으로 발  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개발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도서  자체에서 새로운 정보

기술동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직 인 개발은  도서 의 요

한 수단인 홍보와 함께 수행되어야 효과가 있

다. 왜냐하면 개발된 서비스들이 능동 으로 

이용자에게 소개되지 않는다면 그 유용성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서 에서

도 이런 홍보를 한 마  개념을 매우 요

시 여길 필요가 있다. 그 에서도 직 이며 

효과 인 방식은 도서 에서 제공되는 정보 리

터러시 수업을 통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정

보 리터러시 수업은 교수들의 연구나 학생의 

수업과제 진행에 필요한 정보 요구들을 악하

도록 하며, 도서  자체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도서  서비스의 

이용 타당성 조사도 가능  한다. 한 도서  

수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인 학생들에

게 그 서비스의 기능과 효용성을 인식하도록 

한다면 서비스 개발자인 도서 으로서는 유기

으로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효과 인 홍보의 수단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 로 머 이 학도서 에서 정보 리터러

시 과목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서비스에 한 

이용법을 제공하면 그 서비스의 이용률은 확연

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이 개발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

존 서비스에 한 이용법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리터러시 수업에 참여해본 

교수와 그 수강학생들에게 매우 정 인 평가

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근래에는 교

수들이 정보 리터러시 수업을 자신들의 과목의 

일부로 정착화 시키는 추세이다. 이것은 학

도서 의  다른 능동 인 기능될 수 있으며 

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업을 

통한 정보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상호 력은 도

서 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한 직 인 

동기와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 리터

러시 교육이 갖는  다른 효과 인 측면은 각

종 도서  서비스에 한 이용률이 상승되는 

효과를 불러오며, 한 학도서 이 학 내

에서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극  정보제공의 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2.3 원거리 교육  온라인 강의의 증가

미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원거리 수업이 증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된다. 기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는 

원거리 교육에서 가장 요한 요소인 교수와 

학생 간의 양방향 커뮤니 이션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하게 여 주었으며, 무엇보

다도 교육의 질에 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

시켜 주었다. 특히 온라인상의 수업지원 시스

템의 채택과 Web 2.0로 표되는 소셜미디어

(Social Media)의 발달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커뮤니 이션을 보다 자유롭게 해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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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장 을 더욱 극 화 시킬 수 있었다. 이

에 더하여 사회 으로 학이상의 고등교육이 

직업선택이나 료 등에 직 으로 향을 미

치는 상황에서 학 를 취득하고자 하는 일반인

이나 직장인, 거리상 제약을 가진 학생들의 교

육열과 정보기술 발 에 의한 사회  변화가 

원거리 교육을 일반화 시키는 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다(Casey 2008). 

머 이 주립 는 터키 주 역에 5개의 캠

퍼스를 갖추고 있다.2) 학교 당국은 교육공간과 

설비 산의 한계 때문에 원거리 교육 수강생을 

늘리기 한 계획을 진행 에 있다. 계획 로 

원거리 교육이 활성화 된다면 그 학생들이 집

으로 이용하게 될 수업지원 시스템과 연계

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해  수 있는 기존 서

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측된다.

3. 능동형 서비스의 개발과 
수업지원 시스템 

2007년 이래 머 이 주립  도서 은 “정보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Information: Where 

you are, We are”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재 머 이 학도서 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

술 토 에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근 할 수 

있는 능동형 도서  서비스 개발 연구를 진행

해 왔다. 시스템 개발 원회가 구성되어 이용

자들의 요구를 직  해결하는 참고 사 부서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기능 인 목을 수행하는 

시스템 부서와의 동을 통해 머 이 주립 의 

수업지원 시스템인 Blackboard와 연계한 맞춤

형 수업지원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 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갖고 개발 참

여자들의 노력과 용 가능한 기술 인 디자인

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검색 시스템인 “Library 

on Blackboard”를 만들어냈다. 이 시스템은 교

수진이나 이용자에 의해 요청 받거나, 는 참

고 사 사서들의 조언에 의해 유용한 정보검색 

도구  학술DB를 언제든지 추가하거나 변경 

해주는 맞춤형 도서  정보 지원 포탈이다. 

