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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5년도 국립 앙도서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 앙도서 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  둡니다.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의 내용은 첫째, CIP 시범운
영(2002년) 이후, CIP 운영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모델 도출 및 제시 둘째, 서지정
보유통지원시스템 등 CIP 운영, 연계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셋째, 도서관계, 출판계, 유
통계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 모색이 연구 내용이었다.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연
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배경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해당사자인 출판계, 도서관계 등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하였다. 유통계, 관련업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제
반 조사결과를 분석/종합하여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SWOT 분석을 통한 
CIP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CIP의 도입은 목록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인쇄카드배포서비스의 시간
지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미국의회도서관이 CIP를 실시한 
이후 세계 각국의 도서관들이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
년 IFLA의 보고서에는 전 세계 25개국의 도서관에서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었다. CIP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국가대표도서관에서 CIP 프로그램을 운
영하기도 하고, CIP 프로그램을 서지데이터업체에게 맡기거나, 출판계의 
Books In Print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CIP는 로컬의 상황과 요구에 맞
도록 운영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유일한 단일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국내
에는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이 eCIP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ISBN과 
CIP, 납본을 통합하는 서비스인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02
년 7월에 처음 CIP를 도입하여 시행한 이후 정량적 수치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출판유통진흥원의 발행종수 상위 200개 출판사 중 CIP에 참여하고 있
는 출판사는 70여개(약 35%)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출판사

연구요약



의 CIP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그리고 도서관의 CIP의 활용 등에 대한 체계
적인 진단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진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출판사의 설문은 발행종수가 많은 상위 출판사에 대한 CIP 설문을 하기 위
하여, 출판유통진흥원의 도서데이터베이스에서 2014년 발행일 기준 신규 ISBN 
52,983건 이며, 출판사 수는 5,222개 였으며, 이중 발행종수 상위 200개 사를 
추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사용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비교하니 CIP 사
용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70개로 35% 였다. CIP 사용실적이 있는 출판사 70
개와 없는 출판사 130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화설문으로 조사한 결
과 전체 응답률은 145개사 로 72.5%의 응답률을 보였다. CIP 사용실적이 있
는 출판사는 62개사 88% 응답률이고, CIP 사용실적이 없는 출판사는 83개사 
63%의 응답률을 보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CIP 이용 현황
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조사의 경우 설문조사기간은 2015. 10. 28. ~ 2015. 11. 
18.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863개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185 명의 사서가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계 대상 시스템
의 현황 분석을 위해 출판유통정보시스템, 지역서점포털사이트, 간행물 재정가공표시
스템, 인터넷서점, 포털사이트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관련업계의 요
구사항을 분석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비전 체계를 제시하였다.

CIP가 처음 도입될 당시의 도서관 및 정보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CIP의 기
능 및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CIP가 출판물의 메타데이터와 고품질 
도서정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CIP와 ONIX 간의 매핑(mapping)을 
통한 변환이 가능하도록 연계 발전시켜야 한다. CIP와 ONIX가 서지정보표준
으로 함께 발전하는 동향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CIP와 ONIX간의 
연동 프로젝트의 구현을 전략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닐슨북과 보우커의 경우를 
보면 출판사가 도서정보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공 할수록 다수의 판매처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책을 주문하고 독자 또한 도서를 구매할 확률과 실제 판
매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전
지식정보와 문화 융성의 강력한 기초 

국가서지정보  

목 표 CIP 시스템 기반 Korea Books In Print 체제 구축

4대 추진전략 12대 전략 과제

전

략 

1 

CIP 중장기 

비전 기반 

구현 전략

1-1. CIP와 ONIX 시스템 연계 전략

1-1. 고품질 도서정보 제공 전략

1-1. Korea Books in Print 발간 체제 구축 전략

전

략 

2 

CIP 

이해당사자 

견인 전략

2-1. CIP 발전전략협의회 운영 전략

2-2. CIP 출판사 참여 홍보 전략

2-3. 우수사례 발굴 홍보 전략

전

략 

3 

CIP 시스템 

고도화 전략

3-1. CIP 시스템 고도화 전략

3-2. CIP 품질 향상 전략

3-3. 도서관 구매 연계와 MARC 비용 절감 전략

전

략 

4 

CIP 운영 기반 

확대 전략

4-1. CIP 운영 조직 발전 전략

4-2. CIP 연계 확산 전략

4-3. 법제도 정비 전략

<그림> CIP 활용도 제고 방안 비전 체계도

  출판사가 CIP 시스템에 등록한 서지메타데이터가 연계시스템과 원소스멀티
유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가 ISBN을 이용해 검색한다면 국가적으로 
제일 정확한 서지메타데이터가 연계 될 수 있도록 CIP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출판사가 CIP 시스템에 자사의 목록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면 같은 종의 도서정보 데이터 항목을 여러 시스템에 중복 입력해야 하
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연계 시스템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인터뷰 조사의 요구사항에서도 국가적인 
서지메타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서비스 된다면 연계시스템에서는 부가가치 
정보를 보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체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CIP의 활
용도 제고를 위해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CIP가 출판사의 도서홍보와 판매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CIP를 기반으로 고품질 도서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출판
사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다. CIP의 출판사 편익인 출판물의 홍보와 판매촉진
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CIP 데이터가 고품질 도서정보에 가깝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
행해야 한다. CIP 프로그램은 도서관계 단독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프로그램
이다.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협력이 필요한 CIP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의견과 요구를 협의할 수 있는 전략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CIP에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CIP 발전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CIP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협력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는 20인 내외로 출판계, 출판유통계, 도
서관계, 서지정보관련 서비스업체, 관련 학계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내에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분과를 만들어 연구조사, 대외협력추진, 프로젝트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출판사 참여를 위해서 출판사관련 유관단체(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협동조합, 1인출판협동조합 외 한
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분야별 출판협회)와 협의를 통해 CIP활용도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각 단체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CIP 업무의 특성상 운영조직의 형태에서 민관이 결합된 형태를 추구해 볼 
수 있다. 출판사를 견인하고 출판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출판업계의 사정
을 잘 아는 민간업체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도서관의 업무를 잘 파
악하고 이해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잘 할 수 있는 업
무이다. CIP 활성화 제고는 출판사와 도서관의 주요 이해당사자를 잘 결합시
키고 서지정보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업무이다. 이를 위해서 CIP 운영 조직을 
중장기적으로 민간과 정부기관이 결합된 형태의 운영조직으로 발전시켜 나아
갈 필요가 있다. 민간과 정부기관의 장점이 발휘되고 단점을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의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CIP 제도 운영’ 업무를 세분화 하여 도서관 담
당을 정부기관에서 맡고 출판사나 연계업체 담당을 민간에 위탁하는 식을 검
토해 보아야 한다.   

CIP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받고 있는 정부간행물이 포함된 공공기록물에 
CIP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공기록물
을 CIP를 통해 도서관 수서담당자 및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며, 또한 CIP 데이터 풀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납본과 
ISBN 부여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듯이 CIP 제도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해 볼 수 있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
호) 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
호의 부여)에 의해 출판사들은 납본과 ISBN에 대해 출판사 업무의 하나로 인
식하고 있다. 물론 ISBN은 출판물의 유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법 제도에 의한 의무사항 이전에 업계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서지정보 유통을 위한 국가적인 중복비용의 
절감과 도서정보 홍보라는 편익을 고려할 때 ISBN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CIP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출판사와 도서관 두 분야의 협력에서 특히 출
판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IP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출판계 및 도
서관계에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CIP 인식 및 활용 조사에서, 사서들은 CIP 및 CIP와 ISBN, 납본을 
통합하여 출판사 및 도서관계에 서비스하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대해서 
활용도는 낮았으나 이용 의도는 높았다. 특히 CIP 프로그램의 품질, 만족도,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CIP 및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알리고 그 이용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CIP 프로그램
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전국 공공도서관의 각종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
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방법은 현재 CIP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법의 도입 등과 같은 방법 보다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CIP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업무에 활
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CIP 프로그램의 양대(兩大) 고객 중 하나인 사서들의 
요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적절한 CIP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빅 데이터(Big data) 시대이다. 시스템은 융합되고 데이터는 공유되고 있다. 
넘쳐나는 데이터를 저장, 분석, 전송하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언제어디
서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이다. 모든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품종 시장인 출판유통시장에서 롱테일 법칙과 빅 
데이터시대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융복합의 시대
에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중장기 방안이지만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전과 전략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과 연계된 자원이 투여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기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고, 그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제고하는 것이 우
선 과제일 것이다. 연구진의 한계로 미비한 분석과 방안 제시는 가칭 ‘CIP 발
전전략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보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In order to develop a strategic plan for CIP(Cataloging-In-Publication), thi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following activities: Firstly, after 

analysing  CIPs since 2002, CIP model was developed and provided. Secondly, 

in an effort to improve the CIP system, various aspects concerned with CIP 

were studied. Thirdly, a plan for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was made.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project, the following methods were 

used: Firstly,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issues about CIP was conducted 

through various literatures concerned. Secondly, in investigat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CIP, publishers and public libraries were surveyed. Thirdly in 

order to know real matters needed for them,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distribution channel, publishing houses and libraries were made. 

Based on the these researching activities, this project conducted SWOT 

analysis and established new roles, functions, vision and goal of CIP. As a 

result, this project suggested issues of long-term strategies about the CIP 

program. The project outcomes are as follows:

1. The project investigated present conditions of top 200 publishers in 

Korea using CIP and the survey showed that 80.6% of those questioned made 

CIP input by the editorial department. In a survey for public libraries, the 

185 librarians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survey showed that 93% of 

those questioned knew CIP and they answered 3.97 in 5 point scale for 

re-use inten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a need for promoting CIP 

to the publishers and librarians.

2.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system in connec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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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P, Book Trade Information System, Local Bookstores Portal Site, 

Publication Predetermined Price Announcement System, Internet Bookstores, 

Portal Sites, Bibliographic Data Distribution Support System, KOLIS-NET, and 

KOLA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o investigation of these system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lated companies it analyzed their 

requirements.

3. This project made suggestions on vision, goal, 4 strategies and 12 tasks 

in order to promote use of CIP by publishers and libraries. The vision of CIP 

program is to build a strong national bibliography which will contribute to 

flourish knowledge information and culture, and its goal is to establish Korea 

Books In Print based on CIP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vision and goals, 

the strategy is proposed as follows:

Strategy 1 is the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e long- term vision of CIP. 

Under Strategy 1, there are such three tasks as connecting between CIP and 

UNIX systems, providing high-quality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building 

publishing system of Korea Books in Print. 

In order to make the CIP function as a high-quality book information and 

metadata of the publication, it must be associat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a mapping between CIP and ONIX. Thereby publishing system of Korea 

Books in Print can be built. To promote sales of books, the CIP system 

should provide high quality bibliographic information through linking between 

the data registered in the CIP system and the data of the related system.

Strategy 2 is the traction of the CIP stakeholders such as operating a 

council for the CIP Development, encouraging publishers to take part in the 

CIP, and finding and promoting best practices of the CIP.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CIP, it is needed for the council of 

publishers and libraries to discuss their needs and opinions of each other. 

For the activation of the CIP program,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itiative in 



inducing major publishing houses to take part in the CIP program. 

Strategy 3 is to develop a CIP system for advancing and, improving quality, 

and linking between the CIP and purchase of the libraries. 

To the advancement of the CIP program, the followings should be 

improved: building high-quality bibliographic data through the expansion of 

CIP input items, increasing compatibility with the system of the CIP data, and 

managing to divide into three steps(initial, update, confirmed) of the CIP 

registration procedures, etc. If you use the CIP data, you can take advantage 

of reducing the MARC purchase. If a library purchase the materials that CIP 

data has been established and supply the data to the book suppliers, it is 

possible for it to save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MARC data.

Strategy 4 is an enlargement of found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CIP 

such as  developing of the operational organization for the CIP, spreading 

connection of the CIP data, and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for 

spreading the use of CIP. Especially for spreading the CIP data, the CIP 

system and the systems in connection with the CIP which include Book Trade 

Information System, Local Bookstores Portal Site, Publication Predetermined 

Price Announcement System, Internet Bookstores, Portal Sites, and 

Bibliographic Data Distribution Support System should build a connection 

system of the bibliographic data. In fact, experts working for publishers, 

book distributors, and bookstores demanded such a system as the added data 

are entered in connection with the CIP after national bibliographic meta 

database being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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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CIP(Cataloging in Publication)의 시작은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의 CIS(Cataloging in Source)로부터 시작하였으며, LC는 1901년부터 시작
한 인쇄카드 배포서비스의 시간지연(time lag)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58
년부터 1959까지 CIS를 시범 운영하였다. 1993년에 CIP 프로그램과 출판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R&D 프로젝트로 시작된 ECIP는 2000년에 본격적으로 운
영되었으며, 2007년에 모든 출판사가 완전히 ECIP로 전환하여 2008년에 CIP 
프로그램은 ECIP로 완전히 이행되었다. CIP는 도서관의 신속한 자료선택 및 
목록작성업무의 시간단축, 목록레코드의 품질보증 등의 효과를 기하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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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사는 발행 이전에 CIP 데이터를 통해 신간을 알릴 수 있어, 발행 및 배포, 판
매를 위한 서지정보의 확보와 유통 및 사전홍보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국내의 경
우 CIP가 도입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2002년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
나 국내 출판사의 CIP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그리고 도서관의 CIP의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진단이 부족 상황 
이었다. 2002년 CIP 시범운영 이후 연간 5,000여 건에 머물던 CIP 신청 건수
가 2013년 3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개발로 CIP/ISBN을 동시신청 하도록 
구현함에 따라 2014년 CIP 신청건수는 2012년 대비 570% 증가한 38,381건
으로 정량적 수치는 높아졌으나 공공도서관의 CIP 활용 및 출판사 참여의지 
등의 정성적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CIP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도서정가제 시행 및 문체부의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추진 있으며, 지역서점은 도서납품 시 MARC를 별도로 발주하
여 공급하고 있다.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도서구입 비
용은 정가제적용에 따라 상향되었고, 도서관이 MARC를 외주용역으로 구축하
여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도서와 목록을 
함께 구입하던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방식이 도서와 목록의 분리 발주방식으
로 변경되어 자료구입비 예산의 일부를 목록(MARC) 구축 및 장비구입 등에 
지출함에 따라 도서구입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CIP 데이터의 원활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서점과 포털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서지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
는 상당부분 발전되었다. 하지만, 서지정보를 각자 구축하는 중복비용이 문제
가 되고 시기적절하고 망라적인 서지정보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유통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판유통 신간도서DB 구축”과 “지역서점 포털구축” 등 출판유통정보화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에 따라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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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연계 될 필요가 있다. CIP가 유통 서지정보의 첫 단추가 되어 메타데이
터를 만들고, 이를 검증하는 체계와 더불어 서지정보의 OSMU(one source 
multi use) 체계를 만들 것이 요구된다. CIP가 활용도를 제고하여 유통 서지
정보의 원소스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CIP 활용도 제고를 통한 서지정보 구축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필요성이자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CIP의 현황 진단 및 분석
 CIP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구현방법에 대한 세부안
을 제시함으로써 CIP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CIP 서지정보 활용 확대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보, 표준화된  도
서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도서관 고품질 서비스에 기여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과 출판유통 도서DB 연계를 통해 도출 된 CIP 
사용 및 수정 이력 데이터를 분석·활용
 도서관계, 출판계, 유통계의 중장기적 전략적 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CIP 활용의 선순환 구조 실현 

<그림 1-1> CIP 활용도 제고 선순환 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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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내용

2.1 연구범위

가. 시간적 범위

  □ CIP 개선을 위한 향후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

나. 내용적 범위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연구 내용 세부 수행 내용

CIP 시범운영(2002년) 이후, CIP 운영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모델  도출 및 제시

- CIP 실태조사 및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 개선 과제 제시 

- 도서관, 출판계, 유통계 등에서 CIP 서지 정보 활용 확대방안 

도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등 CIP 운영, 
연계(가능)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 CIP를 기반으로 전문적 서지정보 생성·가공·공유 방안 도출

- CIP와 출판유통도서 DB와 연계를 통한 출간 목록(Books In Print)으

로 검증 방안

- 공공도서관 도서구입과 CIP발급도서의 연계성 확보로 효율 증진 

방안

도서관계, 출판계, 유통계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 모색 

- 도서관계, 출판계, 유통계 요구사항 분석

- 전략적 협업을 통한 단계별 CIP 활용도 제고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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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가.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연구모형과 세
부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연구 로세스 연구 방법

연구 목   배경 ➠ 문헌조사
연구와 가설설정 ➠ 문헌조사

피드백

CIP 운  실태 분석 ➠ 표 집단면

이해당사자 실태분석 ➠ 설문조사
요구사항, 애로사항 분석 ➠ 심층면

SWOT 분석 ➠ 자문회의 
비 , 목표, 세부계획 마련

↓

 검증 ➠ 간, 최종보고
↓

시사  도출  제언

<그림 1-2 연구모형>

 일차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배경과 문제점을 파악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해당사자인 출판계, 유통계, 도서관계 등 설
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출판계, 유통계, 도서관계 등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도출 
 제반 조사결과를 분석/종합하여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SWOT 분석
 CIP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비전, 목표를 수립
 대안으로 중장기 핵심 사업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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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방법
  □ 참고문헌 및 자료 조사
  □ 이해당사자 면담

    CIP 운영관련 면담 (운영관련 데이터 수집 및 요구사항 분석)
    - 국가서지과 CIP 담당자, KOLIS-NET 담당자

    CIP프로그램과 연계대상시스템,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 및 면담 
    - 출판유통정보시스템 
    - 지역서점 POS 연계시스템 
    - 재정가공표시스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자)
    -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목록시스템(교보, 예스이십사 담당자)

   출판사에 대한 면담 3 곳 
    - 학술전문서, 교양서, 1인출판협동조합

   서적유통사의 납품담당자 및 MARC 용역업체 설문 및 면담 7 곳
    - 서적유통사 : 한국출판협동조합,  북센, 한국서점협동조합 
    - MARC 납품 업체 : 나라지식정보, 파피루스, 한국마크정보, 북마크

  □ 설문조사 및 분석
    CIP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요구사항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내용 : CIP 프로그램 이용 현황, 개선 및 요구사항, 서비스품질,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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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대상 
    - 공공도서관 200 여개 관 
    - 출판사 중 발행종수 상위 200개 사
    - 주요 서적유통사 및 MARC 용역업체 7 개 사

    설문방법 : 이메일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전화설문 병행
    설문내용 분석 : 통계패키지 이용

3. 연구의 기대효과

  □ CIP 재활도 제공방안 연구를 통하여 CIP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시스
템 개선 및 구현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CIP 서지정보 활용 확대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보, 표준화된 도
서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도서관 고품질 서비스에 기여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과 출판유통 도서DB 연계를 통해 도출 된 CIP 
사용 및 수정 이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2차 CIP 신규 서비스 모색 
및 개발 기회 확보 
 도서관계, 출판계, 유통계의 중장기적 전략적 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CIP 활용의 선순환 구조 실현 





제2장 CIP 운 의 배경

1. CIP 도입 국내외 배경

2. 국내도입 경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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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CIP 운 의 배경

1. CIP 도입 국내외 배경1) 

CIP는 자료의 출판과 동시에 목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
으로, 그 아이디어는 1876년 Justin Winsor와 R.R. Bowker가 출판사가 통일
된 규격의 슬립(slip)에 출판된 책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책에 삽입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으로 시작되었다.2) 1877년 Winsor과 Bowker, Dewey가 A 
Committee on Publishers' Title Slips를 구성하고 실제로 슬립을 만들었으나, 
1880년 2월 관심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출판물에 인쇄카드를 포함시켜 판매
한다는 아이디어는 그 뒤 1901년 미국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LC)이 인쇄카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채택되었다.3) 
1) 이 절은 오동근, 여지숙, “한국형 CIP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2001.6): 61-63의 내용에 최신 데이터를 보완한 것임.
2) Newlen Robert, “The Power of CIP,” Library Journal, 116(12)(199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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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카드 서비스는 LC와 Wilson사(社)(Wilson Company)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되었으나, 출판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출판이 
완료된 책을 LC나 Wilson에서 입수하여 편목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는 인쇄카드의 생산이 책의 출판 다음에 이루어지며, 또한 인쇄카
드가 도착하기 전에 책을 입수한 도서관은 인쇄카드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간상의 지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도
한 것이 LC의 CIS(Cataloging in Source)이다. 

CIS는 1958년 7월부터 1959년 2월까지 LC에 의한 시도이며, 이 기간 동안 LC
는 출판사가 보낸 교정쇄를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교정쇄와 함께 목록을 출판
사에 다시 보내어 인쇄카드 복사형태로 표제지 이면(裏面)에 인쇄하였다. CIS는 
출판사의 출판계획의 지연 및 비용이 증가, LC 목록자의 부담 및 LC의 비용부담, 
CIS 저록과 실제 출판물과의 요소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지속되지는 못하였다.4)

특히 실제 출판된 책과 CIS 사이의 불일치는 전체 인쇄된 CIS 1,082권 중 615
권(57%)에서 나타났으며, 총 오류 1,062개 중 505개가 형태기술사항에서, 184개
가 출판사항에서 나타났다.5) 이러한 오류에도 CIS에 참여한 사서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1971년 7월 CIS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한 CIP가 시작되었
다. CIP는 CIS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만든 형태사항이나 출판사항 등을 그 대상에
서 제외하였으며, 처리기간도 출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
장되었다.6)

LC를 시작으로 호주 1974년, 영국 1975년, 캐나다 1976년 등에서 CIP 프로그
램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IFLA가 실시한 CIP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
하면 25개국의 도서관들이 CIP 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 벨리
즈(Belize), 팔라우(Palau), 슬로바키아(Slovak)에서 CIP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3) Elspeth Pope, “Cataloging-in-Source,” Encyclopedia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 (New York: Marcel Dekker, 1970): 231-242.

4) Verner Clapp, “CIP in Mid-1970,”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5(1)(1971): 13.

5) Henry Wingate, “Cataloging-In-Publication: problems and prospect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6(4)(1972): 427.

6) 오동근, 여지숙, op. cit.,: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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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 CIP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25개국의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7) 

Biblioteca Nacional de Chile 
Biblioteca Nacional de Portugal 
Biblioteka Narodowa (Poland) 
British Library 
Central National Library of Montenegro 
Department of the National Library (Jordan)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ibrary of Congress (U.S.) 
Martynas Mazvydas National Library of Lithuania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Croatia/Hrvatska)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in Ljubljana (Slovenia)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ational Library of Estonia
National Library of Indonesia
National Library of Iran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Malaysia
National Library of Mauritius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National Library of Nigeria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Royal Library (Sweden)
Russian State Library

CIP 프로그램은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은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다. 미국은 LC에서 1971년부터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에 
ECIP(Electronic CIP)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LC의 ECIP 프로그램은 1993년에 
CIP 프로그램과 출판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R&D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2000년
에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7년에 모든 출판사가 완전히 ECIP로 전환하여 
2008년에 CIP 프로그램은 ECIP로 완전히 이행되었다.8) LC의 ECIP 프로그램은 
'ECIP Cataloging Partner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ECIP 파트너 도서관은 
그 도서관이 담당하는 대학출판부, 출판사, 특정 주제분야 등에서 출판하는 출판예

7) John Cello and Beacher Wiggins, "Survey of National CIP Programs: Results and Analy
sis," <http://archive.ifla.org/VII/s12/pubs/s12-Survey-National-CIP-Programs.pdf>: 20
15년 11월 19일 검색.

8) Karl E. Debus-López, Diane Barber, Caroline Saccucci, and Camilla Williams, “The 
Electronic Cataloging in Publication Cataloging Partnership Program: A Model for 
Cooperative Catalog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1(2013):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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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도서를 목록하는 LC의 가상 목록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28개 도서
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9) LC는 또한 2015년 가을부터 CIP의 레이아
웃(layout)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레이아웃은 <그림 2-1>과 같다.10) 

<그림 2-1> LC CIP의 변경된 레이아웃

캐나다는 Library and Archives Canada에서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ébec(BAnQ)은 퀘벡에서 출판되는 프
랑스어로 된 출판물에 대한 CIP 레코드를 생산하고 있다.11) 

독일의 Deutsche National Bibliothek(German National Library: DNB)는 CIP 
대신 ‘New Releas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12) 이 서비스는 출판사가 
Verzeichnis Lieferbarer Bücher(German Books in Print, VLB)에 새로운 책을 등
록하면 2주 이내에 이 책이 DNB의 데이터 풀(data pool)에 통합되며 매주 PDF 
형태의 온라인 저널로 제공된다. 출판사들은 책이 출판될 때, CIP 데이터 대신 이 
책이 DNB의 독일 국가서지(German National Bibliography)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

9)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Cataloging in Publication Program," <http://www.loc.gov/
publish/cip/partners/>: 2015년 12월 8일 검색.

10)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The new 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Data Block to 
be implemented by October 1, 2015," <http://www.loc.gov/publish/cip/news/>: 2015년 
12월 8일 검색.

11) Library and Archives Canada 홈페이지, “Cataloging in Publication,” <http://www.bac-la
c.gc.ca/eng/services/cip/Pages/cip.aspx>: 2015년 12월 8일 검색; IFLA 홈페이지, “Queb
ec Bibliography,” <http://www.ifla.org/node/5124>: 2015년 12월 8일 검색.

