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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 연구의 목적 및 개요

▣ 국내 인터넷 환경 변화와 IT 기기 보급 확대로 국민들의 도서관 접근 

환경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뿐 아니라 도서관 외에서의 

자료 열람과 접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도서관 수요자의 요

구에 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자책 시

장의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과 이해관계자 입장으로 조사하여 합리적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주요국 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을 조사·벤치마킹하며, 국내 이해당사자의 조사를 통해서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이슈,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

화를 제약하는 법적,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

며, 디지털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점에서 향후 

서비스 추진을 위한 논의 방안을 제언함.

▣ 특히 핵심이슈 분석단계에서는 현황 분석단계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

로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갭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하여 국내외 현

황 분석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한 핵심이슈를 도출, 핵심이슈별 

To-be 모델과 국내 현황간의 갭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의 근거를 

확보하며 개선방안 도출단계에서는 세부개선 방안과 단계적 추진 방안

을 제시함.

II. 국내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주요 공공․대학도서관 등의 

디지털자료 서비스를 보면 상용 전자책 구입, 발간 후 5년 경과한 소

장자료의 디지털자료 구축을 통한 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고 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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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연결을 통해서 디지털자료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디지털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

를 디지털화 하여 디지털자료 제공 서비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함.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민이 안방에서 문화 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하거나, 국회도서관과 같이 “스마트폰(모바일) 기반의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대국민 정보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함.

▣ 디지털자료의 제공 서비스는 현재 관내 도서관과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협약도서관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개인 이

용자에게까지 관외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고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의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상용 전자책으로 도서관에 납품되었을 때 관내 도서관에서 일정 인원 

제한의 열람 조건(예: 4copy 4user 조건의 구입 등) 등은 종이책처럼 도서관

에서 영구 소유할 때 동시에 몇 명까지 이용 가능토록 할 것인가에 의

해 결정됨. 이는 종이책 구입시 복본을 몇 권으로 하는가와 같은 개념

이며 구입한 도서관 관내에서만 전자책을 이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판

매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까지의 상용 전자책의 구입조건임. 이런 취지

로 구입한 상용 전자책은 협약도서관에 제공하거나 나아가 향후 개인

이용자의 관외 서비스 등을 실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음.

III. 주요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 주요 국가 국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전자대출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철저한 저작권의 보호와 준수이며, 도서관내 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고 도서관외 열람은 국가별로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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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국립도서관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납본도서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출에 대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전자책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외 전자책 대출 서비

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숫자가 적음(0.5~0.6%). 영국 국립도서관의 경

우 시험적으로 저작권 있는 자료의 전자책 대출을 저작권자와 협의하

면서 시행함.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인 갈리카를 통하여 디지털자료의 

전자대출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저작

권이 있는 납본도서들을 디지털화 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국립도

서관들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정보의 평등한 공유라는 도서관의 사명

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함.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2012년 2월 ‘20세기 절판된 책의 디지털 이용법’

의 제정을 통해 저작권 있는 20세기 절판된 책에 대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Society)를 통하여 저작

자와 출판사의 저작권에 보호를 도모함.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프랑스 사례에서처럼 저자협회, 출판협회, 국

립도서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합의하에 도출되어야 함.

<주요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소장도서의 

디지털 서비스
미제공

저작권 소멸된 

일부 고(古)자료에 

한하여 제공

서비스 일부 시행 

및 본격 시행 준비

미제공

(시험 계획)

디지털자료의 

관내 서비스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디지털자료 

관외 서비스

원칙적 불가이나 

일부 시행

원칙적 불가이나 

시험 서비스 시행
시행

저작권 없는 

자료에 대해 

시행

서비스 조건

저작권 보유 

출판사와의 개별 

협약

저작권 보유 

출판사의 개별 

협약

저작권 보유 

출판사의 개별 

협약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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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자책 대출 관련 도서관계 동향

▣ 전자책은 종이책과 다른 재화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전자대출 서비스

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에 비추어 전자책

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 디지털화는 서적상과 출판사가 전자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도서관은 전자책 대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려 함으로써 양측 간 

어느 정도 갈등이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책 대출과 전자대출 간 

법률적인 차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든 당사자

가 공유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저작권 침해 방지 세이프가드 장착과 합

법적인 도서관 대출 촉진을 결합하는 기구를 검토해야 함.

▣ 출판사와 저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자책 대출에 대한 서비스 모델

은 단독이용자, 대출숫자 제한, 가격차별화, 시간차별화 등을 규정해야 

하며, 전자책 대출이 출판사에게도 장점이 있기에 도서관과 출판계 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 전자책 대출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자대출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모델화 작업 필요.

▣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개별 출판사들

과 전자대출의 과금에 대한 공통되고 통일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까

지 없음. 개별 출판사들도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있지 못

하며, 다만 현재 종이책 대출 모델을 준용하여 1권-1대출(one-copy

one-loan)이 기본원칙임. 그외 대출횟수 제한, 가격차별화, 시간차별화,

도서관 이용 가능한 숫자에 기반한 모델 등 다양한 과금모델이 시험되

고 있어 출판사별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 필요.

V. 국내 현황 및 이해관계자 분석

▣ 공공도서관의 전자책의 관내 서비스와 협력도서관 제공 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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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유통업체는 상용 전자책이나 상용 전자저널에 대한 관내열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관 부수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

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이므로 기존의 저작권

법이나 규정으로 해결은 불가능함. 출판사나 저작권자는 새로운 소비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

라인 열람이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

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도서관은 유료화와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할 것임.

▣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예외규정만으로는 권

리자의 허락 없이는, 디지털자료의 관외 서비스는 불가능하므로 저작

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이나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

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예외규정만으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디지

털자료에 대한 도서관 외에서의 접근 및 열람은 불가능한 상태임.

- 출판사나 저작권자도 기존 종이형태의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

함.

-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결국 출판사나 저

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중시하여, 유료화 및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임.

▣ 현행 저작권법 제도에서 전자책을 관외 서비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여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에 적

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음. 저작권자와 출판권이 있는 저

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출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합의 기

구 설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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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 주체

라도 합의하지 않는 방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현실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확립이 요구됨.

-해외 사례는 대부분 관내 서비스 형태로 추진중이며, 저작권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콘텐츠 과금 방식은 개별 출판사와의 협약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오

버드라이브 등 전문 유통플랫폼을 지원하는 회사와의 통합 계약 방식

으로 운영함.

▣ 관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출판사와 유통사의 우려는 한 곳에서만 구입

하면 다른 협약도서관에서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임 (이용자 수

가 많아지면 추가 구입이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 따

라서 최근에 국내외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몇 회 이상, 몇 년 이상’ 시 

추가 구입 조건은 도서관과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저자, 출판사, 유통사, 정부정책부서, 법률전문가, 이용자 등 이해관계

자로 구성하여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공식 ‘협의체’

운영을 제안. 전자책 대출 서비스 및 도서관 대출정책에 대해서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서비스형태, 보유기간과 대출횟수, 판매수량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임. 저작권자 측면에서 대출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대출보상금(PLR)과 

같은 제도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안. 디지털자료의 관외 

서비스에 대하여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도입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7 -

VI. 핵심이슈 도출 및 갭분석

▣ 핵심이슈 도출

<핵심이슈> 

▣ 전자책의 법적 지위- 전자책을 종이책과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자

대출을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 라이선스 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전

자책 대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침.

▣ 도서관내외의 경계 구분- 전자책 대출에 있어 도서관내와 도서관외의 

명확한 경계 구분 설정이 없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 특히,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 경계 구분의 명확한 설정이 더욱 중요시 됨.

▣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관외 서비스 적법성- 도서관이 발행 후 5년 지

난 소장도서를 관외 서비스하기 위하여 사용 시 적법성 확보 필요. 현

행 저작권법 31조에 의해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관외 서비스가 합법

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료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권 보상과 보상 

대상의 범위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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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 To-Be As-Is Gap

전자책의 법적 

지위

전자책은 재화가 

아닌 서비스

전자책과 종이책의 

지위 차이 없음.

전자책과 종이책의 

지위차이 없음.

도서관내외의 경계 

구분

도서관내외의 경계 

명확

도서관내외의 경계 

구분 모호
경계 구분 미명확

디지털화된 소장 

도서의 관외 대출 

서비스 적법성

관외 서비스 합법
저작권법상 관외 

서비스 논란

현행 저작권법상 

관외 서비스 합법 

무리

복사전송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저작권자에 대한 

복사전송권 보상
보상 미집행 보상 미집행

디지털화된 도서의 

저작권 관리

ECL 방식의 저작권 

관리 기구
부재

저작권 관리기구 

부재

전자대출 수익금의 

배분

도서관, 저작권자의 

합의된 모델

합의 수준이 미비한 

모델 존재

수익 배분 모델 

미정립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방안

출판협회, 작가협회 

등의 의한 협의체
미구성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체 미구성

▣ 디지털화된 도서의 저작권 관리- 디지털화된 도서의 저작권 보상을 위

해서는 고아저작물 관리, 저작권 수익 배분 등의 문제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 기구 필요. 저작권 거래의 제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관리기구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

▣ 전자대출 수익금의 배분 모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전자대출의 수익 

배분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

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델은 1권-1대출, 대출횟수 제한 등 극

히 기본적인 내용이며, 도서의 종류, 도서관 사용자의 유형 등에 따라 

구체적인 모델 도출이 필요.

▣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방안-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논의는 충분한 시

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출판관계자, 저자관계자 등 산업의 이해관계자

만으로 구성된 독립된 협의체로 구성 필요.

▣ 핵심이슈별 갭(Gap)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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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개선방안

▣ 개선방안 도출

∙법령 및 제도 정비-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납본 도서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31조에 의거 적법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개정 필요.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외 관외 열람서비스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외 서비스를 위하여 개정 필요.

∙도서관에 공급된 전자책의 경우 출판사, 유통업자, 도서관 간에 도서

관외 열람에 대하여 라이선스 수, 도서관외의 구분, 도서관 이용자의 

제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도서관내, 도서관외의 명확한 경계 설정-종이책 대출모델과 동일한 1

권 1대출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도서관 납품시 라이선스 수 명

확화.

▣ 납본도서의 관외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20세기 절판책

의 디지털이용’법과 유사한 저작권 집중관리 방안, 디지털 서비스의 운

영, 수익금의 배분 등에 관련된 법률제정 필요.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 집중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에 제시된 내용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함.

▣ 집중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납본도서의 관외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

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 통한 일괄

적 해결과 합리적인 보상 및 배분 방안이 필요. 저작권 양도, 보상 배

분 등의 일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도 담당. 전자대출에 대한 수익배분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구체

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므로 집중관리기구와 개별 출판사간에 지속

적인 논의 후에 결정.

▣ 독립적인 협의 기구 운영- 납본된 도서의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대출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납본 도서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도서관이 저자 및 출판계와의 장기간

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 전자대출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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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하기위해서는 저자, 출판계, 출판 유통업자 및 전자책 유통업자 등

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필요.

▣ 시험서비스의 운영- 서비스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서비스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함.

시험서비스는 최소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안정성, 기술

적 타당성,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

▣ 개선방안 단계적 실행 로드맵

▣ 1단계-디지털자료의 관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의 정비 필

요. 저작권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논의 구조로서 협의체 구성.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저작

권소멸자료의 개인 이용자를 위한 관외서비스 우선 실시

▣ 2단계-저작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에서 합의되는 일부 자료 시험 서비

스 시행. 저작권 보상방안 확정, 공표. 저작권 보호방안 도출, 이를 관

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 3단계-디지털자료 관외서비스 완전 실시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화 단계적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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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도서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책이라는 

매개체로 독서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교환하며 공존해 왔음. 도서

관은 출판사를 대신하여 다수의 독자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이며, 출판사에게는 무시 못 할 판매 시장임.

○ 도서산업의 생태계로서 도서관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

서관과 출판사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왔음. 

○ 전자책의 보급과 발달은, 더 이상 전통적 출판산업에서 보였던 가치사슬

의 역할과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을 만큼 출판생태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자책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전자대출라고 하는 새

로운 개념의 대출 및 열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데 도서관 이용자 입

장에서는 전자대출이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을 매년 수행하는데 

2012년 10월말 현재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화 자료 28만 2,260책과 저작

권이 없는 디지털화 자료 17만 1,535책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자료는 전자책 4만 460책을 포함 105만 4,404건을 수집‧구입하였음. 이러

한 디지털화 사업은 국민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독점정보의 공개, 국

민의 문화적 지적 욕구 충족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국내 인터넷 환경 변화와 IT 기기 보급 확대로 국민의 도서관 접근 환

경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자료의 접근, 보다 궁극

적으로는 도서관 외에서의 자료 열람과 접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국내 도서관 수요자의 요구 확대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를 합

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다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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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국내외 조사를 바탕

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도

서관 및 도서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필요한 연구 주제임.

○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실태는 <표 I-1>과 같음.

<표 Ⅰ- 1> 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총액과 평균 금액

(단위 : 원)

           연도 

구분
비용 2008년 2009년 2010년

2008-2010

평균

도서관운영비 

총액

총액 295,476,693,560 342,473,377,540 366,329,539,920 334,759,870,340

평균 696,878,994 761,051,950 718,293,215 725,408,053

자료구입비 총액
총액 43,196,126,880 50,511,725,300 50,072,609,690 47,926,820,623

평균 96,419,926 105,013,981 94,655,216 98,696,374

도

서

구

입

비

국고지원금
총액 5,807,207,690 6,436,572,530 5,853,988,000 6,032,589,406

평균 39,504,814 40,481,588 36,817,534 38,934,645

시․도 지원금
총액 6,169,178,700 6,865,265,930 4,040,165,920 5,691,536,850

평균 39,294,131 37,929,646 27,298,418 34,840,731

시․군․구/

교육청예산

총액 24,843,176,305 29,170,598,060 32,132,055,990 28,715,276,785

평균 61,190,089 66,447,831 65,575,624 64,404,514

외부기부금
총액 360,727,000 400,071,000 570,845,000 443,881,000

평균 72,145,400 50,008,875 43,911,153 55,355,142

합계
총액 36,991,443,120 42,260,355,460 42,234,341,730 40,495,380,103

평균 84,262,968 89,534,651 80,599,888 84,799,169

자료 :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장덕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1년 8월) pp.345-364

  2. 연구목적

○ 해외 주요국 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최우수 

사례(Best Practice)의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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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이슈를 파악하고 

이슈별 국내 현황 파악.

○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는 법적,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 방안 도출.

○ 국내 이해당사자간 합리적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이슈별 

논점 파악으로 향후 서비스 추진을 위한 논의 방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제언.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op-down 방식의 3단계 연구 

모델을 다음의 <그림 Ⅰ-1>과 같이 수립하고 단계별로 진행함.

<그림 Ⅰ-1>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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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분석단계에서는 국내현황과 해외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함.

-국내 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을 분석.

-해외 현황 분석은 해외 주요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최우수 사례를 도출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슈 

도출.

-또한 해외 도서관계의 전자책 대출과 관외 서비스에 대한 동향을 분석.

-국내외 현황 분석은 주로 문헌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등의 방법

론을 사용.

-국내외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포

럼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 분석과 시사점 도출.

○ 핵심이슈 분석단계에서는 현황 분석단계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갭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함.

-국내외 현황 분석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핵심이슈를 도출.

-핵심이슈별 To-be 모델과 국내 현황간의 갭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 방

안 도출의 근거 확보.

○ 개선방안 도출단계에서는 세부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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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국내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가. 개요

□ 일반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서

비스도 스마트 미디어 시대라는 환경에 맞추어서 국민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에 설립함.

○ 디지털도서관은 1995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박사학위논문에

서 시작하여 고서, 학술지를 대상으로 227권 4만 466면을 디지털화 사업

을 시작한 이래로 2012년 현재까지 매년 소장자료를 부분적으로 디지털

화 사업을 수행함. 또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으로 2012년 10월 말 

현재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화 자료 28만 2,260책과 저작권이 없는 디지

털화 자료 17만 1,535책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2009년 온라인자료 수집

에 대한 법제화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부터 온라인 자료를 전자책 

4만 460책을 포함 105만 4,404건을 수집‧구입하였음(※도서관법 제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음1)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자료를 전 국민이 신속하게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
  △ 구한국 및 조선총독부 관보와 조선총독부 발간 귀중본, 한국고전백선, 문화관광

1)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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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소속기관 발간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원문DB를 구축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유일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독점정보의 공개.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자료 중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자료로써 학술적․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원문 DB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 궁극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국가전자도서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를 통하여 국민들이 안방에서 문화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 해소 혹은 조정을 

도모 .

○ 여기에서 디지털자료의 구축은 “국민들의 문화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장 자료 중 발행 5년이 지난 자료의 디지

털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이는 저작권법 제31조 1항에 의

거하여 소장도서의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31

조 3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자료의 도서관 안에서의 이용

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안방에서 문화자원을 열람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저작권법 해소 혹은 조정을 도모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환경에서 도서관 관내에서 이

루어지던 디지털자료의 서비스를 관외 서비스까지 확장해서 “국민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자나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 보상

이 필요함.

□ 자료현황

○ 디지털(온라인)자료는 <표 Ⅱ-1>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이빙, 구입, 자체 

생산의 방법으로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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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를 보면 2011년에는 전자책의 경우 7,593종을 구입하였고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의 자체 생산은 2만 533종이었음.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연보(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1), p. 13.

<표 Ⅱ-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온라인)자료 수집 현황

(2011년)

○ 또한 2012년까지의 온라인자료 구입현황은 <표 II-2>와 같음.

 

자료구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계

전자책 4,332책 30,410책 7,593책 2,457책 40,460책

전자잡지 2,417종 511,371건 570종 702,459건 909종 160,569건 859종 59,764건 2,843종 1,434,163건

음성, 음향 - - 69종 143건 59종 643건 - - 128종 786건

방송자료 - - 43종 577건 15종 215건 - - 58종 792건

이미지 - - 16종 52,452건 9종 37,122건 - - 25종 89,574건

계 6,749종 515,703 31,108종 786,041 8,585종 206,142 2,457종 62,221 7,846종 1,054,404

<자료 유형>

전자책: 학술적 가치 및 최신성을 갖춘 전자책

학회지: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연구간행물

이미지: 민족 고유의 생활과 풍속, 세계 주요 미술품 및 건축물 등의 이미지 자료

방송자료: EBS 등의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교육관련 자료

오디오북: 국내 최신자료 및 판매율이 높은 음성자료

이러닝자료: 국내외 저명한 강사가 출연 및 제작한 자료

출처 : 김희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현황 및 향후 계획, 2012.10.30.

<표 Ⅱ-2>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현황 - 온라인 자료 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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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지털자료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근거하

여, 소장중인 자료 중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자료를 선별하여 원문 

DB를 구축하여 국민의 문화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함. 