“Library on Blackboard”란 명칭은 Blackboard 

수업지원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서 유래하며, 도서 의 요 기능을 온라인이

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제공한다하여 가상 도서

 분 이라고도 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

은 학생  학원생들의 수강과목  연

구형 과제나 학  논문을 해 도서 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를 가능한 한 곳에 모아 단순하

면서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주제별 정보 검

색 포탈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서  서비스

와 기존에 구비되어 있거나 새로이 도입되는 

정보 서비스들의 이용을 진시키며, 온라인이

나 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는 5개 캠퍼스, 

원거리 학생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Blackboard는 미국 학   세계 으로 

가장 많은 약 31,300 교육기 에서 채택되어 사

용되고 있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수업 지원 

시스템이다(Burn 2006). Blackboard 시스템

 2) 머 이 학은 본교 외에 Paducah, Hopkinsville, Madisonville, Henderson, Ft. Campbell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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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장 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수업의 구성요소인 강의 계획서, 과제 

수행  제출, 강의 노트, 참고 문헌 외에 실시

간 업데이트되는 발표와 수업 동향, 학생들의 

이용 통계와 성 평가를 한 곳으로 쉽게 통합

하여 효과 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 입장에서 과목에 계없이 

같은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학생들 간의 공동

과제나 작업을 가능  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Stone et al. 2004). 

셋째, 도서  웹사이트를 통해 개개의 학술

DB나 온라인 을 보려면 컴퓨터가 학안

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로그

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반해 학교

산부와의 동 작업으로 Blackboard의 1회 

로그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다. 

Blackboard는 머 이 주립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3) 최근의 변화에 발

맞추어 머 이 학에서는 Blackboard 페이지 

상 에 쉽게 띄는 곳에 기존 서비스를 포함한 

수강 과목과 련 있는 연구형 과제나 학 논

문에 필요한 도서 의 정보제공 기능을 한 페

이지에서 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필

요성이 두되었다.

4.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과정

서비스 개발 기 단계에서 도서 의 참고 사

와 시스템부서가 주축으로 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에 더하여 교수와 학생그룹, 그리고 Blackboard 

시스템을 리하는 앙 산부서의 자문을 얻

었다. 특히 이용의 주체가 되는 학생과 교수 그

룹 가운데 교수들은 도서  정보 교육과목의 

요성을 인식하고 극 으로 자신의 과목의 일

부로 채택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반면, 학생

의 경우 도서  이용 빈도수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계없이 무작 로 추출하여 의견을 수

렴하 다. 

4.1 수업별 맞춤형 도서  지원 서비스의 

5가지 원칙

￭ 존하는 도서  자원을 최 한으로 

이용한다.

도서  온라인서비스의 비 이  증가하

면서 새로운 학술DB를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

이 산상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 재 도서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찾아보면 의외로 다양

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지 않게 찾을 수 있지

만 그 존재유무나 이용법을 알지 못해 활용을 

제 로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라

인을 통한 도서  상호 차 서비스(Interlibrary 

Loan)의 발 으로 인해 자료의 부족이라는 이

유로 과제나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한계는 이미 

많이 극복되었다. 존 자원의 최  활용은 도

서 의 한정된 산으로 인한 도서  서비스의 

제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2008 - 2009년도 기  Blackboard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과목 수는 2,328개 으며, 일일 평균 속 수는 32,185 

페이지 으며, 2008년 8월 26일에는 가장 많은 81,237페이지의 속수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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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기술을 쓰되 용하기에 복잡

하지 않고 실제 계획에서 본 서비스 구 까

지의 시간이 최 한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 에 새로운 정보기술과 어

리 이션이 실 되기 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로젝트의 진행

은 기술들의 용에서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간혹 이용완성단계에서 더욱 진보된 기술들로 

인해 그 효용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도 하다. 다른 도서 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

거나, 기술동향 소식을 통해 검증된 기술들을 

쓰는 것은 많은 시간을 약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로열티 

지 에서 자유로운 오 형 Web 2.0 정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산의 부담 