12)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홈페이지, “New Release Service,” <http://www.dnb.de/EN/
Service/DigitaleDienste/ND/nd_node.html>: 2015년 12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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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넣게 된다. VLB에 입력한 출판예정일자는 납본과 연계되어 있어 출판사가 납
본 기한(deadline)을 어기게 되면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13)

핀란드의 National Library of Finland는 Finnish ISBN Agency에서 ISBN 업무
와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14) 체코의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은 1992년부터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서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15) 영국은 British Library가 CIP 프로그램을 서지데이터 회사인 
Bibliographic Data Services Limited(BDS)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CIP 
레코드는 영국국가서지(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BNB)에 포함된다.16) 

각국 국가 서지 기관이 다르고, CIP 프로그램은 로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되기 때문에 CIP 프로그램에는 단일 모델이 없다.17) 각국의 CIP 프로그램은 
그 나라의 도서관 및 출판계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국내 상황에 필요할 경우 추가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친 도입이 필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홈페이지, “Publisher notification procedure - frequently a
sked questions (FAQ),” <http://www.dnb.de/EN/Header/Hilfe/meldeverfahrenFaq.html>: 
2015년 12월 8일 검색.

14) IFLA 홈페이지, “Finnish National Bibliography,” http://www.ifla.org/node/5125: 2015년 
12월 8일 검색.

15)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홈페이지, “Cataloging in publications,” <http://
www.en.nkp.cz/services/services-for/cataloguing-in-publication/cip>: 2015년 12월 8일 
검색.

16) British Library 홈페이지, “The Cataloguing-in-Publication Programme,” <http://www.b
l.uk/bibliographic/cip.html>: 2015년 12월 6일 검색.

17) IFLA 홈페이지,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in the Electronic Age,” 
<http://archive.ifla.org/VII/s12/guidelines-national-bibliographies-electronic-age.pdf>
: 2015년 12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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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도입경과 및 현황

국내 CIP 도입배경은 한국에서 목록정보의 공동이용과 유통에 활용시킬 목
적으로 국가서지작성 및 표준화를 담당한 기관에서 목록데이터를 생성해서 제
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eCIP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2001년 개최한 후, 2002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eCIP 
센터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03년 1월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홈페이지 확장 개선사업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
이스 구축으로의 변화를 꾀하였고, 2006년 11월 1에는 유니코드기반 시스템
으로 변환하여 이전에 표현되지 못했던 제 외국어문자와 한자어 표기문제를 
해결하였다. 2006년 12월 1에는 한국문헌번호센터와의 발행자정보 통합작업
을 통하여 출판사들에게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CIP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8) 2013년에는 ISBN과 CIP, 납본을 통
합하는 서비스인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출판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ISBN, CIP, 납본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CIP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4년까지 참여출판사 및 CIP 부여건수
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2007년과 2013년에 참여출판사 수와 CIP 
부여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2003년 이후 3년만에 CIP 설명회
가 개최되고,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편람」을 5,000부 가량 배포하였
으며, 2013년에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개발이 있었다. 특히 2002년 
CIP 시범운영 이후 2013년 3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개발로 2014년 CIP 
부여건수는 2012년 대비 800% 증가한 46,319건으로 정량적 수치가 매우 높
아졌다.

1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6,  <http://www.nl.go.kr/upload/nl/pds/research
_data/year_2006/seji_report.html>: 2015년 12월 8일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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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 신청 출판사 수 CIP 부여 건수
연도 누적 연도⁂ 누적

2002 270* - 293 -
2003 331* 601* 1,828 2,121
2004 164* 765* 2,359 4,480
2005 257* 1,022* 2,857 7,337
2006 271† 1,293** 2,898 10,235
2007 3,484† 4,777*** 4,144 14,379
2008 2,134† 6,911**** 3,988 18,367
2009 2,004† 8,915***** 4,197 22,564
2010 2,232† 11,147****** 4,793 27,357
2011 1,493† 12,640******* 5,731 33,088
2012 1,752† 14,392******** 5,785 38,873
2013 3,936‡ 18,328†† 31,377 70,250
2014 4,467‡‡ 22,795†† 46,319 116,569
합계 22,795 - 116,569 -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5, p. 47.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6, p. 53.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7, p. 56.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8, p. 46.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9, p. 34.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10, p. 31.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11, p. 33.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12, p. 34.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13, p. 62.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14, p. 62.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14, p. 62.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의 누적 통계를 통한 산출
†† 국립중앙도서관 연보의 해당연도 참여 신청 출판사 수를 통한 산출

<표 2-1> CIP 참여 신청 출판사 및 부여 현황

완성된 CIP 데이터는 출판사에 송부되고, 이와 함께 KOLIS-NET에 통합된
다. CIP MARC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현황은 <표 2-2>와 같다. 2013년까
지 높은 다운로드 비율을 보이던 CIP MARC은 2014년부터 다운로드 비율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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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CIP 업로드건수 CIP 다운로드건수 업로드 대비
(2015.11.9기준)  (제어번호별 중복제거) 다운로드비율(%)

2012 4,855 4,748 97.80%
2013 14,204 12,506 88.00%
2014 29,630 10,999 37.10%
2015 28,023 10,489 37.40%
합계 76,712 38,742 50.50%

<표 2-2> CIP MARC 현황

2004년에 IFLA가 실시한 CIP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CIP 프로그램의 
미션에 대해 각국 도서관들은 ① 서지레코드의 표준화, ② 목록업무의 중복 방지, 
③ 도서관에 대한 출판정보 제공을 통한 출판사의 출판물 홍보, ④ 도서관의 자료 
선택 및 수서에 활용 등을 들고 있다.19) 각국 도서관이 제시하고 있는 CIP의 미션
은 CIP가 출판사와 도서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CIP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도서관과 출판사의 협력
(cooperation)이다. 특히 개별출판사의 협력이 CIP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
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20) 개별출판사의 경우 CIP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서관계는 여전히 출판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자료
를 구입할 때 CIP의 포함여부가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
판사의 협력 및 이로 인한 도서관계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CIP 프로그램을 출판사와 도서관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2년 7월에 처음 CIP를 도입하여 시행한 이후 정량적 수치는 상당히 높
아졌다. 그러나 출판유통진흥원의 발행종수 상위 200개 출판사 중 CIP에 참
19) John Cello and Beacher Wiggins, "Survey of National CIP Programs: Results and Anal

ysis," <http://archive.ifla.org/VII/s12/pubs/s12-Survey-National-CIP-Programs.pdf>: 
2015년 11월 19일 검색.

20) IFLA 홈페이지,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in the Electronic Age,” 
<http://archive.ifla.org/VII/s12/guidelines-national-bibliographies-electronic-age.pdf>: 
2015년 12월 8일 검색.; Henry Wingate, op. cit.,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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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출판사는 70여개로 CIP 참여율이 약 35%에 그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출판사의 CIP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그리고 도서관의 
CIP의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진단
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계 및 도서관계의 CIP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CIP 프로그램이 출판계와 도서관 모두에게 공
히 유익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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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CIP 운  황 분석

1.출판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 출판사 조사방법

  □ 자료수집 방법 : 설문지를 화설문 응답 조사

  □ 모집단 : 2014년 기  출 유통진흥원 DB 발행종수 상  200개 출 사  

  □ 표본수 : 2015년 11월 09일 기  총 145개 출 사

  □ 조사기간 : 2015년 11월 09일 ～ 11월 18일(0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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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종수가 많은 상  출 사에 한 CIP 설문을 하기 하여, 출 유통

진흥원의 도서데이터베이스에서 2014년 발행일 기  신규 ISBN 52,983건 이

며, 출 사 수는 5,222개 으며, 이  발행종수 상  200개 사를 추출하여 

국립 앙도서 의 CIP 사용 실 이 있는 출 사와 비교하니 CIP 사용실

이 있는 출 사는 70개로 35% 다. 

 CIP 사용실 이 있는 출 사 70개와 없는 출 사 130개에 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화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체 응답률은 145개사 로 72.5%의 

응답률을 보 다. CIP 사용실 이 있는 출 사는 62개사 88% 응답률이

고, CIP 사용실 이 없는 출 사는 83개사 63%의 응답률을 보 다.

 출 사의 분야별 특성을 분석해보았으나, 인문사회과학, 문학, 유아아동, 

문서, 종합출 사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포는 보이지 않았으며, 응

답자의 부서별 특성은 90% 이상이 편집부 소속이었다.

1.2 CIP 이용 출판사 설문 분석

  문1. 귀 출 사는 ISBN과 출 정도서목록 CIP 입력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표 3-1>CIP 이용 출판사의 CIP 입력 담당부서 비율

응답 빈도 퍼센트(%)

 1. 편집부 50 80.6

 2. 업부 0 0

 3. 기획부 0 0

 4. 기타부서 12 19.4

합계 62 100

- CIP 입력담당을 묻는 질문에는 부분 편집부에서 담당 함. 80.6%가 편집부가 

담당한다고 답하 고, 업부나 기획부는 담당하지 않음. 기타부서(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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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 개인 등)로 19.4%로 나타남

  문 2. CIP 시스템 입력 시 입력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표 3-2>CIP 이용 출판사의 CIP 입력 시 불편사항 여부

응답 빈도 퍼센트(%)

 1. 없다 4 6.5

 2. 없다 41 67.7

 3. 보통 7 11.3

 4. 있다 7 11.3

 5. 매우 있다 3 3.2

합계 62 100

   - CIP 시스템 입력 시 불편한 사항에 해서는 없다와 없다가 74.2%로 나

왔고 보통이 11.3%, 있다와 매우있다는 14.5%로 나타남

 문 2-1.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불편한 사항에 한 응답빈도는 7 건으로 5 건은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편함이고 2 건은 체 으로 불편하다고 응

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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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빈도 퍼센트%

 1.  안된다 2 3.2

 2. 안된다 18 29

 3. 보통 28 45.2

 4. 된다 14 22.6

 5. 매우 잘 된다 0 0

합계 62 100

 문 3. CIP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 3-3>CIP 이용 출판사의 CIP 정보 활용도 인식 여부

응답 빈도 퍼센트%

 1.  모른다 0 0

 2. 모른다 12 19.4

 3. 보통 18 29

 4. 잘 안다 31 50

 5. 매우 잘 안다 1 1.6

합계 62 100

 - CIP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출 사는 51.5%이며, 

19.4%는 모르며 29%는 보통으로 악 되어, CIP를 신청하더라도 활용

처를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48.4%로 악 됨

 문 4. CIP 정보가 도서 , 서  등에 신간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

니까?

<표 3-4>CIP 이용 출판사의 CIP 정보 신간홍보 도움 인식

   - CIP 정보가 도서 이나 서  등 신간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출 사는 



 제 3 장  CIP 현황 분석 ●  29

응답 빈도 퍼센트(%)

 1. 알고 있다 44 53

 2. 모른다 39 47

합계 83 100

22.6%이며  안되거나 안된다는 32.2%, 보통의 경우 45.2%로 나타

나 부분의 출 사는 CIP 정보가 신간홍보에 미치는 향에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3 CIP 불이용 출판사 설문 분석

 문 1. 귀 출 사는 국립 앙도서 의 출 정도서목록(CIP) 시스템을 알고 있

습니까?

<표 3-5>CIP 불이용 출판사의 CIP시스템 인식 여부

  - CIP를 이용하지 않는 출 사에게 CIP 시스템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3%는 알고 있고, 39%는 모른다고 응답 함

 문 1-1. CIP를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3-6>CIP 불이용 출판사의 CIP시스템 불이용 이유

응답 빈도 퍼센트(%)

1. 사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

30 75

2. 사용이 불편해서 10 15.9

3. 기타 이유 4 9.1

합계 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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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빈도 퍼센트(%)

1. 그 다 36 92.3

2. 아니다 3 7.7

합계 39 100

응답 빈도 퍼센트(%)

1. 알고 있다 35 42.2

2. 모른다 48 57.8

합계 83 100

   - CIP를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출 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이유
는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75% 이며, ‘사용이 불편해서’가 
15.9%, 그 외에 9.1%는 ‘담당자가 따로 없다’로 나타 남

 문 1-2. CIP를 모를 경우,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에서 ISBN을 제작하여, 

바코드를 다운 받으십니까? 

<표 3-7>CIP 불이용 출판사의 ISBN 시스템 활용률

   - CIP를 모르면서 ISBN 시스템을 이용하는 출 사들은 92.3%로 나타 남

 문 2. 국립 앙도서 에서 ISBN 시스템과 출 정도서목록(CIP) 시스템

을 합쳐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으로 운 하는 것을 알고 계십

니까?  

<표 3-8>CIP 불이용 출판사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인식 여부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해서 알고 있는 출 사는 42.2%이며, 모르
는 경우는 57.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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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빈도 퍼센트(%)

1. 없다 0 0

2. 없다 30 36.1

3. 보통 33 39.8

4. 있다 20 24.1

5. 매우 있다 0 0

합계 83 100

응답 빈도 퍼센트(%)

1. 없다 0 0

2. 없다 21 25.3

3. 보통 50 60.2

4. 있다 12 14.5

5. 매우 있다 0 0

합계 83 100

 문 3. CIP 시스템에 출 사가 신간정보를 입력하여, 도서  등에 신간 서지

정보가 홍보 된 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표 3-9>CIP 불이용 출판사의 CIP 시스템 활용 의사

   - 도서  등에 신간 서지정보의 홍보가 되는 경우 이용할 의사에 해서는 
‘있다’의 경우가 23.1%이고, ‘보통’의 경우 39.8%, ‘없다’의 경우가 36.1%
로 나타 남 

 문 4. 출 정도서목록(CIP) 시스템에 한 설명회를 개최하면 참여의사

가 있습니까? 

<표 3-10>CIP 불이용 출판사의 CIP 시스템 설명회 참여의사

- CIP 시스템에 한 설명회 참여의사의 경우 ‘있다’ 14.2%, ‘보통’ 60.2%, ‘없
다’ 25.3%로 나타 남. 응답자의 부분이 편집부 직원으로 도서홍보와 외부 
행사 참여에 한 역할과 요구가 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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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설문조사 결과 분석

2.1. 도서관 조사방법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CIP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표 3-11>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  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수집 기간 2015. 10. 28. ~ 2015. 11. 18. 2015. 12. 4. ~ 2015. 12. 8.

수집 대상 전국 공공도서관 863개관 사서 심층조사 참여 희망 46명 사서

설문 응답 사서 185명 3명

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

<표 3-11> CIP 이용 현황 설문조사 방법

특히 설문조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에서는 설문
대상 도서관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268개 도서관에 협조문을 2015년 10월 23
일 1차로 발송하였으며, 이후 2차로 2015년 11월 2일에 828개관에 대하여 
팩스로 협조문을 발송하여, 625개관에 수신되었다. 국가서지과에서는 3차로 
2015년 11월 10일에 다시 863개 도서관에 팩스로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연구진에서는 먼저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1차 협조문이 전
자문서로 발송되지 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656개 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주소록을 통해 파악) 중, 홈페이지를 통
해 수서 및 정리담당자가 파악되고 이메일이 확보된 64개관 73명에게 이메일
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 및 정리 담당자
가 파악된 200개관(부재중 및 거부기관 포함)에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설문 
응답 의사가 있고 이메일을 제공한 58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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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43  23.2

여     자 142  76.8

연 령 대별

30세 미만  41  22.2

30 - 39세  83  44.9

40 - 49세  50  27.0

50세 이상  11   5.9

근무기간별

1년 이하   9   4.9

 1년 초과- 5년 이하  74  40.0

 5년 초과-10년 이하  47  25.4

10년 초과-15년 이하  29  15.7

15년 초과-20년 이하  15   8.1

20년 초과  11   5.9

담당업무별 수     서  86  46.5

<표 3-1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후 2015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자문서로 협조문을 발송한 268개 도
서관 중 1차 협조문에 대한 전자문서의 수신이 확인되지 않은 189개관에 전
화통화를 하여(기 설문조사 참여, 부재중, 거부 도서관 포함) 이 중 설문에 응
답할 의사를 밝힌 20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응답자에 대해서
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심층조사는 일반조사에서 심층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46명의 사서였으며,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3명의 사서가 응답하였다.

2.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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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51  27.6

열     람  21  11.4

기     타  27  14.6

지  역  별

서울특별시  41  22.2

부산광역시   3   1.6

대구광역시  19  10.3

인천광역시   7   3.8

광주광역시   4   2.2

울산광역시   4   2.2

경  기  도  26  14.1

강  원  도   7   3.8

충 청 북 도   5   2.7

충 청 남 도  14   7.6

전 라 북 도   9   4.9

전 라 남 도   8   4.3

경 상 북 도  23  12.4

경 상 남 도  12   6.5

제  주  도   3   1.6

운영주체별

광역자치단체 직영   5   2.7

기초자치단체 직영  41  22.2

지방자치단체 위탁  45  24.3

광역교육청 직영  88  47.6

사립 직영   4   2.2

사립 위탁   1   0.5

기     타   1   0.5

합  계 1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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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 76.8%, 남자 23.2%로 여성이 남성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27.0%), 30세 미만(22.2%), 50세 이상(5.9%)의 순으로 나타났다.

③ 근무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년 초과-5년 이하가 40.0%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초과-10년 이하(25.4%), 10년 초과-15년 이하
(15.7%), 15년 초과-20년 이하(8.1%), 20년 초과(5.9%), 1년 이하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담당업무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서업무 담당자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정리업무(27.6%), 열람업무(11.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 응답은 
14.6%로 나타났다. 기타 업무는 도서관 업무 총괄 또는 2개 이상 업무의 
겸직이 해당된다.

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22.2%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4.1%), 경상북도(12.4%), 대구광역시(10.3%), 충청남도(7.6%), 경상남
도(6.5%), 전라북도(4.9%), 전라남도(4.3%), 인천광역시/강원도(3.8%), 
충청북도(2.7%),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2.2%), 부산광역시/제주도(1.6%)
의 순으로 나타났다.

⑥ 운영주체별 분포는 광역교육청 직영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위탁(24.3%), 기초자치단체 직영(22.2%), 광역자치단체 
직영(2.7%), 사립 직영(2.2%), 사립 위탁(0.5%)의 순으로 응답하였으
며, 기타 응답은 0.5%로 나타났다. 

2.3. CIP의 도서관 인식 및 활용

⑴ CIP에 대한 인식 및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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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IP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에 대한 인식은 <표 3-13>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CIP에 대해서 알고 있다 172 93.0

CIP에 대해서 모른다  13  7.0

전  체 185 100.0

<표 3-13> CIP에 대한 인식

CIP에 대하여 전체 표본의 93.0%가 알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비광역시 
사서(93.5%)가 광역시 사서(92.3%) 보다 더 많이 CIP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
며, 담당 업무별로는 수서업무 담당자(94.2%), 연령대별로는 30-39세
(94.0%), 근무 기간별로는 1년 이하 및 15년 초과의 경우 100% 모두 CIP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표 부록-1참조>

② CIP 데이터의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 제공 여부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데이터의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
의 제공 여부에 대한 인식은 <표 3-14>와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148  86.0

제공되고 있은 것을 모른다  24  14.0

전  체 172 100.0

<표 3-14> CIP 데이터의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 제공 여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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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데이터를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에 제공하는 것에 대
하여 전체 표본의 86.0%가 알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담
당업무별로는 정리업무 담당자(91.3%),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100%), 근
무기간별로는 20년 초과(100%)가 가장 많이 CIP 데이터의 국가자료종합목록
시스템(KOLIS-NET)의 제공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표 부록-2참조>

③ CIP 업무 활용 여부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의 업무 활용 여부는 <표 3-15>와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98  57.0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다  74  43.0

전  체 172 100.0

<표 3-15> CIP 업무 활용 여부

전체 표본의 57.0%가 CIP를 업무에 활용하는 알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도서관 사서가 CIP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68.1%)가 활용하지 않는 
경우(31.9%)보다 많았으며, 담당업무별로는 정리업무 담당자(63.0%), 연령대
별로는 50세 이상(80.0%), 근무기간별로는 20년 초과(81.8%)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표 부록-3참조>

④ CIP 업무 활용 현황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를 업무에 활용하는 현황은 <표 3-16>과 
같다. 

CIP는 ‘목록(MARC)작성’(60.0%)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신간도서 정보 획득’, ‘도서 구입 또는 구매도서 목록 작성’에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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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8, 다중응답)

구분 빈도 백분율(%)

목록(MARC)작성에 활용  78  60.0

신간도서 정보 획득에 활용  27  20.8

도서구입 또는 구매도서목록 작성  25  19.2

합계 130 100.0

<표 3-16> CIP 업무 활용 현황

⑤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표 3-17 
>과 같다.  

(N=74, 다중응답)

순위 구  분 빈도 백분율(%)

1 CIP 활용 방법을 모른다  35  30.4

2 CIP 활용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21  18.3

3 외부의 업체나 출판사 제공 서비스가 더 편리하다  19  16.5

4 실무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14  12.2

5 CIP MARC 다운로드가 번거롭다   8   7.0

6 CIP 활용을 위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이 어렵다   6   5.2

7 CIP 이용을 위한 가입 절차가 불편하다   6   5.2

8 CIP MARC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다   3   2.6

* 기타   3   2.6

합  계 115 100.0

<표 3-17> CIP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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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CIP 활용 방법을 모르기 때
문’(30.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CIP 활용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18.3%), ‘외부 업체나 출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편리하기 때
문’(16.5%), ‘실무에 필요한 정보 부족’(12.2%) 등의 이유로 CIP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2) CIP 서비스 품질 

CIP 데이터의 품질, 시스템의 품질, 지원 및 교육 ․ 홍보 품질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① CIP 데이터 품질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데이터의 품질은 <표 3-18>과 같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IP 데이터의 신속성 3.80 0.849 1 5

CIP 데이터의 정확성 3.79 0.777 2 5

CIP 데이터의 충분성 3.45 0.839 1 5

CIP 데이터의 유용성 4.14 0.746 2 5

<표 3-18> CIP 데이터 품질의 인식 정도 (N=98)

CIP 데이터의 신속한 제공에 대한 품질의 평균은 3.80이며, 정확성은 3.79, 
데이터의 충분성은 3.45, 유용성은 4.14로 나타났으며, CIP 데이터의 품질 중 
유용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도서관 소재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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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광역시 비광역시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IP 데이터의 신속성 3.63 0.833 3.96 0.789 -1.930

CIP 데이터의 정확성 3.61 0.759 3.96 0.763 -2.257*

CIP 데이터의 충분성 3.16 0.850 3.73 0.730 -3.570***

CIP 데이터의 유용성 3.92 0.786 4.37 0.636 -3.109**

*: p<.05, **: p<.01, ***: p<.001

<표 3-19>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지역별 평균차 검증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4개 문항 중 ‘CIP 데이터의 신속성’을 제외한 3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문항(CIP 데
이터의 정확성, 충분성, 유용성)에서 광역시 소재 도서관의 사서들에 비해 비
광역시 소재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도서관 운영주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3개 
문항(CIP 데이터의 신속성, 충분성, 유용성)에 대해 Tukey의 HSD 검정과 
Scheffe 검정을 병행하여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19>와 같다. 

CIP 데이터의 신속성은 도서관의 운영주제에 따라서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CIP 데이터의 충분성과 유용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육청 직영 도서관의 사서들이 
지방자지단체 위탁 도서관의 사서들보다 CIP 데이터의 충분성과 유용성에 대
한 품질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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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CIP 데이터의 신속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50 0.707

0.304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94 0.748

지방자치단체 위탁(C) 3.77 0.863

광역교육청 직영(D) 3.80 0.912

사립 및 기타(E) 3.50 0.577

CIP 데이터의 정확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4.00 0.000

1.127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65 0.931

지방자치단체 위탁(C) 3.58 0.703

광역교육청 직영(D) 3.94 0.719

사립 및 기타(E) 3.75 1.258

CIP 데이터의 충분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00 0.000

3.187* C<D

기초자치단체 직영(B) 3.35 0.606

지방자치단체 위탁(C) 3.15 0.834

광역교육청 직영(D) 3.71 0.816

사립 및 기타(E) 2.75 1.258

CIP 데이터의 유용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00 0.000

4.971** C<D

기초자치단체 직영(B) 4.18 0.636

지방자치단체 위탁(C) 3.85 0.784

광역교육청 직영(D) 4.39 0.671

사립 및 기타(E) 3.50 0.577

*: p<.05, **: p<.01, ***: p<.001

<표 3-20>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운영주체별 평균차 검정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표본의 담당업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4개 
문항에 모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는 <표 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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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CIP 데이터의 신속성

수  서 3.87 0.797

0.685 n.s.
정  리 3.62 0.820

열  람 3.71 1.380

기  타 3.93 0.799

CIP 데이터의 정확성

수  서 3.79 0.750

0.569 n.s.
정  리 3.72 0.751

열  람 4.14 0.900

기  타 3.73 0.884

CIP 데이터의 충분성

수  서 3.36 0.870

0.461 n.s.
정  리 3.52 0.829

열  람 3.71 0.951

기  타 3.47 0.743

CIP 데이터의 유용성

수  서 4.09 0.775

0.663 n.s.
정  리 4.28 0.702

열  람 4.29 0.756

기  타 4.00 0.756

*: p<.05, **: p<.01, ***: p<.001

<표 3-21> CIP 데이터 품질에 대한 담당업무별 평균차 검정

② 시스템 품질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시스템의 품질은 <표 3-22>와 같다. 
CIP 시스템의 홈페이지 이용 절차에 대한 적절성의 평균은 3.61이며, 접속 

및 다운로드 속도의 적절성은 3.66, 정보획득의 용이성은 3.69, 편리성은 
3.63으로 나타나, CIP 시스템의 품질 중 정보획득의 용이성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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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 3.61 0.727 2 5

접속 및 다운로드 속도의 적절성 3.66 0.799 1 5

정보획득의 용이성 3.69 0.664 2 5

전반적인 편리성 3.63 0.648 2 5

<표 3-22> CIP 데이터의 시스템 품질 (N=98)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도서관 소재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23>과 같다.

