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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국립디지털도서 (NDL)이 국가 표 디지털도서 으로서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선최신의 정보환경인 IT

유비쿼터스환경을고려한정보서비스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본연구는 술한필요성에의거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와

이용자 사서를 상으로한설문조사분석을통하여NDL의정보서비스정책을수립하 다. 한,수립된정보서비스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하여 국립 앙도서 계자들을 상으로 한 간 평가와 외부 문가 자문단을통한

1, 2차 검증을 통하여 최종 으로 NDL 정보서비스 정책의 비 , 사명, 목 , 목표, 략 등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제시된NDL의정보서비스정책은 유의연구사례로서향후,정보서비스정책을수립하고세부지침을마련하고자

하는 다른 디지털도서 에게도 경험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여 것이다.

ABSTRACT

For National Digital Library(NDL) to properly perform it's ideal function as a representative digital

library in Korea, information service policy considering the IT and Ubiquitous environment shall be

established. Information service policy of NDL was established with focus group interviews and a survey

targeting the users and librarians in this study. To raise the propriety of information service policy, final

draft of information service policy was proposed after the interim evaluation targeting the concerned parties

of NDL and 1st & 2nd verification by external specialists and the consultation group. In this manner,

vision, mission, goal, objective, strategy, etc of information service policy of NDL were proposed. Information

service policy of NDL proposed in this study not only proposes the fact and base to other digital libraries

that wishes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arrange detailed guidelines as a case study

but also secures the direction and vision of global information service policy of NDL.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for NDL to build its reputation as a world renowned digit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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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9년에 개 정인 국립디지털도서

(National Digital Library; 이하 NDL로 통일

함)이 국가 표 디지털도서 으로서본연의 기

능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선최신의 정보환경

인 IT와 유비쿼터스환경을고려한정보서비스

정책뿐만 아니라, 물리 공간인 정보공유공간

(Information Commons)과 웹에서의 문역

할(Portal Site)까지도 아우르는 정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술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NDL의 정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첫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NDL 정보서비스의 미

래 모습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한 방향

을 정립한다. 둘째, 이용자 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NDL 정보서비스 정책

에 담겨질 요소 세부내용을 도출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정보서비스 정

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차와 방법을 통하여 정책의세부내용을 검증

한다. 첫째, 국립 앙도서 계자들을 상으

로 한 간 평가를 통하여 수립된 정보서비스

정책의 안을 검증한다. 둘째, 외부 문가

자문단을 통한 1, 2차 검증과정을통하여정보

서비스 정책의 최종안을 확정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NDL의 정보서비

스 정책은 디지털 정보환경을반 한 정보서비

스 정책으로서 사상 유래 없는 유의 연구사

례가될 것이다. 따라서본 연구의 결과는정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자 하는 다른디지털도서 에게도 선험 연구

결과로서 경험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여

것이다. 한, 본연구를 통하여NDL은 로벌

정보서비스 정책의 방향 비 을 공고히 하

는 한편, 국립 앙도서 의 세계 디지털도서

으로서의 상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국립디지털도서

국립 앙도서 이 NDL로의 패러다임 환

을 하게 된것은 국립 앙도서 장기발 계

획인 ‘국립 앙도서 2010’(2005)에서 그 배

경을 찾을 수 있다.

‘국립 앙도서 2010’에 따르면, 국립 앙도

서 의비 수립의배경을다음과같이설명하

고 있다. 첫째, 국립 앙도서 은 국가 지식정

보 정신문화의 자존심인 동시에 보고이어야

하며 둘째, 련 제도의 향 개선을 통하여

디지털 패러다임을 극수용하는 방향으로 핵

심역량을 강화하여야하며셋째, 정보기술과디

지털 문화를통하여 지식정보의 활용능력을 증

시키고 상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여

야 하며 넷째, 도서 정보정책을 수립․추

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수행하여야 하며 다

섯째, 국가를 표하는 지식문화기 으로서의

정체성, 사회 역사 책무, 모든국민의정

보 근(이용)권을 보장할수 있도록 미래의 청

사진을 장기비 으로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1) 한, 장기 비 이 추구해야

1) 국립 앙도서 . 2005. ꡔ국립 앙도서 2010ꡕ. 서울: 동 기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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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4 목표로는 ‘한국 지식문화유산의자존심

