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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쇄자료를 대상으로 수립되던 장서개발정책은 최근 디지털 자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전자자원에

대한 장서개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

¡ 2012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자료에 대한 성문화된 개발 및 관리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들 자료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디지털 환경 자체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제일의 수단이 됨에 따라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개발 정책의 수립은 국가단위의 정보 유통기관으로서 모든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

수집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국가 도서관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온라인 자원을 대상으로 수집범위 및 자료유형별 · 매체별 · 주제별

수집전략 및 지침을 마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의 수준 및 범위를 정비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온라인자료 수집과 아카이빙 및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와 실무적 지침서 제시

¥ 연구범위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디지털자료, 웹 정보자원으로 한정된 온라인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

¡ 온라인자료 수집 전략 모형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지침 제시까지를 내용적 범위로 한정

¥ 기대효과

¡ 세부지침은 온라인자료 수집, 등록, 관리 기준 제시 등을 포함

¡ 온라인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제시 및 실무적 차원에서 업무지침으로 활용가능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성문화는 지역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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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문헌 및 사례조사

Ù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이론적으로 고찰

Ù 문헌조사 및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사례를 조사

Ù 시대적 흐름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관적 특성에 적합한 온라인자료 개발관련 제반 조건 파악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 현황 비교분석

Ù 온라인자료 관련 제반 조건을 기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범위 및 수집수준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수집방안 제시

Ù 국내외 주요 도서관 및 관련 유관기관의 온라인자료 수집범위와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현황에 맞는 온라인자료 개발지침 제시

¡ 전문가 의견수렴

Ù 연구의 전 단계에 있어서 실제 도서관 운 및 관리에 관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 하여 보다

실제적인 자료개발정책 제시

Ù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정책의 성문화에 따른 실천성을 확보하고 실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현장 업무 전문가의 자문 반

Ù 온라인자료 관련 업체 및 관계자들로부터 향후 온라인자료의 수집범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 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제안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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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내용 및 방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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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모형 제안
중장기

세부지침 제시

국립

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 전략

모형제안

국립

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세부지침 제시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 현황 비교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국립중앙도서관

현황파악

관련 연구 분석

국∙내외 장서개발

사례 조사

국내외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

비교분석
온라인자료

수집 및 개발

기준제시

온라인자료

종류 및 유형

정의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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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9.14

9.15
- 9.28

9.29
-10.12

10.13
-10.26

10.27
- 11.9

11.10
-11.23

11.24
- 12.7

12.8
-12.15

온라인 장서개발
사례조사 및 문헌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 현황 분석

국내외 온라인 장서개발정책 비교분석

온라인자료 종류 및 유형 정의

중간보고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모형제안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세부지침 제시

검토 및 수정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연구기간 : 2012. 08. 31 – 201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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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온라인자료의 범주 및 유형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개발

온라인자료 관련 규정



2.1 온라인자료의 범주 및 유형

¥ 온라인자료의 범주 및 역

¡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온라인 자료의 범주

Ù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 됨에 따라 온라인자료의 범주 및 역이 확장하고 있음

¡ 온라인자료의 범주 및 역

Ù 오프라인(패키지형) 정보자원

: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통해 개발된 자원을 포함하는 역으로 다양한 저장 미디어에

존재하는 물리적 매체로서 CD, CD-ROM, DVD, 블루레이 등의 자기장치에 고정시킨 콘텐츠

Ù 네트워크 정보자원

: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거나 도서관이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제공자의 원격접근에

대해 협의한 콘텐츠 스트림 형태의 자료

Ù 웹 정보자원

: 인터넷 정보자원으로도 불리며, 다운로드 방식과 링크화(북마크)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자원

9

선행연구 구 분

서혜란(2003) ①오프라인자료, ② 온라인자료

윤희윤(2007) ①소장자료 디지털 화, ② 상용 디지털자료, ③ 인터넷 정보자원(표층웹, 심층웹)

김지훈(2009) ①오프라인 디지털자원, ②온라인 디지털자원, ③ 아날로그장서 디지털화

윤희윤, 장덕현(2010) ①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②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③인터넷(웹) 정보자원

디브러리 총서-8 ①전자정보원,                       ② 웹사이트, ③데이터베이스, ④멀티미디어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 ①전자책, ②오디오북, ③전자학습(e-learning), ④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⑤CD-ROM, ⑥ 기타 전자자원



2.1 온라인자료의 범주 및 유형

¥ 온라인자료 유형 구분

¡ 자료 형태적 특성

Ù 회색문헌, 음악자료, 학위논문 등으로 구분

Ù 문헌 및 상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분방식이나 자료유형을 지칭하는 용어의
통일과 정의, 역에 대한 일관성은 떨어짐

Ù 모든 자료를 하나의 유형에 배타적으로 정확히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 보기보다는 내용의 형태적, 
생태적, 구조적 특성이 유사한 것을 묶어 하나의 유형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자료 주제분야

Ù 특수자료, 대표적 서지 및 전문분야 DB, 회색문헌, 기관 리파지토리, 단편적 지식정보 등으로 구분

Ù 형태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복합적인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음

¡ 자료 생산주체

Ù 정부기관, 교육가관, 공공기관, 기타기관 등으로 구분

Ù 생산한 기관이 온라인자료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접근점이 되는 경우에 해당

Ù 문헌에서 보다는 상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주로 제공

¡ 디지털 포맷형식

Ù 자료를 담고 있는 디지털 형식에 따른 구분

Ù 온라인자료의 콘텐츠 스트림(문자, 상, 음성 등)과 물리적 매체(자기방식, 광학방식)에 따라 구분

Ù 내용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적용되거나 세부항목의 검색을 위한 접근점으로 제공

¡ 하나의 특정 관점으로만 유형을 구분하기에는 온라인자료가 가진 특성을 보여주기 어려우며, 특정

유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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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라인자료의 범주 및 유형

¥ 온라인자료 세부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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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언급한 자료 유형을
조사

¡ 온라인자료 유형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2.2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개발

¥ 온라인자료 수집 및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 온라인자료 개발 전략 및 정책은 자료 유형의 정의 및 범위, 수집 이외에도 정보원을 수집하는 절차, 
정보원의 평가 등 기타 요소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온라인자료 수집 및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12

고려사항 주요 세부사항 선행연구

장서개발정책
구성요인

▪ 장서개발정책 구성요인
▪ 장서개발 정책 동향

▪ 유재옥(2003) ▪ 육미경(2005) ▪ 윤희윤(2007)

▪ 윤희윤(2009) ▪ 윤희윤, 장덕현(2010) ▪ 장덕현, 서태설(2009)

정보자원 평가
▪ 디지털자원 평가요소
▪ 디지털자원을 위한 컨스팩터스 모형

▪ 배금표(2002) ▪ 장덕현(2009) ▪ 장덕현, 최원찬(2008)

수집
▪ 하이브리드 자원 개발
▪ 자원 수집 개발 절차
▪ 디지털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모델 개발

▪ 김지훈(2009) ▪ 김지훈, 노진구(2002) ▪ 이숙현(2003)

납본
▪ 납본 보상체계
▪ 납본 절차

▪ 서혜란(2003) ▪ 윤희윤(2002)

▪ 장덕현(2009) ▪ 장덕현, 최원찬(2008)

저작권,

전자출판,

라이센스

▪ 전자출판과 도서관의 향

▪ 전자출판물 현황 및 이용

▪ 전자출판과 출판권의 문제

▪ 전자책의 제작-유통 흐름도

▪ 전자출판물의 저작권과 도서관

▪ 전자출판 인프라 구축 및 방향

▪ 권은경(1998) ▪ 김기태(2001) ▪ 남 준, 최성은(2011)

▪ 백원근(2010) ▪ 정종원(2005) ▪ 정진한(2009)

▪ 정진한, 박일종(2006) ▪ 한상완(1998) ▪ 문화관광체육부(2010)

▪ James, T. C.(2003) ▪ Mishra, C., Saxena, A.(2008)

▪ Perera, K., Chandra, D.(2007) ▪ Poornima, N.(2004)

▪ Rao, S. S.(2003) ▪ Smith, M. Q.(2005) ▪ Williams, E.(2011)



2.3 온라인자료 관련 규정

¥ 저작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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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련 규정

한국

▪ 저작권법 시행령 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 저작권법 제31조
- 도서관 등 에서의 복제

미국
▪ 저작권법(United States Copyright Act(Title 17, U.S.Code)) 108조 배타적 권리의 제한
-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s)

국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제37조~제44조A
-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저작물 복제에 대한 규정
- 디지털자료나 온라인자료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음

▪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언급

일본

▪ 저작권법 제31조
- 국립 국회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에 대한 언급(디지털 형태로의 복제)

▪ 저작권법 제47조
- 컴퓨터를 통한 저작물 복제에 관한 규정

▪ 저작권법 제42조
- 국립국회도서관법이 온라인자료의 송신을 의무화하면서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전송 등의 의무자가

온라인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제42조의 4를 개정



2.3 온라인자료 관련 규정

¥ 납본 관련 규정

¡ 납본 대상 자료의 범주 및 납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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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 납본 대상 전자 책의 범주 납본 의무

미국
▪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며 미국에서 간행된 전자출판물(전자책 명시 없음)

▪ 2010년 2월 24일 이후 간행된 전자출판물

▪ 저작권 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본의무 부과

일본

▪ 전자책, 전자저널, CD-ROM, DVD, 비디오 등 배포목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전자책 명시)

▪ 도서, 잡지 등에 상당하는 완결한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는 자료

▪ 인쇄형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해당하는 종이판이 발행되더라도 인터넷판 수집

▪ 유․ 무상 상관없이 납본 ▪ 내용 선별 없이 망라적 납본

▪ 송신의 의무

국 ▪ 비인쇄 온라인자료(비인쇄 오프라인자료와 구분함) ▪ 자발적 납본

독일 ▪ 공식적으로 등록한 출판사의 자료로 제한(전자책 명시) ▪ 의무납본

핀란드

▪ 핀란드에서 배포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 일반 네트워크상에서 대중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자료

▪ 핀란드에서 처음 이용되거나 핀란드 대중이 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자료(온라인자료라고 표기)

▪ 의무납본

(실제 전자출판물이

되는 자료)

캐나다

▪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

▪ 제목, 저자, 발행일을 식별할 수 있는 도서, 잡지, 연감, 연구논문, 학술저널 등

▪ 소프트웨어와 설명서, 메타데이터 등 설명이 가능한 데이터도 함께 제공

▪ 자발적 납본

싱가포르

▪ 싱가포르 내에서 출판․ 생산된 모든 디지털콘텐츠(전자책 명시)

▪ 판매 또는 공공 접근을 위한 공개자료 ▪ 포맷, 언어, 내용 등과 상관없이 납본

▪ ISSN, ISBN, ISMN이 없어도 납본 대상

▪ 자발적 납본

(온라인 전자출판물)

노르웨이
▪ 공중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노르웨이의 모든 출판물

▪ 전자문헌(유․ 무형의 전자출판물)으로 표현

▪ 디지털 장기 보존소의

특별요청에 의해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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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온라인자료 수집현황(지침)

국립중앙도서관 수집현황

국내 온라인 디지털 자료 서비스 현황

국외 주요 수집현황



3.1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현황

¥ 온라인자료 수집 지침

¡ 온라인자료를 위한 개발 전략 및 정책은 별도로 수립 되지 않음

¡ 다음의 세 가지 내부 지침을 기반으로 수집업무 수행

Ù “디지털정보자원(콘텐츠) 수집 기본지침(안)”이 비교적 자료 수집의 전 과정에 이르는 절차를 비교적 잘
반 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 제정되어 최근 온라인자료 동향 및 현황을 반 하고 있지 못함

Ù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은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온라인자료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자료의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함

Ù “2012 온라인자료 수집계획”은 세부수집 지침이라기 보다는 예산 및 수집 목표만을 제시
16

항목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 디지털정보자원(콘텐츠) 수집 기본지침(안) 2012 온라인자료 수집계획

기본원칙 ▪ 도서관장서 전체유형을대상으로언급
▪ 목적,용어정의, 필요성
▪ 다른정책과의관계 ▪ 이용자커뮤니티정의
▪ 업무책임사항 ▪ 수집대상범주

-

선정 시
고려사항

▪ 세부수집계획에서자료유형별명시 ▪ 언어,주제,내용,기능성, 포맷의5가지로제시 ▪ 세부수집계획에서자료유형별명시

수집대상자료
선정지침

▪ 세부지침에서 자료유형별로선정기준제시
▪ 우선수집대상자료 ▪기타수집대상자료
▪ 수집제외자료

▪ 세부수집계획에서자료유형별명시

행정사항
▪ 계약체결기준 ▪ 평가요소
▪ 라이센스계약취소기준

▪ 예산,저작권,라이센스, 교육,수집요청절차제시
▪ 예산
▪ 연도별수집현황

세부수집계획
(유형별)

▪ 세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포맷,선정기준,
유지갱신,접근,선정도구등을제시