없이 개발 돼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구 , 마이크로소 트, 야후 

등 거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기술과 

서비스로 등장하는 무명의 기업들이 개발하는 

오 형(무료형) 어 리 이션은 막 한 투자

에 의한 문가 집단의 성과물이기에 그 기능

과 효용가치는 매우 뛰어나다고 본다. 한 많

은 유용한 서비스들을 이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보기술 동향에 심만 있다

면 언제든지 테스트를 거쳐 그 가치를 단하

고 용할 수 있다. 웹기반을 토 로 개발되어 

제공되는 어 리 이션의 호환성과 안정성은 

도서 이나 학 산원에서 자체 으로 개발

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들보다 많은 경우에 뛰어

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용자 심의 웹디자인의 경우 내비게이션

의 조화와 균형이 요한데 홈페이지의 메뉴가 

을수록 이용자가 통과해야 되는 하  페이지

들이 많아지고 클릭수 한 증가한다(Lazar 

2001).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 는 실시간 

량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으나 부분의 이

용자들은 그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을 쏟지 않으며 참을성도 높은 편이 

되지 못한다. 즉, 효과 으로 디자인된 웹페이

지는 은 클릭 수를 통해 이용자의 심을 오

래 유지 할 수 있다. Library on Blackboard는 

이미 Blackboard 시스템에 삽입되기 해 디

자인되었기 때문에 주제 디 토리 페이지까지 

도달하는데 설정에 따라 1회 는 2회 이상의 

클릭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에서 Library on 

Blackboard의 주제 디 토리 페이지는 머 이 

학에 등록되어 있는 과목이나 학과들을 주제

별로 선정하여 한 페이지 안에 구성하 다. 한 

번의 클릭으로 주제별 메인 정보 페이지에 도

달할 수 있으며, 메인 정보 페이지 한 요한 

검색 도구  그 외의 필수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이용자 기 에서 문용어들 신 쉬운 용

어를 이용한다.

자신의 공이 아니면서 처음 생소한 단어를 

하는 학생들이 도서  문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신입생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처음 도서 을 이용하

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들을 

선택한다면 더욱 효과 인 서비스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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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면 미국에서는 흔히 온라인 목록을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라고 

하는데 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교육

이나 직 이용을 하기 까지는 이것이 무엇인

지를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Harris 2008). 더욱

이 사서들이나 시스템 부서의 직원들이 그들의 

에서 사용하는 문 용어들을 일반 이용자

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4) 

그래서 콘텐츠 선정에 매우 신 해야 하며, 가

능한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들

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꾸기에 한계가 

있는 용어들은 HTML의 ALT Text기능을 이

용하여 마우스 이용 시 부가 인 설명이 나타

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Crowley et al. 2002). 

많은 학은 웹상에서 도서  온라인 카탈로

그의 자체  이름과 ‘Find Books & Media’라

는 메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Library on 

Blackboard 한 각종 학술DB의 이름이나 메

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간단한 설명이 부가 으

로 제공되어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 다. 

4.2 이용자 요구 

복잡한 형태의 설문조사는 그 참여자가 많지 

않으며 간혹 시간의 낭비를 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머 이 학도서 에서는 심 있는 교

수와 강사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서 에서 제

공하는 정보 리터러시 수업에 참 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 지 못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거쳐 원하는 형

태의 서비스를 제작하기 해 노력했다.5) 여러 

차례에 걸친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외로 

단순하지만 매우 요한 요구사항들을 알아 낼 

수가 있었다. 이것은 사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미 선행된 조사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자들은 연구형 과제를 제출할 때 도서  

정보 리터러시 과목을 통하거나 혹은 과목 담

당교수들이 즐겨 찾고 추천하는 학술DB들을 

이용할 때 학술DB마다 따로 찾아 들어가야 하

며, 검색페이지의 디자인이 학술DB회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학술DB나 온라인 학술지등을 한 곳

에서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도구를 

원했다. 

ThoroSearch라고 이름 불린 통합검색엔진

은 에서 언 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여 머

이 학에서 제공되는 통합정보검색 시스템이

다. 일리노이 주립  도서 이 통합검색엔진 서

비스 이용 후 수행한 조사결과에서 부분의 이

용자들은 이 엔진이 정보검색의 시간을 단축시

키고, 사용이 편리하며, 한 복잡하지 않다는 

정 인 만족도를 얻어냈다. 학 신입생들보

다는 몇 학기이상씩 수강한 학생들, 특히 학

원생들의 반응은 더욱 정 으로 소개되었다

(Williams, Bonnell, and Stoffel 2009). 머 이 

학도서 은 몇몇 상용화된 통합검색 시스템

이 있지만 ExLibris라는 도서  자동화 문 업

 4) 한국의 경우 한자식 표 이 한  식으로 체되는 상황에서 도서 에서도 를 들어 ‘신착자료’ 즉 ‘새자료’라든

지 혹은 ‘수서’보다는 ‘책구입’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들을 선정하는 것이 이용자 심의 

 다른 서비스가 아닐까 한다.