출처 : 김희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현황 및 향후 계획, 2012.10.30.

<그림  Ⅱ-1>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현황 - 대상자료 선정 기준

○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외를 보면 발행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도서와 특히 E-BOOK 출판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구축했거나 

중복 구축 가능성이 많은 자료를 제외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한 디지털화 자료의 내용과 서비스 범위를 보

면 <표 II-3>과 같음. 여기에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화 자료 중 단행본

의 경우, 현재 2005년까지 구축한 디지털 정보(2012년 10월 31일 기준 

18만 6,091책)를 관내와 협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원문DB로 구축한 저작물은 45만 책으로 이 중 저작

권이 소멸되지 않은 27만 책은 관내와 협약 도서관 내에서 서비스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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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온라인자료(전자책, 전자잡지, 음성․음향, 방송자료, 이미지 등) 4만 

7,000여 종 150여 만 건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내에서만 서비스 시행 

중임. 

대상자료 종수 책 수 면 수 저작권 서비스범위

단행자료(~2005) 186,091 59,007,790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12,742 4,291,114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한국고전백선 615 92,540 저작권 소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1,864 636,951 사용 승낙 인터넷

고서 35,955 97,201 13,868,013 저작권 소멸 인터넷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1997)
7,816 1,475,273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학술논문기사 43 13,487 사용 승낙 인터넷

관보 164 147,133 저작권 소멸 인터넷

국내발간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234 47,430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신문 361 132,137 저작권 소멸 인터넷

연속간행물 3,036 179,000 저작권 소멸 인터넷

일본어자료(~1945)
47,709 13,594,752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43,578 21,898,294 저작권 소멸 인터넷

한글판 고전소설 915 88,554 저작권 소멸 인터넷

신문학 대표소설 654 203,873 사용 승낙 인터넷

고지도 91 3,331 저작권 소멸 인터넷

어린이․청소년 관련 자료 14,721 2,773,290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교과서 2,367 443,573 저작권 소멸 인터넷

개인문고 45 9,272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독도관련자료 145 33,055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정부간행물 12,757 2,695,134 저작권 있음 협약체결도서관

합 계 433,149 121,633,996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 20,646 1,863,835 저작권 소멸 인터넷

총 계 453,795 123,497,831

<표 Ⅱ-3> 디지털화한 소장자료(원문DB)의 서비스 범위 

(2012.10.31.)

 

□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보상금

○ <표 Ⅱ-3>에 보듯이 저작권이 있는 원문DB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 5

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2012년도「도서관의 저작물 복

제․전송 이용 보상금」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6호, 2012.2.13.)에서 정

한 보상금은 <표 Ⅱ-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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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열거되는 주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중 발간 5년이 지난 도서

의 저작권 보상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되고 이용자에게 과금을 하

고 있음.

1.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표 Ⅱ-4> 2012년도「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기준 

 

□ 온라인자료 서비스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는 <표 Ⅱ-5>에서 보듯이 상용 전자책의 

경우 총 4만 460종 중 3,714종을 관내 서비스하고 예외적으로 작은도서

관 884관에 제공함(4copy 4user). 디지털원문 소장자료 중 상용 전자저널

과 저작권이 있는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도서관에 제공함. 

자료구분 이용 조건 서비스 범위 제공건수

상용

전자책

1copy 1user 국립중앙도서관 48,607책

4copy 4user 협약 작은도서관(884개관) 3,714책

상용

전자저널
5.4copy 무제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협약도서관(414개관) 1231종 1,469,807건

소장자료

디지털원문

(제작)

저작권 있는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및 협약도서관(1,573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공도서관(332), 작은도서관(884), 전문도서관

(195), 대학도서관(145), 해외도서관(15)

282,260책

저작권 없는 자료 무제한 171,535책

참고 : 상용 이미지, 방송자료, 오디오북 등(211종)은 전자책과 같은 서비스 조건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자료

<표 Ⅱ-5>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서비스 현황

(2012.10.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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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발전방안

   

○ 궁극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국가전자도서관, 공공도서관 홈

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안방에서 문화 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 

해소 혹은 조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가능한 도서들을 안방도서관의 

개념으로 디지털화 장서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김희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현황 및 향후 계획, 2012.10.30.

<그림 Ⅱ-2>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발전방안 - 저작권관리 시스템 구축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소장자료 원문 DB 확대와 디지털 정보의 모

바일 서비스 제공, 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작권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

○ 국가정보자원 저작권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원문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

자, 과금정보와 정산 기능을 포함한 저작권 관리를 공공성 있는 기관에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을 공유하

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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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가. 개요

○ 1963년 12월 17일 ｢국회도서관법｣(법률 제1454호)을 제정하면서 입법부

의 독립기관이 된 국회도서관의 업무는 국회의원과 관계 직원에게 입법

활동,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각종 국가서지 작성업무

와 외국도서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문화교류 사업 및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도서관이자 문화유산 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국회도서관법(법률 제9704호) 제2조).

○ 국회도서관의 장서개발의 기본방향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 요구 자료, 분야별 전문자료, 국제기구 발간자료, 타 도서관

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학술적 가치가 있는 외국도서와 각국의 정부간행

물, 영토와 한국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장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자료수집기능을 강화로 설정함. 

□ 자료 현황

○ 국회도서관은 전자파일 도서로 95만 3천여 건(2012년 10월 말 기준) 소

장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파일을 단행본과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료임. 

○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현황은 2012년 10월 말 현재 289만 4,234

건으로 이 중 일반도서의 경우 12만 7,801건이 구축되어 있으며 전자도

서관내와 협정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함. 이들 일반도서는 1956년 이후

(1955년 이전 도서는 산화도서로 간주) 소장도서를 스캔해서 이미지를 

PDF로 변환한 자료이며, 주로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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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국회도서관 장서 현황

(2012.10.31.기준)

자료 소장량
비고

언어별 분야별

일반

도서

단행본 1,777,364책 한국어(75%)

영어(13%)

일어(8%)

기타(4%) 

2,596,238책

462,239책

257,753책

118,879책

사회과학(48%)

인문과학(27%)

순수․응용과학(24%)

기타(1%)

1,628,882책

928,072책

838,358책

37,796책

석박사학위논문 1,292,703책
제본정기간행물 325,253책
기타자료 39,788책
소계 3,435,108책

전자파일도서 952,788책

비

도

서

전자자료 47,656점
오디오․비디오 47,303점
마이크로자료 256,243점
자료,기타자료 5,967점
미술품 364점
학술세미나 37,304점
소계 381,416점

총계 4,769,312책/점
디지털콘텐츠 1,914,446건
정기간행물 23,995종

신문 1,002종

참고 : 디지털콘텐츠는 입법부DB, 법률DB, 참고DB, 검색DB 등.

출처 :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 월보) 2012년 12월호

<표 Ⅱ-7>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원문 구축 현황

(2012.10.31.기준)

자료명
구축건수

건수 면수

단행본
도서

일반도서 127,801 35,361,340
고서 873 469,417

입법부발간자료 13,810 74,781
비도서자료 9,997 162,338
세미나자료 30,866 2,350,864

학위논문 769,441 67,660,882

학술지
국내학술지 1,475,476 2,183,464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 3,535 538,373
인터넷자료 307,527 9,800,099

외국법률
번역법률 4,087 175,993

외국입법사례 2,230 50,637
참고데이터 DB 185,214 222,257

폐간신문 23,377 344,487
합계 2,894,234 144,393,932

참고 : 산화도서는 원본자료 보존 및 자료훼손 방지를 위해 원문구축하고 있으며 보존상자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

출처 :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 월보) 2012년 12월호

○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기관이므로 국가연구보고서 위주이며, 일반출판사

의 상업용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는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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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자 수

국회의원, 내부 이용자 433,150

협정 체결기관 이용자 310,906

인터넷 이용자 27,877,641

포털 사이트 이용자 3,767,917

합계 32,389,614

참고 : 관내 및 협정 이용자는 반드시 로그인하므로 로그인 체크.

인터넷 이용자는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로그인 세션(컴퓨터간에 활성화된

접속,

3시간까지 유효) 체크 기준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협약 체결된 포털사이트(네이버, 네이트)를 통해

자료 검색 후 링크를 통해서 세션 처리된 이용자 기준

출처 : <2011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표 Ⅱ-9>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이용 현황

(2011.1.1~12.31, 단위 : 명)

  나. 디지털자료 서비스

○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자료 원문 서비스를 2012년 11월 말 현재 협정기

관 94개 도서관(공공도서관 53개, 전문도서관 34개 등)에 이용 협정을 

맺고 전자파일과 원문DB를 교환하고 있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계 49 131 214 90 82 118 96 103 57 59 88 195 94 1376

4년제대학 46 86 54 5 4 7 2 2 0 4 3 1 0 214

기타대학(교) 2 12 54 12 7 14 10 4 3 0 5 10 2 135

대학원대학 0 0 4 4 3 1 0 3 0 1 2 7 2 27

전문도서관 1 17 60 36 28 47 62 65 30 39 45 75 34 539

공공도서관 0 16 41 33 40 49 22 27 22 12 28 85 53 428

외국대학 0 0 1 0 0 0 0 1 1 0 3 9 2 17

외국기관 0 0 0 0 0 0 0 1 1 3 2 8 1 16

출처 : 국회도서관

<표 Ⅱ-8> 국회도서관 학술정보상호협력 현황 

(2012년 11월말 현재)

○ 2011년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이용자는 연간 기준 2,878만 명이고 로

그인 기준으로 월간 141만 명(2012년 9월), 연간누적 1,281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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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e-book) 서비스

○ 국회도서관의 전자책(e-book) 서비스는 2012년 12월 초 기준으로 15,534

책을 국회도서관 디지털입법자료센터의 84개 PC(열람용 77대, 직원용 6

대)에서 (시범) 서비스하고 있음. 

○ 전자책 서비스는 2009년부터 구축했으며, 2009년에는 5copy구매를 했으

나, 2010년부터는 1copy로 구매해오고 있음. 이는 종이책의 열람, 대출

과 같이 2010년 이후 구입한 전자책은 1명이 열람 가능하고, 2009년 까

지 구입한 전자책은 5명까지 동시 접속으로 열람할 수 있음.

□  협정기관과 전자파일 및 원문DB 교환

○ 국회도서관은 협정기관과 전자파일 및 원문DB 교환을 함. 협정기관 발

간 전자파일과 DB(서지 및 원문)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국회전자도

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구축 원문DB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 DB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고 DB 구축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2011년 7,433건의 전자파일을 제공하고 29만 건을 입수함.

연도

건수
2000~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입수건수 311,515 31,518 31,091 32,259 29,044 435,427

제공건수 275,995 14,661 10,094 3,410 7,433 311,593

출처 : <2011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표 Ⅱ-10> 국회도서관 전자파일, 데이터베이스 교환 현황

(2011. 12. 31. 현재 단위: 건)

□ 저작물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

○ 국회도서관법 제2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장 저작물 중 복제, 전송에 관

한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전국의 이용자가 제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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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서비스함.

○ 2011년 정부기관, 공공기관, 개인 등에게서 9,366건, 교육기관 4만 

4,144건의 동의를 얻어 5만 3,510건의 이용허락을 확보함.

○ 이용허락 수준은 비과금 자료의 경우, 완전이용허락(관외 서비스까지 가

능), 제한허락(관내 또는 협정도서관), 동의하지 않는 경우 3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저작권 동의서 작성-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기타의 네 카테고리로 되

어 있으며, 저작권법 제31조를 숙지토록 한 다음, 저자명/휴대전화/이메

일은 자동입력(로그인) 되고 있고, 필수항목(서명)과 일반항목(발행처, 발

행년, 비고) 중 필수항목 ‘서명’만 입력하면 저작권 동의가 되도록 구

축되어 있음.

연도
건수 2000~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저작물 이용허락건수 328,524(79종) 54,886 66,384 54,267 53,510 557,571(79종)

출처 : <2011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표 Ⅱ-11> 국회도서관 저작물 이용 허락 현황

(2011. 12. 31. 현재 단위: 건)

□ 스마트폰(모바일) 기반의 전자도서관 구축

○ 2011년 5~12월 간 ‘전자도서관시스템 개발’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서비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원문서비스 지원 개발로 대국민 정보이용 

접근성을 확대.

○ 외국법률자료 확대, 전자책 통합 검색, 협정기관 관리 및 저작권허락 간

소화 등의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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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가. 개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은 법인

체로서 교육 및 학술 연구정보화를 통하여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1999년 4월에 발족함.2)

○ 국내 교육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자원(자료)수집 중심의 정책은 없고 

콘텐츠 구축계획에 입각하여 각종 포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 대학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를 위해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

는 모든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서비스인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제공.

□ 자료 현황

○ 원문DB 구축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학위논문 106만 건(구축 28만 건, 

연계 78만 건), 학술논문 286만 건임.

2)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규정(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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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백서, 375쪽.

<표 Ⅱ-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 원문 구축 현황

나. 디지털자료 서비스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의 서비스는 소장자

료의 통합검색, 디지털 원문서비스, 자료신청(복사, 대출, 해외구매), 해

외 핵심학술정보DB 이용 등의 서비스하고 있음.

○ 교육학술분야를 중심으로 회색문헌에 해당하는 회의·세미나 자료, 연

수·장학자료, 학위논문 등과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거

나 지원하고 RISS를 통하여 서비스함.

○ 원문DB 이용현황을 보면 2012년 9월 30일 기준 학위논문 1,503만 건, 학

술논문 705만 건임.3)

3) 그 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의 경우 학술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등의 

과학기술 관련 자료를 구축 중인데 원문DB 구축(2012년 12월 5일 기준)은 논문 자료가 6,586만 건으로 가장 많

음. 전체 9천 7백만 건 상회함.

원문DB 이용현황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이용 기준으로 2011년 73만 명, 453만 건이고 협정기관 수는 65개관임

(출처: http://scholar.ndsl.kr/jsp/aboutndsl/aboutndsl/what.jsp).

이외의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 현황 조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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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학술지논문(대학부설연구소)

순위 대학 다운로드 건수 순위 대학 다운로드 건수

1 이화여자대학교 977,867건 1 서울대학교 87,414건

2 고려대학교 736,306건 2 이화여자대학교 84,600건

3 중앙대학교 716,702건 3 연세대학교 56,570건

4 연세대학교 543,158건 4 동국대학교 37,537건

5 한양대학교 512,845건 5 고려대학교 35,130건

6 경희대학교 476,992건 6 부산대학교 34,539건

7 성균관대학교 441,734건 7 한국외국어대학교 31,905건

8 숙명여자대학교 395,581건 8 경희대학교 31,839건

9 단국대학교 393,868건 9 충남대학교 28,094건

10 전남대학교 363,322건 10 경북대학교 27,604건

11 건국대학교 331,446건 11 중앙대학교 25,990건

12 홍익대학교 317,218건 12 대구대학교 25,724건

13 한국교원대학교 315,985건 13 한양대학교 25,384건

14 경기대학교 311,762건 14 원광대학교 24,999건

15 동국대학교 249,337건 15 숙명여자대학교 23,523건

16 대구대학교 230,056건 16 청주대학교 22,899건

17 명지대학교 223,807건 17 조선대학교 22,777건

18 경북대학교 218,411건 18 단국대학교 21,652건

19 서울대학교 218,029건 19 동아대학교 20,735건

20 계명대학교 217,801건 20 성균관대학교 20,641건

   출처: http://etc.riss.kr/libn_ch/tlist/service_state_use.jsp

<표 Ⅱ-13>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상위 20위 대학 현황

 

  4. 대학도서관의 원문DB, 전자책(e-book) 서비스

□ 자료 현황

○  대학도서관(대학도서관연합회 기준)의 원문DB 구축 현황을 보면 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기사 등의 텍스트를 디지털화 한 자료 건수는 총 215

만 건, 대학도서관 1개관당 평균 8천 건, 봉사대상자 1인당 평균 원문DB 

구축건수는 0.8건임.

○ 이들 디지털자료는 대부분 4년제 대학의 학위논문에 관한 원문DB가 대

다수이며 저작권 문제가 있는 원문DB(종이책 스캔)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4)

4) 2011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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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구축 현황은 소장개념의 E-book(Permanent access 

권리를 가진 전자책)은 4년제 대학은 317만 권, 전문대학은 20만 권이고 

구독개념의 E-book(일정 단위 subscription 계약을 하는 전자책)은 4년제 

대학은 233만 권, 전문대학은 11만 권임.5)

○ 구독의 경우 교보문고, OPMS, 영풍문고 등 API형태로 몇 천 종씩 계약함.

  5. 시사점

○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기타 주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

서관 등의 디지털자료 현황과 서비스에서 상용 전자책 구입, 발간 후 5

년 경과한 소장자료의 디지털자료 구축을 통한 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고 협력도서관의 연결을 통해서 디지털자료의 서비스를 확대함을 알 

수 있음. 

○ 디지털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를 디

지털화 하여 디지털자료 제공 서비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함.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민이 안방에서 문화 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

을 목표로 하거나, 국회도서관과 같이 “스마트폰(모바일) 기반의 전자도

서관 구축”으로 대국민 정보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함.6)

○ 디지털자료의 제공 서비스는 현재 관내 도서관과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협약도서관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개인 이용

자에게까지 관외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고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

5) 2011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소장 저작물 중 복제,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전국의 이용자가 제약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서비스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은 저작물 이용 허락을 저작

권자로부터 받기 위한 저작권 동의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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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는 저작권법 31조를 근거로 하여 이 법

의 허용 범위 안에서 디지털 복제를 하고 전송서비스 하고 있음. 특히 

발간 후 5년이 지난 도서의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상은 

한국복사전송권센터와 협약을 하여 고시로 정한 저작물 복제·전송 이

용보상금을 이용자에게 과금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금이 실제로 저작권

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고 보상금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국복사전송권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7) 이는 저작권법 제31조 5

항의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취지의 보상은 실

7) <한국복사전송권센터 원문DB 과금 현황자료(2011년 기준)>

- 보상금 기준으로 국회도서관이 1,816만 원으로 80.2%(관내/관외 비율은 46%/54%), 국립중앙도서관이 447만 원으

로 19.7%(관내/관외 비율은 38%/62%), 기타 법원도서관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미미한 수준(0.1%)임.

- 한국복사전송권센터에서 도서관보상금 제도와 관련한 약정체결 기관은 011년도 12월 기준으로 1,006처로, 공공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포함) 337처, 대학도서관 249처, 전문도서관(국회도서관 포함) 420처임.