▪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 종류, 수집시점, 보
상,수집자료갱신,보존방법등을제시

▪ 전자책, 전자저널 기사, 동 상자료, 음성
음향자료,이미지자료의5가지유형

수집프로세스 ▪ 도서관장서전체유형을대상으로언급
▪ 신청, 선정, 수서,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도서관자

료보상청구서, 보상처리,인수 -

기타 고려사항
▪ 도서관 장서 전체를 대상으로 제적, 폐기,

보존관리,협동장서개발전략 수립
▪ 이용자요구,출판사와벤더,저자의권위,비용,선정

도구,수집수준,접근,기술적문제,유지와갱신
▪ 추진계획
▪ 추진방향

관련규정, 지침 - ▪ 자료수집보존분과위원회규정제시
▪ 온라인자료 수집보존관련근거
▪ 온라인자료 선정 전문가그룹 운 계획(안)



3.1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현황

¥ 온라인자료 수집대상

¡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자료 수집 대상

Ù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의 경우 자료 유형구분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내부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 불가능하나, 가장 최신의 지침으로 최근 온라인자료의 역(네트워크, 웹 인터넷
정보자원)을 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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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별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 정책 * 디지털정보자원(콘텐츠) 수집 기본지침(안) 2012 온라인자료 수집계획

전자출판물 -
▪ 전자책 ▪ 전자잡지(국내, 국외)
▪ 기타(전자신문,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오디오

북,모바일 북, 전자사보, e-카탈로그)

▪ 전자책
▪ 전자저널, 기사

음악자료 -
▪ Full track
▪ 모바일기반 전화벨소리, 통화 연결음

▪ 최신성 및작품 별 판매율이 높은 오디오 북
▪ WAV, MP3 포맷으로 수집

동 상자료 -
▪ 화 ▪ 애니메이션
▪ 뮤직비디오 ▪ 공연물

▪ 타 디지털매체(CD, DVD 등)으로 입수되지
않은방송자료
▪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교육관련 자료 수집

이미지
(정지 상) 자료

-
▪ 디지털 형태의 사진 ▪ 컴퓨터 그래픽
▪ 애니메이션 ▪ 서체

▪ 보존가치가 있는 이미지
▪ JPEG 포맷으로 수집

이러닝자료 - ▪ 사이버강의 자료, VOD형, WBI형, HTML형 ▪ 국내외 저명한 강사가 출현 및 제작한 자료

웹자료
▪ 서지DB ▪ 주제별 전문DB
▪ 전자잡지, 전자출판 ▪ 회색문헌
▪ 파일단위의 학술논문 ▪ 오픈액세스 논문

▪ 유무선 기반하의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콘텐츠 -

게임자료 - ▪ 온라인 게임 ▪ 모바일 게임 -

소프트웨어자료 - ▪ 시스템소프트웨어 ▪ 응용소프트웨어 -

기타
▪ 상업용 원문제공 서비스(DDS) 기관, 학술

연구기관 및 행정 공공기관 등의 파일링
▪ 저명사전, 시소러스 ▪ 디지털 문서관

- -



3.2 국내 온라인 디지털 자료 서비스 현황

¥ 주요 디지털 자료 생산기관과 자료 유형

¡ 공공기관
Ù 자료 유형 : 백서, 연감,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정책관련 문서 등

Ù 배포 :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자료실, 국가지식포털 등

¡ 학회 및 학술관련 단체
Ù 자료 유형 : 학술 논문, 세미나 · 심포지엄 · 회의 자료, 교육 자료 등

Ù 배포 : 학회 및 학술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DBPIA, KERIS 등

¡ 출판사
Ù 자료 유형 : 전자책, 오디오 북, 그림 등

Ù 배포 : 대부분이 유료 콘텐츠로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

¡ 언론사
Ù 자료 유형 : 뉴스 기사, 사진, 인물 DB 등

Ù 배포 :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 포털 등

¡ 상제작 업체
Ù 자료 유형 : 홍보 상, 다큐멘터리, 화, 디자인 등

Ù 배포 : 방송국, 기업, 단체 등에 판매

¡ 소규모 CP(Content Provider)
Ù 자료 유형 : 웹진, 만화, 동 상, 디자인 등

Ù 배포 : 포털, 기업 홍보 등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

¡ 개인
Ù 자료 유형 : 칼럼, 동 상, 음악, 이미지, 사진, 디자인, 만화 등

Ù 배포 : 개인의 취미나 흥미로 생산되는 자료로 커뮤니티 공간에 주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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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온라인 디지털 자료 서비스 현황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유형

¡ 콘텐츠 직접 소장 및 제공 유형

Ù 콘텐츠를 직접 소유하여 파일 등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Ù 발생유형

: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 유료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 해당 기관의 필요에 의해 관련 자료를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가능

Ù 수집가능 기관

: 공식적인 유통체계를 가지는 전자출판물이나 학술 논문의 경우 원문 콘텐츠의 직접 수집 용이

: 공공기관 - 정보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자료에 대해 원문 콘텐츠 바로 수집가능

: 박물관, 연구소, 기념회 - 회의 및 세미나 자료는 개최하는 주최에서 원문 콘텐츠를 보유 가능성 높음

: 교육기관 - 강의 자료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증가, 이에 대한 수집 필요

¡ 데이터베이스 연계 유형(접근)

Ù 다른 곳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Ù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형 존재

: 관련 DB의 단순 URL만 제공하는 방식

: 로그인 등의 인증을 통한 직접 접근 방식

: DB를 구매해 직접 서비스하는 방식

Ù 특정 주제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

Ù 국가정보화 차원에서 수행된 지식정보 DB 구축사업으로 양적인 측면 우수

Ù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나 법령자료에 대한 DB등을 구매 및 연계해 해당 자료를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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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온라인 디지털 자료 서비스 현황

¡ 웹 페이지 유형

Ù 웹 페이지 상에 유용한 정보를 직접 텍스트로 제공하는 형태로 뉴스기사, 블로그 등이 대표적

Ù 웹 페이지 상 텍스트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집에 있어 다른 유형보다는 까다로움

Ù 특정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음

Ù 웹 페이지 작성 툴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블로그, 뉴스기사 등 특정 형식을 띄는 경우가 일반적

Ù 블로그 등은 어디에 어떤 내용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기관 공식 블로그나 향력 있는

블로거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여 양질의 웹 페이지를 수집 가능

¥ 디지털 콘텐츠 유형에 따른 특징

¡ 텍스트 문서

Ù PDF 파일 형태가 대부분

Ù 그 외에는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 생성된 파일 유형을 따름(HWP, DOC, PPT 등)

¡ 동 상 및 음성 자료

Ù 인코딩 방식에 따른 다양한 포맷이 존재

Ù 일반적으로 재생 플레이어(미디어플레이어 등)에서 지원하는 포맷 유형

¡ 사진 및 이미지 자료

Ù 압축 방식에 따라 다양한 포맷 존재

¡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인 데이터

Ù 해당 프로그램이 있어야 가독 가능

Ù 재편집 등의 과정 필요

Ù 지도 데이터, 게임 이미지 및 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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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외 주요 수집현황

¥ 국가적 수준에서 국외 온라인자료 수집지침 및 유형

21

(’12. 10. 16. 현재)

도서관명
자료유형

Library of 
Congress

(미국)

The British 
Library

( 국)

Library and 
Archives Canada

(캐나다)

Nat'l Library of 
Australia 

(호주)

Nat'l Diet Library

(일본)

Nat'l Library of 
France

(프랑스)

• 텍스트 ○ ○ ○ ○ ○ ○

• 학위논문 ○ ○ ○ X ○ ○

• 동 상 ○ ○ ○ ○ ○ ○

• 이미지 ○ ○ ○ ○ ○ ○

• 음원 ○ ○ ○ ○ ○ ○

• 웹사이트 ○ ○ ○ ○ X ○

• 장애인대체자료 X X X X ○ X

• 기록물 ○ ○ ○ ○ X ○

• 연계기관/DB검색 ○ ○ ○ ○ ○ ○

• 기타:

▪ 신문

▪ 정부문서

▪ 지도

▪ 통계정보

▪ 신문

▪ 지도

▪ 특별장서

▪ 정부문서

▪ 특별장서

▪ 악보

▪ 지도

▪ 특별장서

▪ 신문

▪ 입법정보

▪ 지도

▪ 특별장서

▪ 지도

▪ 특별장서



3.3 국외 주요 수집현황

¥ 한국관련 온라인자료 수집 및 제공 현황

¡ 규장각 문서 등 한국 근대 기록물

Ù 자료 범주 및 내용

: 규장각 문서를 비롯한 조선왕조 및 일제강점기 관련 문서 등 한국 근대 기록물

Ù 소재 및 온라인접근 가능여부

ü Korea Collection,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온라인으로 서지정보 일부(문서명, 청구기호)만 조회 가능하며, 열람은 관내에서 가능

ü C. 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기록물: 서지정보 일부(문서명, 청구기호)만 조회 가능하며, 열람은 관내에서 가능

- 온라인 정보원: 일부 정보원에 대해 UCB access 필요

¡ 한국전쟁, 민주화 및 통일 관련 기록물

Ù 자료 범주 및 내용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한국참전, 민주화 등 한국 현대 이후 기록물(문서, 사진, 지도 등)

Ù 소재 및 온라인접근 가능여부

ü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온라인으로 서지정보(finding aid)를 제공하며, 디지털화된 문서 등의 유형은 일부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

ü Korean Collection,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College Library

- 온라인으로 서지정보(finding aid, MARC)만 접근 가능하며, 열람은 관내에서 가능

ü Korean Studies Collection, Richard C. Rudolph Est Asian Library, UCLA Library

- 온라인으로 서지정보(finding aid)만 접근 가능하며, 열람은 관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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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외 주요 수집현황

¡ 개인 기록물

Ù 자료 범주 및 내용 : 전기, 개인소장 장서, 재외 중 저술한 문서 등

Ù 소재 및 온라인접근 가능여부

ü Korean Studies Collection, Richard C. Rudolph Est Asian Library, UCLA Library

- 온라인으로 서지정보(finding aid)만 접근 가능하며, 열람은 관내에서 가능

ü East Asian Library Websites in North America A-Z,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 북미에 존재하는 East Asian Library의 목록 제공

¡ 화, 신문, 정기간행물 등

Ù 자료 범주 및 내용 : 한국 근대 화, 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

Ù 소재 및 온라인접근 가능여부

ü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온라인으로 서지정보(finding aid)를 제공하며, 디지털화된 문서 등의 유형은 일부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

ü Korea Collection,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온라인으로 서지정보 일부(문서명, 청구기호)만 조회 가능하며, 열람은 관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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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전략

수집 대상

수집 원칙



4.1 수집 대상

¥ 온라인자료 수집범위

¡ 도서관 정보센터에서의 온라인자료는

‘수집’측면에서 네트워크(온라인)에서 이용 및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자료를 의미

¡ 국가적 수준에서 추구하는 온라인자료 수집은 아카이빙 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원 데이터

(raw data)의 수집을 우선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라이선스 등의 권한 획득을 통해

이용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즉, 일차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료는 빠짐없이 수집하고

스트림(stream) 방식으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유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 데이터(raw data)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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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집 대상

¥ 수집 대상자원의 자료 형태 및 정의

¡ 문헌조사 및 디지털 자료 서비스 현황, 국외 온라인자료 주요 수집 현황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적 수준에서의 온라인자료 수집대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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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형 세부 유형*

회색문헌

학술정보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간행물 등

보고서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일반보고서 등

회의자료 정부기관, 학술기관에서 수행한 회의 기록 및 연구 중간산출물로서의 회의기록

정부간행물 정책자료, 백서, 연감, 연보 등

정책 및 행정문서 정부 정책 및 행정에 관련된 문서

조사데이터 연구 및 정책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조사기록 등

입법정보, 법령집 중앙정부 법령, 지방자치단체 법규집

통계데이터 연구 및 정책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조사기록 등

전자출판물
전자 저널

학술
e-카탈로그, 학술저널, 일반저널, 웹진, 전자잡지, 신문, 기사, 칼럼, 전자사보 등

상용

전자책 모바일 북, e-book, 오디오북, 만화 등

멀티미디어

이미지 이미지, 사진, 지도 등

상 방송, 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공연물 등

음악 full track, 벨소리, 통화연결음, 악보자료 등

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웹
데이터베이스

주제별 DB 서지,사실,인물,통계등 주제별 전문 DB, 학술 DB, 출판사 DB 벤더, 민간상용 DB, 오픈DB 등

기관레포지터리 디지털문서관, 디지털 컬렉션, 기관레포지토리 등

교육자료 이 러닝 자료 등

참고자료
사전 전자사전, 저명사전 등

서지정보 백서, 연감, 편람, 시소러스, 상업서지(주요국가),국가서지, 도서관 OPAC, 출판정보

s/w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운 체계(OS), 컴파일러, 유틸리티 등

응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을 응용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소프트웨어