 5) 2007년 머 이 학도서 에서는 복잡한 설문조사 신, 정보 리터러시 수업시간에 교수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과 참고 사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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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제공하는 Metalib 어 리 이션을 채택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Library on 

Blackboard가 원하는 목 과 부합되도록 주제

별 디 토리 구성 한 일치하도록 제작되었고, 

주제별 련 학술DB 구성도 동일한 리스트를 

사용하 다. 동시에 ThoroSearch는 머 이 

학도서 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자료

들 즉, OPAC, 자 , 온라인 학술DB 등을 

한 번에 통합해서(Federated Search) 찾아주

는 정보검색 서비스다. 여러 가지 학술DB와 온

라인  제목만으로는 어떤 것이 자신의 과제

나 연구에 련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지 못

하는 경우 많은데, 이때 주제별 검색기능이 포함

된 ThoroSearch 통합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보

다 편리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많

은 학술지에 여러 해 동안 생산된 논문들을 단 

번에 한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검색 시스템은 개발단

계에 실 하려 하 던 Library on Blackboard

의 가장 요한 기능이며, 이를 통한 검색기능

의 강화와 디자인의 단순화라 요한 요인을 확

보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Library on Blackboard에 더해진 ThoroSearh

는 머 이 주립  도서 에서 상업 인 벤더들

로부터 구독하거나 구비하고 있는 자료들을 찾

아주는 교수와 학생들을 한 연구형 자료검색

엔진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구 에서 제공하

는 구  커스톰 엔진(Google Custom Engine)

<그림 1> ThoroSearch 검색 결과6)

 6) Music 주제 페이지(lib.murraystate.edu/bb/music.htm)에서 검색어 ‘Beethoven'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미국 학도서 의 수업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검색 서비스에 한 고찰  39

은 일반 으로 웹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주제 문 사서들이 미리 그 가치를 결정하여 

주제별로 선별하여 정리해놓은 인터넷상의 정

보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도구이다. 

워싱턴 주립  정보학부가 얼마 에 수행한 

디지털 시 의 학생 정보검색 습 에 한 연

구7)에서는 학생들의 정보 검색 습 을 크게 두 

가지 패턴, 즉 수업과제와 련한 연구형 검색

과 일상생활 정보 검색으로 나 었다. 부분의 

학생들은 정보검색의 시작단계에서 수업에 

련된 연구형 과제는 제시된 읽기 자료나 련된 

자료 검색을 학술DB나 온라인  등을 이용

해 시작하고, 단순한 과제 련 정보나 일상생활

에 필요한 정보의 검색은 구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이나 키피디아(Wikipedia)를 이용한다

고 말하고 있다. 요한 사실은 학생들이 수업

에 련된 연구형 과제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는 일반 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연구형 과제 수행을 해서는 

정보의 심도와 신뢰도, 교수의 기 에 부응할 

양질의 정보, 용이한 근 방법, 학술논문 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 에서 제공하는 학

술DB를 선호한다(Head and Eisenberg 2009). 

오래 부터 주제 문 사서제도가 발달된 미국 

학도서 에서도 연구형 과제를 해 사서에게 도

움을 요청하는 일은 많지 않다. 흥미로운 은 조

사 참가자  80%는 연구형 과제를 해 도서

의 특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서 제공되는 정보가 에서 언  했듯이 더 신

뢰할만한 깊이와 가치를 가졌으며 교수의 기

에 부응할 정보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신입생이나 특정과목 교수의 요청으로 

이 지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학

술DB 검색 방법을 사서를 통해서 배웠는데도 정

작 사서를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은 그

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Library 

on Blackboard를 개발하고, 동시에 두 가지 다

른 검색기능을 두게 된 이유이다. Library on 

Blackboard는 그들이 사서의 도움을 받는 학생

이든지 그 지 않은 다수의 학생이든지 모두 다 

쉽게 할 수 있게 고안되어야 한다. 

5. 서비스 개발과 디자인

이용자의 편의성은 테크놀로지 발 의 주요

한 동력이 된다. 에서도 언 했듯이,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은 클릭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더욱 증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림 1>

을 보면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마우스 스크롤링이 필요치 않도록 주

제 디 토리와 하 페이지들을 한 화면 안에 

담았다. Blackboard와 동일한 씨체와 배경색 

등을 고려한 CSS(Cascading Style Sheets)을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Blackboard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느끼게 하 다. 이용자

는 도서  웹 사이트를 과제형 자료 찾기나 연

구를 해 이용하지만 그 다고 일반 정보들을 

 7) 이 조사는 2009년도  학기에 3개 학(Harvard University, Illinois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2～4학년 학생들과 2009년 4～6월 3개 Community College(Chaffey Community College, Shoreline Community 

Collage, and Volunteer State Community College)에서 어도 한 학기 이상을 수강한 학생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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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다. 도서  웹 사이트에서 

학술형 정보 제공 외에 다른 정보들 즉, 도서  

업무 규정  각종 정책, 홍보용 소식, 이용시간, 

치, 부서정보  사서나 직원정보 등을 해 

속하는 경우도 있기에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오로지 과제 형이나 주제별 연구를 