이용

연도
기관명

이용

구분
자료형태 판매유무 이용형태

보상기준

단가(원)

출력(매)

전송(=열람,건)
보상금(원)

2011

국회도서관 관내

단행본
비판매용

출력

3 1,864,103 5,592,309

판매용 5 35,840 179,200

연속

간행물

비판매용 3 617,903 1,853,709

판매용 5 140,710 703,550

국회도서관 관내 소계 8,328,768

국회도서관 관외

단행본

비판매용 출력 3 2,396,981 7,190,943

판매용
전송 20 455 9,100

출력 5 15,278 76,390

연속

간행물

비판매용 출력 3 726,787 2,180,361

판매용
전송 20 4,704 94,080

출력 5 55,461 277,305

국회도서관 관외 소계 9,828,179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행본
비판매용

출력
3 51,395 154,185

판매용 5 312,485 1,562,425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소계 1,716,610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행본

비판매용 출력 3 94,383 283,149

판매용
전송 20 8,631 172,620

출력 5 458,878 2,294,390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소계 2,750,159

법원도서관
관내

(관간)

단행본
비판매용 출력 3 32 96

판매용 전송 20 3 60

연속

간행물

비판매용 출력 3 472 1,416

판매용
전송 20 38 760

출력 5 352 1,760

법원도서관 관내 소계 4,092

한국영상자료원 관내 단행본 비판매용 출력 3 8,622 25,866

한국영상자료원 관내 소계 25,866

총 합계 22,653,674

자료 : 한국복사전송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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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임.

○ 상용 전자책으로 도서관에 납품되었을 때 관내 도서관에서 일정 인원 

제한의 열람 조건(예: 4copy 4user 조건의 구입 등) 등은 종이책처럼 도

서관에서 영구 소유할 때 동시에 몇 명까지 이용 가능토록 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됨. 이는 종이책 구입과 같은 개념이며 도서관 관내에서만 전

자책을 이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판매된 것이 상용 전자책의 구입조건임. 

이런 취지로 구입한 상용 전자책은 협약도서관에 제공하거나, 향후 개인

이용자의 관외 서비스 등을 실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현황에서 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제공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해외주요국 국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정책을 조사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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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1. 독일 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 Bibliothek) 

가. 개요

□ 일반현황

○ 독일 국립도서관은 라이프찌히와 프랑크푸르트 2곳에 분산 위치되어 있

으며, 납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일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은 법

적으로 라이프찌히와 프랑크푸르트 2곳으로 총 2권의 책이 보내져 보관

됨.

○ 기본적으로 라이프찌히와 프랑크푸르트 2곳의 도서관은 각각 동일한 장

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납본된 도서는 관내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만 가

능하고 관외 대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국립도서관법에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납본된 도서는 저작권법

에 의해 공중에게 열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저작권법에는 도서

관에서는 관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되어야 한다고 명시.

○ 납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책으로 출판된 책들의 파일 또한 중

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납본된 전자책 파일은 출판사

로부터 두 곳의 중앙도서관에 보관.

○ 납본에 의한 전자책 파일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별도의 전자책을 제

작, 보관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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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현황

○ 현재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은 1,700만 종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으며, 그 

종류로는 도서, 잡지, 지도, 논문, 교육관련 자료, CD-ROM, 디지털미디

어 자료 등임.

○ 그 가운데 100만 종의 장서는 디지털미디어 자료인데 전자책(eBooks),

전자잡지, 논문, 오디오북, 사전, 소프트웨어 등임.

나. 디지털자료 서비스

□ 납본도서의 디지털화

○ 현재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의해 납본된 도서의 디지

털화 작업은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계획도 당분간 없음.

○ 2009년 다름슈타트 대학 도서관(ULB Darmstadt)은 장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 500권에 대해서 디지털화하여 전자책 형태로 학생들에게 

도서관내에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2011년 출

판사의 허락없이 전자책 제작은 불법으로 판결.

□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 현재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는 약 1백만 종의 디지털미디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료의 유형을 보면 전자책(eBooks), 전자잡지, 논

문, 오디오북, 사전, 소프트웨어 등임.

○ 독일 국립중앙도서관법과 저작권에는 전자책에 대한 접근은 도서관 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국립도서관의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장치(PC)에서만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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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책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

○ 전자책 대출도 종이책 대출과 동일한 대출 방침을 따라, 전자책 파일은 

출판사가 비록 하나를 제공하여 2곳에 보관하므로, 하나의 전자책 파일

에 대한 접근은 2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 동시에 2명을 초과한 전자책 접근은 불가능하며, 종이책 대출과 같이 대

기자 명단에 올린 후에 전 사용자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접근할 수 있음.

○ 전자책 대출 기간, 즉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은 단행본의 경우 2

일, 사전류의 경우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

○ 중앙도서관은 일부 전자책에 대하여 관외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관외 열람과 2명을 초과한 전자책 접근은 개별 출판사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실행.

○ 현재 약 5,000에서 6,000종의 전자책만 출판사와 중앙도서관간 별도의 

계약하에 전자책 접근을 관외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

우에 적법한 도서관카드 보유자에게만 열람이 가능할 것을 도서관과 출

판사간의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도서관카드는 도서관 사용 신청서 작성자에게만 발급되는데 도서관사용 

신청서에 저작권번 준수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책 접근을 도서관외에까지 확대를 허락한 출판사들은 학위논문을 

제공하는 대학 출판부나 군소 출판사들로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자사 

도서나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 대부분의 상업용 도서의 출판사들은 아직 도서관외 열람을 허락하고 있

지 않음.



- 36 -

  2.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가. 개요

□ 일반 현황

○ 납본에 관한 법률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출판된 모든 지적 기록물

(intellectual record)을 보관하기 위하여 1662년부터 시행.

○ 영국 납본에 관한 법률(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에 의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판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도서는 출판사가 출간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1권을 영국 국립도서관에 납본해야한다고 명시.

○ 또한 이 법률은 지정된 납본 도서관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열람될 수 있

도록 명시하고 있음.

○ 영국 국립도서관은 이외에 5개 도서관8)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납본된 

도서가 보관되고 있음.

○ 2005년부터 비정부 자문 조직인 납본에 관한 법률 자문 패널(LDAP, Legal

Deposit Advisory Panel)이 인쇄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납본에 관한 법

률 개정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4월까지 현재까지 문화미디

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와 국립도서관간에 납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 자료 현황

○ 현재 보관되고 있는 장서는 약 1억 5,000만 종이며, 매년 300만 종의 

장서가 추가로 보관되고 있음.

○ 납본된 도서의 종류에는 인쇄된 책, 지도, 신문, 잡지, 악보, 특허 등이며 

8) Bodleian Library, Oxford / University Library, Cambridge /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 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 and National Library of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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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보관소(Sound Archive)에는 CD, DVD, MD 형태의 음원 기록물들도 

보관.

○ 매일 1만 6,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도서관내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하

여 자료를 열람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만 명이 열람실을 방문.

나. 디지털자료 서비스

□ 납본도서의 디지털화

○ 국립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지금까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

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출판사의 동의하에 

일부 학술저널에 한정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Vison 2020”이라는 영국 국립도서관의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디지털

작업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많은 저작물을 디지털

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 영국 국립도서관은 현재 저작권이 없는 일부 저작물에 대하여 디지털화

하여 온라인에서 열람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그 사용 조건에 대하여 동

의하에 일부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도서관외 온라인 서비스 구

축을 위한 모델링을 정립할 것을 계획 하고 있다고 명시하나, 현재로서

는 모든 출판사가 만족하는 관외 온라인 서비스 모델은 정립하지 못하

고 있고 개별 출판사와 온라인 접근 방법에 관한 세부 계약내용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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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도서관외 온라인 사용은 시험적으로 일부 프로

젝트를 통하여 국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가 경영학 포털 프로젝트(The Management and Business Studies

Portal project) 서비스인데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자료(전자책, 보고서, 산업

통계자료 등)를 도서관 사용자 카드를 보유한 자에 한해 도 관내 지정된 

열람실에서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나, 다운로드 받거나 관외에서 인터

넷으로 접근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경영학 포털 프로젝트(The Management and Business Studies Portal project)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저작권이 있는 모든 경영학 관련 저작물에 

대하여 온라인상으로 전문검색은 무료로 허용하고 있으나 다운로드 및 

온라인상의 관외 접근은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의 사용료는 개별 출판사와의 협상

에 의해서 결정되며, 다양한 방식의 사용료 지급 방식이 있으나 가장 기

본적인 방식은 “1권-1대출(1 copy-1 loan)”원칙임.

  3.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가. 개요

□ 일반현황

○ 미국 저작권법에 의거 1846년부터 최신 발간 도서 2부를 납본받아서, 1

부는 의회도서관, 다른 1부는 스미소니언에 비치하도록 함. 연방 의회에 

속하는 의회도서관이 저작권 등록 제도를 통해서 납본을 받을 권리를 

획득해, 국립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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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도서관은 또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하여 산하에 전자도서관

인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를 1994년부터 1,300만 달러를 기증

받아 운영.

□ 자료현황

○ 국회도서관은 3,200만 종의 도서와 470여 언어로 된 인쇄물을 소장하

고 있으며, 구텐베르크의 성경등 역사적 저작물, 과거 3세기 동안의 세

계 신문, 50만 개의 마이크로 필름 릴 등 만화책, 영화, 지도, 악보 등을 

소장하고 있음.

나. 디지털자료 서비스

□ 납본도서의 디지털화

○ 의회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미국 저작권 법 하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자료

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납본된 도서의 디지털화는 하

지 않고 있음.

○ 다만,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디지털 태생(Born digital)10)”자료

의 의회 도서관 내 접속은 여타의 의회도서관 이해당사자와 협의 하에 

검토 중임.

○ 의회도서관은 최근 저작권관리소와 파일롯 프로젝트를 수행, 출판사가 

인쇄 형태로 발간하지 않는 전자 시리즈물의 수집 카피를 요구함. 도서

관의 수집물에는 다른 디지털 및 “디지털 태생” 자료가 들어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저작권관리소를 통해 대규모로 수집을 위해 디지털 태

생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최초의 공동 노력임. 

9) 박익순, 출판문화와 납본의 재인식, 출판문화 2009년 12월호(통권 제529호), 2009. 12

10) 인쇄 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형태로만 존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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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미국 의회도서관 산하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 홈페이지

○ 이 파일롯 프로젝트의 자료를 위한 작업흐름과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면 

의회도서관은 컬렉션에 추가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디지털자료의 수집

을 확대할 것임. 전자 학술논문(특히, 디지털 태생 논문)은 의회도서관

이 머지않은 장래 저작권관리소를 통해 획득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는 의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에서 역사 문헌, 사진, 사운드 레코딩, 영화, 도서 팸플릿, 지도, 기

타 자료를 디지털화 한 멀티미디어 웹 사이트로 저작권 소멸된 자료

(public domain)만 서비스. 

○ 미국의회도서관의 국가 디지털 도서관 프로그램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 연구

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에 걸친 파일롯 프로젝트를 거친 후 1995년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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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00개 이상의 컬렉션과 900만 개 이상의 개별 아이템을 미국 및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음. 

○ 의회도서관 아카이브 자료 가운데 선택된 컬렉션부터 디지털화를 시작

하였고, 미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임. 

○ 디지털화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독특한 소장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이지만 소장품 전체를 디지털화 할 계획은 아님. 

○ 선정 대상은 연구자, 학생, 교육자, 평생 학습자에 유용한 것에 역점을 

두고, 최종 선정 기준은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중요성과 예상 수요, 콘

텐츠를 디지털화 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능력임.  

  4.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가. 개요

□ 일반 현황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1368년 루브르에 설립된 도서관을 그 기원으로 하

며 현재 파리에 위치하고 있음. 

○ 납본제도에 의하여 프랑스 출판사들이 제작한 도서, 정기간행물, 이미지, 

음원 등을 1권 제출받아 프랑스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수집 보관하고 있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 자료현황

○ 2012년 현재 3,100만 종의 장서를 보유.

○ 2006년부터는 프랑스 도메인(.fr 도메인)으로 된 웹사이트를 1년에 한 번

씩 웹로봇이 웹상의 자료를 납본의 명목으로 수집, 보존하고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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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 수행.

○ 납본으로 수집된 문서들은 국립도서관 열람실에서 열람.

나. 디지털자료 서비스

□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 갈리카(Gallica)

○ 국립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인 갈리카를 1997년도부터 설립하여 2008

년부터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과 일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접근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 2012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저작권이 있는 20세기 절판작품의 디지

털화를 추진. 

○ 갈리카는 프랑스 최초로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과 전자책의 전문(全文)검

색 및 관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국립도서관 및 관련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 최근에는 납본된 종이책 가운데 일부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관외 서비스

를 준비하고 있음. 

○ 국립도서관은 2008년부터 프랑스 출판협회,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국립도서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Book)와 함께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한 법적, 기술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

해 협력하였고 갈리카서비스를 전자책 포털사이트로 구상하였음11).

○ 2012년 현재 갈리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유형을 분류해 보

면 다음과 같음.

-신문, 잡지(정기간행물) 849,000 (45%)

-이미지 528,000 (28%)

-도서 382,000 (21%)

11) Gallica 2 실험: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포털, SNE/ BnF/ CNL/ DLL 정보 연합,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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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1,000 (3%)

-원고 28,000 (2%)

-악보 10,000

-음반 2,100

○ 2012년 현재 갈리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출처를 분류해 보

면 다음과 같음.

- Bnf 소장 자료 – 1,610,000 (88%)

-협력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 – 135,000 (7%)

-전자 유통업체에서 수집한 자료 91,000 (5%)

-갈리카에서 열람 가능한 협력 도서관의 자료 7,000

○ 텍스트에 전문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자료의 비율

-갈리카에서 사용 가능한 학술논문은 246,000건이며, 그 중 162,000건은 

텍스트 모드로 사용 가능함.

-갈리카에서 사용 가능한 정기간행물은 848,000건이며, 그 중 550,000건

은 텍스트 모드로 사용 가능함.

□ 갈리카(Gallica) 서비스 내용

○ 갈리카는 저작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저작물에 대하여 통합된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 상실 전자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

로 읽기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반면에, 저작권이 있는 전자저작물에 대해

서는 검색엔진을 통하여 서지정보와 전문검색(full-text search) 서비스를 제공.

○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자료는 관내에서 무료로 전문(全文) 이용이 가능하

고 관외 이용은 저작물의 10~20%이내만 접근이 가능.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서 목차, 표지 이미지, 뒷면 표지의 글, 저작물

에 대한 설명 등 저작물의 서지 정보 제공

-검색결과와 관련된 짧은 요약문(abstract)을 검색결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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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 있는 전자저작물의 전문의 접근과 열람은 출판사에 의하여 승

인받은 전자책 유통 플랫폼(platform of e-retailers)을 통하여  가능하며, 출

판사가 직접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판사를 통하여 

전자책 접근이 가능.

○ 갈리카 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전자책 유통업자들

(e-retailers)은 국립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은 물론 전자책 유통과 관

련하여 출판사들로부터도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가 가능.

○ 이때 전자책은 하나의 전자책 유통회사를 통해서만이 공급되어야 하며, 

전자책의 유통에 관하여 국립도서관의 기술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

○ 또한 이러한 전자책 유통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전자책을 보호하고 있고, 

이렇게 제공되는 전자책은 기술적 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전자책 

일부를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Ⅲ-2> 저작권에 따른 갈리카 관외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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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협력을 통한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 2011년부터 BnF는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공적자금 지원을 최소

화 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저작권 만료 도서(Public

domain)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시작.

○ 구체적으로 2011년 7월 BnF는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ments for the

Future)”사업의 하나로 12개 문헌 정보에 대한 디지털 사업에 대하여 민

간 사업자들의 파트너십을 요청하였고, 총 21개의 제안을 받아 다음과 

같은 4개의 디지털화(digitization)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1470년부터 1700년까지의 모든 고대 인쇄문헌 70,000종

- 725,000종의 음악과 음원 자료

- 38,000종의 프랑서 문학

- 1억 페이지의 프랑스 신문

○ 디지털화 된 자료들에 대하여 갈리카를 통하여 도서관 사용자들은 도서

관내에서 무료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고, 배타적 사용기간 내에는 제

한적으로 접근과 이용이 허락되지만 배타적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외 접근 및 이용이 자유롭게 가능.

○ 갈리카를 통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저작

권 만료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대

해서는 디지털화 및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법적 문제가 야기됐고 BnF는 

정보 이용의 평등화 관점에서 이의 극복을 위하여 “20세기 절판된 책

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법률” 제정.

○ BnF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 사업 이외에 2013년도에는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50,000종의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하고, 2014

년 이후에는 매년 5만 종에서 6만 종의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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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세기 절판 책 디지털 이용법 제정 배경

□ 배경

○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큰 문제는 저작권 문

제로 프랑스 지적재산권 조항 L231-1조에 의하면 저작의 독점권이 저자 

사후 70년 동안 지속됨.

○ 출간된 지 오래된 공유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거나 디지털자료로 서비스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음.

○ 최근의 저작물들은 저작자와 출판사간에 모두 디지털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약 50만 종의 도서가 20세기에 출간되었지만 디지털화 되

지 않았고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물의 디지

털화와 디지털서비스가 불가. 

○ 이렇게 저작권이 소멸된 공유저작물과 디지털 저작권이 있는 최근의 저

작물 사이에 있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들은 사용자의 이용가치가 높으므

로 저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다수의 공중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

는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

○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대중에게 서비

스하고자 했던 프랑스 문화부와 국립도서관은 2012년 “20세기 절판된 

책의 디지털 이용”12) 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가 가능.

○ 이 법률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투자위원회, 프랑스 출판협회, 프랑스 

저작자협회, 프랑스국립도서관 등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협약으로서 

2012년 2월 23일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12) LAW No. 2012-287 of 1 March 2012 on the exploitation of digital books unavailable in the twentieth centur

y, 출처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4DF7CE32F2AC28D89A73FE53CB632D53.tpdjo05v_2?ci

dTexte=JORFTEXT000025422700&dateTexte=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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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세기 절판 책 디지털 이용법 주요 내용

□ 개요

○ 법안은 2001년 이전에 프랑스에서 출판된 상업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절판된 종이 및 디지털 포맷의 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을 허용.

○ 디지털화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법은 집단관

리기구의 설립, BnF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용, opt-out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디지털 이용 대상

○ 동법 134-1에서는 디지털이용의 대상으로 2001년 이전에 프랑스에서 출

판되어 현재는 인쇄물이나 디지털 형태로 더 이상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절판 도서로 명시.

□ 집중관리기구에 의한 저작권 수익 배분

○ 20세기 절판된 책의 디지털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와의 협상과 거래비용

의 절약을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13) 방

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

○ 동법 134-3조에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디지털 형태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Society)에 위임하도록 함.

-집중관리기구에서 관리되는 권리는 디지털 재생산 및 디지털자료의 대

13) 상당수 권리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관리자들의 특정 저작물에 대해

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유수현,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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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위한 권리에 한함.