특별장서 희귀자료, 향토자료, 절판자료
* 각 세부유형 마다 주제별 접근이 가능



4.1 수집 대상

¡ 회색문헌

Ù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의미

Ù 특정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생산주체와 협력하여 수집 필요

ü 학술 자료 : 학회나 국가차원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용이

ü 대학간행물, 심포지엄 자료 : 일반 이용자가 구하기 어려워 이용에 제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집이 필요

¡ 전자출판물

Ù 주로 상용 출판사를 통해 전자형태로 출판되는 자원으로 일반 단행본이나 잡지 등과 같이 가치가 있는 자원을 의미

Ù 향후 전자출판의 성장세가 예측되는 만큼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자원

ü 전자신문 : 수집 필요성이 이용성과 비교하여 다소 양분되고 있어 언론사로부터 제공 되는 전자신문보다는

출판사에 의해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의 수집 필요성을 강조

¡ 멀티미디어

Ù 문자 이외의 상, 음성, 이미지 등으로 제공되는 자원으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에 유통

Ù 현재 온라인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온라인 자원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가장 큰 부분

¡ 웹 데이터베이스

Ù 웹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

Ù 수집 대상이 광범위하며, 서비스 및 보존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이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함

¡ 교육자료

Ù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일컫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존재

Ù 동 상이 가장 일반적 형식으로 이 러닝을 통한 학습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집대상으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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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집 대상

¥ 수집대상 자원 웹 사이트

¡ 웹 사이트 파악의 필요성

Ù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해야 할 자원은 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온라인 상에 존재하고 있음

Ù 온라인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활용이 필요

Ù 이를 위하여 온라인자료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형태나 유형을 알아야 하며,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경로 관련 정보가 필요

¡ 수집대상 자원의 웹 접근경로

Ù 콘텐츠 유형별 세부 접근경로 제시

Ù 각 세부 유형마다 주제별 접근이 가능

Ù 모든 접근경로를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대표적 접근경로만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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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집 원칙

¥ 수집의 기본원칙(유형별 공통사항)

¡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개발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바탕 제공

온라인자료의 수집을 위한 접근점을 제시하여 미래의 자료 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초 확립

¡ 용어정의

Ù 디지털자원

: 디지털 형태의 자원을 어떤 목적이나 기준에 의거하여 모아 놓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컴퓨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기호화되어 만들어진 온라인이나 물리적 포맷의 저작을 의미

Ù 온라인 디지털자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 수신되는 자료를 의미

: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된 디지털 자원의 내용을 내려 받아 정보통신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는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텍스트, 소리, 동 상정보 등을 담고 있는 컴퓨터 파일을 포함

Ù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

: 정해진 포맷을 사용하여 캐릭터 또는 바이트 형식으로 전송 또는 전송되기 위한 데이터 요소의

연속적 흐름으로 주로 데이터통신에서 데이터를 비트의 열로 변환하여 직렬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

Ù 온라인 매체

: 가상공간인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매체들을 지칭하는 용어

: 웹으로 출판되거나 이메일과 같이 다른 도구에 의해 인터넷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자원을 의미

Ù 물리적 매체

: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매체를 총칭하는 용어

: 물리적 매체로 출판되는 객체(tangible objects) 그 자체를 의미

: 아날로그 전자자원과 디지털 전자자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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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집 원칙

¥ 수집대상자료 기본사항

¡ 언어

Ù 한국어로 만들어진 전자자원을 망라적으로 수집

Ù 어와 일본어, 중국어 자료는 선별적으로, 기타 외국어 자료는 요구가 있을 경우 수집

¡ 주제

Ù 망라적인 범위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Ù 해외 소장중인 온라인자료의 경우 주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한국 및 주변국의 자료를 대상으로 함

Ù 다만,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정보통신윤리와 정보공개관련법령에 준하여 따로 정함

¡ 내용

Ù 정보자원의 지적 수준, 깊이와 포괄성, 권위, 유일성, 완전성, 적시성, ‘한국’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정

¡ 기능성

Ù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Ù 데이터베이스 셋업이나 활성 스크립트 등의 특별한 기능성을 요구하는 경우,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수집

Ù 검색 시스템의 우수성과 검색 용이성,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및 디자인의 통일성, 네비게이션의 용이성

및 링크옵션, 전송 메커니즘, 및 보안과 인증 체계에 있어서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자원을 선정

¡ 포맷

Ù 설명성(descriptive), 독립성, 일관성, 범용성, 품질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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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집 원칙

¥ 온라인자료 입수유형

¡ 구입

Ù 자료의 소장을 위한 구입, 자료의 접근을 위한 이용권 구입이 이에 해당

Ù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과 현장의 상황을
반 하여 구입수준과 구입범위를 결정

Ù 구입할 자료는 수집목적과 자료의 리성을 반 하여 보상의 정도를 구분하고 구입을 수행

¡ 기증

Ù 기관 또는 민간의 기증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Ù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수집 가치를 반 하여 선택적으로 수집

Ù 기증받은 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장과 이용 및 보존을 위한 소장으로 수집유형을 구분가능

이를 위한 기준수립 및 기준에 따른 관리 방침이 수립되어야 함

¡ 교환

Ù 정부 및 공공기관, 학술기관, 민간기관, 개인과의 상호협력 또는 교환을 통하여 수집하는 경우

Ù 특히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장 및 접근을 위하여 교환의 방법이 주로 이용

이 경우 실무지원을 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여 추후 업무지원에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타

Ù 구입, 기증, 교환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기타 인쇄자료의 디지털화, 자체생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온라인자료 수집 가능

Ù 상호 협력 기관과의 분담 수서 등의 방법도 가능하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Ù 기타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는 경우 이들 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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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집 원칙

¡ 수집대상 별 수집방법의 우선순위

Ù 정부 및 공공기관 - 구입을 통한 자료의 소장 및 접근은 가급적 배제

- 가급적 교환의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Ù 학술기관 - 교환을 우선적으로 시도, 불가능할 경우 구입을 통해 수집

Ù 민간기관 - 가능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교환의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 구입 및 기증을 통하여 수집 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황을 반 하여 선택적으로 수집

Ù 개인 -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황을 반 하여 선택적으로 구입 또는 기증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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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대상
수집방법

구입 기증 교환 기타

공공기관 - - ◎ -

학술기관 - - ◎ -

민간 △ △ ○ -

개인 △ △ - -

◎ - 최우선, ○ - 우선, △ - 선택



4.2 수집 원칙

¥ 온라인자료 선정 및 관리 시 고려사항

¡ 다른 정책과의 관계

Ù 「201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디지털자원 수집 보존 프로젝트인 OASIS 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행

¡ 기술적 문제

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입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

Ù 호환성, 기술적 지원능력, 응답시간과 원격통신, 서버의 신뢰성, 디지털저장 가능성, 기술적 표준 준수여부 고려

¡ 접근

Ù 포털을 통한 원격접근,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통한 CD-Net,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접근방법 모두 고려

Ù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자원은 접근 제한

¡ 선정도구 및 수집수준 – 자료 유형별, 주제별, 생산기관별 구체적 수집수준 및 선정도구를 개발하여 적용

¡ 이용자 요구 - 정기, 부정기적 이용자 조사를 통한 장서구성 평가 수행

¡ 유지갱신 및 비용

Ù 가격대비 적정여부, 업데이트, 백업 및 향후 업그레이드의 가능성과 비용이 적정한지 고려가 필요

Ù 온라인 자원은 자료의 형식과 내용, 이용 및 접근경로 등 자료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인쇄자료보다 다양하므로, 이러한 요인 및 변수들을 고려한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 수집업무 수행 시 고려사항

¡ 예산 - 주제별, 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운

¡ 교육 - 온라인자료 이용, 정보검색 방법 등 학습과 연구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업무의 책임사항 - 정보자원의 범위를 모니터, 구입, 구독, 기증, 제작 전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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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 세부지침(안)

국가

생신기관

수집유형

자료형태

온라인자료 수집 방법



5.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 세부지침(안)

¥ 수집 세부지침(안)

¡ 온라인자료 수집 기본모형

Ù 온라인자료 수집은 크게 수집 지침에

의한 온라인자료 선정, 수서, 보상, 

인수의 단계를 거쳐 수행

Ù 이때 온라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자료 선정 및 수집

프로세스를 도식화

37

국 가

소장 국가별 수집대상 파악단계

국내 국외

주 제

특별 장서

생산기관

소장기관 확인 단계

공공 학술 민간 개인

수집유형

유형별 수집단계

소장 접근

자료형태

유형별 관리, 보관 단계

텍스트 음성 이미지 상 기타

수집지침



5.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 세부지침(안)

¡ 수집 세부 프로세스

Ù 국가

ü 수집 대상 온라인자료의 소장 국가를 파악

ü 국내 · 국외 소장여부를 파악

Ù 생산기관

ü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생산주체, 소장기관을 파악

- 공공기관 - 정부기관, 산하기관(재단, 연구회) 

- 학술기관 -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기관리파지토리(IR)

- 민간 · 개인 -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비 리기관

Ù 수집유형

ü 소재가 확인된 온라인자료의 수집 유형을 파악

ü 소장

- 생산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여 서비스해야 하는 경우

- 디지털화된 자료, 인쇄자료(인쇄자료를 대상으로 수집 후 디지털화)

ü 접근

- 생산기관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로의 link 연계를 통해 서비스

- 정보, 서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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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 세부지침(안)

Ù 자료 형태

ü 수집유형이 확인된 온라인자료의 콘텐츠 포맷에 따라 수집 수행

ü 텍스트(text)

- 도서관 온라인 정보자원의 가장 보편적 형태

- 전자책, 전자저널 등의 온라인자료 유형의 가장 기본적 형태

- PDF, XML, OEBPS, DTB, NCBIA 등

ü 음성(Audio)

- 디지털매체에 저장되는 음성 포맷

- 벨소리, 통화연결음, full track 등

- MPEG, WAVE, QTA, WMA 등

ü 이미지(still image)

- 사진, 지도 등

- JPEG, GIF, TIFF 등

ü 상(moving image)

- 방송, 화, 동 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공연물 등

- MPEG, RealVideo, AVI 등

ü 기타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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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가

¥ 소장자료 확인 및 수집 대상자료 파악

¡ 수행업무 및 절차

Ù 연간 자료수집 계획을 확인 및 참고하여 주제별, 자료 유형별로 수집 필요자료 파악

Ù 자료 이용률 및 이용률 분석결과를 반 하여 이용자 수요 파악

Ù 내부 공지 및 직원회의 결과를 통해 실무자 의견 파악

Ù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집 대상 자원의 종류를 종합

Ù 수집 대상자원에 대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원에 대한 목록 작성

¡ 진행 시 고려사항

Ù 이용자 의견 수렴 시 수집 제외대상 자원 목록을 반 해야 함

Ù 도서관 우선 수집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요구에 대한 유용성, 저작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적 내용, 정보의 시사성

등을 판단하여 수집

: 국내 자료는 가능한 100% 수집, 국외 자료는 대상 자료의 중요도와 해당국가의 보유량을 고려하여 수집

Ù 수집에 기반이 되는 참고 정보원을 선정 후 반

: 참고 정보원은 유용성, 저작자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적 내용, 정보 최신성, 업그레이드 빈도,

접근 용이성, 정보로서의 이용가치를 기반으로 파악

: 선정 기준 매뉴얼(안)을 작성하여 추후 수집업무 수행 시 참고자원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함

Ù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목록을 작성

: 목록은 자료 주제, 유형, 소장기관 등에 대한 항목이 함께 기입

: 목록 작성 매뉴얼(안)을 작성하여 추후 수집 시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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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가

¥ 수집 대상자료 세부사항 파악

¡ 수행업무

Ù 수집대상 자료의 소장기관, 저작권자, 전송권자, 배포권자 등 자료수집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적 책임자 파악

Ù 협력 대상기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구분하여 목록화

: 국내, 국외 소장여부 / 공공기관, 학술기관, 민간, 상용기관, 개인 소유 여부

¡ 소장기관 범위 및 유형

Ù 수집대상국가별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  ◎ - 필수, ○ - 권장, △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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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유형 우선순위

국내

공공기관 ◎

학술기관 ○

민간․개인 ○

국외

북미

공공기관 ○

학술기관 ○

민간․개인 △

유럽

공공기관 ○

학술기관 ○

민간․개인 △

아시아

공공기관 ○

학술기관 ○

민간․개인



5.1 국가

Ù 국내소장 온라인자료

ü 범위

: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소장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

ü 주제분야

: 모든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망라적 수집

: 총류, 철학, 종교, 사회, 언어,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의 전 분야를 망라적으로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우선수집 대상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

: 연간 자료수집 계획, 중점 수집분야 반

ü 자료유형

: 모든 자료유형을 대상으로 수집 및 접근점 파악

: 회색문헌, 전자도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특별장서 등

Ù 국외 소장 온라인자료

ü 범위

: 온라인자료의 소장국가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인 경우

ü 주제분야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우선수집 대상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