과 보고’ ‘지식정보의 유통 리 제공서비스

센터’ ‘도서 정책․연구의구심체’ ‘국내외도

서 의 교류․ 력 창구’를 명시하고 있다.2)

따라서 술한비 과 목표를 통하여 국립

앙도서 이 디지털 패러다임에 한 극 인

수용, 지식정보 활용능력 강화, 지식정보 유통

리 활성화, 도서 정책의 구심체로서의 역

할 등과 련된 주요 과제들이 재 추진 인

NDL의 추진 목표와 진행방향 설정의 기본

인 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NDL은 차세 디지털도서 의 표 모형으

로서, 국내 최고수 의 디지털 지식정보 유통

의 거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기술과 정보사

회의 문화 요소를 융합하여디지털 정보서비

스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NDL이지향하는궁극 목표는네이버(Naver)

구 (Google) 등과 같은 민간 포털의 콘텐

츠와 세계디지털도서 (The World Digital

Library-Portal) 유럽디지털도서 (The Eu-

ropean Library-Portal)과 같은 세계 인 디지

털도서 포털의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문 역할을 담당하면서, 세계에 분산되어 있

는 디지털도서 의 정보자원들을 통합하여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다. 결국, NDL의 사명은언제어디

서나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의 고품질

지식정보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정보

공유를 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국민의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NDL 사명

의 근간이 되는 6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도서

(The Digital Library is Everywhere)

2) 장애 없는 디지털도서 (The Digital Li-

brary has no Barriers)

3) 참여를유도하는디지털도서 (The Digi-

tal Library invites Participation)

4) 세계 인 지식정보 유통의 문으로서의

디지털도서 (The Digital Library is Glo-

bal Knowledge Information Commerce

Hub)

5) 정보활용능력 서비스를제공하는디지털

도서 (The Digital Library provide

Information Literacy Service)

6) 정보 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도서

(The Digital Library provide Infor-

mation Reference Service)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DL의 정보서

비스를 표하는 핵심 인 단어는 통합(Inte-

gration)과 개방(Openness)으로 압축될 수 있

다. 여기서 통합의 의미는 내부 / 리 개념

으로서, 국내외에 산재하는 디지털도서 의 고

품질 정보자원의 통합 리를 말하며, 개방

은 외부 /서비스 개념으로서, 디지털도서

자원의 근과 이용자의자발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체제를 지향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결국, NDL의 정보서비스는 검색, 참여, 연계,

활용의 4가지 핵심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있다. 여기서검색모형은NDL이소장하

고 있는 장서 콘텐츠에 한 통합 이고 이

2) 국립 앙도서 . 2005. ꡔ국립 앙도서 2010ꡕ. 서울: 동 기 , 14-16.

3) 이치주. 2007. 국립디지털도서 정보서비스 방안. ꡔ한국․독일 디지털도서 컨퍼런스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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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친화 인 검색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며,

참여 모형은개방, 공유, 참여를통한정보의생

산, 공유, 재생산이 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이

용자 참여 모형을 구 하는 것이다. 한, 연계

모형은 국내외 디지털도서 콘텐츠 서비스

와의 력 연계를 통한 세계 지식정보 유

통 랫폼을 구 하는 것이며, 활용 모형은 정

보공유 공간 NDL 포털을 통한 정보 활용능

력 정보 사 교육 기반 마련을 통한 정보취

약계층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과정보복지를 실

하는 활용모형을 구 하는 것으로설명될 수

있다.4)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향후 NDL 정보서

비스 정책의기본 인 방향은검색, 참여, 연계,

활용이라는 핵심 요소를 기본으로 마련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3. 포커스그룹 인터뷰