-이는 디지털화 및 전자책의 서비스를 위해 저자와 출판사간 모든 계약

을 체결하기 위해 재협상해야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함.

-디지털화 된 저작물(전자책)이 시장에 재등장하게 될 때 전자책 저작

권에 대한 수익의 수집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저자와 출판사

를 동등하게 대변.

○ 이의 실행을 위해 2012년 11월 22일 프랑스 정부는 “2013년도 미디어, 

도서, 문화산업 관련 재정 법률안14)”을 통과시켰는데, ‘20세기 절판책

의 디지털 이용' 관련해서는 문화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저자와 출판사 

동수의 대표가 참여하는 집중관리기구(SPRD: La société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La société organisme de gestion collective)에서 관리하도

록 함.

-프랑스 문화부의 SPRD 승인은 2012년 말로 예상되며, 2013년부터 기

능을 수행.

○ SPRD는 프랑스의 집중관리기구이며 문학, 음악, 미술, 공연 등 각 분야

별 집중관리단체가 개별적으로 있고 이 중, 도서관 대출, 복제, 보상과 

관련된 단체는 SOFIA(la Société Française des Intérêt des Auteurs de l’écrit, 대

출징수권 단체)임. 따라서 SOFIA에서 20세기 절판 책 디지털 이용에 관련

된 저작권 관리를 담당.

-디지털 저작물 보상 및 분배 관련 집중관리기구인 SOFIA는 6,000여 명

의 작가와 200여 출판사와 연계되어 있고, 저자 대표(9인), 출판사 대

표(9인) 동수로 대표단이 구성되며, 문예저작권단체15)(SGDL)의 대표와 

출판협회(SNE) 대표도 대표단에 포함.16)

14) http://www.senat.fr/rap/a12-152-4-2/a12-152-4-21.html#toc95

15) 프랑스에는 집중관리기구(SPRD)에 20여개의 산하 단체가 있고, SGDL은 (Société des gens de lettres, 문예저작

권단체)은 그 중의 하나임.

16) 출판사 대표단은 Gallimard: Vice-présidence /Dargaud /Actes Sud /Albin Michel/ Seuil/ Dalloz/ Flammarion/

Larousse/ Représentante du SNE(프랑스출판협회) 대표자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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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가격

○ 동법 134-5조에서는 전자책 가격이 상업적 이용인지, 단체나 그룹에 제

공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가격이 확정되며, 전자책 가격에 대해서는 프

랑스의 전자책 가격 관련 법조항(2011.5 26. N. 2011-590)을 따르도록 명시.

○ 전자책 가격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프랑스 전자책의 가격은 출판사가 

자유롭게 결정. 물론 몇몇 예외의 경우가 있고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있

는지 관리를 받으며 위반 시에 벌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가격은 출판사

에서 결정.

○ 전자책 가격 관련 법조항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책을 출판하는 자는 누구나 전자책의 가격을 설

정해야 함. 가격은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제공하는 콘텐츠와 접근 

방법 및 이용 방법에 따라 다름. 공공의 목적, 전문 연구, 고등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내에서 예외 적용을 받음.

-위 조건으로 전자책의 판매 가격이 정해지며 프랑스 내의 구매자에게 

전자책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적용됨.

-전자책의 옵션판매(무료 or 대폭할인 등)도 출판사가 제안하는 경우에

만 허용되며, 이 경우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프랑스 내의 모든 구매

자에게 적용됨.

-공중 가격에 대해 상업적 할인을 결정할 때 출판사는 판매 조건에 있

어서 디지털 도서의 프로모션과 유통을 위해 전자책 서비스의 질을 중

요하게 생각해야 함.

-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

-이 법의 시행 관리위원회는 상, 하원 각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며 정부와 의논함. 정부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함. 전자책이 고정 가격으로 공급되었는

지, 저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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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out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용

○ 동법 134-2, 134-4, 134-7의 조항은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저작권 문

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모든 저작권자

가 자유롭게 열람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자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

하게 광고하는 방법, 인도 조건, 집중관리기구의 철회 조건 등을 명시함.

-이 데이터베이스는 2013년 3월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서

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opt-out 원칙

○ 동법 134-4조에서는 저작권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들의 작품이 공개

(publication)된 이후 저작물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동안 가지도록 함.

○ 따라서 저작권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

작권자가 저작권양도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것으로 이해17).

○ 다만, 저자는 그 이후 하시라도 자기 작품이 디지털로 이용되어 명예에 

편견을 갖게 되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를 반대할 수 있음.

○ 출판사가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2년 내에 스스로 책을 재출간해

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집중관리기구가 제3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비독점, 5년간, 갱신 가능)주며, 저작권 보유자는 자신의 몫을 지

불 받을 것임.

17) 옵트아웃(opt-out)방식은 권리자가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만 탈퇴 또는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하

는 방식인 반면 옵트인(opt-in)방식은 권리자가 참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만 참여 또는 주장 하는 것으로 

여기는 방식을 말함. 옵트아웃 방식에 의하면 권리자가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

하게 됨. 미국의 법원은 구글이 구글 북스(Google Books)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제안한 GBS(Google Book

Settlement)를 위법으로 판결했는데 그 논거에는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임.



- 51 -

□ 우선권(Preference Right)의 사용

○ 6개월의 데이터베이스 열람기간을 거친 후에 SPRD는 SPRD에서는 최초

로 종이책을 출판했던 출판사에 접촉하여 디지털 이용을 제안하며(10년 

독점, 갱신가능 조건으로) 출판사는 2달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저작물의 원(原) 출판사는 집중관리기구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을 위해 

10년 간 갱신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우선권’을 가짐. 또한 이 우선

권의 사용으로 출판사는 실제로 책을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재출간하

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됨.

○ 출판사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자가 합의하면 집중관리기구

가 5년 동안 갱신가능하고 비독점적인 기준으로 제3자에게 책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때 저자는 수익의 50%를 배당 받게 됨.

□ 고아저작물(orphan works)

○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알려진 작품으로서 저작권 보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실하고 입증되게 진지하게 찾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

하고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도서를 고아저작물이라고 함.

○ 다중 저작의 경우 한 명의 저작권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고아작품으로 

취급되지 않음.

○ 출판사는 고아작품의 출판에 대해 5년간 비독점적 권리를 가짐. 

○ 출판사는 이익의 50%를 차지하며, 저자의 몫은 집중관리기구에 넘겨지

고, 10년 후 총액은 공공도서관에 넘겨짐.

○ 도서관은 첫 번째 이용 허가 이후 10년 간 저작권자가 발견되지 않으며 

작품을 디지털화 하고 온라인에 올려놓을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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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세기 절판 책 디지털 이용법에 대한 찬반 논쟁

□ 반대입장18)19)

○ 작가협회와 출판조합은 법안 통과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지만 다른 문화

계 관계자(SF작가연합 등)들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해 저작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따라서 디지털화작업을 불법복제라

고 주장.

○ 20세기 절판책 디지털 이용법은 ‘옵트아웃’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철회 

의사표시만을 거부 의사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은 명백한 양도에 의해서

만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저작권번에 위배 된다는 논리임.

○ 따라서 동법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권 개념에서 벗어나며, 작가

를 보호하고 작품에 쉽게 접근한다는 취지에서도 어긋난다”고 항의. 

○ 또한 출판사가 상업적인 유통을 중지했던 저작물에 대해 출판사에게 다

시 새롭게 보수를 받게 하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주장.

□ 찬성입장20)

○ 우선권, 양도, 저작권에서 예외를 두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디지털 권리

의 실행을 이전하는 것임.

○ 저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작자와 출판자에게 절판

된 도서에 대해 새롭게 권리를 주며 디지털화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

게 함.

○ 동법은 절판된 도서를 등록하여 대중에게 저작물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

18) http://www.lexpress.fr/culture/livre/cinq-choses-a-savoir-sur-la-numerisation-des-oeuvres-indisponibles_1085347.html

19) http://bibliobs.nouvelobs.com/numerique/20120227.OBS2372/numerisation-des-oeuvres-indisponibles-cette-nouvelle-loi-est-

une-usine-a-gaz.html

20) http://www.bdencre.com/2012/09/8826_rencontre-avec-m-herve-gaymard-depute-ump-de-la-2e-circonscription-de-savoie-et-

president-du-conseil-general-de-la-sav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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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만일 디지털화를 원치 않을 경

우 거부할 권리를 실행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모

든 저작자들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이는 출판사와의 계

약으로가 아니라 집단관리기구를 통해 실행됨.

○ 또한 동법의 작성을 위해 저작자 상임이사회 소속의 많은 작가들과 출

판협회와의 심도 있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임.

○ 따라서 이 법은 단지 개인이나 국회에서 제안된 안건이 아니라 이 주제

에 관해 다양한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고, 공공의 이익과 각 저작자들의 

이익의 형평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함.

  바. 20세기 절판 책 디지털 이용법에 관한 주요 경과

○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갈리카 서비스를 통하여 20세기 절판책의 디지털

화와 서비스를 위한 일련의 경과를 시계열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2007년 갈리카 설립.

○ 2007년 10월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편집상의 방

법을 찾기 위해 문화부, 국립도서관(BnF), 출판협회(SNE), 국립도서센터

(DLL)가 연합하여 전자책 포털 사이트를 위한 실험서비스를 시작하고 

2008년 1월 결과보고서 제출.

○ 2008년 3월부터 공유저작물(public domain)과 전자책 유통업체의 참여로 

일부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인터넷 접근을 통한 열람 서비스 개시.

○ 2010년 3월부터 20세기 절판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투자를 위

하여 정부대표단, 저자대표, 출판사 대표가 토론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부터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가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진행.

○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저자들과 출판사들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자와 출판사 사이의 계약관

계에 대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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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20세기 절판 책의 디지털이용’법안 국회 상정.

○ 2012년 2월‘20세기 절판 책의 디지털 이용’법안 통과.

○ 2012년 6월에 개인 투자가와 프랑스 국내 및 외국 파트너들이 디지털화

를 위하여 10,000,000유로의 투자 결정.

○ 2012년 11월‘2013년도 미디어, 도서, 문화 산업 관련 재정 법률안’에

서‘20세기 절판 책의 디지털 이용’법안 관련해서 문화부 장관의 인가

를 받고 저자와 출판사 동수의 대표가 참여하는 집중관기기구(SPRD)에서 

관리하도록 명시.

○ 2013년 집중관리기구(SPRD) 산하 SOFIA(대출권징수단체)에서‘20세기 절판 

책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저작권 관련 업무 시작 예정.

○ 2013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세기 절판 책 관련한 저작권 데이터

베이스 운영 시작 예정.

  5. 유러피아나(Europeana)

가. 개요

□ 일반 현황

○ 유러피아나는 유럽전역에 걸쳐 디지털화된 책, 그림, 영하, 박물관 전시

품, 기록 보관물(archival records) 등을 인터넷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인

터넷 포털.

○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의 진

주귀고리를 한 소녀, 찰스다윈이나 아이작 뉴튼의 작품, 모차르트의 음

악 등이 대표적인 유러피아나의 작품.

○ 2,000개 이상의 유럽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유러피아나에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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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표적으로 암스테르담의 레이크스미술관(Rijksmuseum), 영국 국립도

서관, 루브르 등임. 

○ 유러피아나의 시작은 2005년 4월에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던 자크쉬락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의 수반들이 동참하면서 시작.

○ 2008년 11월 시험사이트가 가동되었으며 당시 450만건 의 디지털 작품

들이 웹상에서 전시.

○ 유러피아나는 저작권이 없는 작품들에 대해서만 디지털화하고 웹상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은 각국 협력도서관들로부터 서

지정보(meta data)만을 제공받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자료 현황

○ 유러피아나에 2012년 11월 현재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음.

-그림(이미지, 그림, 지도, 사진 등) : 13,080,923

-텍스트(책, 신문, 편지, 일기) : 8,622,192

-음원(음악과 테입, 디스크, 라디오 등의 연설 등) : 450,974

-비디오(영화, 뉴스, TV 방송 등) : 167,893

- 3D 작품 : 82

○ 유러피아나에 2012년 11월 현재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의 국가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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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작품수 비중

합계 22,322,064 100%

독일 3,490,716 15.64%

프랑스 2,519,154 11.29%

스웨덴 2,228,281 9.98%

네덜란드 2,092,067 9.37%

스페인 2,012,039 9.01%

노르웨이 1,557,609 6.98%

영국 1,488,575 6.67%

이탈리아 1,211,072 5.43%

아일랜드 953,455 4.27%

유럽 893,058 4.00%

폴란드 859,504 3.85%

핀란드 697,031 3.12%

오스트리아 472,158 2.12%

벨기에 323,679 1.45%

슬로베니아 249,962 1.12%

<표 Ⅲ-1> 유러피아나 작품 국가별 구성

출처 : 유러피아나 홈페이지(http://www.pro.europeana.eu/web/guest/content)

나. 저작권 있는 자료의 디지털 서비스

□ WW1 프로젝트

○ 유러피아나는 최근 WW1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유럽 전역에 걸쳐 1

차 세계대전 동안(1914-1918)의 사진, 편지, 엽서, 기념품 등을 제공받아 

웹상(http://www.europeana1914-1918.eu/en)에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

○ WW1 프로젝트의 경우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시

행하였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후에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디지털 열람 서

비스를 시행하므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21)



- 57 -

  6. 시사점

○ 주요 국가 국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전자대출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철저한 저작권의 보호와 준수이며, 도서관내 이용은 법

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음.

○ 도서관외 열람은 국가별로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음.

○ 독일 국립도서관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납본도서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출에 대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전

자책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외 전자책 대출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숫자가 적음(0.5~0.6%). 

○ 영국 국립도서관의 경우 시험적으로 저작권 있는 자료의 전자책 대출을 

저작권자와 협의하면서 시행함.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인 갈리카를 통하여 디지털자료의 전

자대출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도서의 경우에 

서지정보와 본문의 10~20% 정도만 열람가능하며, 전문 열람의 경우 협

약된 e-retailer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함.

○ e-retailer 플랫폼의 운영자는 전자책 서비스의 상업적 권리를 출판사로

부터 위임받은 업체임.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저작권이 있는 납본도서들을 디지털화 했다는 점

에서 다른 국가의 국립도서관들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정보의 평등한 공

유라는 도서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함.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2012년 2월 ‘20세기 절판된 책의 디지털 이용

법’의 제정을 통해 저작권 있는 20세기 절판된 책에 대해 저작권 문제

의 해결을 위하여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Society)를 통하여 저

작와 출판사의 저작권에 보호를 도모함.

○ 저작물의 전송권이 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와 철저하게 협의하면서 

21) British Library 담당자와의 사적 의견교환(perso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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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출을 시행함.

○ 전송권자가 없지만 저작권자와 출판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

자대출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합의 기구 설치 필요함.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프랑스 사례에서처럼 저자협회, 출판협회, 국립

도서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합의하에 도출되어야 함.

<표 Ⅲ-2> 주요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 서비스 현황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소장도서의 

디지털 

서비스

미제공

저작권 소멸된 

일부 

고(古)자료에 

한하여 제공

서비스 일부 

시행 및 본격 

시행 준비

미제공

(시험 계획)

디지털자료

의 관내 

서비스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디지털자료 

관외 서비스

원칙적 

불가이나 일부 

시행

원칙적 

불가이나 시험 

서비스 시행

시행

저작권 없는 

자료에 대해 

시행

서비스 조건

저작권 보유 

출판사와의 

개별 협약

저작권 보유 

출판사의 개별 

협약

저작권 보유 

출판사의 개별 

협약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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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전자책 대출 관련 도서관계 동향

  1.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전자대출 배경보고서

가. 배경

□ 전자대출 배경보고서(ELending Background Paper) 작성배경

○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집행위원회는 도서관의 eBook 입수가능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배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실무그

룹을 구성. 

○ 본 보고서는 전자책 대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출판사 및 도서관, 전자책에 대한 배경, 학술출판사와 단행본 출판사의 

차이점, 학술도서관과 연구도서관과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하고, 학술출

판사와 단행본 출판 사이에는 몇 가지 상이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기.

○ 이 보고서는 1개 공급사인 아마존이 북미 eBook 판매의 60%를 차지하

여 eBook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아마존이 최근에 eReader와 eBook 판매

의 지배적인 포지션에 한 층 더하여 도서출판과 대출 이니셔티브를 갖

고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무서운 마켓 포

스인 것으로 입증되고, 고객 유형별(예, 도서관), 국별로 eBook의 구색을 

갖추고 가격책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향후 도서관 eBook 수집 방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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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대출의 복잡성

○ IFLA의 보고서는 전자책(eBook) 대출에 관한 이슈의 고려에 있어 복잡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

-출판과 도서관 부문의 구조와 운영이 나라마다 크게 상이 할 수 있음.

-다수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 소장 도서는 미개발 상태이고 소비자들

은 eReader, 태블릿, 전자책을 입수할 수 없음.

-시판되는 전자책 플랫폼과 표준이 다양하여 호환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 친숙이나 접속성이 떨어짐.

-형태가 다른 도서관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이한데 가

장 현저한 것은 학술/연구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

-학술 출판사와 단행본 출판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도서관에 대한 디지털 판매에 대해 접근방법이 크게 다름.

-종이책에서 디지털 책으로의 이행은 정책 입안가들이 취해야 할 새로

운 법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저작권 분야와 그 기저의 원칙분

야에서 그러함.

-디지털 대출 모델이 가동되면 이용자의 독서 습관에 관한 정보를 대량

으로 수집, 저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공포를 야기 가능.

○ 주목할 점은 수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토착 출판 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

고 있다는 점임.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저술 문화의 생산과 유통이 수

행하는 사회적 이익을 인정하기 때문으로 도서관은 이런 독서 생태계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며, 도서관의 수집 도서에서 전자책이 보류되면 

출판이 사회 전체에 이득을 준다는 인식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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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적 이슈

□ 관련 용어의 정의

○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전자대출(e-lending)은 대여(rental)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 기본적인 법률적 개념은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WCT) 제6조와 제8조의 각항에서 유래. 

○ 제6조 배포권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권리에 대하여 명기.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

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

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이 조약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저작

물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 후 제1항의 권

리가 소진되는 적용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8조 공중 전달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기.

- “베른협약 제11조제1항(ii)호, 제11조의2제1항(i)호 및 (ii)호, 제11조의3

제1항(ii)호, 제14조제1항(ii)호 그리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

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저작

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

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저작권법의 개념적인 체제 내에서 대출은 “배포” 범주 하에 하부 그

룹을 구성하며, 유형의 대상물만이 배포될 수 있음.

○ 대출(lending)의 정의는 “어떤 유형의 대상물을 한정된 기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인 이익을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며,  “대여”와는 반대. 

○ 대여(rental)란 “유형의 대상물을 한정된 기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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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보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여타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저작물의 원

본과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갖음.