한 특성화된 포탈이 있다면 더욱 집 으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머 이 학도서 은 에서 언 되었던 원

칙들과 원회의 제안 등을 토 로 실제 인 디

자인에 착수하 다. 재 학도서 에서 제공

되고 있는 에서 설명된 어 리 이션을 토 로 

두 가지 템 렛이 디자인 되었다. 그것들은 머

이 주립 에 실재하는 학부와 과목을 토 로 주

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Library on Blackboard 

주제 디 토리 페이지8) <그림 2>와 그 분류된 

주제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실제 인 

정보검색 도구들과 부가 기능을 담고 있는 하부

페이지 <그림 3>이다. 

5.1 주제 디 토리 페이지

<그림 2>에서 보듯이, 주제 디 토리 페이지

는 머 이 주립  소속 학과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으로, 공을 정하지 못한 학부

제 학생들이나 공이 정해져 있는데도 다른 

주제 련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해 마련

되었다. 최  디 토리 페이지 모델은 학부나 학

과별로 분류되었으나 범 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그림 2> Library on Blackboard 주제 디 토리 페이지

 8) Library on Blackboard 주제 디 토리 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lib.murraystate.edu/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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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악 주제 문 페이지

학부에 따라 복 인 주제에 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래하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

기 때문에 재와 같은 분류모델을 제시하 다. 

주제 디 토리 페이지에서는 주제별 분류정보 

이외에 도서  서비스 홍보  실시간 뉴스제공 

기능을 하고 있는 소셜미디아 링크들과, 각종 북

마크 도구,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고 사

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Ask Us로 구성되어 있다.

5.2 주제별 맞춤형 페이지 

<그림 3>에서 보이는 주제별 하부 페이지의 

구성은 다른 모든 주제에도 같이 용되고 

있는데, 이는 통 인 도서  서비스들이 온

라인상의 디지털 도서 으로서 변형된 기능들

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형 학술DB검색 엔진(Federated 

Search)

통합형 학술DB검색 엔진 ThoroSearch는 미

리 설정된 주제별로 련된 학술DB 리스트를 포

함하고 있기에 외부 인 디자인은 다 같아 보이

나 주제별 하부 페이지에 따라 그 검색결과는 달

라진다. 보다 세부 인 검색을 요하면 Advanced 

Search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 인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주제 련어로 검색을 하고 싶으면 

“Other Subjects”를 클릭해 ThoroSearch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다른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

다. 이에 더하여 ThorosSearch 검색 상자 아래에

는 개별 학술DB 리스트가 치해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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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안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개별

인 요성 때문에 ThoroSearch 안에 포함될 

수 없어 독립 으로 링크된 리스트이다. 여기에는 

상용화된 학술DB 뿐만 아니라 오 형 학술DB

들도 있으며, 주제 문 사서들에 의해 선정된 것 

는 그 해당 학과에서 요청에 의해 선별된 자료

들도 포함되어 있다. 

￭구  커스톰 엔진(Google Custom Search 

Engine)

구 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속되는 검색엔

진이다.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는 있으나 그 정보의 효용성을 

단하기 해서는 많은 경우에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구  커스톰 엔진은 주제

문 사서나 아니면 해당과목 교수에 의해서 선

별되어 미리 설정된 유용하다고 단되는 인터

넷 정보들을 한 번에 정보제공자의 목 에 맞

도록 검색할 수 있다. 가입과 제작이 무료이고 

복잡한 기술 없이 다양하게 실 할 수 있는 유

용한 검색도구이다. 에서도 언 한 워싱턴 

학의 이용자 조사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목

에 따라 정보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고 조사

되었기에 ThoroSearch와는  다른 스타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도구이다.

￭온라인 도서  이용 지도법(Online 

Library Tutorials)

도서 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처음 

해보는 이용자나 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 

리터러시 과목을 수강해 보지 않은 이용자들을 

해 약 2～10분사이의 동 상 도서  이용 지

도법이다. 동 상으로 제공되는 도서  서비스 

이용법은 짧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이용자들을 보다 편리하게 교육할 수 있는 효과

인 수단이다. 온라인상의 정보이용법은 여러 

가지 장 이 있는데, 실제로 교실에 참여할 필요

가 없어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한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데로 반복 으로 볼 수 있다. 요즘 