: 우리나라 및 주변국 관련 역사․문화․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수집

: 주요 공공기관, 학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우선수집

ü 자료유형

: 모든 자료유형을 대상으로 수집 및 접근점 파악

: 회색문헌, 전자도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특별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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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가

¥ 특별장서

: 희귀자료, 향토자료, 절판자료, 특별관리 주제분야의 자료 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별도의 컬렉션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자 하는 자료 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한국 관련 온라인자료

Ù 주제범위

: 주제적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자료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관련 문서, 기록, 사진 - 규장각 문서 등 한국 근대 기록물

- 한국전쟁, 민주화 및 통일 관련 기록물 - 외규장각, 개화, 일제강점 관련 기록물

- 북한관련 주제, UN, OECD 등과 관련된 기록물

Ù 자료유형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관련문서, 기록, 사진, 화, 신문, 정기간행물, 마이크로필름 등

¡ 기타유형

Ù SNS, 블로그, App(application)과 같은 응용소프트웨어들은 현재는 학술적, 보존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추후 자료의 가치를 평가해 볼 여지가 있는 자료유형으로 수집대상으로 고려가 필요

Ù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역과 범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

¡ 수집 시 고려사항

Ù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인쇄자료 개발정책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과의 관계를 반 하여 진행

Ù 특히 한국관련 온라인자료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고문헌 자료의 마이크로 필름
화 등의 사업과 그 역측면에서 중복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43



5.2 생산기관

¥ 협력대상기관 유형별 우선순위

44

기관유형 우선순위

정부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 기관

출연연구기관 ◎

비연구 출연기관 ◎

공공기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학술기관

대학도서관

국․공립 ◎

사립 ○

연구소 및 기타 학술기관 ○

기관 리파지토리 ○

민간․개인
리기관 ○

비 리기관 ○

※우선순위: ◎ - 필수, ○ - 권장, △ - 선택



5.2 생산기관

¥ 협력대상기관 유형구분

¡ 정부 및 공공기관

Ù 대상

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ü 정부출연기관(출연연구기관, 비연구 출연기관)

ü 기타 주요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Ù 주요 수집 자료유형

ü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에서 공개 발행하는 간행물, 보고서, 입법정보 등의 회색문헌 일체

ü 단, 뉴스기사와 기관 내 기록물은 수집대상에서 제외

Ù 참고정보원

ü 국내

: 대한민국정부 정부 정부사이트 목록

: 알리오 공공기관 경 정보 공개시스셈 공공기관 목록

: 국가지식포털 공공정보 목록 서비스

ü 국외

: IFLANET 세계국가도서관 목록

: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도서관 목록

: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도서관 목록

: 기타 한국학 온라인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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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산기관

¥ 협력대상기관 유형구분

¡ 학술기관

Ù 대상

ü 대학도서관

ü 연구소 및 학술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제외)

ü 기관리파지토리(시스템)

: 기관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보존과 배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

: 공유 목적이 아닌 내부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

Ù 주요 수집 자료유형

ü 대학간행물 중 교수 또는 연구원에 의해 작성된 자료 및 대학 소속연구소 발간 자료(학술논문, 심포지움 자료 등)

ü 파일 단위 또는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제공되는 기관리파지토리 자료

Ù 참고정보원

ü 대학도서관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ü 국가 연구소 및 학술 기관

: 한국연구재단 가입목록

ü 기관리파지토리 참고 정보원

: OpenDOAR

: d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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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산기관

¥ 협력대상기관 유형구분

¡ 민간 및 개인

Ù 대상

ü 리기관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출판사, 신문사, 멀티미디어 제공 업체 등)

ü 비 리기관 : 이윤추구 외의 특정 목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

ü 개인

: 개인이 소장 및 생산한 소장가치가 있는 정보

: 역사적, 사회적으로 향력 있는 개인과 관련된 주요 온라인정보

Ù 주요 수집 자료유형

ü 회색문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유형

ü 회색문헌의 경우에도 민간/상용기관에서 저작권 및 배포권을 소유한 경우 수집대상으로 함

Ù 참고정보원

ü 리기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전자출판협회, 위키백과 대한민국 기업 목록 등

ü 비 리기관

: 비 리법인, 비 리민간단체 등

ü 개인

: 주요 검색포털 인물정보 제공서비스,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 전문직 협회 및 단체 사이트(대한의사협회, 한국언로인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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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산기관

¥ 협력대상기관 선정 및 수집 대상자료 선정

¡ 수행 업무 및 절차(공통사항)

Ù 파악한 수집 희망 대상 자료의 저작권 및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대상기관 파악

Ù 협력대상기관 우선 선정기준과 기관 유형별 참고정보원을 기준으로 해당기관과 교섭 수행

Ù 교섭을 통하여 해당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자료 파악

Ù 확보한 수집 대상자료 리스트를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우선수집대상 순위에 맞는 자료 선정

¡ 업무 수행 시 고려사항(공통사항)

Ù 기관 선정기준

ü 대상기관의 권위, 생산 및 제공되는 정보의 양/품질, 기관의 협력정도, 자료입수에 드는 비용 및 노력 등을 고려

Ù 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ü 온라인자료 선정대상 확인 및 교섭 시

: 자료 유형, 주제 등과 같은 기본 서지사항

: 자료의 저작권, 전송권 등과 같은 자료의 책임 소재사항

ü 선정 장서 및 기관의 중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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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49

¥ 수집 유형 구분 및 결정

¡ 수집유형

Ù 소장

: 생산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및 서비스해야 하는 경우

: 오프라인(패키지형)자료 및 인쇄자료, PDF, JPEG 등 디지털 콘텐츠 포맷으로 작성된 자료 등)

Ù 접근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제 온라인자료를 직접 소장하기 어려운 경우로 라이선스 확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온라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수집유형별 우선순위

※ 우선순위 : ◎ - 필수, ○ - 권장, △ - 선택

수집유형 자료유형 우선순위

소장
오프라인형 ◎

온라인형 ◎

접근 라이선스형 ○



5.3 수집유형

¡ 수집유형 결정 시 확인사항

Ù 오프라인형 자료

ü 오프라인형 전자출판물이 인쇄물과 함께 유통될 경우,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형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계약

ü 오프라인형 전자출판물이 계약조건(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

ü 오프라인형 전자자료(CD-ROM) 수집 시 선정기준

- 도서관 환경 : 도입의 필요성(이용자의 요구도, 인쇄매체의 상대적 우수성), 주제 역과 이용자의 지적 수준에의

적합성, 인쇄자료 및 온라인 시스템의 유무와 활용가능성, 이용자의 정보접근과 입수방식 및 이용경험, 장서개발

및 예산확보 문제

- 소프트웨어 특성 : 수록정보의 특성과 범위(정확성, 신뢰성, 소급성, 최신성), 탐색성능(탐색의 속도와 방법, 탐색

결과의 저장과 인쇄, 다운로딩), 이용자의 수준별 검색가능성 및 탐색의 가능성(메뉴,명령어 등), 탐색의 편이성(도

움말 화면, 화면지시, 화면배치, 그래픽 이미지 등), 온라인 시스템과의 접속여부, 개정빈도의 적절성

- 하드웨어 특성 : 컴퓨터와 주변기기, CD-ROM Drive의 종류와 대수, 인터페이스 카드(Interface Card), 케이블, 

하드웨어의 호환성

- 서비스 조건 : 직원 교육지원, 업그레이드 문제, 시스템 에러 및 다운타임에 대한 대책

- 비용문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확장 소프트웨어 포함)의 가격, 갱신료, 직원 훈련비용, 유지 및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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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 수집유형 결정 시 확인사항

Ù 온라인형 자료

ü 온라인 전자자료는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거나 도서관이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제공자와

원격접근에 대해 협의한 콘텐트 스트림(Content Stream) 형태의 자료로서, 라이선스 계약형 전자책, 전자잡지, 음

성, 음향, 상, 이미지, 온라인 DB 등의 네트워크 계통의 전자출판물과 도서관 장서에서 선정한 자료를 디지털 사

본으로 제작한 자료를 포함

ü 온라인 전자자료는 현재 및 미래의 정보요구에의 유용성, 저작자 또는 제작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

적 내용과 가치, 수록정보의 최신성, 업그레이드 빈도, 접근·이용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집

ü 처음부터 온라인 버전으로 발간된 디지털 자원, 즉 오리지널 온라인 전자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오리지널 자

원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장서를 보완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

ü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 및 구성체제의 상당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

ü 온라인 전자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국가표준포맷(PDF/A 포맷)을 우선적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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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 수집 요청 및 계약

¡ 계약 절차 및 기준

Ù 소장

ü 온라인자료 소장 시 계약절차

: 기본적으로 구매를 통해 원자료(raw data)를 제공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 및 재협상이 필요 없음

: 다만,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안에 발생하는 원자료(raw data)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추후 계약 연장 및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일회적으로 해당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품질 및 누락 검수가 수행 후 최종 계약 체결

ü 고려사항

: 전자자료의 공동구매는 국내의 정보수요를 조사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되, 국내 다른 도서관과의 중복추진을 지양

: 모든 구매자료는 원자료(raw data)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국가적 아카이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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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
선정

구입
의뢰

계약조건
조율

원본 품질
검수

자료 전달 누락 및 훼손
자료 검수

최종
계약 체결

자료 등록 및
관리



5.3 수집유형

¥ 수집 요청 및 계약

¡ 계약 절차 및 기준

Ù 접근(라이선스)

ü 라이선스 계약절차

: 라이선스 체결 기관의 필요에 따라 유지보수 요청가능, 해당 기관은 지속적인 자원의 수집 및 가공의 의무를 가짐

: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은 기간을 두고 체결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계약 및 재협상이 필요(이용료,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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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
선정

구입
의뢰

품질
검수

계약조건
조율

유지보수
요청

라이선스
체결

재계약 및
재협상

ü 고려사항

-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의 - 이용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의 범주

- 합법적 이용의 범위 - 도서관과 출판사의 쌍방간 임무

- 계약의 기간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ü 온라인 DB의 라이선스 계약 취소기준

- 원 정보의 최신성 또는 신뢰성을 상실한 것

- 다른 DB나 전자자원의 수록범위가 더 포괄적이거나 우수한 경우

- 라이선스 구독비용이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5.3 수집유형

¥ 수집 요청 및 계약

¡ 계약 시 확인사항

Ù 소장

ü 온라인자료 수집 계약체결 기본사항

: 온라인자료의 공동구매는 우선 국내의 정보수요를 조사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 국내 다른 도서관과의 중복추진을 지양

: 모든 구매자료는 원자료(raw data)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국가적 아카이빙을 추진

ü 온라인자료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 보상여부 - 수집증명서 교부여부 - 저작권

- 수집자료의 이용 - 수집시점 - 하자 보수

- 수집부수 - 수집자료 전달포맷 - 수집자료의 하드카피 제공 여부

- 이용기준(이용서비스 권리, 이용서비스 기준) - 수집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여부

- 온라인 수집자료 이용 거절 여부 - 수집자료의 다운로딩과 저장 여부

Ù 접근(라이선스)

ü 라이선스 계약 추진 시 함께 확인 및 조율해야 할 사항

- 수집시점 - 수집부수 - 하자 보수

- 저작권 - 보상여부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라이선스 유형(보기, 전송, 저장, 출력 등)

- 수집자료의 법률 시행일 이후 수집년도 기준설정 - 이용기준(이용서비스 권리, 이용서비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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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 보상 및 관리

¡ 보상기준 및 방안

Ù 선행연구인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보상금 비용 산정기준 개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7)와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보상금에 관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8)에서 제시한 방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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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여부 비고

상업적 판매여부 수집목적

상업적 판매자료
(정가책정)

보존 목적 ▪ 보상없음 전자책, 음원자료, 방송자료, 
상 등 개별 콘텐트 형태관내 이용 ▪ 정가의100% 또는적정가보상

상업적 판매자료
(고액 및 임의적

가격책정)

보존 목적 ▪ 보상없음

학술DB, 이미지DB 등
패키지 형태관내 이용

▪ 무보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다가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
적정 가격이 책정되면 보상 후 관내 이용 허용
▪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패킷 또는 유통가격)

가격 미결정 자료,
미공개/제한적

공개를 전제로 한
판매자료

보존 목적 ▪ 보상없음

미공개,
제한적 공개

관내 이용
▪ 무보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다가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
적정 가격이 책정되면 보상 후 관내 이용 허용
▪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패킷 또는 유통가격)

완전공개/공표된
비매품, CCL 적용
온라인디지털자료

보존 목적 ▪ 보상없음

일반웹사이트콘텐트, UCC, 
공개보고서등

관내 이용 ▪ 보상없음

관외 이용 ▪ 보상없음



5.3 수집유형

¥ 보상 및 관리

¡ 보상기준 및 방안

Ù 자료유형별 보상기준

ü 전자출판물

: 전자책, 오디오북, 모바일북,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전자신문, 전자사보, e-카탈로그를 포함