○ 이 권리는 저작자의 허락으로 원작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소유

권 이전이후 정상적으로 소진됨. 

○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저작물, 예컨대 책을 구입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추가로 배포할지 모르며, 대출은 배포권의 예외가 아님.

○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은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도서를 대출해 줄 수 있

는 법률적 기초로서, 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을 따르는 일

반 규칙.

□ 전자대출(e-lending)

○ 전자대출은“디지털 대상물은 제한된 시간 동안,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보지 않고 이용될 수 있다.”라고 정의됨. 

○ 저작권법의 개념적인 체제 내에서 전자대출은 “공중에 전달 또는 공중

이 이용할 수 있는” 범주 아래 하부 그룹을 구성. 좀 더 구체적으로 

“공중에 전달”은 송신자가 전달을 언제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일어나

며, 이는 전형적으로 방송에 적용.

○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는 제공자가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리

고 이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용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을 접속할 때 전형적으로 적용.  

○ 저작자(및 여타의 저작권 보유자)는 유선 또는 무선 수단으로 공중에 자

기의 저작물을 전달하도록 허락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으며, 여기에 포

함되는 것은 공중 멤버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을 

접속하는 그런 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토록 함.

○ 배포의 한 형태인 대출과 대조적으로 전자대출은 온라인 서비스이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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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전달된 후 또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소진되

지 않음.

○ 따라서 공중에 전달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작자(또는 

여타의 저작권 보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는 이용자가 그런 서비스

로 만든 저작물의 물질(유형) 복제물에도 적용됨.(예를 들어 저작물을 리

딩 디바이스에 내려 받을 수 있음.)

○ 도서관의 일반적인 전자대출 활동은 저작자 (또는 여타의 저작권 보유

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필요로 함.

다. 보고서의 결론

○ 최초 판매 이후 배포권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은 출판 저작물, 예

를 들어 도서를 서적상에서 구입하여 도서관 고객에게 대출하는데 쓸 

수 있고, 저작자(또는 여타의 저작권 보유자)는 도서관에 이 권리를 거

부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자체의 도서 구입 정책에 따라 어떤 

도서를 구입하여 공중 대출하는데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 

○ 전자대출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진 개념은 적용되지 않고,  도서관은 

저작자 (또는 여타의 저작권 보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디지털 대상물, eBook 또는 eJournal 만 획득할 수 있음. 저작권 보유자

는 특정 저작물을 접속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원하든지 

그리고 그런 접속 조건을 결정하기를 원하든지 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이런 결과 획득정책은 출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도서관이 결정하

는 것이 아님.

○ 도서관의 획득 정책을 도서관이 아니라 출판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며, 도서관이 당면한 도전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임. 

○ 전자대출을 수행할 목적으로 라이선싱의 해결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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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이 선정한 전자 포맷으로 출판된 모든 저작물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라이선싱 조

건을 출판사들의 기관과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문화유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전자 포맷으로 출판된 모든 저작물을 수집

하고 보존하며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함.

  2. 미국 도서관협회 보고서 : 공공도서관을 위한 eBook 비즈니스  

 모델(eBook Business Models for public libraries) 

가. 보고서 작성 배경

□ 배경

○ 보고서는 미국 도서관 협회의 실무그룹인 디지털 라이선스 및 도서관 

실행 그룹(the Digital Content & Libraries Working Group, DCWG)에 의해서 작

성되었으며, DCWG의 임무는 도서관 및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에 모두가  공평하게 접속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된 기회와 이슈

에 관하여 협회를 자문.

○ 보고서의 목적은 최대 단행본 출판사들(“Big 6”)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도서관에 전자책을 판매하도록 판매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수 개 

월 동안 전자책 전자대출과 관계된 전자책 시장, 출판사, 유통사와의 논

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책 대출이 제기하는 새로운 도

전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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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전자책 출판의 증가

○ 전자책 출판은 확장추세이며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전자책이 도서

관에서 이용되는 조건은 각양각색이며 수시로 변화.

○ 일부 대형 출판사들은 다양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고, 일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출판사들은 도서관과의 

거래를 별로 또는 아예 하지 않고 있음.

○ 변화무쌍한 실험기에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는 최선의 조건을 제공하거

나 모든 출판사 또는 유통업체들이 채용할 단일 비즈니스 모델은 없음. 

○ 도서관들이 전자책 출판사와 유통업체들을 거래하면서 그들이 주로 제

시하는 거래 조건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응해야 될 도서관이 기피하거

나 추구해야 될 거래 모델 조건을 ① 전자책 시장의 일반적 특성, ② 현

재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견되는 제약과 통제, ③ 출판사

의 장점으로 구분하여 열거.

□ 전자책 시장의 일반적 특성

○ 대표적인 전자책 시장의 특성으로는 종이책 대출 모델의 복제임.

○ 전자책은 한 권의 책이 장소와 상관없이 동시에 다수 이용자들이 읽을 

가능성이 있어서 출판사들은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대출받으면 소비자 

판매에 타격을 받기 쉽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출판사들이 종이책 대출의 조건 및 방법을 그대로 따라

서 전자책 대출에 복제하고 있음.

○ 이런 조건 중에서 출판사들이 도서관에 ebook을 판매하는 데 위험요인

으로 인식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어떤 것은 필요하며, 용납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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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객들이 ebook을 도서관에 내방하여 대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다른 조건들은 이용자들에게 성가신 일로서 전자책 기술의 근본적

인 편익에 반하며, 도서관의 서비스 인식을 손상시킴. 

○ 전자책 시장의 두 번째 특성은 균형점 추구임.

○ 즉, 많은 출판사들은 도서관에 ebook을 오퍼하면서 종이책보다 유리하

지 않은 조건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간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만 제공되거나 발행부수가 제한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 도서관은 다른 편익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므로, 

다른 편익을  요구해야 함. 예를 어떤 타이틀의 경우 디스카운트를 받거

나 고객이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구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공유 및 특정 타이틀에 대해 제한적으로 무료 접속할 수 있는 것 등을 

요구해야 함. 

○ 이러한 전자책 시장의 특성상 도서관이 전자책 대출 관련 지향해야할 

조건은 크게 전타이틀 확보, 효과적 소유 옵션 확보, 서지정보와 관리도

구의 확보 임. 

○ 공중에 판매 가능한 모든 전자책 타이틀은 도서관에서 대출용으로 확보

해야 도서관의 본원적 서비스 제고 필요.

○ 도서관은 구매한 전자책을 효과적으로 소유할 옵션을 가져야 하는데, 여

기에는 전자책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거나 무한정으로 대출을 지속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도서관들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어떤 타이틀과 

카피의 경우 제한이 더 많은 옵션을 가질지 모르지만 영속적으로 지속

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옵션을 가져야 한다.  

○ 출판사 또는 유통업자는 전자책의 발견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지정보

(metadata)와 관리 도구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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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견되는 제약과 통제

○ 도서관과 소매 유통 채널이 전자책과 병존하기 위해서 현재 도서관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전자책의 사용방법에 관한 제약

이 들어 있는데, 단독 이용자, 대출숫자 제한, 가격변동, 판매지연, 도서

관내 대출 등이 있음. 

○ 단독 이용자

-종이책 모델을 복제함으로써 전자대출은 라이선스가 구입된 개별 전자

책에 대해 한 번에 한 명의 이용자로 제한됨.

-현재 거의 모든 출판사 모델에서 이런 제약을 조건으로 제시.

-대안으로 가격을 높여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

나, 제한된 숫자의 대출 모델을 다중의 동시 이용자와 결합하는 조건

을 제시.

○ 대출 숫자 제한

-도서관은 정해진 숫자의 대출 이후 동일한 타이틀을 재구입해야 함.

이 모델은 소유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정해진 대출 숫자가 충

분히 많다면 가격인하를 달성한다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음.

-이 모델은 수년의 기간 이후 영속적인 소유권을 제공하는 일몰 조항과 

결합될 수 있다면 이상적임.

-최소한 도서관은 대출제한 기간에 도달했을 때 해당 ebook 타이틀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함.

-임대 후 소유(lease-to-own) 옵션이나,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자료를 할인 

받아 판매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옵션 등도 고려.

○ 가격 변동

-도서관용 전자책 가격은 변동 폭이 커서 어떤 타이틀은 종이책 가격 

보다 훨씬 높고 여타 책은 디스카운트되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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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언제나 가능한 한 최상의 조건을 모색하려고 하지만, 여타의 

판매 조건(예를 들어 플랫폼 사용료,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등을 고려하

여 제공받아야 함.

○ 판매 지연

-출판사는 타이틀이 공중 판매된 이후 한 동안 도서관에 ebook 판매를 

지연할 수 있음.

-판매지연을 하면 모든 타이틀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위배하

게 되겠지만 단기간의 지연은 용납될 수 있음.

-엠바고 된 타이틀은 가치가 떨어지므로 가격에 반영해야 함.

-반대로 도서관은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즉각 공급하는 조

건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수 있음.

○ 도서관외 대출 제한

-출판사들은 고객이 ebook을 대출받으려면 도서관에 내방해야 된다고 

요구할지 모르나, 이런 모델을 받아드릴 수 있는 도서관은 별로 없음.

-이 조건을 회피할 수 없다면 대안은 도서관 서비스 지역의 지리적 경

계 안에 신체적으로 존재하는 고객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수용.

○ 도서관 간 대출 제한

-출판사들은 라이선스 협정을 통해 한 개 기관 이상 사이의 타이틀 공

유를 금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

-본질적으로 이는 어느 도서관이 지사와 같은 하부 기관에 유통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같음.

-한 번에 한 고객만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도서관과 출판사가 그런 

제한을 취할 필요가 없음.

○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 모델

-도서관은 종이책을 위해 존재한 모델을 초월하여 ebook의 디지털 특

성을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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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 종량제와 같은 유료가입 모델을 고려할 필요 있음.

-도서관은 공공 도메인과 오픈 라이선스 전자책 이용을 더 강조해야 함.

□ 출판사의 장점

○ 출판사는 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대출로 몇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 

크게 발견 향상, 판매채널 확보, 독자 자문 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발견 향상

-도서관 이용자들은 책도 많이 사는 사람들이며, 출판사들은 독자를 저

자와 연결시키는데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높이 평가.

-도서관은 아직 구매하지 않은 책을 포함하여 출판사의 전 카탈로그를 

접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 독자들을 추가로 제공되는 책자와 연결시킬 

수 있음.

-독자들이 이런 책들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 구매를 요청할 것이다.

○ 판매 채널

-도서관 카탈로그에 “buy it” 링크를 추가함으로써 도서관은 출판사를 

위해 추가 판매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도서관은 이런 채널을 통해 발생한 판매 몫을 받

기 위해 협상할 수 있음.

○ 독자 자문

-사서들은 추천을 통해 독자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것처럼 이 

서비스를 전자책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음.

-도서관은 독자를 저자와 책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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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국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에 관한 대응

가. 배경

○ 2011년 하퍼콜린스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을 26회로 제한하고 이

후에는 재구매한다는 정책 발표 이후에 도서관의 반대와 전자책을 도서

관에 공급하는 데 대한 출판사의 소극적 태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22).

○ 2012년 7월 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에서 영국 “도서관의 21세기를 

향한 대응(move libraries into 21st century)”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공공

도서관 전자책 대출에 대한 정책 정립 수립 요구23).

나. 주요 경과

○ 2012년 9월 26일 문화부 장관 에드 베이지(Culture Minister, Ed Vaizey)가 

영국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구

성을 발표하고 독자, 도서관, 출판사, 저자의 모든 이익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위원회를 구성.24)

-전자대출의 장점

-현재 시점에서의 전자책 대출 상황과 미래 수요 예측

-전자책을 공공도서관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장애

-전자대출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장기간 후의 도서관 건

물 이용, 출판사들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technology)을 사용하지 못하

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

○ 이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25)되며, 작가, 출판사 대표, 국립중앙도서관장 

22) Guardian, “Fury over 'stupid' restrictions to library ebook loans” 2011. 3. 1 http://www.guardian.co.uk/books/2011/m

ar/01/restrictions-library-ebook-loans,

23) Guardian, Call to 'move libraries into 21st century' sparks ebook lending review, 2012. 7. 19 http://www.guardian.c

o.uk/books/2012/jul/19/libraries-ebook-lending-review

24) 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936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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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되며 2013년 1월까지 리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 영국 작가협회는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

고 전자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하게 하는 것은 도서의 소매가격을 평가절

하 하는 일이며, 불법 전자책의 만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26)

○ 영국 전자책 대출에 대한 리뷰가 10월 24일에 2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하원 의회에서(House of Commons)에서 도서관을 위한 양하원 합동 조사위

회(Libraries for All Party Pariliament Group, APPG)의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진행.

○ 공개토론참가자는 출판협회 회장, 미국 오버드라이브 CEO, 시인이자 잡

지(GQ, Spectator) 발행인, 뉴욕 공공도서관 장서 및 대출담당 대표가 참석. 

○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7).

-전자책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함께 전자대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동으로 일해야 함.

-전자책 대출은 출판사에게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

려움 있는 것에 대해 도서관도 이해를 하고, 하퍼콜린스의 26회 제한

이나 높은 가격으로 도서관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보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볼 만한 모델이라고 동의.

-전자책 대출 모델에 대한 정확한 증거 수집과 연구에 대하여 동의. 어

떤 특정분야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정법에 의한 모델 개발이 아

니라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

-전자책 대출도 종이책 대출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책의 발견이 책

의 판매증가로 연결되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이자 자산으로서 바라볼 

25) William Sieghart(Philanthropist, entrepreneur, publisher and the founder of the Forward Prizes for Poetry), Janene

Cox(President of the Society of Chief Librarians (SCL) & Commissioner for Tourism & the Cultural County,

Staffordshire County Council), Roly Keating(Chief Executive The British Library), Caroline Michel(Chief Executive

Peters Fraser & Dunlop), Stephen Page(Chief Executive Faber & Faber), Joanna Trollope OBE(Author)

26) Guardian, “Writers won't lose out if libraries lend ebooks”, 2012년 5월 13일, http://www.guardian.co.uk/books/201

2/may/13/libraries-elending-society-of-authors

27) 도서관을 위한 양원 합동위원회 조사 보고서 요약( Event Summary), ebook: the last page or a new chapter for

libraries and publishers?, A summit from the Libraries All party Pariiament Group, Wednesday 24th October, House of

Commons



- 72 -

필요가 있음.(도서관 관계자의 주장)

-전자대출은 종이책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칙은 one copy/one

loan임.

-저자들은 PLR(Public Lending Right) 또는 PLR과 유사한 형태로 전자책 

대출에 대하여 전자책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상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Blockbuster)가 도서관에 없으면 이용자는 책을 

구매하지만, 반대로 구간들은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그 책을 사는 것

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책을 구매함.

-모든 도서관 이용자가 e-reader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자

대출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것에 대하여 제안. 사용료 지불에 대

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대신 지급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두 가지 모델이 제안 됐는데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

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자책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고, 반면에 대

기자 명단에서 기다리겠다는 사람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

-전자책은 현재 법적으로 디지털 제품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로 인식

되고 있고 디지털 제품으로 세금 관련법의 개정 필요.

-모든 법적 조치 사항들은 현재의 기준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5년 내지 

10년 후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지 말고, 미래에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야 함.

-전자책은 장애우들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맹인들

에게 읽어주는 기능과 같은 서비스를 말함. 출판협회는 이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음.

-전자책을 도서관에서 구매하면 전자책의 구매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e-reader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가 제외(Digital

Exclusion)될 수 있음.

-전자책을 위하여 국가에서 전자책 도서관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한 고려 제안.

이를 각 공공도서관에서 관리, 서비스 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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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들은 각자가 자기의 전문화된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11

월 6일까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요망.

다. 전자대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28)

□ 작가협회(Society of Author)의 전자대출 검토 의견

○ 전자책의 도서관외 전자대출은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필수적이거나 

1차적인 역할이 아니며, 원격 전자대출을 허용하기 위한 계획은 심사숙

고해야 되고 관리를 주의 깊게 해야 함.

○ 원격 전자대출은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희생시키고 빈곤층, 젊은이, 

노년층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은 어떤 모델이 되었든지 간에 소비자가 두 사이

에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자책 구매와 확실히 경쟁하지 않

도록 세심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함.

○ 전자책 대출은 이미 긴장상태에 있는 도서 판매 시장에 불균형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는 독립 서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출판사가 도서관에 제공하는 라이선스는 저자에게 공정하게 보상하는 

기초에 입각해야 하며, 저자는 전자책은 모든 대출에 보상을 받아야 하

며 PLR(Public Lending Right)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대출에 도입되어야 함.

○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은 모두 저작권 침해와 승인받지 않은 복사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효과적으로 철저히 방지되어야 함.

28) 전자대출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으로 출판협회, 작가협회, 서적상 협회는 협회차원의 견해를 표명 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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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상협회29)의 검토 의견

○ 전자책 대출 프레임워크가 도입되면 저자로부터 유통업체, 소매상에 이

르기까지의 전체 생산 과정의 생존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대출을 하든지, 또는 구매를 

하든지 간에 새로운 자료 접근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생산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

○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상이 서적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동체는 이용자가 도서를 발견하고 독서하는 측면에서 귀중한 자

산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은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임.

○ 협회는 발생을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입증되어 검토 

패널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기를 촉구 함.

○ 우리협회에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 제안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테스트하

고 실행하기 이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다음과 같은 9개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대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을 기대함.

-저작권자의 이익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된 e-book 대출 모델은 저자와 출판사가 주의 깊게 실험해 봐야 

함. 그리고 도입하기 전에 생산과 소비의 전 사슬에서 이로 인한 파급

효과를 평가해야 함.

-도서관과 서적상간의 왜곡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도서관은 도서를 

판매하고 상업적인 서적상과 경쟁을 하는 데 납세자의 예산을 써서

는 안 됨.

-도서관은 저작권자가 사전 허가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전자책을 대출

할 수 있음.

-도서관은 전자책 대출 시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다만 빈곤층 대출자

29) 서적상 협회는 책을 판매하는 체인서점, 독립서점, 도매상, 슈퍼마켓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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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음.

-출판사는 개별적으로 신간에 대해 ‘제한기간(window)'의 설정을 고려

해야 함. 이에 따라 도서관은 출판사가 정한 출판 후 일정 기간이 경

과한 다음에 한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음.

-출판사가 전자책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주

도적으로 취하는 조처는 지원을 받아야 함.

-공공대출권(PLR)은 전자책을 포함해야 함.

-만약 국립 전자책 대출 도서관이 구축된다면 민/관 파트너십 수립을 

고려해야 함.

-국립 전자책 대출 도서관 구축계획이 실현되면 결과적으로 기존 도서

관을 훼손시키면서 해서는 안 됨. 