같이 원거리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가 발 하고 

있는 재의 교육 흐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서

비스라고 할 수 있다. 동 상 이용 지도법은 얼

마 부터 많은 학도서 들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 

한 능동형 서비스 개발에 진력해온 결과 의 하

나이다. Slebondnk와 Riehle의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도서  이용지도법을 제작해온 부분

의 기 들은 온라인 도서  이용지도법 제작을 

한 시간과 산에 투자가 유용하다고 응답했

다(Slebodnik and Riehle 2009). 기에 도서  

이용 지도법은 학 산원에서 리하는 멀티

미디어용 서버를 통해 제공되었으나 설치되어

있는 동 상을 보는 소 트웨어들의 특징에 따

라 일 포맷 호환성의 문제, 한꺼번에 많은 이용

자 속에 의한 과부하, 혹은 개인 컴퓨터의 안

장치에 따른 제약 등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발생

하 다. 이의 안으로 유튜 (Youtube)를 이

용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유튜 를 통한 도서

 이용 지도법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

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

라 학의 앙 산원과 연계 없이도 도서 자

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업데이트하고 

리하면 되는 편리성까지 갖추게 되었다. 직

인 동 상 정보리터러시 서비스를 유튜 로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가 아직은 많지 

않으나 그 효용성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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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 는 도서  이용 지도법 외에도 비디

오 블로깅(Videoblogging)을 통한 도서  홍

보나 이미 다른 도서 이나 벤더들에 의해 개발

되어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는 마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Social Video: 

Videoblogging & YouTube 2007).

￭다양한 미디어의 발 을 통해 변화되는 

참고 사(Ask Us)

주제 문페이지에 오른쪽 아래쪽에 치하고 

있는 참고 사 사서들에게 직  문의 할 수 있

는 ‘Ask Us’ 서비스는 머 이주립  도서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로 옮겨놓

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련된 질문을 주제

문사서에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참고 사 서비스

이다. 통 인 참고 사 매체인 화나 이메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데, Meebo9)라는 여러 다양한 회사들의 

메신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응답할 수 

있게 제공된 오 형 통합 메신  어 리 이션

이다. 이 서비스 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요즘 미국 학도서 에서 가장 떠오르는 참고

사 서비스  하나가 휴 폰 문자 응답 서비스

이다. 부분의 학생들은 휴 폰으로 문자 서비

스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  안 에서 

소음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휴

폰 문자 응답 참고 사 서비스는 이런 동향에 

발맞추어 개발된  다른 능동형 도서  서비스

의 한 모델이다. 문자 이용료 때문에 상용화된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으나 그 이용가치의 효용

성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학도서 들이 도입을 

확 하고 있다. 머 이 주립 는 Mosio라는 회

사에서 제공되는 통합 문자 응답 어 리 이션

인 ‘Text a Librarian’10)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의 증가 속도가 다른 참고 사 

서비스보다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유용한 추가 서비스(Additional Services)

머 이 주립  도서 은 의 설명된 서비스 

외에 추가 으로 도서  홈페이지에서 가장 빈

번히 속되는 8가지의 핵심 온라인 도서  서

비스 기능링크를 주제별 맞춤 페이지에 설정해 

놓았다. 온라인 도서  상호 차(Inter-library 

Loan) 서비스인 Illiad, 머 이 주립  도서  

온라인 카타로그(OPAC)인 RacerTrac,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서 제공되

는 로벌화된 온라인 카탈로그 WorldCat이 바

로 그것이다. WorldCat은 머 이 주립 에서 소

장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 한 다른 

도서 의 소장여부를 알 수 있기에 원거리 교육 

수강생들이 자신이 치한 가장 근 한 곳에서 

자료를 출 받을 때 유용한 도구이다. 뿐만 아니

라 머 이 학도서  자동화 시스템 문제가 발

생했을 때나 시스템 업그 이드 등으로 인하여 

자체 온라인 카타로그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도 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 외 링크

들은 교수나 강사의 요청으로 특정 수업 수강 학

생들만 제한 으로 근할 수 있는 지정 자료들

에 한 온라인 목록 링크, 도서  운  시간과 이

미 출한 자료에 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

는 링크 등이다. Library on Blackboard는 이런 

 9) Meebo의 웹사이트 주소 <http://www.meebo.com/>.

10) Text a Librarian의 웹사이트 주소 <http://www.textalibrar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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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검색도구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요한 링크들이 비록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통 인 도서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도 이용

할 수 있기에 이를 ‘가상 분 ’(Virtual Library 

Branch)으로 부르기도 한다. 즉, 참고 사, 도서

 상호 차, 자료의 출과 갱신, 학술DB와 온

라인 목록의 제공과 이용자 교육까지 실제 이

며 핵심 인 도서  이용자들을 한 서비스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상에서 Web 2.0 

기술을 이용한 가장 큰 장 은 실시간으로 제공

될 수 있는 도서  홍보  뉴스를 통한 이용자

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참조). 