: 판매용 전자책, 오디오북, 이미지DB, 온라인자료(이러닝자료)의 경우 타도서관에 통상적으로 납품하는 가격

(1 Copy)으로 보상금 지급 -> 판매용 전자자료 수집에 따른 특수조건

: 판매용 전자잡지(학회지)의 경우 최초 전자잡지(학회지) 수집에 대한 보상금은 타도서관에 통상적으로 납품하는

“ 단가x5.4 ”로 하며, 연간 갱신되는 자료에 대한 보상금은 최초 원본수집가격의 15%이내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전자잡지(학회지) 제공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 -> 판매용 전자잡지(학회지) 수집에 따른 특수조건

: 해당 전자출판물의 정가(소비자가)의 100%로 보상금 지급 -> 한국전자출판협회 제시

: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패키지 제품의 경우 콘텐츠와 시스템을 합한 금액을 정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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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ü 음원자료

: 양자간 협의 하에 적정가 지급

: 시중 유통가격은 건당 다운로드의 경우 500~600원, 기간(1개월 기준)당 열람의 경우 3,000~5,000원 선

ü 방송자료

: 양자간 협의하에 적정가 지급 (EBS, iMBC 제시)

: 시중 유통가격은 건당 열람의 경우 고화질 1,000원, 저화질 500원 선

기간(1개월 기준)당 열람의 경우 10,000원 선

ü 상자료

: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 정가(시중가)의 100%로 보상금 지급 (한국 상산업협회 제시)

: 시중 유통가격은 건당 열람의 경우 2,000~10,000원 선(최근 상 작일수록 고가)

기간(1개월 기준)당 열람의 경우 13,900원(시네폭스 기준)

ü 기타자료(게임, 소프트웨어 등)

: 양자간 협의하에 적정가 지급

: 시중 유통가격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2,000~3,000원 선

온라인게임은 유료 온라인게임인 경우 1개월 정액제 기준 20,000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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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 보상 및 관리

¡ 수집자료 관리

Ù 갱신

ü 구입을 통하여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경우 자료수집 계약 시 규정한 갱신주기를 기반으로 주기적 관리

ü 갱신 및 재계약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황과 온라인자료의 질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

Ù 하자 보수

ü 자체생산, 기증, 교환을 통해 수집한 온라인자료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ü 구입(소장,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집한 온라인자료는 온라인자료 제공자와 계약 시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관리

Ù 폐기

ü 온라인자료의 폐기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폐기를 위한 기준을 작성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

ü 특히 인터넷 자원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인터넷 자원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인터넷 정보자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정보자원이 더 이상 최신성과 신뢰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자원이 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Ù 저작권

ü 온라인자료의 이용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

ü 모든 사항은 수집 시 계약을 맺은 납품업체가 전담도록하여 분쟁 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ü 보존을 목적으로 수집한 온라인자료를 서비스 하게 될 경우, 저작권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별도

의 과정을 거쳐 저작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서비스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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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 보상 및 관리

¡ 이용서비스

Ù 정책적 관리

ü 온라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이용 대상의 확대 및 축소를 고려

ü 온라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규정하고, 규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ü 수집 당시 명시한 동시 이용자 수의 제한사항을 유지하도록 하되

이용 빈도수에 따른 재협상 및 재계약을 추진

ü 수집 당시 명시한 지적재산권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각각의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존

보존하고 있는 해당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ü 각 이용서비스의 세부항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업무 분담을 이루도록 하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 책임자 파악 및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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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집유형

Ù 기술적 관리

ü 온라인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백업 등의 유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보안

ü 이용서비스의 응답속도(요청→제공)를 수시로 체크하여 적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

ü 대용량 자료의 경우, 제공하는 통신망의 대역폭이 적절한지 파악하여 원활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함

ü 이용의 급격 증가 시, 해당 트래픽(traffic)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버의 업그레이드 및 분산 구성 등을 실시

ü 최대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및 메타데이터 간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수집된 자료 역시 기존의 시스템에 바로 이식 가능한 상태로 제공받도록 함

ü 보다 효과적인 검색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효율성 및 최신의 호환성을 유지

Ù 품질 관리

ü 갱신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최신성을 유지

ü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요구하는 품질을 체크

ü 저장방식에 따른 자료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품질 저하 여부도 파악

ü 오류 및 손실된 데이터를 파악하여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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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텍스트(Text)

¥ 범위

¡ 문서(문자, 숫자, 기호 위주)로 구분되는 디지털 형태의 파일

¡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 생성한 파일과 PDF 파일도 포함

¥ 관련 개념

¡ 문자 인코딩(Character Encoding)

Ù 문자나 기호들의 집합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부호화 하는 방법

Ù 텍스트 파일과 프로그램 간 인코딩 형식이 일치하여야 함

Ù 유니코드(Unicode) : 전세계 언어를 담기 위해 고안된 문자 인코딩 코드

¡ 파일 리포맷(File Reformat)

Ù 목적에 적합한 파일포맷으로 변경

Ù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적인 파일포맷을 보편적인 파일포맷으로 리포맷팅

Ù 텍스트 문서의 아카이빙을 위해 권장되는 파일포맷은 PDF/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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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텍스트(Text)

62

¥ 파일포맷의 종류
Ù 문자열의 부호화 정보만 가지는 파일 : plan text, mark up 중 일부

Ù 문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제어정보가 함께 있는 파일 : 워드프로세서에서 작성된 파일

파일 생성 환경 파일포맷 읽기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plain text .txt/.csv 모든 텍스트 편집기

Mark up
XML .xml XML 활용 어플리케이션, 텍스트 편집기

HTML .htm/.html 웹 브라우저, 텍스트 편집기

각종 워드프로세서 .rtf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

MS office

Word .doc/.docx MS Word, open office Writer, iwork pages

PowerPoint .ppt/.pptx MS PowerPoint, open office Impress, iwork keynote

Excel .xls/.xlsx MS Excel, open office Calc, iwork numbers

open 

office

Writer .odt MS Word, open office Writer

Impress .odp MS PowerPoint, open office Impress

Calc .ods MS Excel, open office Calc



5.4 자료형태 – 텍스트(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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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생성 환경 파일포맷 읽기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한컴 오피스

한글 .hwp 한글

슬라이드(2007) .hpt 슬라이드, 한쇼

한쇼(2010) .show 한쇼

넥셀(2007) .nxl 넥셀, 한셀

한셀(2010) .cell 한셀

iwork

pages .pages iwork pages

keynote .key iwork keynote

numbers .numbers iwork numbers

Acrobat PDF .pdf Acrobat, Acrobat Reader

전자책 전용

EPUB .epub 모든 ebook 어플리케이션

MOBI .mobi kindle

AZW .azw kindle

KF8 .kf8 kindle



5.4 자료형태 – 텍스트(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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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 우선순위

¡ <범용성> : 해당 포맷으로 이용되는 정도

¡ <호환성> : 다양한 플랫폼에서 읽기 가능한 정도

¡ <보 안> : 작성된 텍스트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

¡ <표현력> : 해당 포맷의 내용이 갖는 표현의 다양성

파일포맷 종합 평가* 범용성 호환성 보안 표현력

.pdf ◎ ◎ ○ ◎ ◎

.hwp ● ◎ ○ ○ ◎

.doc, .xls, .ppt ● ◎ ○ ○ ◎

.odt, .odp, .ods ○ ○ ○ ○ ◎

.txt, .csv, .xml ○ ◎ ◎ △ △

.pages, .key, .numbers △ △ △ ○ ◎

.rtf △ △ ○ △ ○

* 우선순위 : ◎>●>○>△



5.4 자료형태 – 텍스트(Text)

¥ 수집 시 고려요소

¡ [생산주체] :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생산한 기관의 성격을 확인

Ù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인지,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지 등

¡ [파일포맷] : 파일 형식으로 이용의 제한이 되지 않도록 표준적인 파일포맷 선정

Ù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파일포맷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파일인지 등

¡ [내용 유형] : 문서의 성격 및 담고 있는 내용의 유형을 확인

Ù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는 문서인지,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제한되는 점은 없는지 등

¡ [보안성] : 문서의 열람 및 편집의 가능성에 대한 제한 정도를 확인

Ù 저작권 보호 등으로 읽기전용이 필요한지, 내용을 임의 편집해 배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 자료 유형별 특성

¡ 텍스트에 해당하는 자료 유형

Ù 학술정보, 보고서, 회의자료, 통계데이터, 전자저널, 전자책 등

Ù 자료 유형별 세부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65



5.4 자료형태 – 텍스트(Text)

¥ 자료 유형별 특성

¡ ‘법령집’은 법률의 정확성을 위해,  ‘학술관련 유형’는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필요

¡ ‘전자책’은 저작권 보호와 출판사와의 이해관계로 읽기전용 및 이용자 수 제한 등을 고려

¡ ‘통계데이터’는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파일 다운로드가 효과적

66

구 분 내용 유형 보안 주 생산기관 주요 파일포맷

학술정보 텍스트+이미지 ◎ 공공, 민간 .txt, .pdf, .hwp, .doc 

보고서 텍스트+이미지 ○ 공공, 민간 .txt, .pdf, .hwp, .doc 

회의자료 텍스트+이미지 △ 공공, 민간 .txt, .pdf, .hwp, .doc, .ppt, .odp

정부간행물 텍스트+이미지 ○ 공공 .pdf, .hwp

정책 및 행정문서 텍스트+이미지 ○ 공공 .pdf, .hwp

조사데이터 숫자, 그래프 △ 공공, 민간 .txt, .csv, .xls, .odt, .hwp, .doc

입법정보, 법령집 텍스트 ◎ 공공 .pdf, .xml, 

통계데이터 숫자, 그래프 × 공공, 민간 .txt, .csv, .xls, .odt

전자저널 텍스트+이미지 ◎ 민간, 상용 .pdf, .html

전자책 텍스트+이미지 ◎ 상용 전자책 전용 포맷



5.4 자료형태 – 텍스트(Text)

¥ 수집원칙 및 유의점

¡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파일포맷 및 어플리케이션은 범용성이 큰 것을 선택

¡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인 자료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거나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수집

¡ 문자 인코딩이 중요한 자료는 유니코드 자료로 수집하고, 다른 인코딩 유형일 시 유니코드로 변환

¡ 파일은 PDF 포맷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은 우선 수집대상에서 제외

¥ 관리 및 보존

¡ 각 파일 별 다양한 DRM 유형을 하나로 통일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PDF로 변경하여 보존하도록 하되, 포맷 변경으로 데이터 유실이 우려되는 것은 원본으로 보존

¡ 수집된 문서의 전문(Full-text)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장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텍스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리더(Reader)등을 함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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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음성(Audio) 

¥ 범위

¡ 음악, 육성 등 소리를 담고 있는 디지털 파일

¡ 음성 이외의 다른 형태의 자료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경우( 상자료 등)는 음성 범주에서 제외

¥ 관련 개념

¡ 음성 압축 (무손실/손실)

Ù 음성데이터는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

Ù 무손실과 손실의 차이는 인간이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거하는지 여부로 구분

Ù 손실 압축과 비교했을 때, 무손실 압축은 상대적으로 음질이 뛰어나고 파일 크기가 크다는 특징을 가짐

¡ 비트전송률 (Bitrate)

Ù 1초 동안 사운드 재생을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 양

Ù 비트전송률 = 샘플링율(sampling rate) X 비트 심도(bit depth)

Ù 샘플링율 : 초당 소리를 샘플링 하는 수치로 헤르츠 수가 높을수록 원래의 파형에 가까워짐

Ù 비트 심도 : 샘플에 대해 소리의 진폭을 나누는 수치로 비트 수가 높을수록 보다 정확한 소리를 표현

Ù 샘플링율, 비트 심도 둘 중 하나가 동일한 경우는 비트전송률이 큰 파일이 음질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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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음성(Audio) 

¥ 파일포맷의 종류 : 무손실(무압축/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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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손실 파일 형식 파일 확장자 포맷 제작자

무

압

축

무

손

실

Raw data .raw, .pcm, no extension -

Wave .wav, .wave Microsoft & IBM

AIFF .aiff, .aif, .aifc Apple Inc.

AU .au, .snd Sun Microsystems

압

축

FLAC .flac, .fla Josh Coalson

Monkey’s Audio .ape Matt Ashland

WavPack .wv, .wvc David Bryant

ALAC .m4a Apple Inc.