□ 출판협회의 검토 의견

○ e-lending에 대한 수요 수준은 분명히 있지만 잠재적인 “시장”규모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 같으며 이용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인

지 알 수가 없음.

○ 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는 e-book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는 의문

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제공업체로부터 더 광범위한 수요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시점에서 광범위하게 e-lending을 도입하면 여전히 태아기

의 e-book 시장에서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강함.

○ 전자대출(e-lending)에 정상적인 요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e-book의 기준단가가 책정되어 상업 시장에서 e-book 가격을 크

게 내려 출판사의 수익과 장기 생존 가능성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수 있음.

○ 현재와 장차 전자대출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고 그 함의가 지방당국에 무엇이며 이것이 향후 어떻게 영

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촉구함.

○ 전자대출을 통하여 공공대출권을 저자가 현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하고 



- 76 -

있다면, 저자의 수입에 타격을 줄 것임.

○ 전자책 대출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크게 노출될 수 있으며 현재의 

DRM은 쉽게 해킹당할 수 있음. 

-현재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부터 e-book을 보호하는 방법(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모두 성공적으로 해킹을 당했음. 초보자도 구글 검

색을 통해 90초짜리 비디오 설명서를 확보하면 무슨 플랫폼에 어떤 

DRM을 갖고 있는 어떤 e-book도 구해 볼 수 있음.

  4. 유럽경제사회위원회“변화하는 EU의 도서출판”보고서30)

가. 배경

○ 산업의 변화에 대하여 EU내에서 구조적인 대화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을 위하여 EU 경제사회위원회(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위원회(The Consultative Commission

on Industrial Change, CCMI)는 2011년 7월 14일 “변화하는 EU의 도서출판

(Book publishing on the move)”이라는 자체 보고서를 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 

○ 이 보고서는 향후 도서출판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위원

회의 활동을 위한 기초의견(initiative opinion)으로 제출.

○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12년 4월 12일 EU 경제사회위원회는 보고서에 제

출된 의견을 향후 활동에 채택하기로 결의.

30) Book publishing on the mov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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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도서출판산업은 “유럽 최대의 문화산업으로서 유럽의 경제. 사회. 정치. 

윤리. 교육. 예술. 과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유럽의 문학은 

유럽의 핵심적인 예술 및 문화유산의 하나”이며 “유럽 각국 언어, 종교, 

지역, 소수자가 지적인 대화를 촉진하면서 책 속에 후세를 위해 묘사되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서출판산업의 중요성을 문

화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 유럽의 핵심창조산업(core creative industry)31)는 2008년 EU GDP에 4.5%를 

기여하고 한편 창조산업 전체는 같은 해 EU GDP에 6.9%를 기여. 창조

산업 가운데 출판부문은 2003년 기준 EU GDP에 1.07%를 기여했고, 반

면에 라디오/TV/영화/비디오는 0.41%, 음악산업은 0.06% 기여함.

○ 국제적인 수준에서 유럽의 도서산업은 미국의 도서산업 보다 가치가 더 

높고, 매년 세계 10대 출판회사 가운데 6개에서 8개는 유럽에서 소유한 

회사임.

○ 유럽의 e-book 시장은 근본적으로 각국별로 다양하며, 선진국의 성장률

은 대단히 높지만 디지털 출판은 종이책 시장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규

모는 대단히 작음.(도서시장의 1% 미만에서 최대 5%). 

○ 그 원인으로는 적합한 휴대용 리딩 디바이스가 부족한 결과 최근까지 

발전이 지지부진.

○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출판사들이 다른 분야에서 자사 책을 전자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수년 동안 기술과 혁신으로 실험한 후 디지털 도서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형태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

장했음. 특히, e-reader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31)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이용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광고, 건축, 예술과 골동품,

디자인, 패션 디자인, 영화/비디오/사진, 소프트웨어/컴퓨터게임/전자책, 음악/시각예술, 출판, TV, 라디오  산업을 

말하며, 그 중에서 핵심창조산업(Core creative industry)은 광고, 마케팅, 방송, 영화, 인터넷, 음악, 출판, 전자출판,

비디오 게임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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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산업은 출판산업의 생태계적 영향을 재 정의하며, 종이가 재생 

가능하고 재활용 원자재이지만 원자재 금속을 포함한 전자 기기와 전기 

사용의 환경적 영향은 측정을 더 해보아야 함.

○ 디지털 시대 출판사의 역할은 여전히 대단히 중요함. 원고 선정과 품질

을 보증하려면 배포 형태와 상관없이 출판사의 기능은 매우 중요. 편집

과 마케팅은 출판사에서 없애버릴 수 없는 전문지식.

○ 디지털 시대 도서 출판산업에 대한 도전으로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지

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시행은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에서도 필요함을 

강조. 저작권 침해는 문화, 창의성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제대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하며, 출판사와 저자들이 재정적, 지적 투

자를 회복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함.

○ 디지털화는 서적상과 출판사가 ebook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도서관은 ebook 대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려 함으로써 양측 간 

어느 정도 갈등이 야기.

○ (종이책의) 대출과 e-대출(e-lending) 간 법률적인 차이는 모든 당사자에 

의해 강조되고 실천되며 시행될 필요가 있음. 이해당사자들은 저작권 침

해 방지 세이프가드 장착과 합법적인 도서관 대출 촉진을 결합하는 기

구를 검토해야 함.

○ 아마존과 애플이 판매 플랫폼과 eReader(Kindle, iPad) 양쪽 다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이 업계의 모든 여타의 관계자에 가격과 조건을 지시할 

수 있는 기선을 잡았음.

○ 이와 같이 유럽 이외 업체가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소형 출판사들은 부

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업체들은 아마존과 애플이 부과한 조건

을 협상할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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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서의 결론 및 건의사항

○ EU에서는 동일한 문화상품의 온라인 버전은 즉, 호환되는 콘텐츠 사이

에 표준세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온라인 퍼블리싱은 

면세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유럽경제사회위원

회는 현재 EU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별적인 체제를 EU레벨에서 

철폐할 필요성을 강조. 

○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관리가 유럽시민이 향유하고 있는 유럽의 문화, 과

학, 예술 및 생활의 질을 번창 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제반 전략에 관해 유럽 출판산업과 전략적인 대

화를 개시하기를 촉구. 이 전략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과 

ebook이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문의 글로벌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 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출판계와 그래픽 및 종이 업계 대표자를 포함한 

고위 그룹을 구성할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며, 이 그룹은 멀티미디어 혁

명의 정황에서 가능한 투자와 고용 전망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5. 전자책 대출에 관한 해외 비즈니스 모델 사례

가.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 업체현황

○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이며 영

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가 

출현 하였음.

○ 오버드라이브는 2012년 현재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공급 플랫폼을 제공

하는 세계 최대의 업체로서 전 세계 1만 9,000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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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에 전자책을 공급하고 있음. 서비스되는 전자책은 1,000여 개의 

출판사들로부터 공급받은 100만 종의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음.

○ 특히, 영어권 국가의 공공도서관에 많은 전자책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각국에 영어 교재와 관련된 최대 전자책 제공업체임.

○ 미국, 캐나다, 영국 도서관시장에서 최대 전자책 공급업체이며, 아시아, 

남미, 유럽 등 14개국에 진출해 있음.

○ public-library-online은 블룸스베리 출판사의 자회사로서 영국을 비롯한 

7개국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영국내 공공도서관 전자책 공급규모 2위 업체로서 영국 내 서비스

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구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DiViBib은 독일 공공도서관 전자책 최대 공급업체로서 독일 공공도서관

에 자체 웹기반 플랫폼을 통하여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 서비스 모델

○ 오버드라이브는 OverDrive의 S/W를 다운로드 및 설치한 후에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게 됨.

○ 다운로드 된 전자책은 DRM이 부착되어 있으며, 2주 후에 전자책 파일

은 자동 삭제됨.

○ 아마존의 킨들을 제외한 이용 단말기에는 제약이 없어, Android, 

BlackBerry, iOS, Windows7 용 모바일 단말기와 PC 환경에서 Mac과 

Windows에서 서비스 사용이 가능.

○ public-library-online은 전자책을 streaming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기능을 가진 장치에서 인터넷에 온라인 상태에서만 이용이 

가능.

○ 협약을 체결한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책 서지 정보 검색

후에 전자대출을 원하는 경우 public-library-online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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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제공.

○ 최종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전자책 이용이 가능한 단

점이 있으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파일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책 파일 보안에 대한 우려 없음.

○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개별 출판사와 대

출 서비스에 대한 과금 방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보상을 하

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한 사용자당 한권 대출(one copy one loan)원칙이

며, 그 외 횟수제한, 가격 차별화, 시간 차별화, 공공도서관내 인구수에 

대한 과금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

<표 Ⅳ-1>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단행본 전자책 대출 플랫폼 제공업체

OverDrive Public-Library-Online DiViBib

업체

현황

전세계 14개국 1만

9천여 개 도서관에 

전자책 유통 플랫폼 

제공

영국을 비롯한 7개국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유통 플랫폼 제공

독일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유통 플랫폼

제공

시장

지위

미국, 영국, 캐나다 

1위 (세계 최대)
영국 2위 독일 1위

서비스 

방식
다운로드 (자체S/W) 스트리밍(웹브라우저) 다운로드

서비스

모델
출판사와 개별 협상 출판사와 개별 협상 출판사와 개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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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마존의 킨들소유자 대여 도서관(Amazon’s Kindle Owners’Lending Library)

□ 서비스 내용

○ 2011년 11월부터 아마존은 킨들 소유자이면서 최상급 유료회원제(Prime

membership)에 가입한자에 한하여 한 달에 한 권씩 킨들 소유자 대여 도

서관에 있는 도서를 반납일 제한 없이 빌려서 볼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킨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하지 

않고 킨들앱에서는 대여 서비스 이용 불가.

○ 킨들소유자 대여 도서관의 도서 목록은 아마존에서 정하며, 저자 및 출

판사와는 별도의 보상방법으로 대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짐.

○ 현재 킨들 소유자 대여 도서관에는 18만 종의 도서가 등록되어 있으며, 

100여 종의 뉴욕타임스 베스트 셀러와  해리포터 시리즈도 있지만 대부

분의 도서는 킨들직접출판(Kindle Direct Publishing)을 통해서 출판되는 자

가출판 도서임.

○ KDP는 자가출판을 원하는 저자가 쉽게 출판 및 유통할 수 있는 전자책 

출판 플랫폼으로 KDP를 통하여 책을 출판한 저자가 원하는 경우에 킨

들 소유자 도서관의 대여 목록에 등록될 수 있음.

○ KDP를 통하여 출간된 도서가 킨들소유자 도서관을 통하여 대여 될 때

만다 2.18달러32)씩 저자에게 보상되며, 일부 인기 저자의 경우 도서관 

대여를 통하여 많은 인세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아마존은 보도.

○ 2012년 10월부터 영국 아마존도 미국 아마존과 동일한 킨들 소유자 도

서관 대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32) 2012년 3월 현재 기준. 아마존 보도 자료. “16 of the Top 100 Best-Selling Paid Kindle Books in March Are Exc

lusive to the Kindle Store and Available for Prime Members with a Kindle to Borrow for Free” 출처 http://phx.corporat

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1680062&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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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사점

○ 디지털 시대 출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인 시행은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에서도 필요함을 

강조.

○ 전자책은 종이책과 다른 재화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전자대출 서비스

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에 비추어 전자책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 디지털화는 서적상과 출판사가 전자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도서관은 전자책 대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려 함으로써 양측 간 

어느 정도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

○ 종이책 대출과 전자대출 간 법률적인 차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든 당사자가 공유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저작권 침해 방지 

세이프가드 장착과 합법적인 도서관 대출 촉진을 결합하는 기구를 검토

해야 함.

○ 도서관은 전자책 대출에 종이책 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출판사의 입

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목적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협상할 것을 제시.

○ 도서관은 전자책의 관내 서비스 조건을 출판사로부터 수용하기 힘들다

고 한 점을 주목.

○ 전자책 대출이 출판사의 매출 증대와 관련된 순기능을 강조하고 이를 

출판사와 공존의 방법으로 제시.

○ 출판사와 저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현재 전자책 대출에 대한 서비스 

모델은 단독이용자, 대출숫자 제한, 가격차별화, 시간차별화 등이 있으

며, 전자책 대출이 출판사에게도 장점이 있기에 도서관과 출판계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

○ 전자책 대출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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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전자대출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

에 대한 서비스 모델화 작업 필요.

○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개별 출판사들

과 전자대출의 과금에 대한 공통되고 통일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까지 

없음.

○ 개별 출판사들도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며, 다만 

현재 종이책 대출 모델을 준용하여 1권-1대출(one-copy one-loan)가 기본원

칙임.

○ 그외 대출횟수 제한, 가격차별화, 시간차별화, 도서관 이용 가능한 숫자

에 기반한 모델 등 다양한 과금모델이 시험되고 있어 출판사별로 적합

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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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국내 현황 및 이해관계자 분석33) 

  1. 출판사 관점

○ 전자책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보안 우려- 전자책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대적인 흐름을 인정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불법복제 가능

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음.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디지털화 작업

을 다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책이 디지털자료로 서비스가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불법복제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자료 서비스는 이용의 편리성, 즉 누구나 집에서도 앉아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게 이

루어져야 함.

○ 일부 출판사의 경우 관련자들이 논의를 하여 서로 합의한 제도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원칙대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1copy에 대해

서는 1user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행과 같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협약 도서관에 서비스한다면, 종이책을 만든 출판사는 그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봄. 공공성의 논리만 앞세우면 출판 활

동은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임.

○ 납품된 전자책의 저작권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출판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일부 계약에 문제가 있음. 전자책 구매 계약서 제9조의 문제.

→제9조(저작권)에서는 ‘전자책 제공자는 제공한 전자책의 국립중앙도

서관 이용에 따른 일체의 저작권(전송권 포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①저작자－②출판사－③전자책 유통업

33) 국내 현황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출판사-유통업체-저작권 전문가와의 면담과 2012년 11월 27일 제63회 출판포

럼의 토론과정에서 도출한 의견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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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④국립중앙도서관－⑤작은도서관－⑥이용자>로 이어지는 전자책의 

권리와 이용 프로세스에서 ③과 ④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⑥이 ①의 전

자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 전자책의 관외 서비스는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 출판

사의 입장임. 현재 전자책은 납품 방식이 영구소유 방식으로 종이책과 

똑같은 납품개념으로 받지만,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이용에 따른 

과금이 되도록 하는 대출나 라이선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기존의 영구소유가 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를 다시 관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이제 태동되는 출판사의 전자책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고 

시장 환경을 해치는 행태이므로 기본적으로 반대함.

○ 출판권이 소멸되었고, 전송권이 없는 책이 종이책 그대로의 형태로 디

지털화한 후 ‘관외’서비스가 될 때, 출판사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다 하

더라도 출판사의 동의 없는 서비스는 반대함. 저작권자와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향후 또다시 출판권자가 생긴다면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출판권자들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저자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화한다고 해도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그대로 디지털화 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국내

에선 판면권에 대한 권리가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출판사의 권

리 침해의 소지가 있고 출판사의 동의나 출판사에 일정한 보상이 없다

면 반대함. 

○ 판면권의 인정 주장-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서 출판사의 기여 없이 만들

어지는 책이 없고 출판사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음. 최근의 책들은 모두 

계약서에 판면권이 포함되는 등 상법이나 민법이나 사적 계약은 모두 

체결하고 있음.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없다면, 출판사

는 저작권자와의 사적 계약을 근거로 디지털화 된 책에 대한 판면권을 

주장할 것임. 

○ 고아저작물의 경우, 철저하게 찾아서 일정공시 기간이 지나서 서비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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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자가 나타나면 보상하는 등 프랑스 방식을 참고하여 저작권법 개

정이 필요함. 출판사가 없거나 연락 수단이 없거나 할 때, 공공적인 접

근법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들을 일정한 협의체를 두고 매년 또는 필요한 시기마다 협

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금의 경우에도 표준가격으로 해서 도서관 회원 

수 방식 단위 등도 논의해야 함.

○ 저작권자-출판사-유통사-국립(공공)도서관-독자(도서관 이용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는 먼저 생태계가 건전하게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해야 함. 이를 위해 논의 기구

가 필요하고 건전한 논의를 통해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에서 완벽한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구에

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출을 위한 저

작권 보호에 대한 합의 기구 설치도 논의해야 함.

  2. 전자출판 유통업계 관점

○ 현행 전자책의 도서관 납품에 관련해서 지나친 경쟁으로 1카피, 2카피 

구매 등으로 도서관 측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 출판사와 

저작자 지위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2카피 이하로는 판매

하지 않도록 출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함.

○ 협력도서관 혹은 회원도서관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시내 공공

도서관의 회원통합으로 되면서 지금은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 도서관 회

원이 될 수 있음. 상호대차 형식으로 광역단체별로 회원이 통합된다면 

부산광역시 사례처럼 도서관 회원통합 이후에 5카피로만 구매하여 개별

로 지역 도서관의 전자책 구입을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자책의 

B2B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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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행 관내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 대한 입장은, 출판

사, 저작권자, 유통사들이 인정한 라이선스 범주 내 콘텐츠에 대하여는 

서비스에 이견이 없음.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

지기 위한 조건은, 전자책 관외 서비스는 각 측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수익사업의 영역이므로, 전제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방안이

라면 별다른 해답이 없음.

○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관외 서비스는 일단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음. 

다만 비사업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국민사업으로 하는 측면은 대단히 고무적임. 그러나 사업적

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법률

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결정이 나와야 함. 합의 도출에는 수익성이 어떻

게 해결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임.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출판사, 

저작권자, 유통사 등에 정당한 라이선스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임.

○ 유통사 쪽과 관련해서 도서관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납품한 콘텐

츠나 서비스사업자들의 부도가 난다든가, 기 판매된 전자책에 대한 저작

권 분쟁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반품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임.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 이미 판매된 것

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자책 유통담당

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관

리기구가 필요함.

○ 해외에는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로 미국의 오버드라이버의 경우, 도

서관과 서비스사업자인 아마존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인 전문 유통플

랫폼인 오버드라이버사에서 총괄해주고 있음. 도서관에서 원하는 부분을 

아마존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콘텐츠 과금 방식은 개별 출판사와의 협

약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비즈니스 구조가 협력이 잘 되고 있음.