3.1 목 상, 방법

NDL의 정보서비스 정책을수립하기 하여

국립 앙도서 소속의 NDL 계자들을 상

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특히,

인터뷰의 상이 된 포커스그룹의설정은 국립

앙도서 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요한 역

할을담당하고 있는 2개 부서의 장(기획연수부,

자료 리부)과 실제로 NDL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디지털도서 비기획단 소속의 사

람등모두 8명을 상으로하여보다실제 이

고 구체 인 정보를 얻고자 하 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주로 NDL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을 도출하고이에 맞는 정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기 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2009년에 개 정인 NDL의 비 , 목

, 목표, 핵심과제, 략, 세부 실행계획, 정책

등에 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NDL이 추구하

는 미래의 모습을 정립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NDL의정보서비스방향 정책 과제 등을 확

인하 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일차 으로 서면조사

를 실시한 다음, 미진한 부분에 한 추가정보

를 얻기 하여 면 인터뷰를 실시하 다.

체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

지 총 25일간이었다.

3.2 분석 결과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NDL은 디지털 자원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NDL은국가 표 디지털도서 으로서 디

지털통합 환경구축을 지원할수 있는

력망구축과이와 련된 법 , 제도 장

치를 실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NDL은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에

을 맞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을 상으로

4) 이치주. 2007. 국립디지털도서 정보서비스 방안. ꡔ한국․독일 디지털도서 컨퍼런스ꡕ,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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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서비스개방정책, 국내의모든지식

정보 리/서비스 기 간의 력이 가능

한 통합/개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NDL은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통합 연

구개발 정책과 함께 통 인 학술정보

외에도다양한정보(UCC, 네이버지식in

등)들에 한 포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5) NDL은 이용자와 이해 계자들의 극

인 참여와 력을 이룰 수있는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NDL은 정보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을

한 정책과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한

정책 수립의 두 가지 방향에서 수립되어

야 한다.

7) NDL은 정보소외계층에 한정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한 세

한 추진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3.3 정책 반

술한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NDL 정보서

비스 정책에 수록되어야 할 세부 내용들이 다

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1)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정리, 이용, 보

존에 한 정책 수립은 재 국립 앙도

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와 납본제도

규정, 디지털 정보자원의 납본규정에

한 제․개정에 한 제도 장치를 수

립하는 정책으로 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

정책, 목 1-목표 1).

2) 디지털 력 망 구축에 한 정책수립은

국내의 모든 종별 도서 을 포 하는

네트워크 형성 세계 국가 표 도서

들과의 디지털 정보자원 공유 력 체

제구축, 네트워크의확립이 가능할수 있

도록 하는 디지털 장서개발을 한 메타

데이터 표 화 방안을 수립하는 정책

으로 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 정책, 목

1-목표 2).

3)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는이용자의 정

보 근 사용의편리성, 균등성을강조

하는정책으로 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 정

책, 목 2-목표 1, 2).

4) 다양한학문분야와의 통합 연구개발 정

책에 한 포용 정책은 국내외 디지털도

서 콘텐츠 서비스와의 력 연계

를 통한 세계의 지식정보 유통을 구 하

는 정책으로 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 정

책, 목 5).

5) 이용자와 계자들의 극 인 참여와

력을 이루는 정책은 이용자의 자발 참

여를 유도하는 개방형 시스템 운 정책

으로 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 정책, 목

2-목표 3).

6) 정보서비스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정보서

비스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서비

스 정책의 수립은 이용자가 변하는 디

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최 한 효율 으

로 이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참고정보서

비스 정보활용능력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정책으로 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 정

책, 목 3-목표 1, 2).

7) 정보소외계층에 한 서비스정책을비롯

한 다양한계층에 한서비스 추진은장

애인, 이주민, 노령계층, 외국인, 소득



3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08

가정 등 사회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

취약지역에 속한 국민을 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정보서비스 정책, 목 4-목표 1, 2, 3).

4. 설문조사

4.1 목 상, 방법

NDL의 정보서비스 정책을수립하기 하여

도서 이용자 문사서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서

이용자와 문사서들이 기 하는 NDL의 모습

과 정보서비스의 방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

들이 구체 으로 요구하는 정보서비스내용

형태, 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NDL의 정

보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얻

을 수 있었다.