￭구  아 러틱스(Google Analytics)를 

이용한 이용자 분석

웹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유용한 어 리 이션이 구

에서 제공되는 아 러틱스(Google Analytics)

이다. 이 역시 오 형 무료 서비스이며, 가입 후

에 제공되는 간단한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코드를 필요한 웹페이지에 삽입만 시키면 다양

한 이용 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서비스

의 결과물은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 서비스의 유

용정도와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데, 아 러틱스

에서 제공되는 통계정보는 단순히 방문자 숫자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속했는지, 

직  속했는지 아니면 검색엔진이나 다른 웹

사이트를 거쳐서 이용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Breeding 2008). 즉, 원거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서비스이용도와 머 이 주

립 가 치한 터키 주 내 서비스 이용도, 그리

고 도서 에서 Library on Blackboard의 이용 

교육을 받아본 유학생들이 방학  자국에서의 

서비스 이용 황 등 보다 상세한 이용 통계 자료

들을 악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가을 학기 방문

자 비교를11) 통하여 Library on Blackboard의 

이용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4> Blackboard 시스템 안의 가상 분  서비스

11) 2008년도 가을학기의 방문자는 31,143명이었으나 2009년도 가을학기 방문자는 41,262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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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oogle Analytics에 의한 Library on Blackboard 이용정보 황

6. 유사 시스템 비교와 Library on 
Blackboard의 발  가능성 

수업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다른 학들에서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도서 에서 개발된 Library Tools

이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 은 Contents Man- 

agement System(CMS)과 Widget 기능으로 

제작되었다는 데 있다(Casden et al. 2009). 

CMS 기능은 주제 문사서나 해당 리자가 자

신과 련된 과목에 한 학술DB와 다른 정보

들을 스스로 추가 삭제 할 수 있어 웹사이트 

리자를 통하지 않고도 오류수정이나 새로운 자

료에 한 업데이트를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

다. Widget은 검색도구, 학술DB, 련추천정보 

등 그 외 Library Tools상에 제공될 모든 자료에 

한 데이터베이스와 분류군을 미리 제작해 놓아 

자주 이용될 서비스들을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 

과목에 따라 자동 으로 삽입될 수 있게 제작된 

것으로서, 를 들어 Naxos Music Library는 음

악 련 학술DB로 분류되어 있어 웹상에서 모든 

음악 련 과목 페이지에 자동 으로 보이게 된

다. 한 수강과목이 방 할 경우 Widget은 과목 

련 정보를 자동 으로 생성하며 각 수강과목별

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도구이다.

오하이오 주립  도서  시스템의 경우 재

까지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그 장 은 도서

에 요청된 과목지정 자료들을 수업지원 시스템

에 자동 으로 디지털형태로 달하는 데 있다. 

Library on blackboard에서는 도서 에서 보

되어 있는 지정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부분의 

경우 도서 에 방문해야 하나 이 시스템은 가능

한 한 모든 지정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수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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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자동 으로 달한다(Black 2008). 

이 시스템은 포함된 정보들이 과목별, 학과별, 

혹은 단과 별로 제공될 수 있어 학생들이 지

정자료를 찾으러 도서 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수업학생이 많은 규모 강의에 합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맞춤형 지원

시스템은 각 학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기능들

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각 시스템의 

장 들을 목시킨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서론에서도 언 했지만 Library on Black- 

board에 쓰인 Web 2.0형 어 리 이션들은 이

미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으며, 한국이 자생

으로 발 시킨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요한 것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상당한 

산이 들어가는 규모 도서  서비스의 개발

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가 심만 가지고 있

다면 이미 오 형으로 상용화된 어 리 이션

을 통해 새로운 능동형 서비스에 쉽게 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학도서   상당수는 충분한 산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세계 인

경제 불황은 교육 산과 직결되며, 서 , 학술

지, 학술DB 등의 가격 상승은 도서 에 큰 부담

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학도서 들도 많은

Murray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서비스 명칭 Library on Blackboard Library Tools(Beta) Library Link in Carmen

수업지원 시스템

(LMS)
Blackboard(상용)

WolfWare(자체개발 )

Blackboard Vista(상용)

Moodle(오 소스)

Desire2Learn(상용)

총학생수 10,022(2008년) 31,130(2009년) 60,347(2009년)