○ 한국출판콘텐츠(KPC)에 제시하는 준비하는‘몇 회 이상, 몇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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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추가 구입 조건은 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듯

함. 도서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기존에 수년 수십 년

간 카피로 구입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저작권자나 배타적발행권 가진 출판사, 유통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정책부서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식 협의체가 설립이 되어

서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3. 저작권 전문가 관점

○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문제-출판권이 ‘복제+배포’라는 오프라인에 한

정되어 있는 개념인데 반해,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배타적발행권은 

‘복제+전송’으로 온라인 개념까지 확대되어 있는 개념임. 기존의 오

프라인 출판의 경우 온라인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자

로부터 받은 경우 3월 15일 이전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설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저작권 이용 허락에 불과하므로 배타적권리 행사. 따

라서 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에서 배타

적발행권이 출판사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자와 직접 접촉해야 

함. 마찬가지로 출판사도 저작권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도서관의 디지털자료 복제, 전송에 관해서는 권리가 없음.

○ 도서관의 자체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내 서비스만 가

능함. 협력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도서에 한해서 관내 서비스만 가능함. 5년이 지나고 절판과 그

에 준하는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는 관외 서비스는 어렵다고 봄.

○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저작권은 공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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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있으므로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을 도모한다는 측면

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만으로는 전자책 또는 디지털 복제 도서 등

에 대한 관외 서비스는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

행권자)의 허락이나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관외 접근과 열람은 불가능하며, 도서관간의 복제, 

전송의 경우에도 관내열람 및 발행일로부터 5년 미경과라는 조건이 충

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됨.

○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

서의 복제 등에 관한 예외규정만으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자료

를 도서관 외에서의 접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임. 

○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예

상할 수 없던 새로운 도서 공급, 소비방법의 등장이므로, 이 문제를 기

존의 저작권법이나 또는 일부 개정규정만을 갖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함. 출판사나 저작권자는 기존 종이형태의 도서 공급, 소비방법에만 집

착하지 말고 새로운 소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함. 또한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결국 출판사나 저작

권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중시하여, 유료화 및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4. 시사점

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관내 서비스와 협력도서관 제공 방식

○ 출판사·유통업체의 경우 상용 전자책이나 상용 전자저널에 대한 관내열

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관 부수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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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에 한해서만 가능함. 즉 도서관에서 유통업체에게 전자책 등을 구입

할 때 전제되었던 조건으로(예를 들어 4copy 4user 등) 도서관 관내에

서 활용하는 것을 주장함.

○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내 서비스만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함. 협력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행 후 5년

이 경과한 도서에 한해서 관내 서비스만 가능해야 함.

○ 공공도서관의 현행 관내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 대한 입장은 납품된 전

자책의 저작권 책임 문제가 발생할 때, 즉 전송권 이외에 배타적발행권 

등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출판사가 지도록 계약이 되고 있

고, 사실상 도서관과 계약을 한 유통사는 책임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음.

나.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

○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예외규정만으로

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전자책 또는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한 관

외 서비스는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이나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예

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이므로 기존의 저작권법

이나 규정으로 해결은 불가능함. 출판사나 저작권자는 새로운 소비방법

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

생시키는 점에서 도서관은 유료화와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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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타적발행권

○ 출판사가 배타적발행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

만으로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가 가능함. 하지만, 출판사가 권리를 갖

고 있다면 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 특히 배타적발행권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법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책에 대해서 전송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전자책을 (허락받은 내용 안에서) 도서관이 서비스 하는 것

은 문제가 되지 않음. 이때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전송권은 비배타적 전

송권이라는 성격이 되는 것이 달라짐.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은 이전까지

의 비배타적 전송권보다는 출판사가 더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유리하다

는 의미가 있을 것임.

○ 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은 ‘복제+전송’으로 온라인 개념까지 확대되

어 있는 개념으로, 향후 도서관이 전자책 혹은 디지털화한 자료를 관외 

이용서비스를 할 경우에 (이전의 비배타적 전송권자보다는) 배타적발행

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고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 출판사와 저작권자 사이에 계약된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이후의 서비

스에 대해서는 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법 제

31조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경우라면, 새로운 권리자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추가적인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서비스도 중지해야 할 것임.

라. 저작권자-출판사-유통사-도서관-독자 상생방안

○ 전자책의 관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함.

-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

서의 복제 등에 관한 예외규정만으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디지털자

료에 대한 도서관 외에서의 접근 및 열람은 불가능한 상태임.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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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의 등장이므로, 이 문제

를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또는 일부 개정규정만을 갖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출판사나 저작권자도 기존 종이형태의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에만 집

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함.

-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결국 출판사나 저작

권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중시하여, 유료화 및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현행 저작권법 제도에서 전자책을 관외 서비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여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음.

○ 저작권자와 출판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출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합의 기구 설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단기간

에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

에 없고, 어느 한 주체라도 합의하지 않는 방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함. 

○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현실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확

립이 요구됨 

- 해외 사례는 대부분 관내 서비스 형태로 추진중이며, 저작권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 콘텐츠 과금 방식은 개별 출판사와의 협약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오

버드라이브 등 전문 유통플랫폼을 지원하는 회사와의 통합 계약 방식으

로 운영함.

- 관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출판사와 유통사의 우려는 한 곳에서만 구

입하면 다른 협약도서관에서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임 (이용자 수

가 많아지면 추가 구입이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 따라

서 최근에 국내/외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몇 회 이상, 몇 년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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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입 조건은 도서관과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저자, 출판사, 유통사, 정부정책부서, 법률전문가, 이용자 등 이해관계

자로 구성하여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공식 ‘협의체’ 

운영을 제안.

- 전자책 대출 서비스 및 도서관 대출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서비스형태, 보유기간과 대출횟수, 판매수량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저작권자 

측면에서 대출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대출보상금(PLR)과 같은 제도도 같

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안. 디지털자료의 관외 서비스에 대하여

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도입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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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핵심 이슈 도출 및 갭(Gap) 분석

  1. 핵심 이슈 도출

가. 핵심 이슈 도출

○ 국내 현황 및 해외 동향을 근거로 디지털자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이슈는 다음의 <그림 Ⅵ-1>과 같이 도출됨.

<그림 Ⅵ-1>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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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이슈 내용

□ 전자책의 법적 지위

○ 전자책을 종이책과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자대출을 위해서는 라이

선스가 필요.

○ 라이선스 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전자책 대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전

반에 크게 영향을 미침.

□ 도서관내외의 경계 구분

○ 전자책 대출에 있어 도서관내와 도서관외의 명확한 경계 구분 설정이 

없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

-상용 전자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 접근.

-대학도서관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도서관의 자료 접근 및 이용.

○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로 말미암아 경계 구분의 명확한 설정이 

더욱 중요시 됨.

□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관외 서비스 적법성

○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 후 5년 지난 소장도서를 관외 서비스하기 위하

여 사용 시 적법성 확보 필요.

○ 저작권법의 31조를 관외 서비스를 위한 복제, 전송으로까지 확대해석에

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저작권법 31조에 의해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관외 서비스가 합법

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료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권 보상이 필요.

○ 디지털자료의 복제, 전송에 대한 보상 대상의 범위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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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20세기 절판 책 디지털 이용’법의 경우 저자와 출판사에 대

해 보상

□ 복사·전송권의 보상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되는 저작물의 복사·전송권에 대하여 한국복

사전송센터에서 과금을 하는데 이 기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저작권자

에게 보상이 미집행 되고 있음.

○ 종이책 저작물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관외 서비스의 합법

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보상 방안 필요.

□ 디지털화된 도서의 저작권 관리

○ 디지털화된 도서의 저작권 보상을 위해서는 고아저작물 관리, 저작권 수

익 배분 등의 문제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 기구 필요. 

○ 저작권 거래의 제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관리기구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일반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는 옵트아웃(opt-out)의 방식

을 사용하나 옵트인(opt-in)방식을 대신 사용할 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

-옵트아웃(opt-out)의 방식은 프랑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 

위배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다수의 저작물을 효율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

-옵트인(opt-in)방식의 의한 처리는 미국의 구글 사례와 같이 법적 분쟁

의 소지는 적으나, 저작권 처리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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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대출 수익금의 배분 모델

○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전자대출의 수익 배분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

가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델은 1권-1대출, 대

출횟수 제한 등 극히 기본적인 내용이며, 도서의 종류, 도서관 사용자의 

유형 등에 따라 구체적인 모델 도출이 필요.

○ 전자대출 모델은 출판 선진국에서 계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

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논의 진행 필요.

□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방안

○ 상기에서 논의된 주제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구체적인 협의

체를 구성하여 논의 필요.

○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출판관

계자, 저자관계자 등 산업의 이해관계자만으로 구성된 독립된 협의체로 

구성 필요.

○ 상생적인 디지털 출판생태계 조성과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출판

계와 도서관계 협의체로서 TFT(향후 기구 형태로 발전)가  필요하며 추

진과 합의도출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점검할 사항을 밀도 

있게 접근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연구조직으로서 논의/협의/의견수렴(필요할 경우 세미나, 공

청회 등)되는 TFT 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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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
최상의 조건/

모델(To-Be)
현 상황(As-Is) Gap

전자책의 법적 

지위

전자책은 재화가 

아닌 서비스

전자책과 종이책의 

지위 차이 없음.

전자책과 종이책의 

지위차이 없음.

도서관내외의 경계 

구분

도서관내외의 경계 

명확

도서관내외의 경계 

구분 모호
경계 구분 미명확

디지털화된 소장 

도서의 관외 대출 

서비스 적법성

관외 서비스 합법
저작권법상 관외 

서비스 논란

현행 저작권법상 

관외 서비스 합법 

무리

복사전송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저작권자에 대한 

복사전송권 보상
보상 미집행 보상 미집행

디지털화된 도서의 

저작권 관리

ECL 방식의 저작권 

관리 기구
부재

저작권 관리기구 

부재

전자대출 수익금의 

배분

도서관, 저작권자의 

합의된 모델

합의 수준이 미비한 

모델 존재

수익 배분 모델 

미정립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방안

출판협회, 작가협회 

등의 의한 협의체
미구성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체 미구성

  2. 핵심 이슈별 갭(Gap) 분석

○ 핵심 이슈별 갭분석은 다음의 <표 Ⅵ-1>과 같음.

- To-Be는 디지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조건/모델을 가정.

- As-Is는 현 상황

- Gap은 To-Be와 As-Is간의 차이

<표 Ⅵ-1> 핵심 이슈별 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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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개선방안 

  1. 개선 방안 도출

○ 핵심이슈별 갭분석에 의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정비, 집중

관리기구 설립, 독립적인 협의기구 운영 세 가지로 정리됨

□ 법령 및 제도 정비

○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납본 도서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서비스는 저작권

법 제31조에 의거 적법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개정 필요.

○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외 관외 열람서비스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도

서관외 서비스를 위하여 개정 필요.

○ 도서관에 공급된 전자책의 경우 출판사, 유통업자, 도서관 간에 도서관

외 열람에 대하여 라이선스 수, 도서관외의 구분, 도서관 이용자의 제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도서관내, 도서관외의 명확한 경계 설정.

-종이책 대출모델과 동일한 1권 1대출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도서

관 납품시 라이선스 수 명확화.

-전자책의 도서관외 서비스에 대하여 관외의 지리적 경계 명확화.

-도서관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지리적 제한 필요

(거주지 거주 지역도서관).

○ 납본도서의 관외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20세기 절판책

의 디지털이용’법과 유사한 저작권 집중관리 방안, 디지털 서비스의 운

영, 수익금의 배분 등에 관련된 법률제정 필요.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 다음 집중관리기구 설

립 및 운영에 제시된 내용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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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 납본도서의 관외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 통한 일괄적 해결과 합리적인 보상 및 배

분 방안이 필요.

○ 저작권 해결 방식은 옵트아웃 방식과 옵트인 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하므

로 추진기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집중관리기구에 납본자료의 디지털저작권이 양도되기 이전에 옵트인 방

식이든 옵트아웃 방식이든 저작권 양도에 대한 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필요.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운

영과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집중관리기구는 저작권 양도, 보상 배분 등의 일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도 담당.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열람만 가능하게하고 디지털서비스는 집중관리

기구의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

○ 집중관리기구는 출판 이익단체와 저자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동수의 대

표단으로 구성하여 운영.

-납본된 디지털도서의 합리적인 저작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작권 보

유자인 출판단체와 저자단체의 대표들로 집중관기구가 운영되도록 하

는 것이 합리적임.

○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배포에 따른 수익 배분을 위해서 디지털자료의 가

격결정 방법 제시.

-디지털 저작물 배포에 따른 수익배분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가격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가격

의 결정은 출판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출판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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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제

시가 필요할 수 있음.

○ 전자대출에 대한 수익배분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

이 없으므로 집중관리기구와 개별 출판사간에 지속적인 논의 후에 결정.

□ 독립적인 협의 기구 운영

○ 납본된 도서의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대출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해결을 위한 협

의체 운영.

-납본 도서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저자 및 

출판계와의 장기간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

-전자대출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 하기위해서는 저자, 출판

계, 출판 유통업자 및 전자책 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필요.

-협의체는 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

-또한 협의체는 이해관계자 단체만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시험서비스의 운영

○ 서비스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시험서비스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함.

-시험서비스는 최소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안정성, 기술

적 타당성,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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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 방안 단계적 실행 로드맵

<그림 Ⅶ-1>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화 단계적 추진 방안 

□ 1단계

○ 디지털자료의 관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의 정비 필요.

○ 저작권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를 위한 논의 구조로서 협의체 구성.

○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저작권소멸자료의 개인 이용자를 위한 관외서비스 

우선 실시

□ 2단계

○ 저작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에서 합의되는 일부 자료 시험 서비스 시행

○ 저작권 보상방안 확정, 공표.

○ 저작권 보호방안 도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 3단계-디지털자료 관외서비스 완전 실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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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백서
교육학술정보원, 2011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연구보고 CR 2011-1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년 12월
박익순, 출판문화와 납본의 재인식, 출판문화 2009년 12월호(통권 제529호), 

2009. 12
박종찬 외, 국립중앙도서의 디지털자료 서비스와 출판생태계 발전방안 모색, 

제63회 출판포럼 자료집, 한국출판연구소, 2012.11.27.
유수현,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제17회 한

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장덕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

권 제3호, 2011년 8월.
한국복사전송권센터 원문DB 과금 현황자료(2011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의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홈페이지
http://etc.riss.kr/libn_ch/tlist/service_state_use.jsp
http://scholar.ndsl.kr/jsp/aboutndsl/aboutndsl/what.jsp.

2. 국외 문헌

Gallica 2 실험 :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포털, SNE/ BnF/ CNL/ DLL 정보 
연합, 2008.1.29.  
APPG, ebook : the last page or a new chapter for libraries and 

publishers?(Event Summery), A summit from the Libraries All 
party Parliament Group, Wednesday 24th October, Ho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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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
The Consultative Commission on Industrial Change(CCMI), Book publishing 
       on the move(CCMI/092),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4. 25.

http://bibliobs.nouvelobs.com/numerique/20120227.OBS2372/numerisat
ion-des-oeuvres-indisponibles-cette-nouvelle-loi-est-une-usine-a-gaz.
html
http://www.bdencre.com/2012/09/8826_rencontre-avec-m-herve-gaym
ard-depute-ump-de-la-2e-circonscription-de-savoie-et-president-du-
conseil-general-de-la-savoie/
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9365.aspx
http://www.guardian.co.uk/books/2011/mar/01/restrictions-library-eb
ook-loans
http://www.guardian.co.uk/books/2012/jul/19/libraries-ebook-lending-
review
http://www.guardian.co.uk/books/2012/may/13/libraries-elending-soci
ety-of-authors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4DF7CE32F2AC
28D89A73FE53CB632D53.tpdjo05v_2?cidTexte=JORFTEXT000025422700&d
ateTexte=20121029
http://www.lexpress.fr/culture/livre/cinq-choses-a-savoir-sur-la-num
erisation-des-oeuvres-indisponibles_1085347.html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
&ID=1680062&highligh
http://www.pro.europeana.eu/web/guest/content
http://www.senat.fr/rap/a12-152-4-2/a12-152-4-21.html#toc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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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기관유형 기관 지위/담당 비고

Anke Meyer 국립도서관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과장/디지털서비스 독일

Simon Bell 국립도서관 British Library
국장/대외협력 및]

라이센싱담당

영국,

이메일

Mireille Ballit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과장/갈리카서비스 프랑스

Louise Edwards 도서관 European Library 과장 EU

Erica Lazzaro
전자책 제공 

업체
OverDrive 직원/대외협력 담당 미국

Herve Essa
전자책 제작

/유통업체
JOUVE 부사장/해외마케팅 프랑스

Vanessa Gamet
전자책 제공 

업체
EBookLibrary 과장/기획 영국

Sarah Glasser
전자책 제공 

업체
ITHAKA(JSTOR) 부과장/마케팅 미국

Jörg Meyer
전자책 제공 

업체

Geschäftsführung(DiviBib

의 모회사)
사장

독일, 

이메일

Christine Karavias 출판협회
SNE(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

프로젝트매니저/

대외협력
프랑스

Carolyn Wood 출판협회
Association of Canadian 

Publishers
상무이사 캐나다

Emma House 출판협회
The Publishers 

Association
과장/국제담당 영국

Lenette Owen
저 작권 전 문

가
Pearson Education 저작권 담당이사 영국

Michael Healey
저 작권 관 련 

NGO

Copy Right Clearance 

Centre
이사/대외담당 미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조 명단>

□ 해외 전문가 협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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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조 명단

이름 소속 직책 비고*

박익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포럼 참석

정종호 청어람미디어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책위원장

청어람미디어 대표

서정호 창비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책 TFT 위원창

창비 디지털사업팀장
포럼 참석

이방원 세창출판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

세창출판사 대표
포럼 참석

류영호 교보문고 변화추진실 차장 포럼 참석

정영화 오피엠에스 OPMS 디지털콘텐츠사업부 차장 포럼 참석

정재욱 오피엠에스 OPMS 디지털콘텐츠사업부 대리

이경표 누리미디어 마케팅사업부 이사 포럼 참석

정남수 Global & Contents
전 한국출판콘텐츠(KPC) 본부장

Global & Contents 총괄이사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포럼 참석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보상금사업팀장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포럼 참석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포럼 참석

  * 한국출판연구소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와 출판생태계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출판포럼(2012.11.27,출판문화회관)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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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34)

1. 출판사

이방원(세창출판사 대표, 한국출판연구소 이사)

개별출판사 입장에서 몇 가지 말하면, 전자책 나온 뒤로 한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시대적인 흐름을 놓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복제가능성에 대해

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DRM이 발전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복제의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유통사들은 출판사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정된 

약관을 자세히 모르고 사인한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유사한 일을 막기 위

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점자도서관 문제 등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일방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다. 5년 이상 납본된 

종이책을 디지털화해서 하겠다는 것이 제31조인데, 원래 납본의 목적은 디지털화하겠다는 것

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다만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디지털화 작업을 

다하고 보관을 하고 있으니, 서비스가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복제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출판사가 가질 수 있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용의 편리성, 누구나 

집에서도 앉아서 볼 수 있는 점이고, 둘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비용에 대한 지불이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다. 