구  분
광역시 비광역시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 3.43 0.677 3.80 0.735 -2.573*

접속 및 다운로드 속도의 적절성 3.53 0.767 3.80 0.816 -1.659

정보획득의 용이성 3.57 0.645 3.82 0.667 -1.847

전반적인 편리성 3.55 0.614 3.71 0.677 -1.250

*: p<.05, **: p<.01, ***: p<.001

<표 3-23>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평균차 검증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4개 문항 중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 문항
만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 광역시 소재 도서관의 사서들에 비해 
비광역시 소재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인식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주체별 차이 및 응답자의 담당업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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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4개 문항에 모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
과는 <표 3-24>, <표 3-25>와 같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00 0.000

1.593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53 0.514

지방자치단체 위탁(C) 3.46 0.761

광역교육청 직영(D) 3.78 0.771

사립 및 기타(E) 3.25 0.500

접속 및 다운로드 속도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50 0.707

1.631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47 0.800

지방자치단체 위탁(C) 3.42 0.857

광역교육청 직영(D) 3.86 0.736

사립 및 기타(E) 3.75 0.957

정보획득의 용이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50 0.707

1.670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47 0.624

지방자치단체 위탁(C) 3.54 0.647

광역교육청 직영(D) 3.86 0.677

사립 및 기타(E) 3.75 0.500

전반적인 편리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50 0.707

1.304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41 0.507

지방자치단체 위탁(C) 3.54 0.647

광역교육청 직영(D) 3.78 0.685

사립 및 기타(E) 3.50 0.577

*: p<.05, **: p<.01, ***: p<.001

<표 3-24>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운영주체별 평균차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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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4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4
개 문항 모두 광역교육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평균값이 3.78 이상으로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인식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

수  서 3.64 0.764

0.253 n.s.
정  리 3.52 0.634

열  람 3.71 0.756

기  타 3.67 0.816

접속 및 다운로드 속도의 
적절성

수  서 3.66 0.731

0.200 n.s.
정  리 3.62 0.862

열  람 3.57 0.976

기  타 3.80 0.862

정보획득의 용이성

수  서 3.70 0.657

0.013 n.s.
정  리 3.69 0.712

열  람 3.71 0.756

기  타 3.67 0.617

전반적인 편리성

수  서 3.66 0.668

0.462 n.s.
정  리 3.55 0.632

열  람 3.86 0.690

기  타 3.60 0.632

*: p<.05, **: p<.01, ***: p<.001

<표 3-25>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담당업무별 평균차 검정

담당업무별 집단 간의 차이 역시 관련된 4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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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해 
담당업무에 따라 CIP 시스템 품질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과 ‘전반적인 편리성’에 대한 품질은 
열람 담당자 평균값이 각각 3.71과 3.86으로 다른 업무 담당자보다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고, ‘접속 및 다운로드 속도의 적절성’에 대한 품질은 기타 업
무 담당자(도서관 업무 총괄 또는 2개 이상 업무의 겸직자) 평균값이 3.80으
로 다른 업무 담당자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획득의 용이성’에 대
한 품질에 대한 인식은 업무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 및 교육 ․ 홍보 품질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데이터 지원 및 교육 ․ 홍보의 품질은 <표 
3-26>과 같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피드백의 신속성 3.42 0.731 2 5

피드백의 유용성 3.50 0.763 1 5

<표 3-26>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홍보 품질 (N=98)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 ․ 홍보 품질 중 ‘피드백의 신속성’은 평균값이 
3.42, ‘피드백의 유용성’은 평균값이 3.50으로 나타났다.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 ․ 홍보의 품질에 대한 도서관 소재 지역별 평균
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27>과 같다.

관련된 2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으며,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 ․ 홍보의 품질은 비광역시 소재 
도서관 사서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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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광역시 비광역시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피드백의 신속성 3.24 0.693 3.59 0.734 -2.406*

피드백의 유용성 3.35 0.805 3.65 0.694 -2.016*

*: p<.05, **: p<.01, ***: p<.001

<표 3-27>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홍보 품질에 대한 지역별 평균차 검증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 ․ 홍보 품질에 대한 도서관 운영주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된 1개 문항(피드백의 유용성)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
한 결과는 <표 3-28>과 같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피드백의 신속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4.00 0.000

2.210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18 0.529

지방자치단체 위탁(C) 3.19 0.634

광역교육청 직영(D) 3.59 0.814

사립 및 기타(E) 3.50 0.577

피드백의 유용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4.00 0.000

2.546**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24 0.437

지방자치단체 위탁(C) 3.27 0.874

광역교육청 직영(D) 3.71 0.764

사립 및 기타(E) 3.25 0.500

*: p<.05, **: p<.01, ***: p<.001

<표 3-28>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홍보 품질에 대한 운영주체별 평균차 검정

관련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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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관련된 2개 문항 모두 광역자치단
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평균값이 다른 도서관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
나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 ․ 홍보 품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IP 데이터의 지원 및 교육 ․ 홍보 품질에 대한 응답자의 담당업무별 차이
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2개 문항 모두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는 <표 
3-29>와 같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피드백의 신속성

수  서 3.36 0.764

0.525 n.s.
정  리 3.38 0.622

열  람 3.57 0.976

기  타 3.60 0.737

피드백의 유용성

수  서 3.43 0.827

1.261 n.s.
정  리 3.41 0.628

열  람 3.86 0.690

기  타 3.73 0.799

*: p<.05, **: p<.01, ***: p<.001

<표 3-29> 응답자의 담당업무별 평균차 검정

관련된 2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CIP 데이터 이용 중 발생한 문
의사항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피드백의 신속성에 대한 품질의 평균값이 기타업
무 담당자(도서관 업무 총괄 또는 2개 이상 업무의 겸직자)가 3.60으로 다른 
업무 담당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CIP 데이터 이용 중 발생
한 문의사항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피드백이 유익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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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품질에 대해서는 열람 업무 담당자의 평균이 3.86으로 다른 업무 담당자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CIP 서비스 만족도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서비스의 만족도는 <표 3-30>과 같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반적인 만족도 3.82 0.751 2 5

기대 대비 만족도 3.69 0.779 2 5

이상 수준 대비 만족도 3.62 0.819 2 5

<표 3-30> CIP에 대한 만족도 (N=98)

CIP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82이며, 기대 대비 만족도는 3.69, 
이상 수준 대비 만족도는 3.62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CIP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도서관 소재 지역별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3-31>과 같다.

구  분
광역시 비광역시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인 만족도 3.57 0.791 4.06 0.626 -3.400**

기대 대비 만족도 3.43 0.791 3.96 0.676 -3.571***

이상 수준 대비 만족도 3.43 0.913 3.82 0.667 -2.401*

*: p<.05, **: p<.01, ***: p<.001

<표 3-31> CIP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지역별 평균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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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3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IP 서비스 만족도는 광역시 소재 도서관의 사서들에 비
해 비광역시 소재 도서관 사서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IP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도서관 운영주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3개 
문항 모두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는 <표 3-32>와 같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전반적인 만족도

광역자치단체 직영(A) 3.50 0.707

2.985* B>E,
D>E

기초자치단체 직영(B) 3.88 0.485

지방자치단체 위탁(C) 3.69 0.679

광역교육청 직영(D) 3.96 0.789

사립 및 기타(E) 2.75 0.957

기대 대비 만족도

광역자치단체 직영(A) 3.50 0.707

2.073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76 0.562

지방자치단체 위탁(C) 3.58 0.758

광역교육청 직영(D) 3.82 0.808

사립 및 기타(E) 2.75 0.957

이상 수준 대비 만족도

광역자치단체 직영(A) 3.00 0.000

1.564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82 0.728

지방자치단체 위탁(C) 3.46 0.811

광역교육청 직영(D) 3.71 0.816

사립 및 기타(E) 3.00 1.155

*: p<.05, **: p<.01, ***: p<.001

<표 3-32> CIP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운영주체별 평균차 검정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도서관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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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 및 기타 도서관의 CIP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CIP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표본의 담당업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3개
의 전체 문항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는 <표 3-33>과 같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전반적인 만족도

수  서 3.77 0.729

0.196 n.s.
정  리 3.83 0.759

열  람 3.86 1.069

기  타 3.93 0.704

기대 대비 만족도

수  서 3.64 0.819

1.102 n.s.
정  리 3.59 0.733

열  람 4.00 0.816

기  타 3.93 0.704

이상 수준 대비 만족도

수  서 3.64 0.792

0.915 n.s.
정  리 3.45 0.827

열  람 3.71 1.113

기  타 3.87 0.743

*: p<.05, **: p<.01, ***: p<.001

<표 3-33> CIP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담당업무별 평균차 검정

(4) CIP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는 <표 3-3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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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골 인지 정도 3.29 1.005 1 5

계속 이용 의도 3.97 0.752 1 5

구전 의도 3.91 0.774 1 5

<표 3-34> CIP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N=98)

CIP 서비스에 대한 단골 인지 정도는 3.29이며, 계속 이용 의도는 3.97, 구
전의도는 3.91로, 계속 이용 의도가 가장 높았다.

CIP 서비스 충성도에 대한 도서관 소재 지역별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3-35>와 같다.

구  분
광역시 비광역시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단골 인지 정도 3.12 1.013 3.45 .980 -1.621

계속 이용 의도 3.80 .841 4.14 .612 -2.334*

구전 의도 3.69 .769 4.12 .726 -2.837**

*: p<.05, **: p<.01, ***: p<.001

<표 3-35> CIP 서비스 충성도에 대한 지역별 평균차 검증

관련된 2개 문항 중 ‘단골 인지 정도’를 제외한 2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이용 의도’, ‘구전 의도’에 대한 
비교에서 비광역시 소재 도서관 사서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소재 도서관의 사서와 비광역시 소재 도서관의 사서 모두 계속 이용할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IP 서비스 충성도에 대한 도서관 운영주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문항



 제 3장  CIP 현황 분석 ●  53

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는 <표 3-36>과 같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단골 인지 정도

광역자치단체 직영(A) 3.00 0.000

1.456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3.06 1.197

지방자치단체 위탁(C) 3.19 1.167

광역교육청 직영(D) 3.49 0.845

사립 및 기타(E) 2.50 0.577

계속 이용 의도

광역자치단체 직영(A) 3.50 0.707

1.287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4.00 0.707

지방자치단체 위탁(C) 3.81 0.895

광역교육청 직영(D) 4.10 0.653

사립 및 기타(E) 3.50 1.000

구전 의도

광역자치단체 직영(A) 3.00 0.000

1.524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4.00 0.707

지방자치단체 위탁(C) 3.77 0.863

광역교육청 직영(D) 4.02 0.750

사립 및 기타(E) 3.50 0.577

*: p<.05, **: p<.01, ***: p<.001

<표 3-36> CIP 서비스 충성도에 대한 운영주체별 평균차 검정

관련된 5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단골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광역교육청 직영 도서관 평균값이 3.49로 다른 도서관보다 CIP를 자주 이용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 이용 의도’ 및 ‘구전 의도’ 역시 다른 도서관보
다 광역교육청 직영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CIP 서비스 충성도에 대한 응답자의 담당업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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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1
개 문항(단골 인지 정도)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는 <표 3- 
37>과 같다. 담당업무에 따른 충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통계량 분석에 따르면, 정리 업
무 담당자가 다른 업무 담당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CIP를 자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값 3.48), 계속 이용 의도 역시 정리 
업무 담당자(평균값 4.17)가 다른 업무 담당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다른 사람에게도 CIP를 이용하도록 권하고 싶은 구전 의도는 열람 업무 
담당자가 평균값 4.29로 다른 업무 담당자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단골 인지 정도

수  서 3.19 0.992

0.550 n.s.
정  리 3.48 0.911

열  람 3.14 1.215

기  타 3.27 1.163

계속 이용 의도

수  서 3.87 0.741

1.064 n.s.
정  리 4.17 0.468

열  람 4.00 0.577

기  타 3.87 1.187

구전 의도

수  서 3.74 0.765

1.610 n.s.
정  리 4.03 0.566

열  람 4.29 0.756

기  타 4.00 1.069

*: p<.05, **: p<.01, ***: p<.001

<표 3-37> CIP 서비스 충성도에 대한 담당업무별 평균차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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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P 설명회 및 교육 ․ 홍보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현황

① 설명회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설명회에 대한 인식은 <표 3-38>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CIP 설명회에 대해 알고 있다  64  37.2

CIP 설명회에 대해 모른다 108  62.8

전  체 172 100.0

<표 3-38> CIP 설명회 참석 경험

전체 표본의 37.2%만이 CIP 설명회를 알고 있었다. 담당업무별로는 수서업
무 담당자(42.0%),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80.0%), 근무기간별로는 15년 
초과-20년 이하(66.7%)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표 부록-32 참조>

② 설명회 참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설명회 참석 경험에 현황은 <표 3-39>와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참석한 적 있다  5   7.8

참석한 적 없다 59  92.2

전  체 64 100.0

<표 3-39> CIP 설명회 참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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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본의 7.8%만이 CIP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으며, 광역시의 사
서들은 전혀 CIP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이 없었다. 담당업무별로는 기타 업무 
담당자(도서관 업무 총괄 또는 2개 이상 업무의 겸직자)(25.0%), 연령대별로
는 30세~39세(13.0%), 근무기간별로는 1년 이하(10.0%)로 가장 많이 CIP 
설명회에 참석하였다.<표 부록-33 참조>

③ 설명회 선호 방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설명회 선호 방식은 <표 3-40>과 같다.

구  분 빈도 백분율(%)

찾아가는 설명회 25  39.7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프로그램 24  38.1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 10  15.9

기  타  4   6.3

합  계 63 100.0

<표 3-40> CIP 설명회 선호 방식

전체 표본의 39.7% ‘찾아가는 설명회’를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립중앙
도서관 사서 교육 프로그램’ 38.1%, 각종 행사와 연계한 개최 15.9%의 순이
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사이버 교육(인터넷 강의), Q&A 운영, 교육자료 또는 
동영상 배포, 각종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이 있었다.

④ 설명회 개최 횟수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설명회 개최 횟수는 <표 3-41>, <표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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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2.63 2.004 1 12 2

<표 3-41> CIP 설명회 연간 개최 횟수 (N=64)

순위 구  분 빈도 백분율(%)

1 연  2회 32  50.0

2 연  4회 16  25.0

3 연  1회 13  20.3

4 연 12회  2   3.1

5 연  3회  1   1.6

합  계 64 100.0

<표 3-42> CIP 설명회 연간 개최 횟수 응답 순위

CIP 설명회의 연간 개최 횟수의 평균은 2.63회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본의 
50.0%가 연 2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⑤ 교육 ․ 홍보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CIP 교육 ․ 홍보에 대한 인식은 <표 3-43>과 
같다.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평균은 2.71, 홍보의 적절성
의 평균은 2.51로,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유용성은 평
균 3.11,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평균 4.31,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의도는 평균 4.21로, CIP 설명회 및 교육, 홍보 프로그
램이 더 많이 필요하며 참석할 의사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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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2.71 0.890 1 5

CIP 홍보의 적절성 2.51 0.891 1 5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유용성 3.11 0.917 1 5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4.31 0.806 2 5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참석 의도 4.21 0.822 1 5

<표 3-43> CIP의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N=185)

CIP 교육 ․ 홍보에 대한 인식의 도서관 소재 지역별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44>와 같다.

구  분
광역시 비광역시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2.56 0.948 2.82 0.833 -1.925

CIP 홍보의 적절성 2.46 0.949 2.55 0.849 -0.676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유용성

3.04 0.973 3.17 0.874 -0.951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4.26 0.797 4.35 0.814 -0.744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참석 의도
4.19 0.790 4.21 0.847 -0.185

*: p<.05, **: p<.01, ***: p<.001

<표 3-44> CIP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역별 평균차 검증

관련된 5개 문항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의 경우 전체 평균값이 4.31(광역시 4.26, 비광역시 4.35)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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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CIP 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석 의도’ 역시 전체 평균값
이 4.21(광역시 4.19, 비광역시 4.2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사서에게 CIP 교육 ․ 홍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P 교육 ․ 홍보에 대한 도서관 운영주체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3개 
문항(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참석 의도)에 대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는 <표 3-45>와 같다. 

관련된 문항들은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해 ‘CIP 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
램의 적절성’은 사립 및 기타 도서관에서 평균값 2.33으로 다른 도서관 보다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CIP 홍보의 적절성’의 경우 기초자치
단체 직영 도서관(평균값 2.22)에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IP 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사립 및 기타 도서관에서 평균값 
3.50으로 다른 도서관보다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광역교육청 직영 도서관이 평균값 4.41로 매우 높게 인식하
고 있으며, ‘CIP 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석 의도’는 광역교육청 직영 도서
관의 평균값이 4.30으로 다른 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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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주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00 0.707

2.803*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2.51 0.840

지방자치단체 위탁(C) 2.51 0.895

광역교육청 직영(D) 2.92 0.887

사립 및 기타(E) 2.33 0.816

CIP 홍보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2.40 0.894

3.019*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2.22 0.613

지방자치단체 위탁(C) 2.36 0.981

광역교육청 직영(D) 2.74 0.903

사립 및 기타(E) 2.50 1.049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유용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3.20 0.447

1.365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2.98 0.689

지방자치단체 위탁(C) 2.93 0.986

광역교육청 직영(D) 3.24 0.983

사립 및 기타(E) 3.50 0.837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광역자치단체 직영(A) 4.00 1.225

0.936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4.29 0.901

지방자치단체 위탁(C) 4.16 0.796

광역교육청 직영(D) 4.41 0.737

사립 및 기타(E) 4.33 0.816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참석 의도

광역자치단체 직영(A) 3.80 1.095

0.982 n.s.

기초자치단체 직영(B) 4.12 0.980

지방자치단체 위탁(C) 4.20 0.726

광역교육청 직영(D) 4.30 0.745

사립 및 기타(E) 3.83 1.169

*: p<.05, **: p<.01, ***: p<.001

<표 3-45> CIP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운영주체별 평균차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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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 수서 및 목록 업무 현황

① 자료구입 경로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도서관 자료 구입 경로는 <표 3-46>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지역서점 106  57.3

전문유통업체  46  24.9

온라인 서점  25  13.5

기타(입찰)   5   2.7

전국단위 대형서점   3   1.6

합  계 185 100.0

<표 3-46> 도서관 자료구입 유통 경로

전체 표본의 57.3%가 지역서점을 통해 자료를 구입하고 있었으며, 다음으
로 전문유통업체 24.9%, 온라인 서점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도서선정 도구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도서선정 도구는 <표 3-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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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각종 추천도서목록  83  44.9

서점 등의 베스트/스테디셀러  66  35.7

이용자 희망도서  23  12.4

신문/잡지 등의 서평   5   2.7

CIP 도서목록   4   2.2

기  타   4   2.2

합  계 185 100.0

<표 3-47> 도서 선정 도구

전체 표본의 44.9%가 각종 추천도서목록을 통해 자료를 선정하고 있었으
며, 다음으로 서점 등의 베스트/스테디셀러 35.7%, 이용자의 희망도서 12.4%
의 순이었다.

③ MARC 데이터 구입 현황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MARC 데이터의 구입 현황은 <표 3-48>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함께 구입하지 않음  80  43.2

함께 구입  79  42.7

일부만 구입  25  13.5

기타(구입 예정)   1   0.5

전  체 185 100.0

<표 3-48> MARC 데이터의 구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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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본의 43.2%가 도서관의 자료구입과 함께 MARC 데이터도 함께 구
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의 자료구입과 함께 
MARC 데이터도 함께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며(42.7%), 일부만 구입하는 도
서관이 13.5%로 나타났다. 

④ MARC 구입 경로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MARC 구입 경로는 <표 3-49>와 같으며, 도
서관 소재 지역별 MARC 구입 경로는 <표 3-50>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유통업체  38  36.2

지역서점  38  36.2

MARC 전문업체  25  23.8

온라인 서점   2   1.9

기타(입찰)   2   1.9

합  계 185 100.0

<표 3-49> MARC 데이터 구입 경로

전체 표본의 72.4%가 전문유통업체(36.2%) 또는 지역서점(36.2%)을 통해 
MARC 데이터를 구입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MARC 전문업체를 통해 
MARC 데이터 구입이 2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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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소재 도서관 비광역시 소재 도서관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전문유통업체 30  65.2 지역서점 32  54.2

MARC 전문업체  7  15.2 MARC 전문업체 18  30.5

지역서점  6  13.0 전문유통업체  8  13.6

기타(입찰)  2   4.3 온라인 서점  1   1.7

온라인 서점  1   2.2 기타  0   0.0

합  계 46 100.0 합  계 59 100.0

<표 3-50> 지역별 MARC 데이터 구입 경로

광역시 소재 표본의 65.2%가 전문유통업체, 15.2%가 MARC 전문업체를 
통해 MARC 데이터를 구입하고 있었으며, 비광역시 소재 표본의 경우 54.2%
가 지역서점, 30.%%가 MARC 전문업체를 통해 MARC 데이터를 구입하고 있
었다.

⑤ MARC 데이터 건당 구입비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MARC 데이터 건당 구입비는 <표 3-51>과 같다.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740.12 236.016 70 1680
500,
1000

<표 3-51> MARC 데이터 건당 구입비(단위: 원)

MARC 데이터 건당 구입비는 740.12원이었으며, 건당 구입비용이 500원과 
1000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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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간 자료구입비 중 MARC 데이터 구입 비용 비중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연간 자료구입비 중 MARC 데이터 구입 비용 
비중은 <표 3-52>와 같다.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7.65 5.653 0.001 30 10

<표 3-52> 연간 자료구입비 중 MARC 구입비의 비율(단위: %)

연간 자료구입비 중 MARC 데이터 구입 비용의 평균은 7.65%였으며, 10%
가 가장 많았다.

⑦ 목록 작업 참고 정보원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목록 작업에 사용하는 참고 정보원은 <표 3- 

53>과 같다.

구  분 빈도 백분율(%)

국가자료공동목록(KOLIS-NET) 143  77.7

도서납품업체 일괄 아웃소싱  13   7.1

MARC 업체 아웃소싱  10   5.4

대학도서관종합목록(KERIS)   6   3.3

타 도서관 홈페이지   5   2.7

기타   5   2.7

CIP MARC   2   1.1

합  계 184 100.0

<표 3-53> 목록(MARC) 작성 참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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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작성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정보원은 국가자료공동목록(KOLIS-NET)
이 7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서납품업체 일괄 아웃소싱이 7.1%, 
MARC 업체 아웃소싱이 5.4%로 나타나 아웃소싱을 하는 도서관이 12.5%로 
나타났다.

(7)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

① 구매목록자동생성기능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구매목록자동생성기
능에 대한 인식은 <표 3-54>와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에 대해 
알고 있다

27  27.6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에 대해 
모른다

71  72.4

전  체 98 100.0

<표 3-54>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에 대한 인식

전체 표본의 27.6%가 구매목록자동생성시스템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광
역시의 사서들의 22.4%, 비광역시 사서들의 32.7%가 구매목록자동생성시스
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담당업무별로는 열람업무 담당자(57.1%), 연령대별
로는 50세 이상(62.5%), 근무기간별로는 20년 초과(44.4%)가 가장 많이 알
고 있었다.<표 부록-4 참조>

②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CIP MARC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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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한 인식은 <표 3-55>와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에 대해 

알고 있다
58  59.2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에 대해 
모른다

40  40.8

전  체 98 100.0

<표 3-55>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에 대한 인식

전체 표본의 59.2%가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담
당업무별로는 열람업무 담당자(71.4%),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75.0%), 근
무기간별로는 15년 초과-20년 이하(87.5%)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표 
부록-5 참조>

③ 메일링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메일링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표 3-56>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메일링서비스 기능에 대해 

알고 있다
43 43.9

메일링서비스 기능에 대해 
모른다

55 56.1

전  체 98 100.0

<표 3-56>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메일링서비스 기능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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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본의 43.9%가 메일링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광역시의 사
서들의 44.9%, 비광역시 사서들의 42.9%가 메일링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
었다. 담당업무별로는 수서업무 담당자(48.9%),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50.0%), 근무기간별로는 15년 초과-20년 이하(75.0%)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표 부록-6 참조>

④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사용 현황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
의 사용 현황은 <표 3-57>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10  10.2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88  89.8

전  체 98 100.0

<표 3-57>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 사용 여부

전체 표본의 10.2% 만이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광
역시의 사서들의 8.2%, 비광역시 사서들의 12.2%가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
을 사용하고 있었다. 담당업무별로는 열람업무 담당자(28.6%),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75.0%), 근무기간별로는 1년 이하(20.0%)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표 부록-7 참조>

⑤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사용 현황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사용 현황은 <표 3-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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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41  41.8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57  58.2

전  체 98 100.0

<표 3-58>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CIP MARC 다운로드 기능 활용 여부

전체 표본의 41.8%가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광
역시의 사서들의 40.8%, 비광역시 사서들의 42.9%가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담당업무별로는 열람업무 담당자(71.4%), 연령대별로
는 50세 이상(75.0%), 근무기간별로는 15년 초과-20년 이하(75.0%)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표 부록-8 참조>

⑥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사용 현황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사용 현황은 <표 3-59>와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메일링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29  29.6

메일링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69  70.4

전  체 98 100.0

<표 3-59>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메일링서비스 기능 활용 여부

전체 표본의 29.6%가 메일링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광역시의 
사서들의 30.6%, 비광역시 사서들의 28.6%가 메일링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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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담당업무별로는 기타업무 담당자(53.3%),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50.0%), 근무기간별로는 1년 이하(40.0%)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표 부록-9 참조>

⑦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기능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기능의 편리성에 대
한 인식은 <표 3-60>과 같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편리성 3.36 0.750 1 5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편리성 3.56 0.897 1 5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편리성 3.47 0.802 1 5

<표 3-60>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N=98)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편리성에 대한 평균은 
3.36,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편리성은 평균 3.56,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편리성은 평균 3.47로,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기능의 이용 의도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기능의 사용 의도에 
는 <표 3-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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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이용 의도 3.71 0.931 1 5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이용 의도 4.02 0.908 1 5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이용 의도 3.76 0.838 1 5

<표 3-61>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이용 의도 (N=98)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이용 의도에 대한 평균
은 3.71,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은 4.02로, 메일링서비스 기능도 3.76으로 
서지정보유통지원서비스의 이용 의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CIP 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제안사항

① CIP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CIP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으로 ‘홍보’를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특히 
이용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
안 하였다. 다음으로 ‘신속한 신간정보 제공’ 및 ‘더 많은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특히 ‘더 많은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출판물의 형태에 대한 
정보(예: 만화책, 대학교재 등)와 주제별로 분류된 CIP 데이터, 인터넷 서점과 
같은 서지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CIP 데이터에 각 분류표별 
및 판별 분류기호를 포함, CIP 데이터의 다운로드의 편리성 추구, 가격 등에
서 나타나는 오류의 제거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한편 CIP 데이터에 형태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으나, 이
것은 CIP 데이터와 출판물 간의 불일치한 정보의 포함으로 인한 오류를 야기
할 수도 있다. CIP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은 <표 3-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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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홍보  5  26.3

신속한 신간정보  4  21.1

더 많은 정보 제공  4  21.1

분류표별  분류기호  2  10.5

형태사항 포함  2  10.5

이용 상 편의  제공(다운로드 편의)  1   5.3

오류 개선  1   5.3

합     계 19 100.0

<표 3-62> CIP 품질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

② CIP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CIP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으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최’를 가
장 많이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CIP의 사용법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단기
특강 등을 개최하여 CIP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교육 ․ 홍보가 더 많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주제별 분류’와 ‘더 정확한 데이터의 제공’, ‘더 많은 신간 데이터
의 포함’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주제별로 정확하게 분류 한 후 CIP 데이터를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신간 출판물 중 CIP에 등록되지 않은 
출판물이 많이 있어, 수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출
판계와의 참여 증대가 필요한 의견이다.