WMA lossless .wma Microsoft

Shorten .shn Tony Robinson

True Audio (TTA) .tta Russia Programing Team

LosslessAudio (LA) .la Micheal Bevin

LPAC .pac Tilman Liebchen

OptimFROG .ofr, .ofs Florin Ghido

RealAudio Lossless .ra, .rm, .ram, .rmvb3 Real Networks

MPEG-4 (-SLS/ALS/DST) .mp4 MPEG



5.4 자료형태 – 음성(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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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의 종류 : 손실(압축)

¡ 재생 플레이어 마다 지원하는 포맷의 종류가 다르지만 위의 포맷은 대부분의 경우 재생 가능

¡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포맷은 MP3로 고음질 이외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사용

¡ 음악 CD 원본은 무손실, 무압축에 해당하고, 음악 MP3는 손실, 압축에 해당

¡ 이 외에 AC3, DTS 등은 입체 효과를 주는 기술 형식에 따른 구분으로 별도의 처리를 한 것

압축 손실 파일 형식 파일 확장자 포맷 제작자

압

축

손

실

MP3 .mp3 MPEG

OggVobis .ogg, .oga Xiph.Org Foundation

Musepack .mpc, .mp+, .mpp Musepack Development Team

AAC .m4a, .m4b, .m4p, .m4v, .m4r, .aac MPEG

ATRAC Audio .aac, .aa3, .oma, .at3 Sony

WMA lossy .wma Microsoft

벨소리 SMAF .mmf YAMAHA



5.4 자료형태 – 음성(Audio) 

¥ 파일포맷 우선순위

¡ <범용성> : 음성 자료가 해당포맷으로 이용되는 정도

Ù MP3가 가장 널리 이용, FLAC는 고음질 음악 재생에 주로 사용

¡ <호환성> :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생 가능한 정도

Ù 코덱이 필요하지 않은 Wave, AIFF, Raw가 유리,  MP3 포맷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편

¡ <재가공성> : 다른 포맷, 음질 등으로 변형 가능한 정도

Ù 무손실, 무압축 일수록 유리 (Wave, AIFF, Raw > FLAC, Monkey’s Audio, ALAC > 손실/압축)

71

파일포맷 종합 평가 범용성 호환성 재가공성

Wave, AIFF ◎ ○ ◎ ◎

Raw ● △ ◎ ◎

MP3 ● ◎ ◎ △

FLAC ● ◎ ○ ○

Monkey’s Audio, ALAC ○ ○ ○ ○

OggVobis ○ ○ ○ ○

AAC △ ○ ○ △



5.4 자료형태 – 음성(Audio) 

¥ 수집 시 고려 요소

¡ [음질] : 자료의 성격을 고려해 적합한 음질 선택

Ù 감상을 위한 고음질이 요구되는 자료인지, 식별 가능성만 요구되는 자료인지 등

¡ [파일크기 및 압축방식] :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적합한 파일 압축방식 선택

Ù 자료 수장 능력에 적합한지, 전송 환경에 적합한 크기인지 등

¡ [재생시간] : 재생시간에 비례해 파일 크기가 증가

Ù 재생시간이 길어 전체 파일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지, 분할하여 이용 및 보존할 것인지 여부 등

¡ [파일포맷] : 이용 및 관리에 보다 장점을 가지는 파일포맷 선택

Ù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파일포맷인지, 향후 이용 가능성이 큰 포맷인지 등

¡ [재생환경] : 자료를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

Ù 음성 자료를 이용하는 다양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지, 자료의 가공이 원활한지 등

¥ 자료 유형별 특성

¡ 음성 자료 형태에 해당하는 자료 유형

Ù 음악, 보이스 녹음, 효과음, 벨소리, 통화 연결음 등

Ù 자료 유형별 세부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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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음성(Audio) 

¥ 자료 유형별 특성

¡ ‘음악’은 다른 유형보다 고음질이 요구되지만, 클래식 등의 장르를 제외하고는 재생시간이 제한적

¡ ‘보이스 녹음’은 재생시간이 다른 유형보다 길고, 주로 MP3 포맷을 사용하는 편

¡ ‘효과음’은 재생시간이 짧아 무손실/무압축 포맷도 주로 사용됨

¡ ‘벨소리 및 통화 연결음’은 기능성 위주의 목적으로 요구되는 음질은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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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생시간 요구되는 음질 파일 크기 재생기기 주파일포맷

음악 주로 10분 이내 고음질 다소 큼 PC, MP3 플레이어 .flac, .mp3, .ape, .ogg

보이스 녹음 유동적 식별 가능 음질 유동적 PC, 보이스 레코더 .wav, .mp3

효과음 5초 이내 중음질 작음 PC, 휴대폰, 게임기 .wav, .mp3

벨소리 1분 30초 이내 중, 저음질 다소 작음 휴대폰, PC .mmf, .mp3

통화 연결음 1분 30초 이내 중, 저음질 다소 작음 휴대폰, PC .wav, .mp3



5.4 자료형태 – 음성(Audio) 

¥ 수집원칙 및 유의점

¡ 원본 및 원본에서 바로 추출한 파일을 우선 수집

¡ 음악은 고음질 파일을 우선 수집하되, MP3 포맷으로 수집할 때는 비트전송률이 높은 것으로 수집

¡ 음질 및 크기 등이 동일하면 재생이 용이한 것을 우선적으로 수집

¡ 음악 가사(lyrics) 등에 연령 제한이 존재하는지 파악

¡ 게임사운드 등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귀속된 파일은 일반적인 포맷으로 변경 및 추출하여 수집

¥ 관리 및 보존

¡ 가공 처리하는 횟수를 최소화 하여 원래 음질을 유지하도록 함

¡ 음악 CD-ROM 원본이 있는 경우, CD-ROM 형태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파일로 추출하도록 함

¡ 재생시간이 긴 파일은 적당한 파일크기로 분할하여 관리

¡ 자료 뿐만 아니라 음성 코덱도 함께 수집하여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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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범위

¡ 그림, 사진, 그래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파일

¡ 래스터, 벡터,  복합 그래픽스 방식을 모두 포함

¥ 관련 개념

¡ 이미지 해상도 (Resolution)

Ù 주어진 이미지의 픽셀 수로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픽셀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Ù ‘가로 X 세로 픽셀 수’ 나 ‘PPI(Pixel Per Inch)’로 표현

Ù ( 1024 X 768 > 800 X 600 ), ( 300PPI > 200PPI )

¡ 색심도 (Color depth)

Ù 각 픽셀 당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bit) 수

Ù 수치가 클수록 보다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지만 파일 크기는 증가함

Ù 8 비트는 256가지, 16비트는 65,536가지의 색상 표현 가능(28=256, 216=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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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파일포맷의 종류

¡ 일반 이미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은 래스터 방식의 BMP, JPEG, GIF, PNG, TIFF 

¡ 벡터 방식의 이미지는 그래프, 네트워크, 도형 등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

¡ Raw 포맷은 이미지 센서(sensor)에 포착된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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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그래픽스벡터 그래픽스

§ 주어진 공간에 선, 도형 등을 배치하는데 있어 일련의 벡터 서술문 형태로 저장되는 방식

§ 벡터 정보를 읽고,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픽셀이 아닌 벡터 서술문에 기반하기 때문에 확대에도 불투명해지거나 뭉개지는 등의 변화 없음

래스터 그래픽스래스터 그래픽스

§ 화면을 작은 직사각형 격자인 픽셀(화소)로 분할하고, 각 픽셀에 대한 색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 대부분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TIFF, JPEG, GIF,  PNG 등이 이 방식에 해당

복합 그래픽스복합 그래픽스

§ 하나의 파일 안에 래스터 방식과 벡터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

§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파일포맷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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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일포맷(확장자)

래

스

터

ANI(.ani) · ANIM(.iff/.anim) · APNG(.png) · ART(.art) · BEF(.bef) · BMP(.bmp/.dib/.rle/.2bp/2bpp) · BSAVE(.BSV) ·

CAL(.cal/.cals/.ras/.dcl) · CIN(.cin) · CPC(.cpc/.cpi) · CPT(.cpt) · DPX(.dpx) · ECW(.ecw) · EXR(.exr) · FITS(.fit/.fits) ·

FLIC(.fli/.flc/.flx/.flh/.flt) · FPX(.fpx) · GIF(.gif/.gfa/.giff) · HDRi(.tif/.tiff) · ICER · ICNS(.icns) · ICO/CUR(.ico/.cur) ·

ICS(.ics/.ids) · ILBM(.iff/.ilbm/.lbm) · JBIG(.jbig/.bie/.jbg) · JNG(.jng) · JPEG(.jpg/.jpeg /.jpe/.jif/.jfif/.jfi) ·

JPEG 2000(.jp2/.j2c/.jpc/.j2k/.jpx) · JPEG-LS(.jls) · JPEG-HDR · JPEG XR(.wdp/.hdp/.jxr) · MNG(.mng) · MIFF(.miff) ·

PBM(.pbm) · PCX(.pcx/.pcc/.dcx) · PGF(.pgf) · PGM(.pgm) · PICtor(.pic) · PNG(.png) · PPM(.ppm) ·

PSD/PSB(.psd/.psb/.pdb/.pdd) · PSP(.psp/.tub/.pspimage) · QTVR(.qtvr) · RAD(.rad) · RGBE(.hdr) ·

SGI(.sgi/.rgb/.rgba/.bw/.int/.inta/.icon) · TGA(.tga/.tpic) · TIFF(TIFF/EP · TIFF/IT · Logluv TIFF)(.tiff/.tif) ·

WBMP(.wbmp/.wbm/.wbp) · WebP(.webp) · XBM (.xbm/.bm/.icon/.bitmap) · XCF(.xcf/.xcfbz/.xcfbz2) · XPM(.xpm/.pm) 등

벡터
AI(.al) · CDR(.cdr/.ccx/.cdt/.cmx) · CGM(.cgm) · DXF(.dxf) · EVA(.eva) · EMF(.emf/.emz) · Gerber(.ger) · HVIF · IGES(.igs)

PGML(.xml) · SVG(.svg/.svgz) · VML(.htm./.html) · WMF(.wmf/.wmz) · Xar(.xar) 등

복합
CDF(.cdf) · DjVu(.djvu/.djv) · EPS(.epi/.eps/.eps2/.eps3/.epsf/.epsi/.ept) · PDF(.pdf/.epdf) · PICT(.pict/.pic/.pct/.pct1/.pct2) ·

PS(.ps/.ps2/.ps3) · SWF(.swf) · XAML(.xaml) 등

Raw

ARW(.arw;Sony) · BAY(.bay;Casio) · CIFF(.crw/.ciff) · CR2(.cr2;Cannon) · DCS(.dcs;Kodak) · DCR(.dcr;Kodak) ·

DRF(.drf;Kodak) · DNG(.dng) · ERF(.erf;Epson) · KDC(.kdc;Kodak) · K25(.k25;Kodak) · MRW(.mrw;Minolta) ·

NEF(.nef;Nikon) · ORF(.orf;Olympus) · Panasonic Raw(.raw/.rw2) · PEF(.pef;Pentax) · PTX(.ptx;Pentax) · RAF(.raf;Fujifilm)

SRF(.srf/.sr2 ;Sony) 등



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파일포맷 우선순위

¡ <범용성> : 이미지 자료가 해당 포맷으로 이용되는 정도

Ù TIFF, JPEG, GIF  파일포맷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됨

¡ <호환성> :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의 다양성 정도

Ù BMP, TIFF, JPEG, GIF 파일포맷이 우수

¡ <기능성> : 단순 이미지 외에 부가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정도

Ù 벡터 그래픽스,  TIFF, PNG, GIF 파일포맷이 우수

Ù TIFF – 메타데이터 입력가능, PNG – 투명색 표현 가능, GIF – 애니메이션 표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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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포맷 종합 평가 범용성 호환성 화질 기능성

Raw △ △ △ ◎ △

BMP ● ○ ◎ ◎ △

TIFF ◎ ◎ ◎ ○ ◎

PNG ○ ○ ○ ○ ○

JPEG ● ◎ ◎ ○ △

GIF ● ◎ ◎ △ ○

VML ● ○ ○ - ◎

SVG ○ ○ △ - ◎



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수집 시 고려 요소

¡ [해상도] : 이미지 자료 성격에 맞는 해상도 선택

Ù 작은 부분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지, 확대하여 보는 경우가 빈번한지 등

¡ [색심도] : 표현되는 색상의 종류와 관련된 요소

Ù 정확한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사용되는 색상의 종류가 제한적인지 등

¡ [파일포맷] :  각 파일포맷의 압축 방식과 기능을 고려해 적합한 포맷을 선정

Ù 벡터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필요로 하는 색심도 및 파일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등

¡ [파일 용량] : 수집 양과 저장 가능 공간을 분석해 파일 크기를 판단

Ù 수집할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전송 및 화면 표현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등

¥ 자료 유형별 특성

¡ 이미지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유형

Ù 지도, 설계도, 사진, 만화, 아이콘, 그래프 등

Ù 자료 유형별 세부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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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자료 유형별 특성

80

구분 해상도 색심도* 압축 주요 파일포맷 파일 용량

고화질

지도

고해상도

(1,024 이상)

중

무압축

내지

최소화

원본 위주 제한 없음

위성사진 중

설계도 하

작품 사진 상

디자인 상

중화질

일반 사진

중해상도

(400~1,024)

중

다소

압축

TIFF, JPEG, PNG

2M

이하

고문서 중 TIFF, JPEG, PNG

만화 중 JPEG, GIF

그래프 하 GIF, SVG

저화질

로고

저해상도

(200 이하)