콘텐츠 리 시스템

(CMS)
무 유 유

로그램 개발인원 1 3-5 4-5

속방식 주제별(과목이나 학과) 과목별 과목, 학과, 단과 별

Web Platform XHTML XHTML XHTML

정보 검색 기능

- ThoroSearch

- Google Custom Search

- Databases by Subject

- OPAC 

- WorldCat

- Databases by Subject 

- OPAC 

- Google Scholar

- Related Databases

포함된 서비스

- 참고 사(Ask Us) 

- 동 상도서  이용법

- 특정과목 지정자료 

- 도서  상호 차

- 주제 문사서 정보와 메신  

서비스

- 인용문 작성법 

- 특정과목 지정자료 

- 온라인 지정자료(eReserve) 

- Subject Guides link

- 주제 문사서 정보

추가정보
Web 2.0: Social Book Mark, 

Facebook, Twitter, Youtube 
Widget Base

해당 도서  정보(약 30개의 단

과  도서 과 분 이 있다)

<표 1> 3개 학 맞춤형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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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외 학술DB에 의존하기에 환율변동의 

향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심원식 2009). 

머 이 학 시스템의 가장 큰 장 은 Thoro- 

Search와 같은 통합검색시스템과 동 상 정보 

리터러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 이 

학도서 은 규모 투자 없이 재 제공되고 있

는 서비스를 최 한 이용하며, 각 기능별 장

들에 해 지속 으로 용 가능한 기술들을 연

구, 개발하고 있다. 한 웹상에 있는 기왕의 무

료형 혹은 상용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을 두었다. 그러나 만약 로

그래머를 비롯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확보된

다면 좀 더 발 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재의 Library on Blackboard는 웹디자

이 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바꿀 수 있는 폐쇄형

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두 학처럼 CMS(Con- 

tent Management System)기반 에 제작된

다면, 주제 문 사서나 기타 계자 구나 자

신과 련 있는 페이지의 편집이 가능하며 실시

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한 노스캐롤라이

나 주립 와 같이 수업과목명에 따라 LMS에 

도서 이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자동으로 삽

입할 수 있으면 더욱 강화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며 다른 두 학 

시스템과 같이 주제 문 사서의 사진과 정보를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근하는 방법

도 필요하다고 본다. 

7. 결 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강의와 원거

리 교육의 비 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내에 도

입되기 시작한 수업지원 시스템 요성 한 커

지고 있다. LMS와 연계한 맞춤형 정보검색 시

스템의 개발은 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

어 이용자에게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머 이 학

이 제공하는 주제별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인 

Library on Blackboard는 많은 비용과 인력의 

투자 없이 존하는 온라인상의 오 형 기술들

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정보 리터러시 과목과 

이용자 정보검색 습 에 한 선행조사들의 연

구를 통해 다양한 요구들이 확보되었고, 선별된 

원칙들은 이용자 심의 능동 인 도서  서비

스 개발의 토 가 되었다. 주제별로 선별된 맞춤

형 페이지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정보검색기능

인데 다양한 학술DB, 자책, 온라인 들을 

한 번에 찾아주는 통합검색(Federated Search)

기능과 미리 선정된 인터넷 정보 내에서 검색이 

가능한 구  맞춤형 검색 엔진(Google Custom 

Search)은 매우 핵심 인 도구라 하겠다. 이에 

더하여 Library on Blackboard는 수업지원 시스

템 내에서 가상분 의 기능을 가지기 한 핵심

인 서비스, 동 상 도서  이용 지도법,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참고 사 등 기존의 도서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어 

제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시작단계에 있는 수업지원 시스

템과 연계한 도서  지원 서비스는 각 학이 가

지고 있는 정보기술의 배경과 인원에 따라 다양

하게 개발되어 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와 

오하이오 주립 의 맞춤형 도서  지원 시스템

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은 통

합검색(Federated Search)기능, 온라인 동

상 도서  이용법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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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이 Library on Blackboard의 요한 도구

란 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에서 사용하

고 있는 시스템의 장 은 Widget 기능을 통한 

각 과목별 근방식이며, 오하이오 주립 의 경

우는 자 문서화된 과목별 지정 자료 기능이다. 

두 학의 장 에다 Contents Management 

Systems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면 보다 개선

된 맞춤형 정보 검색 서비스서로서의 Library 

on Blackboard가 만들어질 수 있다.

Library on Blackboard는 재까지 많은 시

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새로운 정보기술이 생성

될 때마다 그것을 용하고 업그 이드함으로

써 그에 따른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이

며, 향후 체 도서 에서 본편 인 활용 망

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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