4.1.1 이용자용 설문지

첫째, 일반이용자용 설문지(주 식)는 2007

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립 앙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도서 이용 장에서 무작

로 추출하여 총 187명의 이용자로부터 응답

을 받았다. 설문지의 주된 내용은 NDL에 한

인지도와 NDL을 통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정

보서비스의 형태 종류, 내용, 그리고 NDL

포털을 통해서 이용하게 될 콘텐츠의 종류와

유형 등을 확인하고, NDL이 개 하면 참여하

고 싶은 분야 등을 알아보는 내용 등으로 구성

되었다.

둘째, 일반이용자용 설문지(객 식)는 2007

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립 앙도서

이용자 530명, 과천과학정보도서 이용자 200

명, 정독도서 이용자 34명, 고려 학교도서

이용자 43명 등 모두 807명의 이용자들로부

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의 주된 내용은 도서

이용에 한일반 사항과 NDL 포털에

한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표본의 인

구 통계 특성과 설문의 빈도분석 교차분

석을 하여 SPSS 12.0 Excel 2003을 사용

하 다.

4.1.2 사서용 설문지

사서용 설문지는 국내 508개 공공도서 장,

453개 학도서 장, 90개 문도서 장 앞으

로 국립 앙도서 장 명의의 “국립디지털도서

운 시범사업” 련 설문조사 조 요청에

한 공문을 발송하여, 이 기 에 소속된 문

사서들이 설문 사이트(http://nl.go.kr/popup/

highergold.php)에 속하여 설문지를 다운로

드받아작성한후, 다시이메일주소(highergold

@gmail.com)로 10월 5일까지 회신하는 방법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주로

NDL의 정보정책에 한 의견, NDL을 통해서

제공받고 싶은 정보서비스의 유형 종류, 내

용, 그리고 정보 퍼런스 서비스 정보 리터

러시 서비스, 정보취약계층에 한 서비스, 도

서 홍보 지 자산, 작권등에 한 문

사서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내용들로 구성되었

다. 총 1,051개의 조사 상기 으로부터 209부

(19.9%)의응답지가회수되었고이 , 불성실

한 응답지 32부를 제외한 177부(16.8%)의 응

답지가분석을 해사용되었다. 표본의인구통

계 특성과설문의빈도분석 교차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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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SPSS 12.0 Excel 2003이 사용되었다.

4.2 분석 결과 정책 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NDL 정보

서비스 정책에 수록되어야 할 세부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4.2.1 이용자용 설문지

이용자용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새로 건립

되는 NDL에 한 이용자들의 주된 요구사항

은 정보자원공유서비스, 교육서비스, 이용안내

서비스의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모두 정보서비스 정책으로 제안되었

다(정보서비스 정책, 역).

4.2.2 사서용 설문지

1) NDL의 정보정책 개발과 련한 항목별

요도를 우선 순 별로 평가한 결과, ①

디지털 장서개발 ② 디지털 정보보존 ③

디지털 자료제공 ④ 작권 련 정책 ⑤

국내 도서 간 력네트워크 ⑥ 도서

정보시스템개발 지원⑦ 정보 퍼런

스서비스⑧ 도서 홍보⑨ 국제도서

간 력네트워크 ⑩ 정보 리터러시 서비

스 ⑪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의 순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NDL의 정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술한 장서개

발, 자료제공, 작권 정책, 정보시스템

개발, 력네트워크구축,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 취약계층 서비스에 한 내용들

이 모두 정보서비스 정책으로 제안되었

다(정보서비스 정책, 역).

2) NDL을 통해서 제공 받고 싶은 정보서비

스 유형은디지털 자료제공 정보 퍼

런스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정보서비스 정책으로 제안

되었다(정보서비스 정책, 목 3).