중, 하

최대

압축

GIF, PNG

200K 이하아이콘 중, 하 GIF, PNG

썸네일 중 JPEG, GIF

바인딩 PDF 파일포맷 제한없음

* 색심도 : 상(24bit 이상), 중(8~24bit), 하(8bit 이하)



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자료 유형별 특성

¡ ‘지도, 위성사진, 설계도’

Ù 이미지의 작은 지점마다 의미가 있는 자료라 고해상도가 적합

Ù 표현하는 색상의 종류는 많지 않아 색심도는 크지 않아도 무방

¡ ‘사진’은 증거 및 정보 전달용(보도, 행사, 인물 사진 등)과 작품 사진으로 구분

Ù 증거 및 정보 전달용 : 선명하게 식별 가능한 정도까지의 해상도 및 색심도

Ù 작품 사진 : 작품성 보존을 위해 색심도 및 해상도가 큰 것이 적합

¡ ‘로고’,  ‘아이콘’

Ù 단색 사용 등 색상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낮은 색심도 적합

Ù 간단한 그래픽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의 도형 표현이 목적이라 저해상도가 적합

Ù ‘로고’는 투명색 표현을 위해 PNG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GIF 포맷이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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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이미지(Still image) 

¥ 수집원칙 및 유의점

¡ 원본 및 원본으로부터 직접 추출된 파일을 우선적으로 수집

¡ 해상도 및 색심도가 큰 자료를 우선하되, 파일 수가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파일크기도 고려

¡ 웹 브라우저나 간단한 플러그인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파일포맷을 우선 수집

¡ 지도, 설계도, 위성사진은 원본 위주로 수집

¡ 네비게이션,  구글 어스 등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통째로 수집

¡ 내용 확인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같이 수집하여 보존

¥ 관리 및 보존

¡ 같은 주제 아래 여러 파일로 된 이미지 자료는 바인딩을 통해 통합

¡ 파일 개수가 많은 주제 및 폴더의 경우, 압축하여 손쉽게 관리하도록 함

¡ 디자인 원본 파일 등은 원본과 함께 출력본을 함께 저장해 내용 형태를 파악하도록 함

¡ 파일 확장자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지 방식과 일치시키도록 함

¡ 벡터기반 파일 중 화면 표현을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경우, 래스터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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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범위

¡ 음성과 이미지가 함께 제공되는 형태로 멀티미디어로 분류되는 자료

¡ 파일 형태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도 수집 대상에 포함

¥ 관련 개념

¡ 코덱

Ù 코더(codr)와 디코더(decoder)의 합성어

Ù 동 상처럼 용량이 큰 파일을 작게 묶어주고 이를 다시 본래대로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Ù 상 재생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코덱은 재생플레이어 설치 시 지원

¡ 컨테이너 파일포맷

Ù 동 상 파일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파일포맷

Ù 상, 음성, 자막 등을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묶어 파일 생성

Ù 상, 음성 등은 각기 다른 코덱으로 압축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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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파일포맷의 종류 : 파일 단위의 배포를 위한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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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 확장자 특징 개발자

3GP/3G2
.3gp

3g2

3세대 휴대폰의 영상 저장 및 교환을 위해 개발

휴대폰을 통한 영상 재생에 주로 활용

다양한 코덱 지원

3GPP

3GPP2

Windows Media 

Video File
.wmv

Microsoft에서 개발한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는 비디오 파일

ASF 파일로 랩핑할 때, 비디오 컨텐츠에 해당하는 파일
Microsoft

Audio Video 

Interleave File
.avi

Windows 환경에서의 영상 저장 및 교환을 위해 개발

다양한 코덱 적용 가능

영화, 방송 등을 배포하는 대표적인 파일포맷

Microsoft

Apple QuickTime 

Movie
.mov

애플 관련 기기 및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

애플 사 에서 개발한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

영화, 방송 등을 배포하는 대표적인 파일포맷

Apple Inc.

Matroska Video 

File
.mkv

지원되는 코덱의 종류가 가장 많은 편

영화, 방송 등을 배포하는 대표적인 파일포맷

자막 제작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용

Matroska

MPEG Video File

.mpg

(.ts

.tp)

MPEG-1, MPEG-2로 영상과 음성을 압축한 파일포맷

영상 자료 원본을 전송하거나 파일 형태로 추출할 때 사용됨

파일크기가 크지만 화질이 뛰어남

MPEG

MPEG-4 Video 

File
.mp4

영상을 MPEG-4로 압축하고, 음성은 AAC로 압축한 파일포맷

PDA, PMP 등의 다양한 포터블 기기 지원
MPEG



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파일포맷의 종류 : 웹 브라우저 내 플레이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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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 확장자 특징 개발자

웹 브라우저 내 플레이를 위한 포맷

Flash Video File .flv

플러그인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재생 가능

웹 페이지 내 삽입 가능 (영상클립 재생 등)

유투브 등 웹을 통한 영상 플레이에 주로 이용

Adobe 

Systems

Shockwave Flash 

Movie
.swf

플러그인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재생 가능

웹 페이지 내 삽입 가능 (메뉴, 배너, 팜플릿 등 활용)

액션 스크립트 지정 가능

Macromedia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포맷

Advanced 

Systems Format
.asf

스트리밍 미디어를 위해 MS에서 개발

메타데이터 포함 가능

Windows Media를 랩핑(wrap)하는 파일 형태로 지원 가능한 형식이 제한적

Microsoft

Real Media File .ra

Real Media에서 영상의 저장 및 배포를 위해 개발한 포맷

RealPlayer를 통한 재생이 대부분으로 스트리밍을 지원

인터넷 라디오, 비디오 서비스에 주로 활용

Real Media



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파일포맷의 종류

¡ 상 파일은 파일교환, 웹 브라우저 내 플레이, 재생플레이어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분

¡ 각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파일포맷은 서로 상이하고, 비교적 포맷군이 정해진 편

¡ 파일 전송을 통한 배포 방식에는 AVI, MKV, MOV,  MPEG 등이 주로 사용됨

¡ 웹 페이지에 포함되어 재생되는 경우는 플래시(Flash ; .flv) 형식이 주로 사용됨

¡ .swf 포맷은 홈페이지의 메뉴나 배너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웹 표준 준수 움직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가 줄어드는 편

¡ .asf, .ra 파일은 과거 스트리밍을 위해 사용되던 포맷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포맷으로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 해당 포맷의 이용이 저조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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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파일포맷 우선순위

¡ <범용성> : 상 자료에 해당 포맷이 이용되는 정도

Ù .avi, .mkv, .mp4 포맷이 파일 이용 시 주로 사용되고, .mpeg(.ts, .tp)는 원본을 디지털 추출할 때 사용

¡ <호환성> :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생이 가능한 정도

Ù 파일포맷이 아닌 코덱이 많이 좌우되지만 .avi, .mkv, .mp4, .mpeg 포맷은 대부분 플레이어에서 재생됨

¡ <이용 범위> : 해당 파일포맷이 주로 사용되는 매체,  환경 등의 범위

Ù .avi, .mkv, .mp4 등은 화, 방송, 편집 동 상 등 대부분 매체에서 활용

Ù .tp, .ts 는 디지털 방송, 원본 추출 등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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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파일포맷 종합 평가 범용성 호환성 이용범위 품질

파일

이용

.avi, .mkv ◎ ◎ ◎ ◎ ◎

.mp4 ● ◎ ◎ ◎ ◎

.mpeg, .ts, .tp ● ○ ◎ ○ ◎

.mov ○ ○ ○ ○ ◎

.wmv ○ ○ ○ △ ○

.3gp, .3g2 ○ △ ○ △ ◎

스트리밍
.ra △ △ ○ △ ○

.asf △ △ ○ △ △

웹
.flv ○ ◎ ○ ○ △

.swf ○ ○ ○ ◎ △



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수집 시 고려 요소

¡ [재생 환경] : 상 자료가 실제 이용 및 재생되는 환경

Ù 모바일 환경인지 PC 환경인지, 파일 전송을 통한 이용인지 웹 브라우저 내 이용환경인지 등

¡ [코덱] : 코덱의 종류에 따라 동 상의 화질, 음질이 좌우됨

Ù 자료의 특성과 관련된 코덱을 적용한 것인지, 대부분의 환경에서 재생 가능한 코덱인지 등

¡ [파일포맷] : 보다 보편적이고, 원활한 이용에 적합한 포맷 선정

Ù OS(Operate System) 및 디바이스에 따라 제한되는 파일포맷인지,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포맷인지 등

¡ [용도] :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

Ù 상 감상을 위한 목적인지 학습을 위한 목적인지, 장시간 시청을 위한 것인지 짧은 시간을 위한 것인지

¥ 자료 유형별 특성

¡ 동 상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유형

Ù 화, 방송, 편집 동 상, 애니메이션, e-Learning, 공연물,  뮤직비디오 등

Ù 자료 유형별 세부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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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자료 유형별 특성

¡ 화, 방송, 애니메이션은 서로 유사한 자료 유형으로 고화질과 입체 음향효과가 요구됨

¡ e-learning은 고화질 보다 재생속도 조절 및 탐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음악에 초점을 두는 상물은 스테레오 음향 효과를 제공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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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서비스 환경 재생시간 요구 품질

화 파일 전송, 재생플레이어 스트리밍 주로 1시간 ~ 3시간 고화질, 입체 음향효과

방송 파일 전송, 재생플레이어 스트리밍 주로 1시간 내외 고화질, 입체 음향효과

동 상 파일 전송, 웹브라우저 유동적 내용에 따라 요구사항 상이

애니메이션 파일 전송, 재생플레이어 스트리밍 40분 이내(TV), 2시간 이내(극장용) 고화질, 입체 음향효과

e-Learning 파일 전송, 웹브라우저 주로 2시간 이내 식별 가능 정도의 퀄리티

공연물 파일 전송, 웹브라우저 유동적 중화질, 고음질

뮤직비디오 웹브라우저, 재생플레이어 스트리밍 주로 10분 이내 중화질, 스테레오 음향



5.4 자료형태 – 동 상(Moving image)

¥ 수집원칙 및 유의점

¡ 원본 및 고품질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

¡ 파일포맷 및 코덱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수집

¡ 음성, 화면에 오류가 없는지, 자막의 싱크가 맞는지 확인

¡ 연령 제한을 등급을 확인하고, 등급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함께 저장

¡ Divx 코덱 중 4.0 버전 이전의 것은 배제 (Microsoft가 소유권을 가진 코덱을 해킹한 버전으로 원칙상 불법)

¥ 관리 및 보존

¡ 화, 방송 등의 자료의 경우, 연령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접근을 전면 차단하도록 함

¡ URL 등을 통한 접근의 개념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 지속적으로 존재여부를 검사하도록 함

¡ 사이즈가 큰 파일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관리

¡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자료는 이를 함께 저장 보존

¡ 지적재산권의 변화 사항을 모니터 하고, 문제가 되는 자료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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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기타(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정의 및 범위

Ù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컴퓨터에 어떤 일을 처리할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의 집합

Ù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소프트웨어의 종류

Ù [시스템 소프트웨어] : 컴퓨터 사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운 체제(OS)를 의미

Ù [응용 소프트웨어] : 컴퓨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 체제 이외의 프로그램을 의미

¡ 수집 및 관리의 유의사항

Ù 수집 당시 구동 환경, 기능, 목적 등의 정보도 함께 저장하여 차후 소프트웨어 정보를 알 수 있게 함

Ù 검증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오픈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함

Ù 용량이 큰 소프트웨어는 CD-ROM, DVD등의 매체로 관리, 용량이 적은 소프트웨어는 압축하여 관리

Ù 저작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는 배포를 일체 수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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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기타(웹사이트)

¥ 정의 및 범위

¡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놓은 집합체

¡ Mark-up, 스크립트, 이미지 파일 등으로 구성

¥ 파일 종류

¡ [이미지 파일] : 웹 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로 웹 서버에 저장하고 있음

¡ [Mark-up 파일] : 실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일로 논리적 형태로 마크업 된 HTML(XML) 

파일과 배치, 폰트, 크기 등을 담당하는 CSS(XST)로 구성됨

¡ [스크립트 파일] : 주로 클라이언트 PC에서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Javascript와 서버

PC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및 연산을 위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파일(PHP, ASP, JSP) 등이 있음

¥ 수집 및 관리의 유의사항

¡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웹 서버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을 수집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웹 사이트의 경우 수집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수집대상 웹 사이트 선정 시, 정해진 기준을 통해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관리 및 활용에 유리

¡ 수집된 웹 사이트도 정기적으로 수집 작업을 반복해 업데이트를 반 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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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기타(데이터베이스)

¥ 정의 및 범위

¡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 고도로 구조화 되어 있어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이용하는데 적합

¥ 데이터베이스 연계방법

¡ [시스템 이식] : 구조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해 구현하는 것으로 수집

기관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야 함

¡ [이용 권한 취득] : 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프록 시

서버 등을 이용한 아이피 인증 방식, ID와 password 부여 방식 등이 존재

¡ [내비게이션] : 무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의 위치까지만

안내해 주는 것으로 단순한 하이퍼링크고 연결

¥ 수집 및 관리의 유의사항

¡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수집해 운 하는 경우, 데이터 백업 및 업데이트 등 데이터베이스 운 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데이터베이스 간 상호운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튜닝과 검색 시스템 구성에 유의