이 외에 ‘출판 시점에 따른 CIP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은 출판되지 않은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수서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었다. 출판 예정 도서 정보로서 CIP가 갖는 당연한 결과이나, CIP 데이터를  
수서 업무에 사용하는 사서를 위하여 출판 시점에 따른 검색을 제공한다면 이
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 ‘풀 레코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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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표 3-63>은 CIP 만족도 향상
을 위한 제안 사항에 대한 것이다.

 

구분 빈도 백분율(%)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최  5  38.5

주제별 분류  2  15.4

정확한 데이터  제공  2  15.4

더 많은 신간 데이터 포함  2  15.4

출판 시점에 따른 CIP 데이터 제공  1   7.7

풀 레코드 수준의 MARC 데이터  1   7.7

합     계 13 100.0

<표 3-63> CIP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

③ CIP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CIP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CIP에 대한 홍
보, 교육, 설명회’ 개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CIP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회와 더불어 지역별, 권역별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CIP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CIP 활용을 더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우수사례, 교육자료, 동영상 강의, 매뉴얼 배포’ 등 CIP 활용을 위
한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CIP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업무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수서업무 활용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 포함’에 대한 의견으로, CIP에 수록된 
도서의 양이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확한 CIP 정보 제공, 서평의 포함, 출
판된 도서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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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CIP 이용상의 간편화’와 정확한 분류 및 목록 정보의 제공으로 ‘자
료 정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우수추천 도서 정보의 제공’, ‘KDC 판별 분류기호의 제공’ 등에 대한 의견과, 
CIP를 출판에 필수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홍보, 교육, 설명회 26  60.5

우수사례, 교육자료, 동영상 강의, 매뉴얼 배포  5  11.6

수서업무 활용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 포함  4   9.3

이용상의 간편화  3   7.0

자료 정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포함  2   4.7

우수추천도서 정보 제공  1   2.3

CIP를 출판 시 필수로 제정  1   2.3

KDC 판별 분류기호의 제공  1   2.3

합     계 43 100.0

<표 3-64> CIP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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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계 상 시스템 황  요구 사항 

1. 국내 연계 활용 대상 시스템 현황 

1.1 출판유통정보시스템 DB

가. 출 유통정보시스템

 운 주체 : 사단법인 출 유통진흥원

 홈페이지 : www.booktrade.or.kr

 운 개요 : 출 유통정보 인 라 개선을 한 표 서지정보를 오닉스21) 

형식으로 구축 함. 출 사, 서 , 도서  등 유  정보시스템 

21)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 모든 출판사가 도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일반적

인 국제 형식. 1999년 미국 출판 협회와 주요 도매상, 온라인 서점, 도서 정보 서비스 업체들이 모여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영국의 경험 등이 추가되어 버전을 발전시키고 있다. 오닉스는 출판물 상

품 정보의 확장된 표현과 자유로운 상호 교환을 위한 도서 정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출판유통진흥원이 오닉스 관련 기술과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IT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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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정보화 변 확 를 

목표로 함.

 시스템개요

- 시스템 회원사  : 출판유통정보시스템 회원사  : 총3,646개 사
                    (출판사 2,602개, 서점 797개, 유통사 및 기타 247개사)

- DB 구축장소 : 한국출판협동조합, 북센 입고처 내 DB 구축 사무실
- DB  구축항목 : 도서명 / 저자(역자) / 출판사 / 출판일 / ISBN / 분류 / 정가 / 

판형 / 목차 /초록 / 쪽수 / 표지이미지 등
   - 주요제공 서비스 : 온라인 실시간주문현황서비스, 신간도서정보제공서비스, 

온라인 ISBN 제작서비스, 신간도서목록내려받기, My목
록 홍보관리, 기타 거래처 및 뉴스 검색

   - DB 구축 건수는 2015년 말 약 100만 종 임
<표 4-1> 출판유통 신간도서 DB 구축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구축건수 51,508 54,156 52,983

누적건수 836,937 891,093 944,076

 

 출 유통정보시스템 개요도

-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도서 DB 구축을 위한 입력은  사전에 기본항목(ISBN, 도서
명, 출판사명, 발행일, 정가)은 도매상과 POS 정보 등에 의해 취합 되고, 도서가 
도매상에 입고되면,  작업자가 인터넷접속을 통해 DB 입력 화면에 입력 후 실제 
도서를 보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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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출판유통정보시스템 DB 입력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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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의 도서 DB는 도서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해 도서 유통사, 서점, 
도서관과 콘텐츠제공자(CP)에 FTP와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그림 4-2> 출판유통정보시스템 DB 서비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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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은 2015년에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고 시스
템 기능 개선을 추진 함.

<그림 4-3> 출판유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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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

 운 주체 : 한국출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kpipa.or.kr/reprice/main/main.do 

 운 개요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2015.11.21.) 관련 출판법 시행령, 시
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의 정가 변경 절차 규정에 의해 효과적인 게시 및 관리를 위
한 시스템 구축 운영

   - 간행물 재정가 정보의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 지원
   - 개정 도서정가제의 안착 및 재정가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방지

 시스템개요

- 재정가 간행물에 대한 효과적인 게시 시스템 
   ․ 회원 가입 시스템(출판사가 직접 간행물에 대한 관리 및 재정가 제시) 
   ․ DB 처리 시스템(재정가 게시 정보의 추적 및 통계 관리)
  - 업무지원 및 정보제공
   ․ 법령/규정 소개
   ․ 간행물 재정가 등록 및 절차 안내
   ․ 업무 지원 정보 제공
  -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 기능 및 다운로드 기능
   ․ 유통사, 출판사, 소비자(독자) 등의 다운로드 기능
   ․ 재정가 된 콘텐츠, 출판사, 분야, 기간 등의 검색 정보 제공을 위한 모듈 
  - 운영자 등록을 위한 인증관리
   ․ 휴대폰을 통한 회원가입 및 인증 시스템
   ․ 인증 신청/승인/관리
  - 운영 및 사이트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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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조회/등록/검색/승인
   ․ 서비스 변경 이력 조회
 재정가 공표시스템 서비스 개요도

- 재정가 공표시스템은 출판사의 재정가 간행물 등록과 운영자의 승인 이용자에게 
게시하는 서비스 체제로 운영 됨

<그림 4-4>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 서비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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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가 공표시스템 운  황(기준 기간 : 2014.11.13.~2015.11.08) 
  - 재정가 도서 등록 종수는 총 7,625종이며 재정가 후 평균 가격은 

19,836원으로 재정가 전 35,798원보다 44.6% 인하됨
  - 재정가 등록 출판사 수는 495곳으로 집계됨.
  - 재정가 등록 출판사 수와 등록 종수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구간(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 적용일까지 2개월이 걸리는 기준이 유통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순환이 짧은 학습참고서 등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출판계의 
의견이 많음.

<표 4-2> 재정가 등록 현황

(단위：종/원/%)

기 간 출판사수 등록종수
재정가 전 

평균가격(원)
재정가 후 

평균가격(원)
인하율

(%)

14.11.13. ~ 15.11.8. 495 7,625 35,798 19,836 44.6

 ㅇ 분야별 등록 현황
  - 분야별 점유율은 문학분야가 2,703종으로 35.5%를 차지하였으며, 어학

이 1,400종으로 18.4%, 사회과학이 1,162종으로 15.2% 순으로 나타남

ㅇ 분야별 정가 변동율 현황
  - 분야별 점유율은 문학분야가 2,703종으로 35.5%를 차지하였으며, 어학

이 1,400종으로 18.4%, 사회과학이 1,162종으로 15.2% 순으로 나타남
  - 재정가 도서 중 인하율이 높은 분야는 철학/심리학/윤리학이 16,324원으

로 변경 전 32,743원 대비 50.1% 인하, 문학이 19,799원으로 변경 전 
39,599원 대비 50% 인하되었으며, 인하율이 낮은 분야는 어학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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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분야

구분
문학 어학

사회
과학

순수
과학

역사
지리
관광

예술
기술
과학

총류 종교
철학

심리학
윤리학

전체

14.11.13.

~

15.11.8.

종수 2,703 1,400 1,162 568 404 337 347 248 307 148 7,625

점유율
(%)

35.5 18.4 15.2 7.5 5.3 4.4 4.6 3.3 4.0 2.0 100

재정가 
전(원)

39,599 23,527 31,503 36,287 49,188 20,744 25,599 75,439 53,493 32,743 35,798

재정가 

후(원)
19,799 16,559 18,438 20,346 24,898 11,161 14,769 40,653 32,902 16,324 19,836

인하율

(%)
50.0 29.6 41.5 43.9 49.4 46.2 42.3 46.1 38.5 50.1 44.6

16,559원으로 변경 전 23,527원 대비 29.5% 인하되었음. 

<표 4-3> 재정가 분야별 현황등록 현황 및 정가 변동률 현황

 (단위：종/원/%)

 

□ 검토 및 개선 사항
ㅇ 재정가 등록 도서의 가격 수정 및 삭제 건수가 적지 않아 유통사 및 소비

자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적용일 1개월 전까지 수정 가능)
  - 수정 및 삭제에 제한을 걸어놓고 입력 오류 건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수정 및 삭제 허용을 검토
  - 재정가 도서를 공표일 기준으로 관리한 기존 방식의 집계에 잦은 변동이 

있으므로 확정일 기준의 관리․집계 검토 
ㅇ 재정가 등록 후 적용된 도서의 가격 수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기준 

필요 (현재는 최초 재정가 등록 시와 같은 2개월 이후로 적용일이 설정
됨)

  - 재정가 적용된 도서를 다시 가격 변경 시 적용일 기간 및 허용 범위에 
대한 협의 및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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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확한 정보로 재정가 등록한 경우가 있으며 정확한 정보로의 수정 요청
에 대해 비협조적인 출판사도 있음

  - 부정확한 등록 건에 한해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정 및 삭제할 예정 
ㅇ 가격을 인상하는 재정가 건이 증가하고 있어 인상 건에 대한 관련 기준 필

요 (인상 도서에도 2개월의 적용 기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이 
여러 번 접수됨) 

ㅇ 2개월의 재정가 적용기간이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정가 대신 ISBN을 
새로 발급 받는 방법을 택하는 사례 증가 및 소요기간 관련 문의가 증가하
고 있어 재정가 적용기간에 관한 협의 및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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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서점포털사이트

 운영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위탁사업자
 홈페이지 : www.booktown.or.kr(예정)
 운영개요 : 지역서점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출판유통 생태계의 균형발전
을 위한 지역서점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매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s System)을 중앙시스템의 데이터베이
스와 연계하여, 신간 정보유통, 출판사 및 도매상주문 전산화, 출판사 판
매재고현황 제공, 판매통계분석서비스 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서
점포털사이트 구축

<표 4-4> 지역서점 POS 연계 구축사업 단계별 계획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중점과제
지역서점 POS 인프라 개선과 

협업기반 구축

지역서점 POS 연계 고도화와

경쟁력강화

주요사업

1-1. POS 연계 개선과 판매통계서비스 시스
템 구축

o 표준신간목록정보 연계와 주문 자동화
o POS 연계 재고/판매 정보 출판사 제공 
서비스

1-2. 지역서점 포털사이트와 협업기반 구축

o 전국 지역서점 정보 통합제공 및 홈페이지 
구축
o 협업화사업 기반 구축 

2-1. 지역서점 공동 온라인서점 구축과 협업
시스템 고도화

o 지역서점 pos 연계 공동 온라인서점 구축
o 공동구매 ․ 물류 시스템․ 주문 연계

2-2. 지역서점 POS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o PDS(Pos Data Service)분석 시스템 구축
o 지역서점 경영효율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역서  POS 연계 구축 사업 2 단계 추진 계획

  - 1 단계(2015년 9월에서 2016년 3월) 지역서점 POS 인프라 개선과 협
업기반 구축사업은 ‘지역서점포털사이트’를 만들고, B2B 기능으로 POS
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신간 정보유통, 도매상주문자동화, 출판
사 판매/재고현황 제공, 판매통계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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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전국의 지역서점 정보제공, 모바일기기와 GPS를 활용한 가까
운 서점의 책 찾기, 지역서점 이벤트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 2016년 추진될 2 단계 ‘POS 연계 고도화와 경쟁력강화 사업’은 보다 많
은 지역서점의 참여로 공동 온라인 서점 구축, PDS(POS Data Service)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계서비스 제공

  - 향후 지역서점의 온라인 협업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매장과 연계된 웹,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지역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채
널을 확대해 나가고, 전자책 판매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모
델 기반 구축

 지역서  POS 연계 구축 사업 서비스 구성도

  

<그림 4-5> 지역서점 POS 연계 구축사업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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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OLIS-NET과 KOLAS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인 KOLIS-NET은 전국 공공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종합목록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KOLAS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으로, 수서, 정리, 대출 및 반납
에 이르는 도서관 자료관리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KOLIS-NET과 KOLAS
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KOLAS를 통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을 중심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이 종합목록을 구축하며 이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KOLIS-NET과 KOLAS의 연계구조
는 <그림 4-6>22)과 같다. 

<그림 4-6> KOLIS-NET과 KOLAS의 연계구조도

22)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 “KOLAS III 시스템 소개,” <http://kolas.nl.go.kr/nltec
h/pageLink.do?link=contents/kolas3/intro>: 2015년 11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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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도서관의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인 KOLIS-NET은 국립중앙도서
관과 연계된 전국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통합한 것으로, 각 도서관은 
KOLAS를 통하여 MARC 레코드를 반입 및 KOLIS-NET에 업로드하여 국립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공공도서관의 협동목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현재 KOLIS-NET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된 전국의 384개 공공
도서관의 자료가 통합되어 있으며,23) KOLAS는 전국 957개 공공도서관이 사
용하고 있다.24) 이것은 전국 960개 공공도서관25)의 99%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위한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인 KOLASYS-NET
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서버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인
터넷을 통해 소장도서자료 등록 및 관리, 대출, 반납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작은도서관들은 KOLIS-NET에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간편서지입력이 가능하다. KOLASYS-NET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 전국 
840개 작은도서관(장서수 1권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다.26) 이것은 전국 
5,936개 작은도서관27) 중 14%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5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국제표준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23) KOLIS-NET 홈페이지 <http://www.nl.go.kr/kolisnet/faq/faq.php>: 2015년 11월 19일 

검색.
24)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 “KOLAS III 보급도서관 현황,” <http://kolas.nl.go.kr/

nltech/plib/kolas/state/supplyReqState.do>: 2015년 11월 19일 검색.
2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potal/libschMng.do>: 2015년 12월 9일 

검색.
26)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 “KOLASYS 시스템 소개,” <http://kolas.nl.go.kr/nltec

h/pageLink.do?link=contents/kolasys-net/intro>: 2015년 12월 8일 검색.
2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potal/libschMng.do>: 2015년 12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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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CIP, 납본 등 도서관과 출판
계가 연계된 분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그림 4-7>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이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출판사는 ISBN 및 ISSN, CIP, 납본 
신청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서관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
템을 통하여 CIP 데이터의 다운로드, 출판예정도서의 검색, 구매목록 자동생
성,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메일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CIP 업무절차는 <그
림 4-8>28)과 같다.

2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6,  <http://www.nl.go.kr/upload/nl/pds/research
_data/year_2006/seji_report.html>: 2015년 12월 8일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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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IP 업무 처리 절차 개요도

1.6 인터넷서점과 포털사이트

 CP(Contents Provider)업체 중 도서정보를 소개하는 Book CP 업체는 인
터넷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과 같은 인터넷서점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와 같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인터넷서점은 각자 도서DB 구축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서점협의회를 통하여 중복비용 감축을 위한 공동의 데이터베
이스구축을 협의한 바는 있지만 실제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서점 등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제휴협력관계로 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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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도서정보 특히, 서평과 같은 부가정보가 아닌 
도서의 기본 서지정보를 중복해서 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양 기관의 구축된 종합목록 상
호연계, 학술정보자원 공동 활용, 목록데이터 입력 표준 등 정보자원 표준화, 
국내외 상업용 DB구입 시 공동 구입 활용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
(2001.02.23.)하였다.

2. 요구사항 분석 

1.1 표적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표적집단면접은 2015년 11월 02일 〜 11월13일까지 이루어 졌다. 대상자는  
출판사(3곳), 서적유통 및 MARC 업체(3곳), 인터넷서점(1곳)이었으며, CIP
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제공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접의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출판사 면접 결과 분석
 출판사는 학술전문출판사 일수록 CIP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
과 학교도서관의 학술전문도서 수요에 대한 기대에서 기인한다.
 학술전문출판사는 일반단행본(문학, 교양, 실용 등)에 비해 시장 수요가 
적은 관계로 발행부수가 적기 때문에 도서관의 구매는 중요한 기대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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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는 한국문헌번호(ISBN)에 비해 CIP는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출판사 내부 절차에서 책을 발행할 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절차상 인식이 
되면 CIP의 활용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부여받고 있다.
 규모가 큰 출판사의 경우 발행절차에 넣는 것이 중요함. 소규모 출판사
나 1인 출판사의 경우 도서홍보와 판로개척에 대한 기대로 충성도가 높을 
수 있다.
 CIP 이용 시 애로사항 관련해서는 CIP의 항목 중 파일 업로드 시 일부 
오류와 CIP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ISBN의 처리기간에 맞추어 동시처리 요
청 요구가 있었다.

  □ 인터넷서점

 인터넷교보, 예스이십사, 알라딘, 인터파크로 구성된 인터넷서점협의회에
서도 도서DB 구축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논의는 있었으나 현실화 되지
는 못했다.
 표준화된 기본 서지정보에 대해 국가적으로 공동의 목록시스템을 만들
고, 법제도로 규정한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외 서
평 등의 부가가치 요소는 각 사별로 경쟁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방향 검토 
필요하다.
 CIP 와 협업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판
사의 역할을 함께 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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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적유통 및 MARC 업체 면접 결과 분석

 도서납품 장비업체는 2인 〜 5인 정도의 규모로 주요업체는 10개 업체
가 있으며 년 매출 2억 ~ 5억 내외의 소규모 업체 이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대비 장비비를 10%로 가정할 때 장비비의 약 
50%를 MARC 비용으로 추정된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전체 자료구입비를 600억으로 볼 때 30억 정도가 
MARC 구축비로 소요 된다.
 CIP 보다 KOLIS-NET에 대한 사용률이 높으며, MARC 데이터에 대해
서는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자를 통합해서 하나의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이 있었다.
 공공도서관 MARC 납품 시 이용하는 데이터 활용은 KOLIS_NET 활용
과 자체직접구축으로 나누며, KOLIS NET 이용률은 30% 〜 70%까지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CIP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 된 분류’, ‘총서명이 빠지는 경우’, ‘쪽수가 없는 경우’, ‘형태사항 
누락’, ‘제목, 가격 오류’, ‘보다 많고 신속한 목록 필요’를 요구하였다.  
 또한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류신고 기능’ 항목을 추가하여 오기된 
정보를 보완하는 체제 검토 필요하다.
 MARC 구축 비용은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라, 점진적으로 CIP가 활성화 
되어 선순환 구조가 되더라도 도서납품 장비 회사 운영에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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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스템별 연계 고려사항

□ 출판유통정보시스템 DB
 출판유통진흥원에서 구축 중인 ‘출판유통 신간도서 DB구축’과 관련해서
는 CIP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제공방식에 대한 개선 
고려사항은 제공항목 관련해서 이미지, 목차, 초록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제
공(유아동도서와 같이 목차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공방식은 ISBN 
호출 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방식 적용을 검토
해야 한다. 또한, CIP 데이터와 유통도서 DB의 상호 검증체계 마련을 위
한 DB 구축팀 운영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CIP 시스템의 출판예정목록 정보와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의 유통도서목록
의 상호 보완적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한국출판도서총목록’(Korea Books 
In Print)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체제 구축 필요하다.  

□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에서 가격변동정보
를 CIP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IP 정보가 
서지정보의 최종 확정된 정보를 유지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정보 보완의 시스템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 지역서점포털사이트
 지역서점포털사이트는 서점, 출판사, 도서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
으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IP와 출판유통 업계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현재 구축 중인 지역서점포털사이트에 CIP 목록
을 제공하여, 출판예정정보로 서비스하면 홍보 효과를 얻고 지역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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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시 CIP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KOLIS-NET과 KOLAS
 CIP 데이터의 도서관 활용을 위해서는 KOLIS-NET과 KOLAS에 제공
되는 CIP 데이터의 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
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구매목록생성에서 도서구매까지 CIP데이터와 
연계하여 MARC를 구축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계 
개선이 필요하다. 

□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현재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개선과제로 ① CIP 정보입력 -> ②
ISBN 발급 -> ③ 납본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출판사가 입력 CIP를 입력할 때 초기, 갱신, 확정의 3 단계로 데이
터 검증프로세스를 제공하고, 확정통보 시 필수항목(mandatory)으로 표지
이미지, 목차, 초록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야 한다.

□ 인터넷서점과 포털사이트
 인터넷서점과 포털사이트는 독자가 도서정보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 협의를 통해, CIP 정보가 출판예정도서목록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터넷서점이나 포털사이트 또한 서지
정보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DB 구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CIP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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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각 연계 고려시스템에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CIP 홍보 확산을 
배너 홍보를 통해, 출판사와 이용자에게 CIP를 홍보해야 한다. 입력된 출
판예정도서정보를 메타데이터로 활용하기 각 시스템 환경에 맞는 연계 구
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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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CIP 시스템의 비 과 략 수립

1. CIP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정립

출판물에 목록정보를 함께 포함시켜 출판한다는 CIP의 기본적인 기능을 최
초로 구체적으로 실현한 CIS와 그 뒤 1970년에 시작한 LC의 CIP는 협동목록
을 위한 인쇄카드배포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서관은 목록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CIP 역시 ECIP로 변화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CIP는 기존의 기능 및 역할을 변화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CIP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CIP 시스템은 출판사와 도서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출판사에게 도서관
의 자료 구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며, 도서관에게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29) 출판예정도서목록인 CIP는 목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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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속한 제공으로 출판사에게는 출판물의 홍보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
관에게는 수서 및 목록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CIP 활용을 통한 도서관 및 출판사, 도서관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
과 같다.30) 먼저 도서관 입장에서는 ① 목록업무에 드는 시간 및 노력, 비용의 절
약, ② 목록의 품질 개선, ③ 자료입수 및 제공, 목록정보 제공 시간의 단축의 장점
이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① 출판물의 사전 홍보 가능, ② 출판물 판매 증대의 
장점이 있으며, 도서관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① 신속한 목록정보 제공으로 인한 도
서관자료의 신속한 이용 가능, ② 목록 품질개선으로 인한 도서관자료 이용을 위한 
개선된 서비스 이용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출판계와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출판물로 함께 
연관되어 있다. 출판종수의 다양성은 그 나라의 정보 다양성으로 분석될 정도
로 출판물을 통한 정보의 제공은 여전히 국민들의 정보 환경을 위한 중요한 
척도로 가늠되고 있다. 도서관계의 구매력은 출판계에게 안정적인 출판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안정적인 출판환경은 출판계에게 양질의 출판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도서관은 이로 인해 더 다양한 양질의 출판물을 수집
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CIP는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공동협업(共同協業)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훌륭한 협업의 결과는 이 두 분야에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CIP의 활용을 통해 나타난 효과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도서관 이용
자인 국민들인 것이다. CIP를 통해 도서관 및 출판계는 협력을 통한 서지정보
의 신속한 제공으로 국가서지정보 체제확립에 도움을 주며, 출판계 및 도서관
계의 협력강화를 통한 국민 정보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29) IFLA 홈페이지, “Cataloguing in Publication (CIP) overview,” <http://www.ifla.org/node/
8311>: 2015년 11월 21일 검색.