3) 정보 퍼런스 서비스에 한 분석 결과,

사서들이 원하는 정보 퍼런스 서비스

유형으로 제시된 RSS 기반 최신정보주

지 서비스, 원문제공 서비스, 고객맞춤형

서비스, 주제 문형 참고서비스 등과 같

이 문화되고 다양한 참고서비스는 모

두 정보서비스 정책으로 제안되었다(정

보서비스정책, 목 3-목표 1). 한, 정

보 퍼런스 서비스의 주 이용자층은

학생, 성인, 청소년의순으로나타났다. 따

라서 NDL의 서비스가 국민을 상으

로서비스 하는 것을목표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 개발

에 있어서는 주 이용자로 상되는 학

생, 성인을 우선한다는 것이 정보서비스

정책으로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정책, 목

3-목표 2-③).

4) 정보리터러시 서비스에 한분석결과를

몇 가지 차원에서 종합하면, 이용자들은

단순히 도서 이용자교육이나 컴퓨터/

인터넷 활용교육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뛰어 넘는 보다 근본 이고 구체

인 정보문제해결 능력에 한 교육을 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유형의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서비스

는 모두 정보서비스 정책으로 제안되었

다(정보서비스 정책, 목 3-목표 2).

5) 정보취약계층 정보서비스에 한분석결



3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08

과, 정보취약계층 정보서비스 주 상은

장애우로 나타났다. 한, 정보취약계층

을 해 우선 으로 개발되어야 할 정보

서비스 분야는 장애우별 정보서비스 제

공과 소득층 자녀에 한 정보서비스

라는 답변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보취약계층에 한

NDL의 정보서비스는 국립 앙도서 이

지향하는 인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사실과 함께 해외 국립디지털도서

의 사례에서도 요한 서비스로 지

되고 있는 등을 반 하여 NDL 정보

서비스 정책의 ‘목 4’의 ‘목표 1-3’에 서

비스 유형, 방법, 작권, 목 으로 나

어 각각 제시하 다. 그러나 특별히 장애

우 혹은 소득 자녀에 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단

지 외국의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와 같은 구체 인 장애인법의 제정

을 제안하 다(정보서비스 정책, 목 4-

목표 2-④).

6) 도서 홍보 강화에 한 내용도 정보서

비스 정책으로 제안되었다(정보서비스

정책, 목 5-목표 5).

5. 국립디지털도서 의
정보서비스 정책

본 연구에서 정립한 NDL 정보서비스 정책

은 국립 앙도서 에서 설정한 검색, 참여, 연

계, 활용이라는 핵심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해외 국립디지털도서

의 정책내용 분석, 이용자 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 하여 수립하 다.

뵨 연구를 통하여 얻은 NDL의 정보서비스 정

책은 다음과 같다.

5.1 비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의 고품질 지식정보 포털 서비스를 제

공하며, 지식정보공유를 한 인포메이션 코먼

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평생학습하고 연

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환경을 구축하여 국

민의 정보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5.2 사명

1) 세계의지식정보자원을 통합하는망라

디지털 정보자원을 구축하며, 이용자

가 편리하게 근할 수있는 시스템을확

립한다(Access).

2)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며, 자발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

한다(Awareness).

3) 정보서비스 정보활용능력교육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한

다(Support).

4) 미래의유비쿼터스 시 에 맞는 정보복지

환경을 구 한다(Platform).

5.3 목

5.3.1 목 1

모든국민이언제어디서나 국내외의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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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통합 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1) 목표 1

납본 자료 수집을 통한 각종 디지털 장

서확충을 통하여 국내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

한다.

① 국립 앙도서 소장 장서와 납본제도

규정 등을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과

보존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구체화

② 디지털 정보자원( 자출 물) 납본 련

규정 제․개정(디지털 콘텐츠 납본 범

규정)

③ 자료수집(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디

지털아카이 구축을 통한 디지털 장서

확충

2) 목표 2

상호 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통합

, 망라 디지털 정보자원을 구축한다.

① 국내 공공도서 , 학도서 , 연구도서

등을포 하는국내도서 간 력네

트워크 확립

② 세계 국가 표 도서 들과의 디지털

자원공유 력체제 구축을 통한 세계

지식정보유통의 문이되는서비스구

③ 디지털장서개발을 한메타데이터구축

④ 국제기 에 맞는 표 화된 조직체계와

호환성이 유지되는 효율 인 정보시스

템 개발

3) 목표 3

디지털콘텐츠의 정보수명정책수립 이용

자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디지털화 정책을 수

립한다.