¡ 각 데이터베이스 별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데이터베이스 간 충돌 및 오류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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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국제표준번호 및 코드

¥ ISO 2108: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

¡ 단행본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

¡ 판(edition) 단위로 식별자가 부여됨

¥ ISO 3297: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 연속간행물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

¡ 제호(題號)별로 하나의 식별자가 부여됨

¥ ISO 3901: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RC)

¡ 저작물 자체에 대한 식별자가 아닌 녹음/녹화(audio and video recordings) 버전에 대한 식별자

¡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리믹스 등과 같이 다른 버전의 녹음/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코드를 부여

¡ 음악의 경우, 트랙 단위로 코드가 부여됨

¥ ISO 10957: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ISMN)

¡ 음성이 아닌 인쇄 형태의 음악(악보)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

¡ ISBN과 같이 편집된 한 권을 단위로 식별자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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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국제표준번호 및 코드

¥ ISO 15706: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ISAN)

¡ 상(moving image) 저작물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

¡ 화,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스포츠 이벤트,  광고 등이 대표적 유형

¥ ISO 15707: 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ISWC)

¡ 음악 저작물(musical works) 자체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

¡ 하나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되는 경우, ISRC는 서로 다르지만 ISWC는 동일

¡ 하나의 곡 단위로 식별자가 부여됨

¥ ISO 21047: International Standard Text Code (ISTC)

¡ 텍스트 기반(text-based) 저작물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

¡ 물리적 유형이 아닌 내용(content)을 단위로 식별자가 부여됨

¡ 동일한 내용이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 둘 사이에는 동일한 식별자를 가짐

¡ 동일 내용을 다루는 다양한 매체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식별자 부여 과정이 다른 것들에 비해 어렵고, 사용 예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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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형태 – 국제표준번호 및 코드

¥ ISWC, ISRC, ISMN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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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온라인자료 수집 방법 (웹 아카이빙)

¥ 이용 적합 환경

¡ 웹 사이트가 구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웹 페이지 내에 중요한 자원이 주로 분포하는 경우

¡ 웹 사이트자체가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되어 원래 모습 그대로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 특정기간 동안만 주로 서비스되는 이벤트 형식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수집할 때

¡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많지 않은 웹 사이트가 내용 그대로 수집될 가능성이 커 웹 아카이빙에 적합

¥ 웹 아카이빙의 강점

¡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최소한으로 소모되는 방법

¡ 온라인 서비스 형태 그대로 수집되기 때문에 구조적 형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획득 가능

¡ 수집된 자원의 단위가 비교적 명확하고,일관된 관점에 따라 분류 및 보존이 용이함

¥ 웹 아카이빙의 제한점

¡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빈번한 사이트나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집이 제한적

¡ 아카이빙 된 웹 사이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성이나 검색 시스템 개발이 쉽지 않음

¡ 최초 웹 아카이빙 한 형태로 고정되는 구조로 수작업으로 변형, 가공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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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온라인자료 수집 방법 (시스템 이식)

¥ 이용 적합 환경

¡ 수집자원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통째로 수집해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

¡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서비스 되는 형태는 해당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품질을 제공

¡ 단일 파일 형태가 아니라 특정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자원이 구현되는 경우 적합

¥ 시스템 이식의 강점

¡ 실제 서비스 원형의 모습 그대로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고, 별도도 재가공할 필요가 없음

¡ 수집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될 염려가 없음

¡ 단순 자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구조적 정보도 함께 보존되며 구동에 필요한 환경도 함께 보존됨

¥ 시스템 이식의 제한점

¡ 비용, 기술, 배경 지식 등이 많이 요구되는 수집방법

¡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집보다 구현에 더 많은 노력 필요

¡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데이터베이스 등의 모든 요소를 직접 제공해 주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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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온라인자료 수집 방법 (파일 전송 및 교환)

¥ 이용 적합 환경

¡ 음악 파일이나 e-book과 같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파일이 동일한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경우

¡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적으로 파일이 생성되고, 일관적인 주제나 작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원

¡ 수집 대상이 주로 파일 자체이고, 하나의 파일이 구조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

¥ 파일 전송 및 교환의 강점

¡ 자료의 양이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수집과 동시에 평가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수집활동이 가능

¡ 해당 기관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 외에 직접 파일을 수집할 수도 있음

¥ 파일 전송 및 교환의 제한점

¡ 해당 기관과의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파일 전송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 파일포맷에 따라 내용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 잘 작성된 메타데이터가 필요함

¡ 파일 안에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숨겨두는 경우, 전체 시스템 보안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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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온라인자료 수집 방법 (직접 수집)

¥ 이용 적합 환경

¡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수집해야 하는 경우

¡ 수집할 자원의 위치 등을 알지 못해 웹 검색엔진 등과 같이 검색을 통해 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 하나의 파일, 웹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통합적인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 직접 수집의 강점

¡ 수집하면서 내용에 대한 평가, 메타데이터 작성, 협조 요청 등 다양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집된 자원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새로운 정보원 확충도 이루어짐

¡ 외부기관의 협조 및 시스템을 통한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한 수집활동이 가능

¥ 직접 수집의 제한점

¡ 시간, 인력, 노력 등이 많이 소모됨

¡ 투입되는 요소의 양에 비해 수집되는 자료의 양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됨

¡ 직접 수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향후 시스템 및 일괄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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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 연구결론 및 연구의의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온라인자료의 역 및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자료유형들을 수집할 수 있는 접근 점을 제시하 으며, 이들 온라인자료 수집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수집 프로세스 별로 정리하여 지침으로 제시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항은 자료수집 및 서비스 제공에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업무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 다는데 의의

¡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보다 규모 있고 미래지향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반으로 온라인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이 필요

¥ 후속연구 제언

¡ 온라인자료 생산주체 및 유통경로에 대한 연구

Ù 온라인자료는 인쇄자료와는 달리 생산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생산한 자료의

형태 및 유형의 다양성에 기반한 유통경로의 구조 또한 복잡

Ù 보다 체계화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온라인자료 생산주체와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자료의 유통경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 실무적인 측면에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세부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Ù 기증자료 수집 시 기증받을 자료에 관한 선정 및 관리 기준, 자체생산 온라인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실무 지침 등과 같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의나 실무자들의 경험적 노하우를 반 한 실제 실무 지원

세부지침 연구를 후속연구로 수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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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 분담 수집을 통한 복합장서 수집에 관한 연구

Ù 온라인자료는 기존의 인쇄자료와는 달리 자료 생산기관의 다양성 및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자료 생산주체의
파악 및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집대상 자료의 범위도 계속하여 넓어지고 있음

Ù 국내법상 저작권문제와 납본법의 한계로 인하여 단일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혼자의 힘으로는 온라인자료
전 역에 대한 수집이 실제적으로 불가능

Ù 온라인자료의 수집은 인쇄자료 수집을 위하여 기존에 시도되어오던 도서관 및 관련 정보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출판사 또는 상용 정보검색 포탈 등과의 협력의 필요성 증가

Ù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분담수서 또는 자료수집을 위한 상용 민간 기관과의 협력장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도서관으로서의 망라 적 자료수집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자료 유형에 대한 수집 범위 및 방향에 대한 연구

Ù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유형의 확장 역으로 제시될 수 있는 SNS, App(application)등
자료 유형은 현재 학술적, 보존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자료의 역 및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자료의 유형적 특성상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요 수집대상 장서유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Ù 새로운 온라인 자원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근거로 이들 자료유형에 대한 자료 역과 범위, 수집, 관리, 서비스
방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

¡ 온라인자료 서비스의 수집을 위한 연구

Ù 온라인자료는 콘텐츠와 이들 콘텐츠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로 구성되어있으나, 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처가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만을 수집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콘텐츠의 향후 이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Ù 따라서 대상 온라인자료의 선정·입수·가공·관리에 있어서 최종 수집목적에 따라 수집범위를 달리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수집과 자료의 확산을 포함하는 서비스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103



104

참고문헌



참고문헌

¥ 단행본

국립중앙도서관. 2007. 『디지털장서 관리 및 연구 개발』. 디브러리 총서 3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2007. 『디브러리 포털 협력망 및 서비스』. 디브러리 총서 8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
관준비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2010.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연구』. 연구보고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중앙도서관. 201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문화관광체육부. 2010.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국 저작권법(2010)』

¥ 학술논문

김기태. 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지』. 12(2): 85-103.

김지훈. 2009.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원 개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45-58

김지훈, 노진구. 2002. 하이브리드 도서관 설계를 위한 논리적 구조. 『정보관리학회지』. 19(2): 69-92 

남 준, 최성은. 2011.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287-310

배금표. 1999. 인터넷 정보자원 평가요소. 『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9-94

백원근. 2010. 전자책과 출판시장의 변화. 『작가세계』. 85: 371-384.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유수현, 이혜진, 현미환. 2012. 디지털 콘텐츠 확산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131-151.

유재옥. 2003.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4(1): 123-140

육미경. 2005. 전자 환경 하에서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희윤. 2002.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8 

윤희윤. 2007.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79-99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22

윤희윤, 장덕현 2010.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07-122

105



참고문헌

이선희, 유수현. 2008.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25-
147

이숙현. 2003.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 『한국비블라아』. 14(1): 63-78

이지연. 2007. 인용정보와 연구자 홈페이지를 이용한 디지털도서관 장서개발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1): 301 -
319

이지연, 김성언. 2003. 디지털도서관의 웹자원 기반 장서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1): 111-127

장덕현. 2007. 과학기술분야 정보자원개발정책에 관한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107-124

장덕현. 2009.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팩터스 수정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31-44

장덕현, 서태설. 2009. 디지털 장서개발정책 기본요소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97-117

장덕현, 최원찬. 2008.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통합관리 유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01-221

장보성, 남 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장혜란 외.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정종원. 2005. e-Book 이용실태와 발전 전망. 『한국언론정보학보』. 31: 327-354.

정진한. 2009.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13-133

정진한, 박일종. 전문대학도서관은 국내 전자책 이용 실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201-222

최재황, 곽승진,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한상완. 1998.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환경 변화와 그 대응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2): 97-120.

James, T. C. 2003. Copyright Issues in E-Publishing.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8: 269-275.

Mishra, C., Saxena, A. 2008. Impacts of ICT in LIS: Electronic Publishing. International CALIBER 2008 Allahabad 
Proceedings.

Poornima, N. 2004. E-Publishing: Impact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AICTE Workshop at Don Bosco
Institute of Technology, 4 Aug 2004, Bangalore, India.

Perera, K., Chandra, D. 2007. The e-Book in Librar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Book, 5(1): 57-62. 

Rao, S. S. 2003. Electronic books: a review and evaluation. Library Hi Tech, 21(1): 85-93.

Smith, M. Q. 2005.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hange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cademic Libraries.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Williams, E. 2011. Copyright, E-books and the Unpredictable Future.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27(1): 19-25.

106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http://www.nl.sg>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http://ndl.go.jp>

¡ 일본법령데이터 제공 시스템 <http://law.e-gov.go.jp>

¡ 핀란드 국립도서관 <http://www.nationallibrary.fi>

¡ AGC – Singapore Statutes Online <http://statutes.agc.gov.sg>

¡ Harvard-Yenching Library. Korean Collection. [online]. [cited 2012. 11. 1]. <http://hcl.harvard.edu/libraries/harvard-
yenching/collections/korean.cfm>.

¡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online]. [cited 2012.11. 1]. <http://128.171.123.224>.

¡ Legislation.gov.uk <http://legislation.gov.uk>

¡ LII <http://www.law.cornell.edu>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bout Us. [online]. [cited 2012. 11.1]. <http://www.collectionscanada.gc.ca/about-us/index-e.html>.

¡ Library of Congress. Digital Collections. [online]. [cited 2012. 11.1]. <http://www.loc.gov/library/libarch-digital.html>.

¡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Korean Art.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lacma.org/art/collection/korean-art>.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nline]. [cited 2012.11. 1]. <http://www.archives.gov>.

¡ National Diet Library.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ndl.go.jp/en/index.html>.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Our Collections.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nla.gov.au/our-collections>.

¡ National Library of France. Collections and Services.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bnf.fr/en/collections_and_services.html>.

¡ Smithsonian Institution. Korean Art Collection.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asia.si.edu/collections/korean.asp>.

¡ The British Library. Strategy, Policies and Programmes.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index.html>.

¡ UCLA Richard C. Rudolph Est Asian Library. Korean Studies Collection.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library.ucla.edu/libraries/eastasian/korean-studies-collections>.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amilton Library Korea Collection.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hawaii.edu/asiaref/korea/korea.htm>.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Library. Korean Collections & Resources. [online]. [cited 2012. 11. 
1]. <http://www.library.illinois.edu/asx/koreancollection/index.html>.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