30) 오동근, 여지숙, op. cit.,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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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IP 기능과 역할 개요도

1.1. 출판물의 메타데이터로서의 기능

CIP는 현재 도서관계에서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출판 및 목록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CIS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CIP는 형태사항을 제외한 목록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도서관의 목록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출판계에서 필요한 메타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CIP는 도서관
계는 물론 출판계의 목록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 대
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판계 역시 출판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
하고 있으며, CIP는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LC는 2009년부터 출판사에서부터 ECIP에 받아들일 수 있는 ONIX 레코드
를 MARC 레코드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2개의 출판사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ONIX 데이터에 ISBN을 가진 출판예정도서의 ISBN을 매핑
(mapping)하도록 하여, ONIX를 MARC로 변환하는 것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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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X와 CIP, MARC의 변환은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메타데이터와 목록 작성
에 드는 중복 노력을 절약하여, 두 분야가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CIP도 ONIX와 CIP, KORMARC를 매핑을 
통한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다. 

1.2. 도서관의 수서 및 정보서비스 업무에서의 활용

CIP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여전히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목록정보의 제공이
다. 그러나 도서관은 이미 온라인으로 구축된 협동목록체제를 구축하고 있으
며, 이러한 상황에서 CIP가 가장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목록정보의 신속
한 제공은 더 이상 CIP만의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도서관계는 CIP에 대하여 자료의 선택 및 구입과 
관련한 수서업무에의 활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CIP
가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 업무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CIP는 메일링서비스를 통하여 출판을 1주일 앞
둔 자료에 대해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을 
통하여 구매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선택을 위한 업무는 목록정보 이외에도 출판물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출판물의 형태나 대상에 대한 정보와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ISBN과 출판계의 협력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SBN의 부가기호는 독자대상기호와 발행형태기호, 내용분류기호로 구성되
어 있다. 독자대상기호의 경우 교양, 실용, 여성, 청소년, 중고 학습참고서, 초
등학습참고서, 아동, 전문서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발행형태기호는 문고본, 
사전, 신서판, 단행본, 전집 ․ 총서 ․ 다권본(多卷本) 시리즈, 전자출판물, 도감, 
그림책 ․ 만화, 혼합자료 ․ 점자자료 ․ 마이크로자료 등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31)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ONIX Pilot,’ <http://www.loc.gov/publish/cip/topics/onix
pro.html>: 2015년 12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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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내용분류기호는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의 요목의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부가기호를 활용하면 CIP 데
이터를 대상독자, 발행형태, 주제 등에 의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판계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간략한 소
개가 포함되고,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이 KOLAS와 연계된다면, 가장 활용도
가 높은 수서업무를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IP를 활용하여 도서관은 또한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는 자
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도서관에 희망도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1.3. 출판계의 출판물 홍보 및 판매 증대

도서관은 출판계의 가장 큰 단일고객 중 하나이다. CIP는 도서관계 및 도서
관 이용자에게 출판예정도서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서관은 
물론 개별이용자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즉 CIP를 활용하여 
출판계는 도서관에 대하여 출판물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도 가능하며, 도서관 
이용자인 국민들이게 간접적인 홍보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
판계의 적극적인 CIP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CIP를 수서목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CIP에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정보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CIP
의 또 다른 효용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CIP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구매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
는 데이터 풀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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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IP 시스템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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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P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SWOT 분석

2.1 SWOT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이 2003년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eCIP는 시작부터 인터넷 환
경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LC는 1971년에 인쇄카드 배포서비스의 시간지체를 보
완하기 위하여 CIP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 본격적으로 ECIP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국내 도서관계는 이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해 오
고 있으나, 출판계 및 정보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3년간 운영된 CIP의 
도입 당시 목적과 변화된 환경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SS WW
국가대표도서관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운영

하는 프로그램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ISBN, CIP, 

납본의 one-stop 서비스 구축을 통한 편리

한 인터페이스

13년 이상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수준 높은 노하우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신속한 출판

물 발간 속도에 따른 CIP 처리속도에 대

한 출판계의 불만족

출판계 및 도서관계의 CIP 프로그램에 대

한 낮은 인식도

CIP 프로그램 참여 출판사 부족으로 인한 

총 출판예정도서 대비 빈약한 CIP 데이터 

풀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CIP 데이터 활용

도의 저하

도서관 시스템(KOLAS)과 별도로 운영되

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OO TT
IT 및 정보환경변화로 메타데이터로서 

CIP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의 증가

출판유통진흥원의 신간도서 ONIX DB와의 

연계를 통해 고품질 도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도모

출판계의 불황과 경쟁심화에 따른 개별출

판사의 마케팅 필요성 증가

출판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출판사 

및 1인 출판사의 마케팅채녈로서의 역할 

증대 가능성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출판계에 대한 도서관의 구매력 감소

대형출판사 및 대형서점의 자체 마케팅 능

력향상으로 인한 CIP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출판유통업체 간의 경쟁 등 영업상 특성으

로 인한 CIP 참여 및 공유, 협력 의지 약화 

가능성

<그림 5-3> 국립중앙도서관 CIP 프로그램의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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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결과 강점으로 CIP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CIP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이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유통지원
시스템을 통해 ISBN, CIP, 납본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출판사에
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환경은 출판 예정 도서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CIP의 특징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CIP를 운영한 지난 13년간
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경험은 CIP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약점요인으로 국내 출판계의 출판물 발간 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러한 속도 속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무리 빨리 CIP 데이터를 처리
한다 하더라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리고 출판계에서는 CIP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계도 마
찬가지이다. 그나마 CIP를 수서 및 정리에 활용하는 도서관에게도 CIP 프로그램에 
출판계의 참여가 미비함으로 인한 빈약한 CIP 데이터 풀은 도서관의 CIP 활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CIP를 활용하는 도서관은 CIP가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KOLAS와 연계되어 그 활용이 더 편리해 지기를 바라고 있다.

기회요인으로 CIP는 IT  및 정보환경변화로 메타데이터로서 CIP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의 증가하여,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의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다. 특히, 출판유통진
흥원의 신간도서 ONIX DB와의 연계를 통해 고품질 도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
반을 도모할 수 있다. 출판계의 불황, 영세출판사 및 1인 출판사의 증가는 CIP의 
마케팅 활용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위협요인으로 출판계 및 도서관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출판사 및 대
형서점들은 CIP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CIP는 출판 예정 도서에 대
한 데이터이므로 이를 미리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게다가 공공도서관
의 자료구입예산의 부족은 CIP를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출판계에게 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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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을 어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IP의 SWOT 분석 결과 CIP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으나,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낮은 
인식은 CIP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CIP 데이터를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IT 및 유관 정보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CIP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IP
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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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WOT 분석 전략과제 도출

SWOT 분석에 따라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의 각각 
3가지 전략으로 총 12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Strength Weakness

국가대표도서관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운영하는 프로
그램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하
는 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 인프라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ISBN, CIP, 납본의 
one-stop 서비스 구축을 
통한 편리한 인터페이스
13년 이상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수준 높
은 노하우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신속한 출판물 발간 속도에 
따른 CIP 처리속도에 대한 출
판계의 불만족
출판계 및 도서관계의 CIP 프
로그램에 대한 낮은 인식도
CIP 프로그램 참여 출판사 부
족으로 인한 총 출판예정도서 
대비 빈약한 CIP 데이터 풀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CIP 데이
터 활용도의 저하
도서관 시스템(KOLAS)과 별
도로 운영되는 서지정보유통
지원시스템

o
p
p
o
rtu

n
itie

s

IT 및 정보환경변화로 메
타데이터로서 CIP 데이터
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의 
증가
출판유통진흥원의 신간도서 
ONIX DB와의 연계를 통해 
고품질 도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도모
출판계의 불황과 경쟁심
화에 따른 개별출판사의 
마케팅 필요성 증가
출판계의 대다수를 차지
하는 영세출판사 및 1인 
출판사의 마케팅채녈로서
의 역할 증대 가능성

S-O 전략 W-O 전략

▶ CIP와 ONIX 시스템 연계 

전략

▶ 고품질 도서정보 제공 

전략

▶ Korea Books in Print 발간 

체제 구축 전략

▶ CIP 발전협의회 운영 전략

▶ CIP 출판사 참여 홍보 전략

▶ CIP 품질 향상 전략

T
h
re

a
ts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출판계에 대
한 도서관의 구매력 감소
대형출판사 및 대형서점의 
자체 마케팅 능력향상으로 
인한 CIP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출판유통업체 간의 경쟁 등 
영업상 특성으로 인한 CIP 
참여 및 공유, 협력 의지 
약화 가능성

▶ CIP 시스템 고도화 전략

▶ CIP 연계 확산 전략

▶ CIP 운영 조직 발전 전략

▶ 도서관 구매 연계와 MARC 

비용 절감 전략

▶ 우수사례 발굴 홍보 

▶ 법제도 정비 전략

S-T 전략 W-T 전략

<그림 5-4> 국립중앙도서관 CIP 프로그램 SWOT 분석과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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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P 시스템 비전과 전략 도출

SWOT 분석에 따라 4대 추진 전략 12개 전략과제에 따른 CIP 활용도 제고 방
안의 비전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비 전
지식정보와 문화 융성의 강력한 기초 

국가서지정보  

목 표 CIP 시스템 기반 Korea Books In Print 체제 구축

4대 추진전략 12대 전략 과제

전

략 

1 

CIP 중장기 

비전 기반 

구현 전략

1-1. CIP와 ONIX 시스템 연계 전략

1-1. 고품질 도서정보 제공 전략

1-1. Korea Books in Print 발간 체제 구축 전략

전

략 

2 

CIP 

이해당사자 

견인 전략

2-1. CIP 발전전략협의회 운영 전략

2-2. CIP 출판사 참여 홍보 전략

2-3. 우수사례 발굴 홍보 전략

전

략 

3 

CIP 시스템 

고도화 전략

3-1. CIP 시스템 고도화 전략

3-2. CIP 품질 향상 전략

3-3. 도서관 구매 연계와 MARC 비용 절감 전략

전

략 

4 

CIP 운영 기반 

확대 전략

4-1. CIP 운영 조직 발전 전략

4-2. CIP 연계 확산 전략

4-3. 법제도 정비 전략

<그림 5-5> CIP 활용도 제고 방안 비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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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략 1 - CIP 장기 비  기반 구  략

2. 략 2 - CIP 이해당사자 견인 략

3. 략 3 - CIP 시스템 개선 략

4. 략 4 - CIP 운  기반 확  략





제 6장  CIP 주요사업 모델 및 핵심과제 도출 ●  115

제6장

CIP 장기 략 과제

 

1. 전략 1 - CIP 중장기 비전 기반 구현 전략

SWOT 분석에 따라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의 각 3
가지 전략으로 총 12개 전략과제를 도출에 따른 과제와 사업모델을 다음과 같다.

1.1. CIP와 ONIX 시스템 연계 전략 과제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는 도서정보를 표현하는 언어이며, 교환 프
로토콜이다. 온라인 상에서 풍부한 도서정보를 교환하기에 적합한 도서정보 기술형
식이다.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도서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도서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형식인 ONIX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출판사, 유통사, 서점
이 도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7월 미국출판협회와 
주요 도매상, 온라인 서점이 참여한 회의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후 국제표준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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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위한 작업을 거쳐, ONIX International이라는 전 세계적인 표준안으로 발전하였
다. 서적 및 잡지 산업의 국제 표준화 부서인 EDltEUR의 지도 하에, 미국의 
BISG(Book Industry Study Group) 영국의 BIC(Book Industry Communication), 
캐나다, 유럽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 생겨난 서로 다른 데이
터 형태의 단초들이 ONIX로 합쳐졌다. ONIX는 국 200여개 이상의 부가적인 도서정
보 항목을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최근 ONIX for books 3.0에서는 전자책을 포
함할 수 있는 통합 메타데이타 표준으로 확장했으며, 종이책, 전자책 뿐만 아니라 서
점, 온라인 서점 등에서 취급하는 CD, Cassette Tape, DVD, Video Tape, 지구본, 
지도, 우편엽서 등의 유통표준이다.
 전자출판의 도서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인 서지정
보의 경우 종이책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만 식별자, 파일형식, 서비스 방식, 
저작권정보, DRM 등 추가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기술 항목이 많기에 ONIX가 
유용하다. 특히, 전자책 표준 포맷으로 채택하고 있는 EPUB의 경우 ONIX 
for books 3.0형식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파일 안에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서정보유통이 쉬울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출판유통진흥원이 
EDItEUR의 멤버로 매년 신간도서정보를 ONIX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 하고 있으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형식이며, MARC나 엑셀
로 변환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다. 

MARC가 도서관 서지정보표준으로 상당히 오랜기간 자리잡아 왔으나, 인터넷 
환경하에 고품질의 도서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교환하기 위한 요구가 생
기게 되었다. 최근에는 도서관의 자료관리를 위한 서지표준인 MARC와 풍부
한 고품질 도서정보를 포함하는 ONIX간의 연계 활용을 위해 ONIX to MARC
간 호환규칙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의 CIP Advisory Group32)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7월 CIP Advisory Group 회의에서

32) CIP 자문 그룹 (CAG)는 CIP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위해 1979 년에 설립되었다. CAG 회의는 

ALA 연례 행사에 개최된다. CAG의 회원은 도서관 커뮤니티, 출판 커뮤니티, 책 공급 업체 및 서지 

유틸리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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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NIX-to-MARC Pilot Project Update에 대한 발표와 함께  MARC와 
ONIX는 도서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표준으로 함께 연계발전 할 것으로 보았
다.33) 또한, ONIX는 미국의회도서관의 MARC21과 영국도서관의 UNIMARC
과 연계되었다. 일부 국가도서관에서는 CIP 목적으로 출판사로부터 ONIX 데
이터를 수신하거나 온라인 공공접근 카탈로그(OPACs: 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의 도서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34)

CIP와 ONIX가 서지정보표준으로 함께 발전하는 동향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CIP와 ONIX간의 연동 프로젝트의 구현을 전략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사)출판유통진흥원에서 신간유통도서 정보를 ONIX 형식으
로 DB화 하고 있으며, 도서관에는 MARC로 변환하여 정보제공서비스를 구현
하고 있다. 고품질의 도서정보가 보다 많은 출판물의 판매를 촉진한다는 비전
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 고품질 도서정보 제공 전략 과제

  미국의회도서관의 CIP 프로그램은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즉, ‘출판물의 구입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출간 전 출판사들
이 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도서정보를 입력하고 CIP 데이터를 부여 받
아 표제지에 인쇄를 한다. 미국의회도서관은 전세계 대형 도서관, 도서 서비
스, 도서 공급 업체에 MARC 형태로 매주 도서정보를 배포하고, 이러한 도서
정보는 커뮤니티를 통해 재 배포되며 이를 활용하여, 출판물의 구입을 용이하
게 한다.35)

결국 CIP와 ONIX의 최종목표는 ‘고품질의 도서정보’를 서비스하여 출판물의 

33) “ONIX-to-MARC Pilot Project Update” CIP Advisory Group Meeting, ALA Midwinter 

Conference, 2010.7.1. 

34) International ISBN Agency, "ISBN User's Manual International Edition Sith Edition" 2012, 26p

35) 미국의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loc.gov/publish/ci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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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고품질 도서정보란 무엇인가? 도서를 찾기 수월하
게 하며, 도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서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정보이다. 도서의 판
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표지, 목차, 초록, 서평, 저자이력, 이벤트 정보 등 데이터 
항목이 풍부한 도서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품질 도서정보는 도서를 보다 더 수월
하게 찾게 하고, 판매를 증진시킨다. 2012년 1월에 닐슨북은 도서정보와 판매 간의 
연관성을 다룬 백서를 발행하였다.36) 닐슨북은 영국의 ISBN과 SAN(Standard 
Address Numb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의 서적상과 
출판사, 도서관에 도서정보 제공서비스를 한다. 또한, 도서의 상거래 솔루션을 제
공하며, BookScan Service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이탈
리아,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 도서의 소매판매 실적을 추적함으
로써 상세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시의적절한 도서판매 정보를 통한 구매결정
과 재고관리에 기여한다. 

<그림 6-1>닐슨북의 4가지 주요 서비스

36) Nielsenbook “White Paper: The Link Between Metadata and Sales”,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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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의 카미 칸(Ka Meechan)  아시아태평양 담당 상무이사는 2012년 서울국제도
서전 개막식에 열린 “2012 북비즈니스콘퍼런스 – 디지털 변환기 국제출판계의 대응
전략”에 참여하였다. 카미칸은 “디지털시대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을 주제로 “고품질 
도서정보(enhacede metadata)로 더 많은 책을 팔 수 있다”며 백서의 내용을 소개하
였다.37) 백서는 기본적인 항목을 채운 도서정보와  기본적인 도서정보 외에 부가
적으로 기술된 초록, 목차, 서평, 저자약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품질이 향상된 
고품질 도서정보간의 도서판매 정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11년의 경우 상위 판매 도서 10만개 중 BIC 기본정보38)의 충족여부와 
이미지정보가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판매 수량을 비교했다.

<그림 6-2>BIC 기본정보와 이미지 충족여부에 따른 매 수량

37) 자료. http://www.booktrade.or.kr/conf2012/conf2012_page05.jsp 출판유통진흥원 홈페이지 > 콘퍼

런스 > 2012 > 자료실 

38) 영국 Book Industry Communication의 11가지 기본도서정보 항목 :  ISBN,  Title,  Product 

form, Main BIC subject category, Imprint name, Publication date, Cover image, At 

least one supplier name, Availability status, GBP retail price including VAT, 

Statement of rights relating to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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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불충족, 이미지 X : 평균 385부
② 기본 불충족, 이미지 O : 평균 1,416부
③ 기본 충족, 이미지 X : 평균 437부
④ 기본 충족, 이미지 O : 평균 2,205부

두 번째로, 도서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 짧은 서술, 긴 서술, 서평, 저자약력, 목
차39)의 부가적인 도서정보를 제공할 경우 ISBN 당 평균 판매실적이다.  

<그림 6-3>고품질 도서정보 충족여부에 따른 매 수량

① 4개의 부가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도서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평균 
1,000부 이상을 판매하며 4개 중 3개를 갖고 있는 타이틀 보다 약 700부
를 더 판매

② 3개의 부가정보를 갖고 있는 도서는 평균 판매가 18% 많아졌고 4개 데이
터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도서는 전혀 없는 경우 보다 55% 높음

③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부가정보가 1개나 2개 있는 경우 
전혀 없는 경우 보다 판매부수가 적은데, 이 그룹에는 대부분 어린이용 활

39) 목차는 한정된 숫자의 타이틀에 한해 적용(14%에 불과)되기 때문에 분석에 들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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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서, 연감류 및 유명 브랜드 제품의 판매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임

백서의 내용 중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BIC 기준을 충족한 도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평균 판매가 95% 많음
② 4개의 핵심 부가정보를 확실하게 입력하면 전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평

균 판매 55% 증가
③ 고품질 도서정보로 오프라인 판매 35% 증가
④ 고품질 도서정보로 경우 온라인 판매 178% 증가
⑤ 현재 영국 온라인 소매상의 판매수치에 의하면 고품질 도서정보의 제공은 

전자책 판매에 더욱더 필수적임

도서정보를 주요 유통사와 서점에 공급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사례로 미국의 
보우커(Bowker)를 들 수 있다. 보우커는 미국 ISBN 에이전시로서 ISBN의 
유료발급과 도서정보의 유통, 그리고 Global books in print 서비스를 통해 출
간예정도서, 유통도서와 절판도서 등의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하고 
있다. 특히, 도서정보를 아마존, 반스앤노블, 구글 등 주요 유통사 및 서점에 
공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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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미국의 ISBN Agency Bowker 웹페이지 

  닐슨북과 보우커의 경우를 보면 출판사가 도서정보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공 
할수록 다수의 판매처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책을 주문하고 독자 또한 도서를 
구매할 확률과 실제 판매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CIP가 출판사의 
도서홍보와 판매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CIP를 기반으로 고품
질 도서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출판사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
다. CIP의 출판사 편익인 출판물의 홍보와 판매촉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CIP 
데이터가 고품질 도서정보에 가깝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3. Korea Books in Print 발간 체제 구축 전략 과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CIP에 출판사의 신청이 증가되면, 서지정보 메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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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활용이 증대 될 수 있다. 특히, 출판유통 신간도서 ONIX DB와 연계하여 실
제 발행으로 이어져 유통되는 DB로 검증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실제 발행된 
도서에 대한 납본 독려 등의 활동을 통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순환 구
조를 만들어가면서 Korea Books In Print의 발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5> CIP와 Korea Books in Print 연계 개요도

 독일의 국가중앙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은 1975년부터 운영해오던 
CIP 제도를 2002년에 중단한 사례가 있다. “독일의 Deutsche National 
Bibliothek(German National Library: DNB)는 CIP 대신 ‘New Release Service’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출판사가 Verzeichnis Lieferbarer Bücher(German Books in 
Print, VLB)에 새로운 책을 등록하면 2주 이내에 이 책이 DNB의 데이터 풀(data 
pool)에 통합되며 매주 PDF 형태의 온라인 저널로 제공된다. 출판사들은 책이 출판
될 때, CIP 데이터 대신 이 책이 DNB의 독일 국가서지(German National 
Bibliography)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넣게 된다.”고 한다. 특히, “VLB에 입력한 
출판예정일자는 납본과 연계되어 있어 출판사가 납본 기한을 어기게 되면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국내에는 아직 Korea Books In Print 라고 할 수 있는 서지유틸리티가 없다. 
국내에서 CIP가 중장기적으로 Korea Books In Print의 발간 체제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전과 전략체계를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과 시스
템연계 고도화를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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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2 - CIP 이해당사자 견인 전략

2.1. ‘CIP발전전략협의회’ 운영 전략 과제

  국내 CIP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출판계, 유통
업계와의 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회도서관
의 경우 CIP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관한 문제는 ‘CIP Advisory Group’(CAG)
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79년부터 CIP 프로그램의 자문을 위한 
CAG는 도서관계, 출판계, 도서판매업자(book vendors), 서지 유틸리티
(bibliographic utilities) 분야 인사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40) 

  CIP 프로그램은 도서관계 단독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출판계
와 도서관계의 협력이 필요한 CIP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
호간의 의견과 요구를 협의할 수 있는 전략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국내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CIP에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CIP 발전전
략협의회’를 구성하여, CIP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협력 체계를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는 20인 내외로 출판계, 출판유통계, 도서관계, 
서지정보관련 서비스업체, 관련 학계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내에 역할과 기
능에 적합한 분과를 만들어 연구조사, 대외협력추진, 프로젝트 추진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해야한다. 관련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
영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내외부적 이해관계의 
협업을 위한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해관계는 첫째, 운영주체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운영주체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둘째, 시스템별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출판유통정
보시스템, KOLIS-NET, KOLAS, RISS 기타 도서관 자료관리스템, 외부 서지

40)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CIP Advisory Group,” <http://www.loc.gov/publish/cip/c
ag/>: 2015년 12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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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서지정보 운영 시스템 등이다.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CIP의 발전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여, 불필요한 서
지메타데이터의 중복 생산 방지를 위한 출판사의 참여를 견인하고, 고품질의 도
서정보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통한 서지정보유통 활성화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CIP의 확대 발전을 위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연구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미나의 개최를 서울국제
도서전 세미나, 도서관대회, 출판포럼 등의 행사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발전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2.2. CIP 출판사 참여 홍보 전략 과제

출판사의 CIP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발행종수가 많은 출
판사를 집중적으로 홍보 견인하는 전략이다. 1년에 1종이라도 발행한 출판사 
수는 2013년에 5,740개사, 2014년에 6,131개사 이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
로 31종 이상 발행한 출판사는 408개 사에 불과하다. 앞선 출판사대상 설문
조사에서 보듯이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의 통계에서 발행종수 상위 200개 사 중 
70여개 출판사만이 CIP 이용실적이 있는 것에서 보듯이 CIP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종수가 높은 출판사부터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래 <표 6-1>에서 보듯이 연간 출판물의 발행량은 11종 이상 1천여 개 출
판사에 집중되어 있다. CIP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견인 대상 출판사를 연
간 발행실적별로 목표 출판사를 나누어서, 1단계로 31 종 이상 400여 개 출
판사, 2단계로 11종 이상 출판사 800여 개, 3단계로 그 밖에 출판사를 견인
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해서 홍보와 관리를 해야 한다. 출판사 설문조사 결과
에서 보듯이 대부분 CIP 프로그램 사용 출판사들은 내부 출판사 업무과정에 
한 번 넣게 되면 ISBN을 발급 받듯이 CIP 프로그램도 이용하게 된다. 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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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 단계 출판사 견인에 집중하여 성공하면 3 단계 출판사의 견인은 상대적
으로 용이할 수 있다.