① 정보수명에 근거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장기보존을 한 법 정책수립

②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 한 디지털 정

책수립

③ 원본과 흡사한 형태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개발 보 을 한

정책수립

④ 규모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한 산

확보

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디지털 정보자

원 구축을 한 지속 인 기술개발과 가

이드라인수립 구 보존을 한시스

템 구축 연구

4) 목표 4

디지털 정보자원 구축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련된 작권법을 제․개정한다.

① 디지털장서등각종디지털 작물의구축

과 련된 작권 처리에 한 정책 수립

② 작물의복제 송 련 작권정책

수립

5.3.2 목 2

이용자의 정보 근 사용의 편리성, 균등

성 그리고 이용자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 체제를 구축한다.

1) 목표 1

이용자 친화 검색 체제를 구축한다.

① 근성, 편리성, 완 성을 고려한 사용이

편리하고 통합 인 온라인 검색목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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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효율 인 디지털 검색시스템 개발

② 상호교차 탐색을 지원하는 도메인 시스

템 개발

③ 자료의 원형모양과 감각을 살릴 수있는

웹 매핑 인터페이스 개발

2) 목표 2

계층, 연령, 인종, 성별, 국 , 언어, 사회

신분 등에 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정보에 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한다.

①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이용자의

정보 근이 용이한 장비 확충과 정보원

개발 시스템 지원

② 이용자들의 지속 인 피드백과 시 지

효과 창출을 해 정기 인이용자 요구

분석과 이를 반 한 시스템 개발

3) 목표 3

이용자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는개방형 시

스템을 운 한다.

① 이용자가 심이 되어 콘텐츠를 생산하

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지향 웹 체제

마련과 다양한 참여 아키텍처 구

② 이용자가 정보 생산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운 이용자

정보보호 정책과 리방안 개발

5.3.3 목 3

변하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정보를 최

한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

고정보 서비스 정보활용능력 서비스를 제

공한다.

1) 목표 1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의 실

시간 정보요구를 해소하기 하여 다양한 디지

털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단순한 알림 형식에서부터 문 이고

고도화된 고객맞춤형 정보에 이르기까

지이용자 요구에부합하는수 별, 내용

별, 주제별 참고서비스 개발 제공

② 웹 게시 , RSS 기반 최신정보주지, 온

라인 도움말(Help), 채 , 이메일, SMS

알림서비스 등 각 주제별 최고 문가들

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 인 정보 상담

제공

③ 웹 게시 , 메신 , 유무선 화 활용 등

의 다양한 방식의 운 시스템 활용

④ 국내외 도서 들과의 력형 정보서비스

활용으로 미국의 QuestionPoint와 같은

24/7(24시간 주 7일 서비스) 참고정보서

비스 지원

2) 목표 2

국민의 정보활용능력향상을 하여이용

자 계층별, 유형별, 주제별로 다각 인 정보활

용능력 교육 로그램과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인포메이션 코먼스와 NDL 포털을 통해

서 제공한다.

①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통한 정보자원 활

용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교육 개발

② NDL 포털을 통한디지털 정보자원 활용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교육 개발

③ NDL의 주 이용자층이 될 것으로 상되

는 성인 학생 그리고 청소년을 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을 우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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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

④ 디지털 러닝공간에서 주제별, 계층별, 유

형별 정보자원 활용교육 개발

5.3.4 목 4

장애인, 이주민, 노령계층, 외국인, 소득가

정 등 사회 으로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취약

지역에 속한 국민을 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들을 한별도의NDL 포털 정

보공유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취약

계층에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활

용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기여

한다.

1) 목표 1

독립된 용공간으로서 정보취약계층별 별

도의 정보 용공간을 설치, 운 한다.

①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정보 용공간

환경 구축

② 정보취약계층별 다양한 정보활용능력

로그램 개발

2) 목표 2

NDL 포털이용의장애를제거한정보취약계

층별 포털 개발 작권법을 개정한다.