<표 6-1> KPIPA 연간 발행실 별 출 사 수(2013~2014)

발행종수
2013년 2014년 출판사 수

증감률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1~5종

1종 1,794 31.3% 1,983 32.3% 10.5%

2종 811 14.1% 884 14.4% 9.0%

3종 498 8.7% 538 8.8% 8.0%

4종 357 6.2% 386 6.3% 8.1%

5종 270 4.7% 279 4.6% 3.3%

소 계 3,730 65.0% 4,070 66.4% 9.1%

6~10종

6종 215 3.7% 233 3.8% 8.4%

7종 187 3.3% 202 3.3% 8.0%

8종 158 2.8% 155 2.5% △1.9%

9종 117 2.0% 115 1.9% △1.7%

10종 116 2.0% 112 1.8% △3.4%

소 계 793 13.8% 817 13.3% 3.0%

11~30종

11~15종 392 6.8% 380 6.2% △3.1%

16~20종 217 3.8% 238 3.9% 9.7%

21~25종 123 2.1% 124 2.0% 0.8%

26~30종 89 1.6% 94 1.5% 5.6%

소 계 821 14.3% 836 13.6% 1.8%

31종 

이상

31~40종 129 2.2% 118 1.9% △8.5%

41~50종 59 1.0% 71 1.2% 20.3%

51~100종 120 2.1% 132 2.2% 10.0%

101종 이상 88 1.5% 87 1.4% △1.1%

소 계 396 6.9% 408 6.7% 3.0%

합 계 5,740 100.0% 6,131 100.0% 6.8%

   자료 : 「KPIPA 출 산업동향 2014년 하반기」, 2015.7, 한국출 문화산업진흥원

또한, 출판사관련 유관단체(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
협회, 1인출판협동조합 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분야별 출판협회)와 협의
를 통해 CIP활용도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각 단체에서 주요사업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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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IP 우수사례 발굴 홍보 전략 과제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최초 도서정보 생산자인 출판사와 이용자인 도서관의 
이용 만족도를 높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출판사의 CIP 입력에서 도서관의 구매와 
CIP 데이터를 활용한 MARC 구축까지의 우수한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홍보해야 한
다. 우선적으로 출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판사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
보유통지원시스템의 ISBN과 CIP 프로그램 이용 담당자를 정하고, 출판사 업무과정
에 CIP를 신청하고, CIP를 발행받아 출판물을 제작한다. 출판사의 CIP 담당자를 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사는 CIP 도서정보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출
판사에 도서정보 관리자가 있는지 물어보면, 생소하게 생각한다. 도서실물의 유통, 마
케팅 계획을 세우듯이 도서정보의 유통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는 담당자를 정해야 한
다. 출판사 설문결과 CIP 입력자는 편집자가 대부분이지만, CIP 입력을 도서정보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IP 도서정보 담당자
는 편집자가 될 수도 있고, 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 담당자나, 대표자가 될 수
도 있다.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데이
터베이스화 된 관리체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출판사는 최초의 고품질 도서정보 생
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고품질 도서정보로 책의 발견성을 높이고 판매
를 촉진한다. 출판사의 도서정보가 유통망에서 누락되고 있는 곳은 없는 지, 고품질 
도서정보 항목 중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항시 점검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도서정보의 
관리와 효율적인 유통은 책의 판매증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고품질 
도서정보는 기본적으로 출판사에 의해 도서실물보다 먼저 생성 유통되어야 한다. 도
매상, 서점, 도서관의 시스템은 도서보다 도서정보를 먼저 입수하여야 한다. 출판사는 
도서정보의 최초 생성자의 역할을 담당 할 때, 같은 도서의 기본 도서정보와 이미지, 
목차 등을 도매상, 물류창고, 서점, 도서관 등에서 각기 타이핑하고, 스캔하는 비효율
과 중복비용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다. 

도서관은 CIP를 활용하여 구매대상목록을 만들고, 발주를 할 때 구매대상목록과 
함께 CIP를 활용한 MARC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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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MARC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러
한 출판사와 도서관의 CIP 이용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출판사에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편익이 실질적으로 구
현되어 CIP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질 것이다.

3. 전략 3 - CIP 시스템 개선 전략

3.1. CIP 시스템 고도화 전략 과제

 2002년 CIP 시범운영 이후 연간 5,000여 건에 머물던 CIP 신청 건수가 
2013년 3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개발로 CIP와 SBN을 동시신청 하도록 
개선하여, 2014년 CIP 신청건수는 2012년 대비 570% 증가한 38,381건으로 
정량적 수치는 높아졌다. 출판사 설문분석결과에서 발행종수 상위 출판사 대
비 참여 출판사가 약 35%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자출판물의 신청 비중을 감
안하면 정략적 수치의 증가는 보다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지만 2013년 서지정
보유통지원시스템의 개선 개발이 CIP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보
다 발전적인 CIP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량적 확대와 공공도서관의 CIP 활
용 및 출판사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CIP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CIP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이 출판
유통망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상 출판유통망과 연
계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CIP 시스템의 편익을 출판사가 받을 수 
있는 가시적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CIP 데이터가 도서관용 데이터라는 
인식보다 고품질 도서정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기관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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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CIP의 입력항목 중 필수항목을 늘여야 고품질 도서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기본 항목 외에 표지 이미지, 목차, 초록, 저자사항 등의 부가항목을 출
판사가 필수 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입력된 도서의 도서관 구매이력, 소장정보, 대출통계와 연계 시스템 제
공이력 등을 출판사가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출판사로 하여금 편익을 체감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CIP의 등록과 함께 서지정보가 유통망 시스템들이 호환성과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야 한다. 출판사가 CIP에 도서정보를 충실히 입력
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CIP가 도매상, 온오프라인서점, 도서관들
과 포털사이트 등이 시스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고, 상호 도서정보 동기화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출판사로 하여금 같은 종의 도서정보 데이터 항목
을 여러 시스템에 중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넷째, CIP의 등록과 함께 납본신청이 연계되도록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납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두 곳에서 받고 있는
데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신청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 CIP 시스템과 납본시
스템의 연계 구축을 통해 납본절차를 간소화 하고 CIP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IP, ISBN, 납본 신청에 입력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CIP 제어번호는 'CIP 제어번호'가 부여된다. ‘CIP 제어번호’는 아래 
<그림 6- >에서 보듯이 CIP와 숫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구분 
부호와 부여한 연도 4자리에 일련번호 6자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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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CIP 제어번호 10자리의 구성

CIP 제어번호는 출판물이 CIP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식별기호인데, 이 
제어번호를 받아서 출판물에 인쇄하기 위해 처리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CIP 제어번호가 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식별코드로 유용하게 쓰이는지
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처럼 “이 도서의 서지정보는 CIP 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만 도서에 표시하여도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나 
연계시스템에서는 ISBN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서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하여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CIP 시스템의 등록절차를 초기통보, 갱신통보, 확정통보의 3 단계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ONIX의 서지정보 통보유형인데 CIP의 경우
도 최종 출간 전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시스템에서 변동사항을 갱신하고 최
종 출간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확정통보된 서지정보를 납본신청, 
KOLIS-NET 등 연계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관리하
는 것이다.

일곱째, CIP 활용도 제고 분석을 위해 최초 CIP로 만들어진 KOLIS NET의 
MARC는 태그 또는 로그가 남도록 하는 기술적 검토 필요하다. 도서관 활용
도의 경우 KOLIS NET, KOLAS에서 로그분석을 통한 CIP 활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출
판사, 도서관 대상 이용도 분석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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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출판사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의 신간목록DB와 CIP 입력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어야 한다.

CIP 시스템의 개선은 출판사의 사용자 편의성과 편익을 높이고, 도서관이나 
연계 시스템 등의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CIP 발전전략협의회에 ‘CIP 시스템 고도화 분과’를 구성 운영하여 단계
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축 운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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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IP 품질 향상 전략 과제

CIP는 현재 출판 예정 도서목록으로 목록정보를 출판물의 출판과 동시에 제
공하는 것은 물론,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출판 이전에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판후 도서와의 차이
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중앙
도서관이 CIP를 부여 받은 출판사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출판 직전 CIP 
관련 데이터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출판사가 체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알려
줄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단 
부여한 CIP 데이터에 대한 ‘변경요청’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출판사들이 
변경사항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여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이러한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변경요청을 하여 정확한 CIP 데이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CIP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CIP 데이터의 
신속성, 정확성, 충분성, 유용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용성이 5점 척
도에서 평균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신속성 3.80, 정확성 3.79, 충분성 
3.45이었다.(<표 3-17> 참조) 정확성을 위하여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절
차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미 CIP가 부여된 이후 서지정보유
통지원시스템에는 오픈이 된 CIP를 출판 직전 체크리스트에서 변경사항이 있
을 경우에만 수정하면 되므로 신속성을 크게 저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CIP 데이터에 부여되는 분류기호 및 주제명은 KDC 제6판과 
DDC 제23판,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NLSH)이다. 그리고 이 현재 CIP
에서 제공하는 주제명표목표의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과 더불어 ‘미
국국회(의회)도서관 주제명표(LCSH)’, ‘미국국회(의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
제명표’, ‘미국의학주제명표(MeSH)’, ‘미국국립농학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등
이 KORMARC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아동문학, 의학, 농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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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형태와 주제에 따른 주제명의 부여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
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CIP 데이터에 좀 더 풍부하고 표준화된 주제명을 
부여를 기한다면 CIP 데이터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KOLIS-NET을 활용하여 
목록하는 도서관의 목록 데이터 품질 향상까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조사한 CIP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CIP 데이터의 충분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공
공도서관 사서들은 수서업무에서 CIP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CIP 데이터 풀
이 부족하여 수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CIP 데이
터의 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CIP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출판계에 대한 CIP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한 
홍보와 CIP 신청 및 부여, 변경 등에 대한 업무 및 절차에 대한 교육과 더 빠
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CIP 데이터의 충분성
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출판사의 협력이므로, 출판
사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출판계 기관들의 공동 협
력이 필요할 것이다.

3.3. 도서관 구매 연계와 MARC 비용 절감 전략 과제

특히, 공공도서관 도서구입과 CIP발급도서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IP와 도서
관자료관리프로그램의 시스템 연계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

가.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서의 구매 대상 자료 목록 관리 현황

○ 목록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 도서관의 구입 대상 신간목록은 정기 구매에 따른 대량 구매가 있으며, 정
기 구매의 경우 목록을 도서관에서 직접 입력 하여 발주하는 경우와, 도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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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업체와 협의(연간계약인 경우)를 통해 신간목록을 제공받아 반입하여 활용
하는 경우가 있다. 대량 구매 시에 도서관에서 납품처와 협의하여 납품할 도
서를 결정한 이후에, 납품처에서 신간목록을 엑셀 파일 형태 등으로 생성하여 
도서관에 전달하면, 도서관 자료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반입한 후, 구입대
상 목록으로 구축하여 이용한다. 구입대상 목록이 확정되면, 납품처에 도서 납
품을 입찰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발주하여 도서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품되는 도서 전체에 대한 MARC 형식의 목록을 도서 납품처에서 납품한다.
이 경우, 국가자료공동목록(KOLIS-NET) 및 출판예정목록(CIP)에 MARC가 
존재함에도 별도 MARC 구축비를 지불하고 신간 목록에 대한 MARC를 구입
하는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 자료관리시스템 > 단행자료 > 구입자료관리 > 파일반입

<그림 6-7> 자료관리시스템(KOLAS3)의 구입자료관리의 파일반입 화면

○ 목록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매 대상 목록에 대한 파일(MARC, EXCEL, MODS)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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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료관리시스템(KOLAS3)에서 국가자료공동목록(KOLIS-NET) 반입기
능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공동목록, CIP 등의 목록을 검색해서 구입대상 자료
로 반입할 수 있다. 이때, 반입되는 목록들은 MARC형식으로 반입할 수 있으
며, 구입대상 자료를 구축한 이후, 해당 차수의 구매 발주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주 도서 전체에 대한 MARC를 도서 납품처에서 제
작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MARC 제작 비용을 
중복해서 발생시키는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 

    ․ 자료관리시스템 > 단행자료 > 구입자료관리 > 입력

<그림 6-8>자료관리시스템의 구입자료관리의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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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도서관 구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CIP 데이터 활성화 방안

○ MARC 제작 비용의 중복발생 가능성 감소
MARC 데이터가 CIP 또는 국가자료공동목록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
한 후, 도서 발주시, 해당 MARC 데이터를 도서 납품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함으로써, 도서관의 MARC 데이터 구축 비용을 감소시키며, 국가
서지과에서 제작한 양질의 CIP 목록을 반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국가 서지 목
록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 CIP 데이터의 도서관 홍보를 통한 활성화 유도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3)의 수서대상관리 메뉴 선택 시, 해당화면에
서, 그달의 신규 CIP 목록을 팝업창으로 띄워, 신간 목록을 도서관 수서 담당
자들에게 홍보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의 CIP 등록 신간의 구매를 
유도한다. 현재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으로 통합제공되고 있
는 CIP 목록 정보를, 별도 메뉴로 분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에서 CIP 신
간목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점차 CIP 목록 중심으로 신간 및 구매 대
상 자료 목록 검색기능을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도서관에 구입대상자료로 반
입된 CIP 목록을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서버에 해당 반입 통계를 남겨서, 출
판사에 CIP 등록한 출판물의 도서관내 구입대상자료 등록통계를 제공함으로
써, 출판사가 직접적인 CIP 데이터 등록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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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4 - CIP 운영 기반 확대 전략

4.1. CIP 운영조직 발전 전략 과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에서 CIP는 그 중요성에 비해 운영조직이 협소한 상태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기구에 의하면41) 국가서지과의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운영
에 관한 일’에 담당사무관외 직원 3명이 ‘CIP 제도 운영’ 업무를 맞고 있다. CIP 가 
국가서지의 첫 단추라고 한다면 CIP를 활성화 시키고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첫 단추인 CIP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안정화 된다면 그 
외 자료정리사업 등을 비롯한 연관 업무의 효율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CIP 업무의 특성상 운영조직의 형태에서 민관이 결합된 형태를 추구해 볼 수 있다. 
출판사를 견인하고 출판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출판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
업체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도서관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이해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잘 할 수 있는 업무이다. CIP 활성화 제고는 출
판사와 도서관의 주요 이해당사자를 잘 결합시키고 서지정보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업무이다. 이를 위해서 CIP 운영 조직을 중장기적으로 민간과 정부기관이 결합된 형
태의 운영조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민간과 정부기관의 장점이 발휘되
고 단점을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의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CIP 제도 운영’ 업무를 세
분화 하여 도서관 담당을 정부기관에서 맡고 출판사나 연계업체 담당을 민간에 위탁
하는 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납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하는 경우와 민간업체에 대행을 하는 것처럼 CIP 
제도의 운영 또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 조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41) http://nl.go.kr/app/nl/organization/organ_pop2.jsp?groupCd=90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조직/기구 

> 검색.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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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IP 정보 연계 확산 전략 과제

출판사가 CIP에 도서정보를 충실히 입력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CIP가 도매상, 온오프라인서점, 도서관들과 포털사이트, 재정가 공표시스템 등
이 시스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고, 상호 도서정보 동기화가 이루어 질 수 있
어야 한다. CIP, ISBN, ONIX, 납본, 물류창고관리시스템, 도매상관리시스템, 
온라인서점,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포털사이트, 재정가공표시스템 등의 시스
템 운영 주체간의 협업을 통해 도서정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
편번호와 도로명, 지번, 건물명 등이 표준을 정하여, 웹 서비스(Web Service)
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서 일관된 정보로 운영 되듯이 
도서정보도 기본 서지메타데이터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시스템과 식별자 활용
한 API를 제공하여 연계 시키는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판사가 CIP 시스템에 등록한 서지메타데이터가 연계시스템과 원소스멀티유
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가 ISBN을 이용해 검색한다면 국가적으로 
제일 정확한 서지메타데이터가 연계 될 수 있도록 CIP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출판사가 CIP 시스템에 자사의 목록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면 같은 종의 도서정보 데이터 항목을 여러 시스템에 중복 입력해야 하
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연계 시스템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인터뷰 조사의 요구사항에서도 국가적인 
서지메타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서비스 된다면 연계시스템에서는 부가가치 
정보를 보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체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CIP의 활
용도 제고를 위해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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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제도 정비 전략 과제

CIP는 ISBN을 부여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현재 ISBN 및 CIP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간되고 있다. 정부간행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이 법은 공공기록물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이 업무
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
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 등 공공기록
물에 적용한다.42) 

이 법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을 말하며,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
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43) 그리고 이 법에서는 공공기록물의 발간시 
‘발간등록번호’와 ‘납본’을 하게 되어 있다.44) 

이 법에 따라 정부간행물을 포함한 공공기록물은 발간시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이 발간등록번호는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여 부여받게 되며, 헌
법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한다.45) 발간등록번호의 
신청과 부여는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공공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기록물은 발간등록번호의 표기 
및 발간 이후 기록관이나 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 부
여를 위해 발간 이전에 신청하게 되며, 이 기록물에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CIP의 신청 및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공공기록물에 대
해서도 CIP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4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45)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 <http://www.archives.go.kr/next/manag

er/publishmentGuide.do#guide01>: 2015년 12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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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와 관련된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법률
적인 검토 및 보완을 거쳐 ‘발간등록번호’와 CIP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공기록물은 이른바 ‘회색문헌’(灰色文獻)으로 발간 및 그 이후 활용
을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정보자료이다. CIP와 함께 ISBN을 부여받아야 
하며, 공공기록물을 CIP를 통해 도서관 수서담당자 및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
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CIP 데이터 풀을 확충하는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의 면
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납본과 ISBN 부여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듯이 CIP 제도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1조(국제
표준자료번호) 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4조(국제
표준자료번호의 부여)에 의해 출판사들은 납본과 ISBN에 대해 출판사 업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ISBN은 출판물의 유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한 요소가 되었다. 법 제도에 의한 의무사항 이전에 업계의 자연스러운 참여
를 유도해야 하겠지만, 서지정보 유통을 위한 국가적인 중복비용의 절감과 도
서정보 홍보라는 편익을 고려할 때 ISBN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도서관과 출판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우선된 방법은 법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 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이며, 이를 위해서 CI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에 대한 홍보와 모범 사례를 통한 확산 등을 통하여 출판계의 CIP 프로그램
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CIP 프로그램이 출판사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한 참여의 확대로 CIP 데이터 풀의 확장을 통한 도서관계
의 활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상호 협력 및 이를 통
한 두 분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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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언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 시대이다. 시스템은 융합되고 데이터는 공유되
고 있다. 넘쳐나는 데이터를 저장, 분석, 전송하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언제어디서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이다. 모든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품종 시장인 출판유통시장에서 롱테일 법
칙과 빅 데이터시대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융복합
의 시대에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중장기 방안이지만 신속하게 추진
되어야 할 과제이다. 

CIP는 출판계 및 도서관계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출판물이라
는 동일한 대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두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내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두 분야의 협력은 CIP 프로그램의 성공
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두 분야의 노력이 감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부담을 주는 협력은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특히 비영리기관인 도서관과는 달리 영리기관인 출판사에게는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CIP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두 분야의 협력에서 특히 
출판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IP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출판계 및 
도서관계에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도서
관 사서들의 CIP 인식 및 활용 조사에서, 사서들은 CIP 및 CIP와 ISBN, 납본
을 통합하여 출판사 및 도서관계에 서비스하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대
해서 활용도는 낮았으나 이용 의도는 높았다. 특히 CIP 프로그램의 품질, 만
족도,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CIP 및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
템을 알리고 그 이용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CIP 프
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전국 공공도서관의 각종 업무에 광범위
하게 활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방법은 현재 CIP 프로그램의 개
선이나 새로운 기법의 도입 등과 같은 방법 보다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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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CIP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업무에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CIP 프로그램의 양대(兩大) 고객 중 하나인 사서들
의 요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적절한 CIP 홍보 및 교육
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C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전과 전략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과 연계
된 자원이 투여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기구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검토하고, 그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제고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
이다. 연구진의 한계로 미비한 분석과 방안 제시는 가칭 ‘CIP 발전전략협의회’
의 구성 운영을 통해 보완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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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IP에 대해서 

알고 있다

CIP에 대해서 

모른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93.0%  7.0% 185 100.0%

성  별
남    자  90.7%  9.3%  43 100.0%

여    자  93.7%  6.3% 142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92.7%  7.3%  41 100.0%

30-39세  94.0%  6.0%  83 100.0%

40-49세  92.0%  8.0%  50 100.0%

50세 이상  90.9%  9.1%  11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100.0%  0.0%   9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89.2% 10.8%  74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93.6%  6.4%  47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93.1%  6.9%  29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100.0%  0.0%  15 100.0%

20년 초과 100.0%  0.0%  11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94.2%  5.8%  86 100.0%

정    리  90.2%  9.8%  51 100.0%

열    람  90.5%  9.5%  21 100.0%

기    타  96.3%  3.7%  27 100.0%

지역별
광 역 시  92.3%  7.7%  78 100.0%

비광역시  93.5%  6.5% 107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93.5%  6.5%  46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93.3%  6.7%  45 100.0%

광역교육청 직영  92.0%  8.0%  88 100.0%

사립 및 기타 100.0%  0.0%   6 100.0%

<표 부록-1> CIP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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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제공되고 있은 

것을 모른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86.0% 14.0% 172 100.0%

성  별
남    자  87.2% 12.8%  39 100.0%

여    자  85.7% 14.3% 133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76.3% 23.7%  38 100.0%

30-39세  85.9% 14.1%  78 100.0%

40-49세  91.3%  8.7%  46 100.0%

50세 이상 100.0%  0.0%  10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88.9% 11.1%   9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80.3% 19.7%  66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88.6% 11.4%  44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85.2% 14.8%  2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93.3%  6.7%  15 100.0%

20년 초과 100.0%  0.0%  11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86.4% 13.6%  81 100.0%

정    리  91.3%  8.7%  46 100.0%

열    람  78.9% 21.1%  19 100.0%

기    타  80.8% 19.2%  26 100.0%

지역별
광 역 시  86.1% 13.9%  72 100.0%

비광역시  86.0% 14.0% 100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86.0% 14.0%  43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8.6% 21.4%  42 100.0%

광역교육청 직영  88.9% 11.1%  81 100.0%

사립 및 기타 100.0%  0.0%   6 100.0%

<표 부록-2> CIP 데이터의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 Net) 제공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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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57.0% 43.0% 172 100.0%

성  별
남    자 56.4% 43.6%  39 100.0%

여    자 57.1% 42.9% 133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36.8% 63.2%  38 100.0%

30-39세 56.4% 43.6%  78 100.0%

40-49세 69.6% 30.4%  46 100.0%

50세 이상 80.0% 20.0%  10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55.6% 44.4%   9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48.5% 51.5%  66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61.4% 38.6%  44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63.0% 37.0%  2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53.3% 46.7%  15 100.0%

20년 초과 81.8% 18.2%  11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58.0% 42.0%  81 100.0%

정    리 63.0% 37.0%  46 100.0%

열    람 36.8% 63.2%  19 100.0%

기    타 57.7% 42.3%  26 100.0%

지역별
광 역 시 68.1% 31.9%  72 100.0%

비광역시 49.0% 51.0% 100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44.2% 55.8%  43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61.9% 38.1%  42 100.0%

광역교육청 직영 60.5% 39.5%  81 100.0%

사립 및 기타 66.7% 33.3%   6 100.0%

<표 부록-3> CIP의 업무 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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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매목록자동생

성 기능을 알고 
있다

구매목록자동생

성 기능을 모른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27.6% 72.4% 98 100.0%

성  별
남    자 18.2% 81.8% 22 100.0%

여    자 30.3% 69.7% 76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7.1% 92.9% 14 100.0%

30-39세 27.3% 72.7% 44 100.0%

40-49세 28.1% 71.9% 32 100.0%

50세 이상 62.5% 37.5%  8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40.0% 60.0%  5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31.3% 68.8% 32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11.1% 88.9% 27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41.2% 58.8% 1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12.5% 87.5%  8 100.0%

20년 초과 44.4% 55.6%  9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27.7% 72.3% 47 100.0%

정    리 17.2% 82.8% 29 100.0%

열    람 57.1% 42.9%  7 100.0%

기    타 33.3% 66.7% 15 100.0%

지역별
광 역 시 22.4% 77.6% 49 100.0%

비광역시 32.7% 67.3% 49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26.3% 73.7% 19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30.8% 69.2% 26 100.0%

광역교육청 직영 24.5% 75.5% 49 100.0%

사립 및 기타 50.0% 50.0%  4 100.0%

<표 부록-4>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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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알고 있다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모른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59.2% 40.8% 98 100.0%

성  별
남    자 54.5% 45.5% 22 100.0%

여    자 60.5% 39.5% 76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42.9% 57.1% 14 100.0%

30-39세 59.1% 40.9% 44 100.0%

40-49세 62.5% 37.5% 32 100.0%

50세 이상 75.0% 25.0%  8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60.0% 40.0%  5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56.3% 43.8% 32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51.9% 48.1% 27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64.7% 35.3% 1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87.5% 12.5%  8 100.0%

20년 초과 55.6% 44.4%  9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55.3% 44.7% 47 100.0%

정    리 65.5% 34.5% 29 100.0%

열    람 71.4% 28.6%  7 100.0%

기    타 53.3% 46.7% 15 100.0%

지역별
광 역 시 59.2% 40.8% 49 100.0%

비광역시 59.2% 40.8% 49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63.2% 36.8% 19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50.0% 50.0% 26 100.0%

광역교육청 직영 63.3% 36.7% 49 100.0%

사립 및 기타 50.0% 50.0%  4 100.0%

<표 부록-5>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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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메일링 서비스를 

알고 있다

메일링 서비스를 

모른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43.9%  56.1% 98 100.0%

성  별
남    자 45.5%  54.5% 22 100.0%

여    자 43.4%  56.6% 76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50.0%  50.0% 14 100.0%

30-39세 38.6%  61.4% 44 100.0%

40-49세 46.9%  53.1% 32 100.0%

50세 이상 50.0%  50.0%  8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60.0%  40.0%  5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43.8%  56.3% 32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29.6%  70.4% 27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47.1%  52.9% 1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75.0%  25.0%  8 100.0%

20년 초과 44.4%  55.6%  9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48.9%  51.1% 47 100.0%

정    리 37.9%  62.1% 29 100.0%

열    람 0.0% 100.0%  7 100.0%

기    타 60.0%  40.0% 15 100.0%

지역별
광 역 시 44.9%  55.1% 49 100.0%

비광역시 42.9%  57.1% 49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36.8%  63.2% 19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50.0%  50.0% 26 100.0%

광역교육청 직영 44.9%  55.1% 49 100.0%

사립 및 기타 25.0%  75.0%  4 100.0%

<표 부록-6>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메일링서비스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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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매목록자동생

성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구매목록자동생

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2%  89.8% 98 100.0%

성  별
남    자 18.2%  81.8% 22 100.0%

여    자  7.9%  92.1% 76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0.0% 100.0% 14 100.0%

30-39세  9.1%  90.9% 44 100.0%

40-49세  0.0% 100.0% 32 100.0%

50세 이상 75.0%  25.0%  8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20.0%  80.0%  5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9.4%  90.6% 32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7.4%  92.6% 27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11.8%  88.2% 1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12.5%  87.5%  8 100.0%

20년 초과 11.1%  88.9%  9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12.8%  87.2% 47 100.0%

정    리  0.0% 100.0% 29 100.0%

열    람 28.6%  71.4%  7 100.0%

기    타 13.3%  86.7% 15 100.0%

지역별
광 역 시  8.2%  91.8% 49 100.0%

비광역시 12.2%  87.8% 49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5.3%  94.7% 19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7%  92.3% 26 100.0%

광역교육청 직영 12.2%  87.8% 49 100.0%

사립 및 기타 25.0%  75.0%  4 100.0%

<표 부록-7>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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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41.8% 58.2% 98 100.0%

성  별
남    자 27.3% 72.7% 22 100.0%

여    자 46.1% 53.9% 76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42.9% 57.1% 14 100.0%

30-39세 38.6% 61.4% 44 100.0%

40-49세 37.5% 62.5% 32 100.0%

50세 이상 75.0% 25.0%  8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40.0% 60.0%  5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40.6% 59.4% 32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40.7% 59.3% 27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35.3% 64.7% 1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75.0% 25.0%  8 100.0%

20년 초과 33.3% 66.7%  9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38.3% 61.7% 47 100.0%

정    리 41.4% 58.6% 29 100.0%

열    람 71.4% 28.6%  7 100.0%

기    타 40.0% 60.0% 15 100.0%

지역별
광 역 시 40.8% 59.2% 49 100.0%

비광역시 42.9% 57.1% 49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47.4% 52.6% 19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30.8% 69.2% 26 100.0%

광역교육청 직영 44.9% 55.1% 49 100.0%

사립 및 기타 50.0% 50.0%  4 100.0%

<표 부록-8>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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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메일링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메일링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29.6%  70.4% 98 100.0%

성  별
남    자 31.8%  68.2% 22 100.0%

여    자 28.9%  71.1% 76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35.7%  64.3% 14 100.0%

30-39세 29.5%  70.5% 44 100.0%

40-49세 21.9%  78.1% 32 100.0%

50세 이상 50.0%  50.0%  8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40.0%  60.0%  5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31.3%  68.8% 32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25.9%  74.1% 27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23.5%  76.5% 1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37.5%  62.5%  8 100.0%

20년 초과 33.3%  66.7%  9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34.0%  66.0% 47 100.0%

정    리 13.8%  86.2% 29 100.0%

열    람 14.3%  85.7%  7 100.0%

기    타 53.3%  46.7% 15 100.0%

지역별
광 역 시 30.6%  69.4% 49 100.0%

비광역시 28.6%  71.4% 49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31.6%  68.4% 19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38.5%  61.5% 26 100.0%

광역교육청 직영 26.5%  73.5% 49 100.0%

사립 및 기타  0.0% 100.0%  4 100.0%

<표 부록-9>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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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36

표준편차: 0.750

매우 

불편 
하다

불편 

하다

보통 

이다

편리 

하다

매우 

편리 
하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2.0% 1.0% 65.3% 22.4%  9.2% 98 100%

성  

별

남    자  0.0% 4.5% 63.6% 27.3%  4.5% 22 100%

여    자  2.6% 0.0% 65.8% 21.1% 10.5%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78.6% 14.3%  7.1% 14 100%

30-39세  2.3% 2.3% 70.5% 13.6% 11.4% 44 100%

40-49세  0.0% 0.0% 62.5% 34.4%  3.1% 32 100%

50세 이상 12.5% 0.0% 25.0% 37.5% 25.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100.0%  0.0%  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3.1% 59.4% 25.0% 12.5%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0.0% 66.7% 22.2% 11.1%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11.8% 0.0% 70.6% 11.8%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62.5% 37.5%  0.0%  8 100%

20년 초과  0.0% 0.0% 55.6% 33.3% 11.1%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2.1% 0.0% 66.0% 25.5%  6.4% 47 100%

정    리  0.0% 3.4% 69.0% 20.7%  6.9% 29 100%

열    람  0.0% 0.0% 42.9% 28.6% 28.6%  7 100%

기    타  6.7% 0.0% 66.7% 13.3% 13.3%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4.1% 0.0% 77.6% 18.4%  0.0% 49 100%

비광역시  0.0% 2.0% 53.1% 26.5% 18.4%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73.7% 10.5% 15.8%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7% 3.8% 69.2% 19.2%  0.0%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0.0% 61.2% 28.6% 10.2%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50.0% 25.0% 25.0%  4 100%

<표 부록-10>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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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56

표준편차: 0.897

매우 

불편 
하다

불편 

하다

보통 

이다

편리 

하다

매우 

편리 
하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3.1%  4.1% 40.8% 37.8% 14.3% 98 100%

성  

별

남    자  0.0%  9.1% 45.5% 40.9%  4.5% 22 100%

여    자  3.9%  2.6% 39.5% 36.8% 17.1%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42.9% 50.0%  7.1% 14 100%

30-39세  4.5%  4.5% 45.5% 34.1% 11.4% 44 100%

40-49세  0.0%  3.1% 40.6% 40.6% 15.6% 32 100%

50세 이상 12.5% 12.5% 12.5% 25.0% 37.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60.0% 40.0%  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3.1%  6.3% 34.4% 40.6% 15.6%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3.7%  0.0% 48.1% 33.3% 14.8%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5.9% 11.8% 47.1% 35.3%  0.0%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12.5% 50.0% 37.5%  8 100%

20년 초과  0.0%  0.0% 44.4% 33.3%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2.1%  6.4% 40.4% 42.6%  8.5% 47 100%

정    리  3.4%  3.4% 37.9% 44.8% 10.3% 29 100%

열    람  0.0%  0.0% 28.6% 28.6% 42.9%  7 100%

기    타  6.7%  0.0% 53.3% 13.3% 26.7%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6.1%  4.1% 51.0% 34.7%  4.1% 49 100%

비광역시  0.0%  4.1% 30.6% 40.8% 24.5%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42.1% 36.8% 21.1%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7%  7.7% 46.2% 38.5%  0.0%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2.0%  2.0% 36.7% 40.8% 18.4% 49 100%

사립 및 기타  0.0% 25.0% 50.0%  0.0% 25.0%  4 100%

<표 부록-11>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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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47

표준편차: 0.802

매우 

불편 
하다

불편 

하다

보통 

이다

편리 

하다

매우 

편리 
하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2.0% 1.0% 57.1% 27.6% 12.2% 98 100%

성  

별

남    자  0.0% 4.5% 59.1% 22.7% 13.6% 22 100%

여    자  2.6% 0.0% 56.6% 28.9% 11.8%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71.4% 14.3% 14.3% 14 100%

30-39세  2.3% 2.3% 52.3% 25.0% 18.2% 44 100%

40-49세  0.0% 0.0% 59.4% 34.4%  6.3% 32 100%

50세 이상 12.5% 0.0% 50.0% 37.5%  0.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40.0% 20.0% 4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3.1% 53.1% 28.1% 15.6%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0.0% 63.0% 22.2% 14.8%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11.8% 0.0% 52.9% 35.3%  0.0%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75.0% 25.0%  0.0%  8 100%

20년 초과  0.0% 0.0% 55.6% 33.3% 11.1%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2.1% 0.0% 55.3% 29.8% 12.8% 47 100%

정    리  0.0% 3.4% 55.2% 31.0% 10.3% 29 100%

열    람  0.0% 0.0% 71.4% 28.6%  0.0%  7 100%

기    타  6.7% 0.0% 60.0% 13.3%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4.1% 0.0% 67.3% 20.4%  8.2% 49 100%

비광역시  0.0% 2.0% 46.9% 34.7% 16.3%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68.4% 21.1% 10.5%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7% 3.8% 57.7% 19.2% 11.5%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0.0% 49.0% 36.7% 14.3%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100.0

%
 0.0%  0.0%  4 100%

<표 부록-12>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편리성



[부록] CIP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교차분석표 ●  161

평    균: 3.71

표준편차: 0.93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3.1%  4.1% 30.6% 42.9% 19.4% 98 100%

성  

별

남    자  9.1%  4.5% 13.6% 54.5% 18.2% 22 100%

여    자  1.3%  3.9% 35.5% 39.5% 19.7%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7.1% 14.3% 57.1% 21.4% 14 100%

30-39세  4.5%  6.8% 36.4% 31.8% 20.5% 44 100%

40-49세  0.0%  0.0% 37.5% 53.1%  9.4% 32 100%

50세 이상 12.5%  0.0%  0.0% 37.5% 50.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20.0% 6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3.1%  6.3% 21.9% 37.5% 31.3%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3.7% 40.7% 37.0% 18.5%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11.8%  5.9% 35.3% 41.2%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37.5% 37.5% 25.0%  8 100%

20년 초과  0.0%  0.0% 22.2% 77.8% 0.0%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0.0%  2.1% 23.4% 57.4% 17.0% 47 100%

정    리  6.9%  3.4% 51.7% 24.1% 13.8% 29 100%

열    람  0.0%  0.0%  0.0% 57.1% 42.9%  7 100%

기    타  6.7% 13.3% 26.7% 26.7% 26.7%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4.1%  4.1% 40.8% 40.8% 10.2% 49 100%

비광역시  2.0%  4.1% 20.4% 44.9% 28.6%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10.5% 21.1% 47.4% 21.1%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7%  7.7% 23.1% 53.8%  7.7%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2.0%  0.0% 38.8% 34.7% 24.5%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25.0% 50.0% 25.0%  4 100%

<표 부록-13>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구매목록자동생성 기능의 계속 이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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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4.02
표준편차: 0.908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3.1% 2.0% 15.3% 49.0% 30.6% 98 100%

성  
별

남    자  4.5% 4.5%  9.1% 50.0% 31.8% 22 100%

여    자  2.6% 1.3% 17.1% 48.7% 30.3%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0.0% 71.4% 28.6% 14 100%

30-39세  4.5% 4.5% 18.2% 43.2% 29.5% 44 100%

40-49세  0.0% 0.0% 18.8% 53.1% 28.1% 32 100%

50세 이상 12.5% 0.0% 12.5% 25.0% 50.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20.0% 20.0% 6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3.1% 15.6% 43.8% 37.5%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3.7% 0.0% 14.8% 55.6% 25.9%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11.8% 5.9% 17.6% 58.8%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0.0% 37.5% 62.5%  8 100%

20년 초과  0.0% 0.0% 22.2% 55.6%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2.1% 0.0% 10.6% 63.8% 23.4% 47 100%

정    리  3.4% 3.4% 20.7% 37.9% 34.5% 29 100%

열    람  0.0% 0.0%  0.0% 42.9% 57.1%  7 100%

기    타  6.7% 6.7% 26.7% 26.7% 33.3%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6.1% 2.0% 20.4% 55.1% 16.3% 49 100%

비광역시  0.0% 2.0% 10.2% 42.9% 44.9%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10.5% 57.9% 31.6%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7% 7.7% 19.2% 61.5%  3.8%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2.0% 0.0% 14.3% 40.8% 42.9%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25.0% 25.0% 50.0%  4 100%

<표 부록-14>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CIP MARC 다운로드 기능의 계속 이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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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76

표준편차: 0.838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 3.1% 34.7% 41.8% 19.4% 98 100%

성  

별

남    자 4.5% 4.5% 22.7% 45.5% 22.7% 22 100%

여    자 0.0% 2.6% 38.2% 40.8% 18.4%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7.1% 28.6% 50.0% 14.3% 14 100%

30-39세 2.3% 4.5% 40.9% 29.5% 22.7% 44 100%

40-49세 0.0% 0.0% 28.1% 56.3% 15.6% 32 100%

50세 이상 0.0% 0.0% 37.5% 37.5% 25.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20.0% 20.0% 6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6.3% 37.5% 34.4% 21.9%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0.0% 51.9% 29.6% 18.5%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5.9% 5.9% 17.6% 70.6%  0.0%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37.5% 25.0% 37.5%  8 100%

20년 초과 0.0% 0.0% 11.1% 77.8% 11.1%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0.0% 2.1% 25.5% 53.2% 19.1% 47 100%

정    리 3.4% 3.4% 44.8% 34.5% 13.8% 29 100%

열    람 0.0% 0.0% 42.9% 42.9% 14.3%  7 100%

기    타 0.0% 6.7% 40.0% 20.0% 33.3%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2.0% 4.1% 36.7% 40.8% 16.3% 49 100%

비광역시 0.0% 2.0% 32.7% 42.9% 22.4%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5.3% 36.8% 47.4% 10.5%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0.0% 7.7% 34.6% 42.3% 15.4%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2.0% 0.0% 30.6% 40.8% 26.5%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75.0% 25.0%  0.0%  4 100%

<표 부록-15>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메일링서비스 기능의 계속 이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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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80

표준편차: 0.84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  4.1% 29.6% 44.9% 20.4% 98 100%

성  

별

남    자  0.0%  0.0% 27.3% 45.5% 27.3% 22 100%

여    자  1.3%  5.3% 30.3% 44.7% 18.4%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21.4% 57.1% 21.4% 14 100%

30-39세  0.0%  6.8% 22.7% 50.0% 20.5% 44 100%

40-49세  3.1%  3.1% 37.5% 37.5% 18.8% 32 100%

50세 이상  0.0%  0.0% 50.0% 25.0% 25.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0.0% 60.0% 4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6.3% 25.0% 43.8% 25.0%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7.4% 29.6% 44.4% 18.5%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5.9%  0.0% 29.4% 58.8%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25.0% 50.0% 25.0%  8 100%

20년 초과  0.0%  0.0% 66.7% 11.1%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0.0%  2.1% 31.9% 42.6% 23.4% 47 100%

정    리  0.0% 10.3% 27.6% 51.7% 10.3% 29 100%

열    람 14.3%  0.0% 14.3% 42.9% 28.6%  7 100%

기    타  0.0%  0.0% 33.3% 40.0% 26.7%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2.0%  6.1% 32.7% 44.9% 14.3% 49 100%

비광역시  0.0%  2.0% 26.5% 44.9% 26.5%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31.6% 47.4% 21.1%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0.0%  7.7% 26.9% 46.2% 19.2%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2.0%  4.1% 28.6% 42.9% 22.4%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50.0% 50.0%  0.0%  4 100%

<표 부록-16> CIP 데이터의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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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79

표준편차: 0.77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5.1% 27.6% 51.0% 16.3% 98 100%

성  

별

남    자 - 9.1% 13.6% 63.6% 13.6% 22 100%

여    자 - 3.9% 31.6% 47.4% 17.1%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14.3% 28.6% 50.0% 7.1% 14 100%

30-39세 - 6.8% 22.7% 52.3% 18.2% 44 100%

40-49세 - 0.0% 40.6% 43.8% 15.6% 32 100%

50세 이상 - 0.0% 0.0% 75.0% 25.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20.0% 6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3.1% 21.9% 56.3% 18.8%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11.1% 29.6% 40.7% 18.5%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5.9% 47.1% 41.2%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0.0% 100.0% 0.0%  8 100%

20년 초과 - 0.0% 33.3% 33.3% 33.3%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4.3% 27.7% 53.2% 14.9% 47 100%

정    리 - 6.9% 24.1% 58.6% 10.3% 29 100%

열    람 - 0.0% 28.6% 28.6% 42.9%  7 100%

기    타 - 6.7% 33.3% 40.0%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8.2% 30.6% 53.1% 8.2% 49 100%

비광역시 - 2.0% 24.5% 49.0% 24.5%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5.3% 42.1% 31.6% 21.1%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7.7% 30.8% 57.7% 3.8%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2.0% 22.4% 55.1% 20.4% 49 100%

사립 및 기타 - 25.0% 0.0% 50.0% 25.0%  4 100%

<표 부록-17> CIP 데이터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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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45

표준편차: 0.83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2.0% 7.1% 43.9% 37.8% 9.2% 98 100%

성  

별

남    자 4.5% 4.5% 36.4% 45.5% 9.1% 22 100%

여    자 1.3% 7.9% 46.1% 35.5% 9.2%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7.1% 7.1% 28.6% 57.1% 0.0% 14 100%

30-39세 2.3% 9.1% 47.7% 31.8% 9.1% 44 100%

40-49세 0.0% 6.3% 50.0% 34.4% 9.4% 32 100%

50세 이상 0.0% 0.0% 25.0% 50.0% 25.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0.0% 100.0% 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3.1% 0.0% 53.1% 34.4% 9.4%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3.7% 18.5% 40.7% 25.9% 11.1%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0.0% 5.9% 47.1% 41.2%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25.0% 75.0% 0.0%  8 100%

20년 초과 0.0% 11.1% 55.6% 11.1%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2.1% 10.6% 44.7% 34.0% 8.5% 47 100%

정    리 3.4% 6.9% 27.6% 58.6% 3.4% 29 100%

열    람 0.0% 0.0% 57.1% 14.3% 28.6%  7 100%

기    타 0.0% 0.0% 66.7% 20.0% 13.3%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4.1% 14.3% 44.9% 34.7% 2.0% 49 100%

비광역시 0.0% 0.0% 42.9% 40.8% 16.3%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73.7% 21.1% 5.3%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3.8% 11.5% 53.8% 26.9% 3.8%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8.2% 26.5% 51.0% 14.3% 49 100%

사립 및 기타 25.0% 0.0% 50.0% 25.0% 0.0%  4 100%

<표 부록-18> CIP 데이터의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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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4.14

표준편차: 0.746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1.0% 18.4% 45.9% 34.7% 98 100%

성  

별

남    자 - 0.0% 13.6% 59.1% 27.3% 22 100%

여    자 - 1.3% 19.7% 42.1% 36.8%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0.0% 14.3% 50.0% 35.7% 14 100%

30-39세 - 2.3% 15.9% 52.3% 29.5% 44 100%

40-49세 - 0.0% 21.9% 40.6% 37.5% 32 100%

50세 이상 - 0.0% 25.0% 25.0% 50.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0.0% 60.0% 4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0.0% 18.8% 40.6% 40.6%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3.7% 7.4% 63.0% 25.9%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0.0% 29.4% 52.9% 17.6%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0.0% 25.0% 75.0%  8 100%

20년 초과 - 0.0% 55.6% 11.1% 33.3%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2.1% 19.1% 46.8% 31.9% 47 100%

정    리 - 0.0% 13.8% 44.8% 41.4% 29 100%

열    람 - 0.0% 14.3% 42.9% 42.9%  7 100%

기    타 - 0.0% 26.7% 46.7% 26.7%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2.0% 28.6% 44.9% 24.5% 49 100%

비광역시 - 0.0% 8.2% 46.9% 44.9%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0.0% 21.1% 52.6% 26.3%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3.8% 26.9% 50.0% 19.2%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0.0% 10.2% 40.8% 49.0% 49 100%

사립 및 기타 - 0.0% 50.0% 50.0% 0.0%  4 100%

<표 부록-19> CIP 데이터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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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61

표준편차: 0.72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2.0% 46.9% 38.8% 12.2% 98 100%

성  

별

남    자 - 0.0% 50.0% 36.4% 13.6% 22 100%

여    자 - 2.6% 46.1% 39.5% 11.8%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0.0% 57.1% 35.7% 7.1% 14 100%

30-39세 - 4.5% 45.5% 36.4% 13.6% 44 100%

40-49세 - 0.0% 46.9% 40.6% 12.5% 32 100%

50세 이상 - 0.0% 37.5% 50.0% 12.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20.0% 40.0% 4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6.3% 43.8% 37.5% 12.5%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0.0% 48.1% 44.4% 7.4%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0.0% 58.8% 35.3%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37.5% 37.5% 25.0%  8 100%

20년 초과 - 0.0% 55.6% 33.3% 11.1%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2.1% 46.8% 36.2% 14.9% 47 100%

정    리 - 3.4% 44.8% 48.3% 3.4% 29 100%

열    람 - 0.0% 42.9% 42.9% 14.3%  7 100%

기    타 - 0.0% 53.3% 26.7%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4.1% 55.1% 34.7% 6.1% 49 100%

비광역시 - 0.0% 38.8% 42.9% 18.4%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0.0% 52.6% 47.4% 0.0%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3.8% 57.7% 26.9% 11.5%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2.0% 36.7% 42.9% 18.4% 49 100%

사립 및 기타 - 0.0% 75.0% 25.0% 0.0%  4 100%

<표 부록-20> CIP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이용 절차의 적절성



[부록] CIP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교차분석표 ●  169

평    균: 3.66

표준편차: 0.79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 3.1% 38.8% 42.9% 14.3% 98 100%

성  

별

남    자 0.0% 4.5% 31.8% 50.0% 13.6% 22 100%

여    자 1.3% 2.6% 40.8% 40.8% 14.5%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7.1% 7.1% 28.6% 42.9% 14.3% 14 100%

30-39세 0.0% 2.3% 40.9% 40.9% 15.9% 44 100%

40-49세 0.0% 3.1% 43.8% 43.8% 9.4% 32 100%

50세 이상 0.0% 0.0% 25.0% 50.0% 25.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0.0% 8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3.1% 3.1% 40.6% 37.5% 15.6%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3.7% 37.0% 40.7% 18.5%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0.0% 5.9% 58.8% 29.4%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12.5% 87.5% 0.0%  8 100%

20년 초과 0.0% 0.0% 44.4% 33.3%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0.0% 2.1% 42.6% 42.6% 12.8% 47 100%

정    리 3.4% 3.4% 31.0% 51.7% 10.3% 29 100%

열    람 0.0% 14.3% 28.6% 42.9% 14.3%  7 100%

기    타 0.0% 0.0% 46.7% 26.7% 26.7%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0.0% 6.1% 44.9% 38.8% 10.2% 49 100%

비광역시 2.0% 0.0% 32.7% 46.9% 18.4%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5.3% 0.0% 36.8% 57.9% 0.0%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0.0% 7.7% 57.7% 19.2% 15.4%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2.0% 28.6% 51.0% 18.4%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50.0% 25.0% 25.0%  4 100%

<표 부록-21> CIP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접속 및 다운로드 속도의 적절성



170 ●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평    균: 3.69

표준편차: 0.66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2.0% 35.7% 53.1% 9.2% 98 100%

성  

별

남    자 - 0.0% 36.4% 50.0% 13.6% 22 100%

여    자 - 2.6% 35.5% 53.9% 7.9%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7.1% 21.4% 64.3% 7.1% 14 100%

30-39세 - 2.3% 38.6% 52.3% 6.8% 44 100%

40-49세 - 0.0% 37.5% 50.0% 12.5% 32 100%

50세 이상 - 0.0% 37.5% 50.0% 12.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0.0% 100.0% 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6.3% 31.3% 50.0% 12.5%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0.0% 40.7% 51.9% 7.4%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0.0% 41.2% 58.8% 0.0%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25.0% 62.5% 12.5%  8 100%

20년 초과 - 0.0% 55.6% 22.2%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0.0% 40.4% 48.9% 10.6% 47 100%

정    리 - 6.9% 24.1% 62.1% 6.9% 29 100%

열    람 - 0.0% 42.9% 42.9% 14.3%  7 100%

기    타 - 0.0% 40.0% 53.3% 6.7%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2.0% 44.9% 46.9% 6.1% 49 100%

비광역시 - 2.0% 26.5% 59.2% 12.2%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5.3% 42.1% 52.6% 0.0%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0.0% 53.8% 38.5% 7.7%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2.0% 24.5% 59.2% 14.3% 49 100%

사립 및 기타 - 0.0% 25.0% 75.0% 0.0%  4 100%

<표 부록-22> CIP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의 정보획득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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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63

표준편차: 0.648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1.0% 42.9% 48.0% 8.2% 98 100%

성  

별

남    자 - 0.0% 40.9% 45.5% 13.6% 22 100%

여    자 - 1.3% 43.4% 48.7% 6.6%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0.0% 50.0% 42.9% 7.1% 14 100%

30-39세 - 2.3% 40.9% 47.7% 9.1% 44 100%

40-49세 - 0.0% 43.8% 50.0% 6.3% 32 100%

50세 이상 - 0.0% 37.5% 50.0% 12.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20.0% 6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3.1% 50.0% 31.3% 15.6%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0.0% 44.4% 51.9% 3.7%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0.0% 35.3% 64.7% 0.0%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37.5% 62.5% 0.0%  8 100%

20년 초과 - 0.0% 44.4% 44.4% 11.1%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0.0% 44.7% 44.7% 10.6% 47 100%

정    리 - 3.4% 41.4% 51.7% 3.4% 29 100%

열    람 - 0.0% 28.6% 57.1% 14.3%  7 100%

기    타 - 0.0% 46.7% 46.7% 6.7%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2.0% 44.9% 49.0% 4.1% 49 100%

비광역시 - 0.0% 40.8% 46.9% 12.2%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0.0% 57.9% 42.1% 0.0%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0.0% 53.8% 38.5% 7.7%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2.0% 30.6% 55.1% 12.2% 49 100%

사립 및 기타 - 0.0% 50.0% 50.0% 0.0%  4 100%

<표 부록-23> CIP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편리성



172 ●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평    균: 3.42

표준편차: 0.73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6.1% 54.1% 31.6% 8.2% 98 100%

성  

별

남    자 - 9.1% 59.1% 27.3% 4.5% 22 100%

여    자 - 5.3% 52.6% 32.9% 9.2%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0.0% 78.6% 21.4% 0.0% 14 100%

30-39세 - 9.1% 56.8% 22.7% 11.4% 44 100%

40-49세 - 3.1% 50.0% 37.5% 9.4% 32 100%

50세 이상 - 12.5% 12.5% 75.0% 0.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40.0% 4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3.1% 62.5% 31.3% 3.1%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7.4% 59.3% 22.2% 11.1%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11.8% 58.8% 29.4% 0.0%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25.0% 62.5% 12.5%  8 100%

20년 초과 - 11.1% 33.3% 33.3%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8.5% 55.3% 27.7% 8.5% 47 100%