① 정보취약계층별콘텐츠 상과범 설정

② 정보취약계층별 포털 구 을 한 기능

요건 마련

③ 정보취약계층을 한 서비스를 해 별

도의 작권법 개정

④ 국국립도서 과 스코틀랜드 국립도서

에서사용하고있는 ‘Disability Discrim-

ination Act 2005'와 같은 장애인을 한

법률정책 수립을 통하여 장애인을 한

구체화되고 극 인 서비스 지원

3) 목표 3

정보취약계층을 한 정보서비스의 확장

과 이를 통한 사회 양극화 정보격차를 해

소한다.

5.3.5 목 5

NDL은 국내외 디지털도서 콘텐츠 서

비스와의 력 연계를 통하여 세계 지식정

보 유통의 구 에 이바지 하며, 국가 표 디지

털도서 으로서 독창성과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 목표 1

국내외디지털도서 콘텐츠서비스업체

와의 력 연계를 이룬다.

① 국내 도서 민간 포털과의 연계방안

을 추진하며, 세부 으로 공공도서 ,

학도서 , 문도서 공공 포털

콘텐츠 사업체와의 연계

② 외국 디지털도서 민간 포털 웹

DB의 연계 서비스 제공

③ 연계 기능으로는 콘텐츠, 사이트,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

2) 목표 2

국립 앙도서 의주제별, 기 별, 지역별 하

포털을연계한토픽맵기술을 용한의미기

반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3) 목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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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L 포털서비스참여기 의연계지침을개

발하고 기술항목을 연구한다.

4) 목표 4

NDL 포털은 참조연계 자료 리기, 이용자

리기, 연계처리기로 구성된 OpenURL기반

의 참조연계기를 구 하여 개별 으로 생산․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자 정보를 이용자

상황에 맞게 효율 으로 제공한다.

5) 목표 5

국가 표 디지털도서 으로서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홍보한다.

① 국내외 디지털도서 연구 개발

② 디지털도서 연구의 어젠다 수립

③ 온라인장서와웹아카이빙자료서비스에

한 웹 사이트를 통한 홍보/주지 확

④ 오 라인 미디어/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동 상 홍보

5.3.6 목 6

디지털도서 운 조직과 자원구축을 한

경 리 체제를 확립한다.

1) 목표 1

디지털도서 의 경 정보 매트릭스를 수집,

보고, 분석한다.

① 디지털도서 경 정보 정책과 차의

수립

② 효율 리 운 모니터링 수집

2) 목표 2

험 리 략을 이행한다.

① 재해시스템 피해 복구와 지속성 있는 사

업계획 개발

3) 목표 3

디지털도서 개발과 운 을 담당하는 사서

/직원의 문성강화와이들을 한교육 훈

련을 지원하고 평가한다.

4) 목표 4

지속성있는정보서비스정책에 한평가와

결과를 정책에 반 한다.

① 정보서비스 정책에 한 정규 이고 지

속 인 평가

6. 결론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NDL의 정보서비

스 정책은 디지털정보환경을 반 한 정보서비

스 정책으로 사상 유래 없는 유의 연구사례

이다. 따라서본연구의경험과결과는향후, 정

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

고자 하는 다른디지털도서 에게도 선험 연

구결과로서 하나의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를 통하여 NDL이 로벌정보서

비스 정책의 방향 비 을 공고히 하는 한편,

나아가 국립 앙도서 의 세계 디지털도서

으로서의 상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기수립된 정보서비스정책

의 세부내용에 한검증을 통하여 정책마다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실성, 시간

계획성 등을 평가하여 궁극 으로 NDL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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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책의타당성을 제고하여야 할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서비스정책들 간의

모순과 문제 들을 발견하여 정책내용에 한

수정 재수립이뒤따라야할것이다. 한,

술한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정보서비스 정책을

뒷받침할 세부지침(Guideline)도 마련하여 디

지털도서 에 용되는 최소한의 기 을 마련

하는 동시에 실 용가능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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