정    리 - 3.4% 58.6% 34.5% 3.4% 29 100%

열    람 - 14.3% 28.6% 42.9% 14.3%  7 100%

기    타 - 0.0% 53.3% 33.3% 13.3%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10.2% 59.2% 26.5% 4.1% 49 100%

비광역시 - 2.0% 49.0% 36.7% 12.2%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5.3% 63.2% 31.6% 0.0%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7.7% 69.2% 19.2% 3.8%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6.1% 42.9% 36.7% 14.3% 49 100%

사립 및 기타 - 0.0% 50.0% 50.0% 0.0%  4 100%

<표 부록-24> CIP 데이터 이용 지원 피드백의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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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50

표준편차: 0.76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 3.1% 51.0% 34.7% 10.2% 98 100%

성  

별

남    자 0.0% 4.5% 50.0% 31.8% 13.6% 22 100%

여    자 1.3% 2.6% 51.3% 35.5% 9.2%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78.6% 14.3% 7.1% 14 100%

30-39세 2.3% 4.5% 52.3% 31.8% 9.1% 44 100%

40-49세 0.0% 0.0% 43.8% 43.8% 12.5% 32 100%

50세 이상 0.0% 12.5% 25.0% 50.0% 12.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40.0% 4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3.1% 62.5% 31.3% 3.1%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3.7% 0.0% 48.1% 37.0% 11.1%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0.0% 5.9% 52.9% 35.3%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37.5% 37.5% 25.0%  8 100%

20년 초과 0.0% 11.1% 33.3% 33.3%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2.1% 4.3% 53.2% 29.8% 10.6% 47 100%

정    리 0.0% 3.4% 55.2% 37.9% 3.4% 29 100%

열    람 0.0% 0.0% 28.6% 57.1% 14.3%  7 100%

기    타 0.0% 0.0% 46.7% 33.3%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2.0% 6.1% 55.1% 28.6% 8.2% 49 100%

비광역시 0.0% 0.0% 46.9% 40.8% 12.2%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68.4% 31.6% 0.0%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3.8% 3.8% 65.4% 15.4% 11.5%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4.1% 34.7% 46.9% 14.3%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75.0% 25.0% 0.0%  4 100%

<표 부록-25> CIP 데이터 이용 지원 피드백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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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82

표준편차: 0.75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3.1% 29.6% 50.0% 17.3% 98 100%

성  

별

남    자 -  4.5% 31.8% 45.5% 18.2% 22 100%

여    자 -  2.6% 28.9% 51.3% 17.1%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7.1% 21.4% 64.3%  7.1% 14 100%

30-39세 -  0.0% 36.4% 50.0% 13.6% 44 100%

40-49세 -  3.1% 25.0% 50.0% 21.9% 32 100%

50세 이상 - 12.5% 25.0% 25.0% 37.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0.0% 60.0% 4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0.0% 34.4% 53.1% 12.5%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3.7% 29.6% 51.9% 14.8%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5.9% 41.2% 47.1%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0.0% 75.0% 25.0%  8 100%

20년 초과 - 11.1% 33.3% 11.1% 44.4%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2.1% 34.0% 48.9% 14.9% 47 100%

정    리 -  3.4% 27.6% 51.7% 17.2% 29 100%

열    람 - 14.3% 14.3% 42.9% 28.6%  7 100%

기    타 -  0.0% 26.7% 53.3%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6.1% 42.9% 38.8% 12.2% 49 100%

비광역시 -  0.0% 16.3% 61.2% 22.4%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0.0% 21.1% 73.7%  5.3%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0.0% 42.3% 46.2% 11.5%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2.0% 26.5% 44.9% 26.5% 49 100%

사립 및 기타 - 50.0% 25.0% 25.0%  0.0%  4 100%

<표 부록-26> CIP 전반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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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69

표준편차: 0.77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5.1% 34.7% 45.9% 14.3% 98 100%

성  

별

남    자 - 13.6% 27.3% 40.9% 18.2% 22 100%

여    자 -  2.6% 36.8% 47.4% 13.2%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7.1% 28.6% 57.1% 7.1% 14 100%

30-39세 -  4.5% 43.2% 38.6% 13.6% 44 100%

40-49세 -  0.0% 31.3% 56.3% 12.5% 32 100%

50세 이상 - 25.0% 12.5% 25.0% 37.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0.0% 60.0% 4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0.0% 40.6% 46.9% 12.5%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11.1% 33.3% 40.7% 14.8%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0.0% 52.9% 41.2%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12.5% 87.5% 0.0%  8 100%

20년 초과 - 22.2% 22.2% 22.2% 33.3%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6.4% 38.3% 40.4% 14.9% 47 100%

정    리 -  6.9% 34.5% 51.7% 6.9% 29 100%

열    람 -  0.0% 28.6% 42.9% 28.6%  7 100%

기    타 -  0.0% 26.7% 53.3%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10.2% 44.9% 36.7% 8.2% 49 100%

비광역시 -  0.0% 24.5% 55.1% 20.4%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0.0% 31.6% 63.2% 5.3%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3.8% 46.2% 38.5% 11.5%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4.1% 30.6% 44.9% 20.4% 49 100%

사립 및 기타 - 50.0% 25.0% 25.0% 0.0%  4 100%

<표 부록-27> CIP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176 ●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평    균: 3.62

표준편차: 0.81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8.2% 34.7% 43.9% 13.3% 98 100%

성  

별

남    자 - 13.6% 40.9% 27.3% 18.2% 22 100%

여    자 -  6.6% 32.9% 48.7% 11.8%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7.1% 35.7% 35.7% 21.4% 14 100%

30-39세 -  9.1% 43.2% 38.6%  9.1% 44 100%

40-49세 -  3.1% 31.3% 56.3%  9.4% 32 100%

50세 이상 - 25.0%  0.0% 37.5% 37.5%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20.0% 80.0%  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0.0% 46.9% 37.5% 15.6%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11.1% 40.7% 33.3% 14.8%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17.6% 29.4% 47.1%  5.9%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0.0%  0.0% 100.0%  0.0%  8 100%

20년 초과 - 22.2% 22.2% 22.2% 33.3%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6.4% 36.2% 44.7% 12.8% 47 100%

정    리 - 13.8% 34.5% 44.8%  6.9% 29 100%

열    람 - 14.3% 28.6% 28.6% 28.6%  7 100%

기    타 -  0.0% 33.3% 46.7%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16.3% 36.7% 34.7% 12.2% 49 100%

비광역시 -  0.0% 32.7% 53.1% 14.3%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0.0% 42.1% 42.1% 15.8%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3.8% 61.5% 19.2% 15.4%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 10.2% 20.4% 57.1% 12.2% 49 100%

사립 및 기타 - 50.0%  0.0% 50.0%  0.0%  4 100%

<표 부록-28> CIP에 대한 이상 대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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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29

표준편차: 1.00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4.1% 15.3% 40.8% 27.6% 12.2% 98 100%

성  

별

남    자  4.5%  9.1% 50.0% 31.8%  4.5% 22 100%

여    자  3.9% 17.1% 38.2% 26.3% 14.5%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21.4% 28.6% 21.4% 28.6% 14 100%

30-39세  6.8% 13.6% 43.2% 27.3%  9.1% 44 100%

40-49세  3.1% 12.5% 50.0% 28.1%  6.3% 32 100%

50세 이상  0.0% 25.0% 12.5% 37.5% 25.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20.0% 6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6.3% 18.8% 46.9% 15.6% 12.5%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3.7%  7.4% 44.4% 33.3% 11.1%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5.9% 29.4% 29.4% 23.5% 11.8%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50.0% 50.0%  0.0%  8 100%

20년 초과  0.0% 22.2% 33.3% 22.2%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4.3% 17.0% 44.7% 23.4% 10.6% 47 100%

정    리  3.4%  6.9% 37.9% 41.4% 10.3% 29 100%

열    람  0.0% 42.9% 14.3% 28.6% 14.3%  7 100%

기    타  6.7% 13.3% 46.7% 13.3% 20.0%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4.1% 24.5% 34.7% 28.6%  8.2% 49 100%

비광역시  4.1%  6.1% 46.9% 26.5% 16.3%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10.5% 15.8% 42.1% 21.1% 10.5%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7.7% 19.2% 34.6% 23.1% 15.4%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10.2% 42.9% 34.7% 12.2% 49 100%

사립 및 기타  0.0% 50.0% 50.0%  0.0%  0.0%  4 100%

<표 부록-29> CIP 단골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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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97

표준편차: 0.75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  2.0% 17.3% 58.2% 21.4% 98 100%

성  

별

남    자 0.0%  4.5% 22.7% 59.1% 13.6% 22 100%

여    자 1.3%  1.3% 15.8% 57.9% 23.7%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14.3% 42.9% 42.9% 14 100%

30-39세 2.3%  2.3% 15.9% 68.2% 11.4% 44 100%

40-49세 0.0%  0.0% 21.9% 59.4% 18.8% 32 100%

50세 이상 0.0% 12.5% 12.5% 25.0% 50.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0.0% 8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3.1% 28.1% 40.6% 28.1%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0.0%  7.4% 77.8% 14.8%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5.9%  0.0% 23.5% 58.8% 11.8%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0.0% 62.5% 37.5%  8 100%

20년 초과 0.0% 11.1% 22.2% 44.4%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0.0%  2.1% 27.7% 51.1% 19.1% 47 100%

정    리 0.0%  0.0%  3.4% 75.9% 20.7% 29 100%

열    람 0.0%  0.0% 14.3% 71.4% 14.3%  7 100%

기    타 6.7%  6.7% 13.3% 40.0% 33.3%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2.0%  4.1% 22.4% 55.1% 16.3% 49 100%

비광역시 0.0%  0.0% 12.2% 61.2% 26.5%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26.3% 52.6% 21.1%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3.8%  3.8% 15.4% 61.5% 15.4%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0.0% 16.3% 57.1% 26.5% 49 100%

사립 및 기타 0.0% 25.0%  0.0% 75.0%  0.0%  4 100%

<표 부록-30> CIP 계속 이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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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3.91

표준편차: 0.77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 1.0% 25.5% 51.0% 21.4% 98 100%

성  

별

남    자 0.0% 0.0% 40.9% 45.5% 13.6% 22 100%

여    자 1.3% 1.3% 21.1% 52.6% 23.7% 76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0.0% 14.3% 57.1% 28.6% 14 100%

30-39세 2.3% 2.3% 25.0% 56.8% 13.6% 44 100%

40-49세 0.0% 0.0% 28.1% 50.0% 21.9% 32 100%

50세 이상 0.0% 0.0% 37.5% 12.5% 50.0%  8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20.0% 60.0% 20.0%  5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0.0% 31.3% 43.8% 25.0% 32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3.7% 18.5% 59.3% 18.5% 2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5.9% 0.0% 29.4% 47.1% 17.6% 17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0.0% 12.5% 62.5% 25.0%  8 100%

20년 초과 0.0% 0.0% 33.3% 44.4% 22.2%  9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0.0% 2.1% 38.3% 42.6% 17.0% 47 100%

정    리 0.0% 0.0% 13.8% 69.0% 17.2% 29 100%

열    람 0.0% 0.0% 14.3% 42.9% 42.9%  7 100%

기    타 6.7% 0.0% 13.3% 46.7% 33.3% 15 100%

지
역

별

광 역 시 2.0% 2.0% 30.6% 55.1% 10.2% 49 100%

비광역시 0.0% 0.0% 20.4% 46.9% 32.7% 49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0.0% 31.6% 47.4% 21.1% 19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3.8% 3.8% 15.4% 65.4% 11.5% 26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0.0% 26.5% 44.9% 28.6% 49 100%

사립 및 기타 0.0% 0.0% 50.0% 50.0%  0.0%  4 100%

<표 부록-31> CIP 구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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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IP 설명회를 

알고 있다

CIP 설명회를 

모른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37.2% 62.8% 172 100.0%

성  별
남    자 48.7% 51.3%  39 100.0%

여    자 33.8% 66.2% 133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26.3% 73.7%  38 100.0%

30-39세 29.5% 70.5%  78 100.0%

40-49세 50.0% 50.0%  46 100.0%

50세 이상 80.0% 20.0%  10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44.4% 55.6%   9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30.3% 69.7%  66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27.3% 72.7%  44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40.7% 59.3%  27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66.7% 33.3%  15 100.0%

20년 초과 63.6% 36.4%  11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42.0% 58.0%  81 100.0%

정    리 39.1% 60.9%  46 100.0%

열    람 21.1% 78.9%  19 100.0%

기    타 30.8% 69.2%  26 100.0%

지역별
광 역 시 40.3% 59.7%  72 100.0%

비광역시 35.0% 65.0% 100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30.2% 69.8%  43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28.6% 71.4%  42 100.0%

광역교육청 직영 45.7% 54.3%  81 100.0%

사립 및 기타 33.3% 66.7%   6 100.0%

<표 부록-32> CIP 설명회 인식 여부



[부록] CIP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교차분석표 ●  181

구분

CIP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CIP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이 
없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7.8%  92.2% 64 100.0%

성  별
남    자 15.8%  84.2% 19 100.0%

여    자  4.4%  95.6% 45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0.0% 100.0% 10 100.0%

30-39세 13.0%  87.0% 23 100.0%

40-49세  4.3%  95.7% 23 100.0%

50세 이상 12.5%  87.5%  8 100.0%

근무 기간별

1년 이하 25.0%  75.0%  4 100.0%

 1년 초과- 5년 이하 10.0%  90.0% 20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100.0% 12 100.0%

10년 초과-15년 

이하
 9.1%  90.9% 11 100.0%

15년 초과-20년 

이하
10.0%  90.0% 10 100.0%

20년 초과  0.0% 100.0%  7 100.0%

담당 업무별

수    서  5.9%  94.1% 34 100.0%

정    리  5.6%  94.4% 18 100.0%

열    람  0.0% 100.0%  4 100.0%

기    타 25.0%  75.0%  8 100.0%

지역별
광 역 시  0.0% 100.0% 29 100.0%

비광역시 14.3%  85.7% 35 100.0%

운영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0.0% 100.0% 13 100.0%

지방자치단체 위탁  0.0% 100.0% 12 100.0%

광역교육청 직영 13.5%  86.5% 37 100.0%

사립 및 기타  0.0% 100.0%  2 100.0%

<표 부록-33> CIP 설명회 참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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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중 

사서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설명회

각종 행사 
연계 개최

기타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38.1% 39.7% 15.9%  6.3% 63 100%

성  

별

남    자 50.0% 27.8% 11.1% 11.1% 18 100%

여    자 33.3% 44.4% 17.8%  4.4% 45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50.0% 50.0%  0.0%  0.0% 10 100%

30-39세 43.5% 34.8% 13.0%  8.7% 23 100%

40-49세 30.4% 34.8% 26.1%  8.7% 23 100%

50세 이상 28.6% 57.1% 14.3%  0.0% 63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50.0% 50.0%  0.0%  0.0%  4 100%

 1년 초과- 5년 이하 26.3% 57.9% 5.3% 10.5% 19 100%

 5년 초과-10년 이하 58.3% 16.7% 16.7%  8.3% 12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45.5% 36.4% 18.2%  0.0% 11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40.0% 40.0% 20.0%  0.0% 10 100%

20년 초과 14.3% 28.6% 42.9% 14.3%  7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38.2% 38.2% 17.6%  5.9% 34 100%

정    리 35.3% 52.9%  5.9%  5.9% 17 100%

열    람 50.0% 50.0%  0.0%  0.0%  4 100%

기    타 37.5% 12.5% 37.5% 12.5%  8 100%

지
역

별

광 역 시 44.8% 31.0% 17.2%  6.9% 29 100%

비광역시 32.4% 47.1% 14.7%  5.9% 34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15.4% 61.5% 15.4%  7.7% 13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50.0%  8.3% 25.0% 16.7% 12 100%

광역교육청 직영 44.4% 44.4%  8.3%  2.8% 36 100%

사립 및 기타  0.0%  0.0% 100.0%  0.0%  2 100%

<표 부록-34> CIP 설명회 선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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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2.71

표준편차: 0.89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9.2% 27.0% 50.3% 10.3%  3.2% 185 100%

성  

별

남    자  9.3% 25.6% 48.8% 14.0%  2.3%  43 100%

여    자  9.2% 27.5% 50.7%  9.2%  3.5% 142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12.2% 29.3% 53.7% 4.9%  0.0%  41 100%

30-39세 10.8% 27.7% 44.6% 13.3%  3.6%  83 100%

40-49세  4.0% 24.0% 60.0%  8.0%  4.0%  50 100%

50세 이상  9.1% 27.3% 36.4% 18.2%  9.1%  11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11.1% 77.8% 11.1%  0.0%   9 100%

 1년 초과- 5년 이하 10.8% 32.4% 45.9%  8.1%  2.7%  74 100%

 5년 초과-10년 이하 14.9% 21.3% 48.9% 12.8%  2.1%  4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0.0% 31.0% 62.1%  3.4%  3.4%  29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6.7% 20.0% 53.3% 20.0%  0.0%  15 100%

20년 초과  9.1% 27.3% 27.3% 18.2% 18.2%  11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10.5% 29.1% 52.3%  7.0%  1.2%  86 100%

정    리  9.8% 27.5% 47.1% 15.7%  0.0%  51 100%

열    람  9.5% 28.6% 47.6%  4.8%  9.5%  21 100%

기    타  3.7% 18.5% 51.9% 14.8% 11.1%  27 100%

지
역

별

광 역 시 15.4% 26.9% 46.2%  9.0%  2.6%  78 100%

비광역시  4.7% 27.1% 53.3% 11.2%  3.7% 107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13.0% 26.1% 52.2%  8.7%  0.0%  46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13.3% 33.3% 44.4%  6.7%  2.2%  45 100%

광역교육청 직영  4.5% 23.9% 52.3% 13.6%  5.7%  88 100%

사립 및 기타 16.7% 33.3% 50.0%  0.0%  0.0%   6 100%

<표 부록-35>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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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2.51

표준편차: 0.89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10.8% 40.0% 39.5%  6.5%  3.2% 185 100%

성  

별

남    자 11.6% 32.6% 48.8%  7.0%  0.0%  43 100%

여    자 10.6% 42.3% 36.6%  6.3%  4.2% 142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7.3% 56.1% 34.1%  2.4%  0.0%  41 100%

30-39세 16.9% 37.3% 37.3%  4.8%  3.6%  83 100%

40-49세  6.0% 30.0% 48.0% 12.0%  4.0%  50 100%

50세 이상  0.0% 45.5% 36.4%  9.1%  9.1%  11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33.3% 55.6% 11.1%  0.0%   9 100%

 1년 초과- 5년 이하 16.2% 40.5% 39.2%  2.7%  1.4%  74 100%

 5년 초과-10년 이하 10.6% 51.1% 25.5%  8.5%  4.3%  4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6.9% 27.6% 58.6%  3.4%  3.4%  29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6.7% 26.7% 53.3% 13.3%  0.0%  15 100%

20년 초과  0.0% 45.5% 18.2% 18.2% 18.2%  11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10.5% 37.2% 47.7%  3.5%  1.2%  86 100%

정    리 15.7% 43.1% 29.4%  9.8%  2.0%  51 100%

열    람 14.3% 47.6% 28.6%  0.0%  9.5%  21 100%

기    타  0.0% 37.0% 40.7% 14.8%  7.4%  27 100%

지
역

별

광 역 시 15.4% 37.2% 35.9%  9.0%  2.6%  78 100%

비광역시  7.5% 42.1% 42.1%  4.7%  3.7% 107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10.9% 54.3% 34.8%  0.0%  0.0%  46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22.2% 31.1% 37.8%  6.7%  2.2%  45 100%

광역교육청 직영  4.5% 37.5% 43.2%  9.1%  5.7%  88 100%

사립 및 기타 16.7% 33.3% 33.3% 16.7%  0.0%   6 100%

<표 부록-36> CIP 홍보의 적절성



[부록] CIP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교차분석표 ●  185

평    균: 3.11

표준편차: 0.91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3.2% 18.9% 49.2% 20.5%  8.1% 185 100%

성  

별

남    자 2.3% 16.3% 58.1% 18.6%  4.7%  43 100%

여    자 3.5% 19.7% 46.5% 21.1%  9.2% 142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4.9% 24.4% 56.1% 12.2%  2.4%  41 100%

30-39세 2.4% 19.3% 48.2% 21.7%  8.4%  83 100%

40-49세 4.0% 10.0% 52.0% 26.0%  8.0%  50 100%

50세 이상 0.0% 36.4% 18.2% 18.2% 27.3%  11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22.2% 44.4% 22.2% 11.1%   9 100%

 1년 초과- 5년 이하 2.7% 18.9% 55.4% 20.3%  2.7%  74 100%

 5년 초과-10년 이하 4.3% 23.4% 42.6% 23.4%  6.4%  4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3.4% 17.2% 48.3% 20.7% 10.3%  29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6.7%  6.7% 60.0% 13.3% 13.3%  15 100%

20년 초과 0.0% 18.2% 27.3% 18.2% 36.4%  11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2.3% 19.8% 48.8% 23.3%  5.8%  86 100%

정    리 5.9% 21.6% 51.0% 19.6%  2.0%  51 100%

열    람 4.8% 19.0% 42.9% 14.3% 19.0%  21 100%

기    타 0.0% 11.1% 51.9% 18.5% 18.5%  27 100%

지
역

별

광 역 시 5.1% 21.8% 44.9% 20.5%  7.7%  78 100%

비광역시 1.9% 16.8% 52.3% 20.6%  8.4% 107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2.2% 15.2% 63.0% 19.6%  0.0%  46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6.7% 24.4% 44.4% 17.8%  6.7%  45 100%

광역교육청 직영 2.3% 19.3% 43.2% 22.7% 12.5%  88 100%

사립 및 기타 0.0%  0.0% 66.7% 16.7% 16.7%   6 100%

<표 부록-37>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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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4.31

표준편차: 0.806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 2.2% 15.1% 32.4% 50.3% 185 100%

성  

별

남    자 - 4.7% 25.6% 20.9% 48.8%  43 100%

여    자 - 1.4% 12.0% 35.9% 50.7% 142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 2.4%  7.3% 29.3% 61.0%  41 100%

30-39세 - 2.4% 15.7% 27.7% 54.2%  83 100%

40-49세 - 2.0% 20.0% 48.0% 30.0%  50 100%

50세 이상 - 0.0% 18.2%  9.1% 72.7%  11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 0.0%  0.0% 22.2% 77.8%   9 100%

 1년 초과- 5년 이하 - 2.7% 18.9% 28.4% 50.0%  74 100%

 5년 초과-10년 이하 - 0.0% 10.6% 34.0% 55.3%  4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 3.4% 17.2% 34.5% 44.8%  29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 6.7% 13.3% 53.3% 26.7%  15 100%

20년 초과 - 0.0% 18.2% 27.3% 54.5%  11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 1.2% 19.8% 29.1% 50.0%  86 100%

정    리 - 2.0%  7.8% 45.1% 45.1%  51 100%

열    람 - 4.8% 14.3% 14.3% 66.7%  21 100%

기    타 - 3.7% 14.8% 33.3% 48.1%  27 100%

지
역

별

광 역 시 - 2.6% 14.1% 38.5% 44.9%  78 100%

비광역시 - 1.9% 15.9% 28.0% 54.2% 107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 6.5% 13.0% 28.3% 52.2%  46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 2.2% 17.8% 42.2% 37.8%  45 100%

광역교육청 직영 - 0.0% 14.8% 29.5% 55.7%  88 100%

사립 및 기타 - 0.0% 16.7% 33.3% 50.0%   6 100%

<표 부록-38> 적극적인 CIP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부록] CIP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교차분석표 ●  187

평    균: 4.21

표준편차: 0.82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전  체 0.5%  3.2% 12.4% 42.7% 41.1% 185 100%

성  

별

남    자 0.0%  2.3% 20.9% 39.5% 37.2%  43 100%

여    자 0.7%  3.5%  9.9% 43.7% 42.3% 142 100%

연
령

대
별

30세 미만 0.0%  2.4%  9.8% 46.3% 41.5%  41 100%

30-39세 0.0%  1.2% 13.3% 38.6% 47.0%  83 100%

40-49세 0.0%  6.0% 14.0% 52.0% 28.0%  50 100%

50세 이상 9.1%  9.1%  9.1% 18.2% 54.5%  11 100%

근
무 
기

간
별

1년 이하 0.0%  0.0%  0.0% 44.4% 55.6%   9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0%  2.7% 17.6% 43.2% 36.5%  74 100%

 5년 초과-10년 이하 0.0%  0.0%  8.5% 44.7% 46.8%  47 100%

10년 초과-15년 이하 0.0%  3.4% 13.8% 37.9% 44.8%  29 100%

15년 초과-20년 이하 0.0% 20.0%  0.0% 53.3% 26.7%  15 100%

20년 초과 9.1%  0.0% 18.2% 27.3% 45.5%  11 100%

담
당 
업

무
별

수    서 0.0%  2.3% 19.8% 39.5% 38.4%  86 100%

정    리 0.0%  3.9%  5.9% 54.9% 35.3%  51 100%

열    람 0.0%  0.0%  4.8% 28.6% 66.7%  21 100%

기    타 3.7%  7.4%  7.4% 40.7% 40.7%  27 100%

지
역

별

광 역 시 0.0%  3.8% 11.5% 46.2% 38.5%  78 100%

비광역시 0.9%  2.8% 13.1% 40.2% 43.0% 107 100%

운

영
주

체
별

지방자치단체 직영 2.2%  6.5% 10.9% 41.3% 39.1%  46 100%

지방자치단체 위탁 0.0%  2.2% 11.1% 51.1% 35.6%  45 100%

광역교육청 직영 0.0%  1.1% 13.6% 39.8% 45.5%  88 100%

사립 및 기타 0.0% 16.7% 16.7% 33.3% 33.3%   6 100%

<표 부록-39> CIP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참석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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