도서관의 책은 어디서 나오는가. 모두 출판사로부터 나온다. 만약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용이란 측면에서만 본다면 결국은 공급자를 말살시켜서 문화공급자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정책과 제도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균형을 깰 수는 없다. 균

형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사회적 합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합의를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식은 일방적이다.

현재의 원칙대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1copy에 대하서는 1user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관외대출 등 시대가 변하고 있으므로 바꿔야 한다. 다만 그 

바꾸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련자들이 합의가 되어하고, 좋은 제도가 나올 때

34)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한국출판연구소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와 출판생태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출판포럼(2012.11.27,출판문화회관)에 참석한 출판계, 유통업계, 저작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 내용과 자료, 추가 의견을 취합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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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1copy 1user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해서 출판사 입장에서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저작권자, 출판사와의 협의에 기초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

을 경유하는 전자책의 관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외 서비스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러

나 종이책을 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대출하는 것과 전자책을 관외로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열

람하도록 하는 것은 출판사 입장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 

및 출판사에 대한 별도의 보상 체계 없이 국민 누구나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책을 무료 열

람할 수 있게 된다면 전자책을 굳이 구입하는 독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출판사도 

전자책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고, 도서관에서 서비스할 전자책도 사라질 것이다. 출판 생태계와 

가치사슬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논의 없이 도서관이 도서관 밖에서 무상으로 전자책을 열람하

게 하는 것은 전자책 출판을 황폐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열람 범위는 저작권자 및 출판사와의 협의에 기초해야 하며, 

계약에 의해 제한된 범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과 같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났

다고 해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협약 도서관에 서비스한다면, 종이책을 만든 

출판사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공공성의 논리만 앞세우면 출판 활동은 존립 자체

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 종이책과 동일한 전자 대출 방식이 필요하다. 납본된 종이책을 도서관에서 전자 대출

하는 방식은 종이책의 대출과 동일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전자책 대출은 철저하게 

종이책 대여와 같다. 즉 도서관이 1권 또는 1카피를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명에게만 대

출한다. 다른 독자가 읽고 싶으면 반납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동시에 다수 독자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카피 수만큼 도서관이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출판사는 손해만 볼 것이다.

셋째, 도서관과 출판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서관과 출판사는 출판 생태계의 강력한 협력자

이자 동반자이다. 또한 도서관은 출판사의 핵심 고객 중 하나이다. 양질의 다양한 책이 출판사

에서 출간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출

판사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책을 공급받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 대여에 대한 정확한 과금 모

델을 출판사가 만들고 싶어도 자기 책이 얼마나 대출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국립중앙도서

관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출판사의 책이 어떻게 얼마나 대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출판사와 도서관이 같이 살 수 있고 디지털 시대의 동반자로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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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순(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도서관과 출판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반려자라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출판사는 책

을 만들고, 도서관은 출판사가 만든 책을 구입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출판사에

서 책을 만들지 않으면 도서관이 유지될 수 없고, 반대로 도서관에서 일정량의 책을 구입해 

주지 않으면 출판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과 이용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함

과 동시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제31조의 

핵심은 저작권상 도서관 면책 규정을 담은 내용으로 이용자가 아니라 도서관을 대상으로 했던 

법이다. 

그러나 디지털자료의 경우 오프라인 자료와 달리 한번 자료가 유출될 경우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위험성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경우에

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조치

와 자료의 이용방법․대상․횟수가 디지털자료제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전에 규정되

어야 한다. 안정적인 디지털자료 수집을 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료의 정당한 이용과 디지털

자료제공자의 저작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절실하다.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은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2003년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

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 면책 조항을 적용받

게 되었다. 아날로그 복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복제까지도 할 수 도서관의 범위를 작은도서관 

등에까지 확대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크게 우려된다.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의 요구가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확대한 감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을 비롯한 온라인 자료를 관내에 서비스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문

제의 핵심은 관외 서비스이다.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용 승낙을 받은 

자료와 소장 자료를 디지털 원문으로 제작한 자료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거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작은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문제를 살펴보면, 반드시 짚어 둘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저작권 문제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다

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저작자－②출판사－③전자책 유통업체－
④국립중앙도서관－⑤작은도서관－⑥이용자>로 이어지는 전자책의 권리와 이용 프로세스에서 

③과 ④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⑥이 ①의 전자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 출판의 계약 관행으로 볼 때, 저작자가 이러한 이용형태까지 출판사에게 허락했을 가능

성은 희박하다. 저작자가 권리 주장을 하면, 자칫 ②출판사부터 ⑥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출판사는 이러한 서비스 모델의 확산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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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수 없다.  

도서관 측이나 출판계나 전자책 유통업체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

로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도 이와 같은 도서관의 유

사 관외 서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자책의 관외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저작권법 상 관외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현행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제하

여 관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종이책을 복사하여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을 뿐이며, 전자책

이나 PDF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는 없다. 

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도서관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

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으며(법 제31조제3항),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법 제31조제4항). 이 조항은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요청을 할 경우 도서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이책 형태의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관간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일 

뿐이며, 이미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져 판매 중인 전자책은 이를 다시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여 

전송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자책의 관외 서비스를 하려면 전송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저

작권자(전자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한 경우에는 배타적 발행권자)로부터 직접 이미 디지

털 파일로 만들어져 판매 중인 전자책을 다시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허락을 받은 경우

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배타적 발행권의 문제가 있는데,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현행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

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2012.3.15. 시행)에 따라 2012년 3월 15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새

로운 권리이다. 이 전에는 전송권이라고 하는 한 단계 낮은 형태의 이용허락이 있었다. 출판사

가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주 최근의 일

이며, 그 이전엔 단순히 전송 이용 허락을 받아서 전자책을 발행하였다. 

금년 3월 15일 이전에 저자와의 관계에서 출판사가 전송권 이용허락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에도 그 자체로서는 권한이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출판계의 치부일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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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스스로도 유통업체나 국립중앙도서관에게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금년 3월 15

일 배타적발행권 설정 이전에는 사실은 없다고 본다. 물론 그 계약 내에 별도로 그런 부분을 

허락한다는 것이 계약 안에 들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배타적발행권 같은 수준 높은 권리는 갖

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현재의 이용허락만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외서비스를 

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진다. 

유통업체가 출판사로부터 허락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권리자 즉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받

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외 서비스를 신

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다. 즉 기존에 만들어진 전자책을 관외 서비스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 그것이 저

자일 수도 있고, 저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 양도를 받은 출판사일 수도 있으나, 직접 허락을 받

아야 관외 서비스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책의 관외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개정과 관련해서,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에

게 도입이 되는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 제도 

하에서 전자책을 관외 서비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 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여 종이

책과 전자책 모두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

서정호(한국출판인회의 전자책 TFT 위원, 창비 디지털사업팀장)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마련한 B2B 전자책 사업에 대한 정책안을 기본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서는 일반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모두 포함한 실태조사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판매되고 납품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를 했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행 관내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계

약한 것들도 다 달랐고,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공통적

으로 나타난 점은 납품된 전자책의 저작권 책임 문제가 발생할 때, 즉 전송권 이외에 배타적

발행권 등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출판사가 지도록 계약이 되고 있고, 사실상 유

통사는 책임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실제 관외 대출로 판단한다. 도서관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제약한다

는 것이 저희 한국출판인회의의 원칙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조

건에서는 관외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책은 납품 방식이 영구소유 방식으로 

종이책과 똑같은 납품개념으로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여나 라이선스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의 영구소유가 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를 다시 관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이제 태동되는 출판사의 전자책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고 시장 환경을 해치는 행태이므로 기

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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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한 책을 출판권이 소멸되었다(도서관에서 소유)고 해서 디지털화한 후에 디지털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출판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화한다고 해도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책을 그대로 디지털화 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출판사의 권리 침해의 소

지가 있지만, 국내에선 판면권에 대한 권리가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출판사의 동의나 

출판사에 일정한 보상이 없다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대해 출판권을 중심으로만 고민한 것 같고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디지털화는 배타적

발행권의 영역이므로 추후 출판권과 별개로 저작권자가 배타적발행권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출판권이 소멸되었고, 전송권이 없는 책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저작자와의 합의로 디지털화한 

종이책 그대로의 형태로 '관외' 디지털 서비스가 될 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출판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출판사의 동의 없는 서비스는 반대한다. 저작권자와 

합의한다면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향후 출판권자가 생긴다면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

할 것이며 출판권자들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이 오히려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출판사-유통사-국립(공공)도서관-독자(도서관 이용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태계가 건전하게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어느 주체들이 피해를 보고 균형이 깨지고 생태계의 무너져버리면 지속가능한 

출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전자책이고 공공성이며 도서관정책인지에 대해 기반해

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프랑스의 안을 기본적으로 삼는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논의 기구가 필요하고 건전한 

논의를 통해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에서 완벽한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

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여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합의 기구 설치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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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책 유통업계

 

류영호(교보문고 변화추진실 차장)

교보문고는 도서관과 기업 자료실을 대상으로 하는 B2B 전자도서관 사업을 2006년부터 본

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매출액으로 보면 교보문고 전체 전자책 사업에서 40~50%를 차

지한다. 2000년대 중반에 비해 B2B 전자책 시장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국내 전자책 시장은 단행본 종이책 시장에서 2~3%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라는 취지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비상업적인 콘텐츠 부분에 대한 서비스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한

다. 디지털 아카이빙 등 민간 사업자들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작한다면 관련 업계와의 상

생 및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전자책 유통사에서 판매모델로 운

영 중인 전자책 콘텐츠를 관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자와 출판사 등 많은 이해관계

자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가능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

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 전자책 B2B 모델에 대해서 출판사-유통사-도서관 간에 논란이 많이 발생하

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출판사에서는 소유권 판매 방식이 아닌 접속권 판매 또는 20여회 

이상 대출시 해당 전자책에 대한 추가 구입을 대학도서관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해당 출판사의 종이책 구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

도 나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자책 B2B 모델에 대한 정책 및 계약 기준이 종이책 납품 

모델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콘텐츠  당 동시 이용이 가능한 User(또는 Copy)수로 판매하고 

있다. 

B2B 거래처인 각급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

다는 점이다. 현장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런 수치를 근거로 신간과 베스트셀러 전자책 구입을 

선호하지만 유통사가 전부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용자 수의 부족은 예산 책정 및 집행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국내 전자책 B2B 시장의 성장 한계가 여러 곳에

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코자 하는 관외 서비스 모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내 유통

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전자책 계약에 있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복제권, 전송권 등 제반적인 저작권이 관내와 관외를 분리해서 적용되

어 있지 않다. 정식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특정 도서관에서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다수의 출판사와 유통사는 인정하고 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미 구입한 전자책 콘텐츠 

에 대한 소유권이 도서관에 있는 관계로 이를 관외 서비스하는 부분은 도서관의 권리로 해석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외 서비스의 경우, 출판사의 우려는 관외의 대상 범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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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방식 등이다. 이 점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유통사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

관의 관외 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통사와의 계약 조건상에 

명확하게 합의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유통사도 전자책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출판사에서 원저작권자인 저자와의 계약관계를 보증 조항으로 합의하고 있

다. 만약, 기 판매된 콘텐츠 의 경우 저자가 판매 금지를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판매분은 그대

로 유지하거나 반품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 전체의 공통된 기준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마트/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책 서비

스도 e-ink 전용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서 전자책 콘텐츠를 편리하게 구입하

고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콘텐츠 도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컨버팅한 수준을 넘어 애플리

케이션북을 통해 멀티미디어 환경을 진일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제반

적인 전자책 서비스 환경은 플랫폼의 형태로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지만, 기존의 전자책 서

비스 계약의 형태로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와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 

국내 전자책 B2B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버드라이버(OverDrive)사는 각급 도서관과 유통업체인 아마존

(amazon.com)을 연결해 준다. 특정 도서관에서 원하는 전자책이 있다면 이를 120만 종 규모의 

아마존 킨들(kindle)과 연계해주는 모델을 진행하고 있다. 콘텐츠 과금 방식은 개별 출판사와의 

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관 담당자와 일반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 추진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 모델의 새로운 

기준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한국 

실정에 최적화하는 분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사, 정부의 유

관부서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협의 기구의 설립을 제언드린다. 이러한 기구 

내에서 도서관계와 출판유통업계가 전자책 도서관의 관내/관외 서비스 기준 정립과 표준계약

서 작성 및 저작권 분쟁 조정 등 업계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를 위한 공론화

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정영화(OPMS 디지털콘텐츠사업부 차장) 정재욱(OPMS 디지털콘텐츠사업부 대리)

출판사, 도서관, 유통사의 공통적인 입장은 전자책을 활성화해서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하

자는 원론인데,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원론을 유통사 입장에서 보

면,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콘텐츠의 공급인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는 것은 그만큼 보장이 되고 합의가 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공급자와의 충분한 합

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출판사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보상, 여러 가지 법적 시

스템적 것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 119 -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미국 도서관협회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도서관을 회원으로 만든다든가 미리보기 후 신간일 경우 판매로 이어지게 한다든지, 도

서관에서 좋은 책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을 같이 고민하면 좋을 듯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수집 보존, 자료 보존, 정책 관련 협의 기능 등이 있는데, 출판물

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료 보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관내 

서비스는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관외 서비스에서 지역 도서관에서 가능한 서비스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

도서관 역할, 기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서비

스는 지역도서관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관외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관련한 권리

의 문제도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기관에서 공급하면 이용자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국립중앙

도서관이 대국민서비스를 해야만 한다는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다. 유통사의 시장 자체를 없

애겠다는 측면은 기존 유통 출판사 입장 판로가 막혀는 부분이 문제이다.

소유 자산처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을 주는 라이선스 모델도 있는데, 현

재 공공기관이나 예산 문제로 힘들 것이다. 집행 계정 시기문제 등으로도 잘 안 된다. 연간 예

산액을 증액하여 100~300억 원 단위로 지출할 계획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납본에 대한 금

액 정도로 생각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의 손실분을 감안해야 하므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B2B가 B2C를 침해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경표(누리미디어 마케팅사업부 이사)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행 관내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 대한 입장은,  출판사, 저작권자, 유통사

들이 인정한 라이선스 범주 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의 전

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은, 각 측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고 입장이 다르

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전제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

하는 방안이라면 별다른 해답이 없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수익성이 어떻게 담보되고 해결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이다. 저

작자의 권익 보호와 출판사, 유통사 등에 정당한 라이선스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당한 보

상 체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종이책과 온라인 전자책은 다르다. 전자책은 파일로 전송하는 것인데, 어떤 저작자들도 자신

의 콘텐츠가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단행본은 이용을 확대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를 원하는 학술논문과 달리 개인과 출판사의 인세 정산 관계가 존

재하고, 출판사와의 계약 기간에도 한계가 있기에, 정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지만 풀릴 수 있

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첨예할 수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관외에 제약 없이 서비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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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 문제 외에 금액 부분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종이책의 경우 1천 군데 납품을 한

다면, 1천 카피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은 현행법에

서도 금지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도 서비스 방향을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은 

쪽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업체의 경우에도 1카피는 관내라서 서비스 가능하게 했다. 저작권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지 않은 관외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위험하며 문제가 있다. 가령 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다. 관내 서비스이므로 문제 삼지 않고 있지, 현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적절한 보상은 개개인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방안이 쉽

지 않다. 도서관의 서비스는 저작권의 침해 범위가 되지 않은 한에서만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이미지 한 장을 쓰려고 해도 문제제기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다. 

가령 해외 자료는 하나하나 보상하면서 쓰면서 우리나라 창작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합리적

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 

전자도서관에 가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아도 웹으로 회원들에게 보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3년 전에 이런 서비스로 공공도서관이 패소한 적도 있다. 예전에 강남도서관도 전국 서

비스를 시도하려다가 구민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곳에는 납품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

다. 서울시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유통사로서 우리

는 그런 권한이 없다. 출판사들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출판사에게 있지 않고 저작자에게 있듯

이, 유통사도 마찬가지다. 유통사들이 계약을 할 때 권한 위임을 받지만, 그 부분은 허락이 된 

부분이므로 서비스는 할 수 있으나, 서비스 범위나 라이선스 범위는 유통사에서도 임의 해석

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도서관에서 요청을 한다면 영업사원들이 당장의 매출을 위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유통사는 동의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얘기한다면 그런 유통사의 영업

사원에게 확약 받으라고 하고 싶지만, 유통사도 그것은 허락해주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손해

배상 소송이라도 걸린다면, 도서관이든 유통사이든 크게 다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 홈페이지 콘텐츠도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개인저작자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콘텐츠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전자책은 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작권이 소멸

된 것 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 하려는 

자료들 가운데에는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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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전문가

김동현(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저작권법 제31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책의 도서관 내 또는 관외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할 바

는 없다. 전자책의 관내 또는 관외서비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 영역

이다. 외국도서관의 추진 현황을 참고하더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과는 달리 우리 전자책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더 있다. 

저작(권)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이 그것인데, 출판물 또는 전자책 발행 시의 계약에 따라 당연하

게 저작물 이용 조건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이 많고 또 복잡하기 때

문이다. 즉, 권리처리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이에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

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자책의 관내 또는 관외서비스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권리처

리가 적법하여야 한다. 출판권이 소멸된 책이나 전송권 설정이 안 된 책의 디지털화 및 이용

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책의 대출서비스도 권리자의 이용허

락을 받아 실시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무단이용이 되고 책임이 따른다. 

법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제거(회피?)하는 방법은 적법하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뿐이다. 

전자책 대출 서비스 및 도서관 대여 정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서비스형태, 보유기간과 대출횟수, 판매수량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자 측면에서 대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대출보상금(PLR)과 같은 제

도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전자책 서비스와는 달리,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자료의 이용은 상기한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가능하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자료의 관외서비스에 대하여는 확대된 집

중관리제도(ECL) 도입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도서관의 디지

털자료 관외서비스는 시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소장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선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찬동(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첫째,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문제이다. 배타적발행권은 작년 12월 개정하고 올 3월 15일부

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는 출판권과 프로그램 배타

적발행권 두 가지에 한정되어 있었다. 출판권이라는 것이 ‘복제+배포’라는 오프라인에 한정되

어 있는 개념인데, 배타적발행권은 ‘복제+배포’, ‘복제+전송’으로 온라인 개념까지 확대되어 

있는 개념이다. 기존의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은 배타적발행권에 포섭을 시켰다. 출판권이라는 

개념은 현행 저작권법 63조와 63조2에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출판계에서 많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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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요구에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설정 외에 출판권 설정 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이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3월 15일 이

전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설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저작권 이용 허락에 불과하므로 배

타적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전자책 출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월 15일 

이후에 전자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는 게 더 권리를 주장하는 데 유

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작은 도서관 서비스 문제이다. 전자책에 한정시켜 말하면,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서비

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 책과 동일하게 구입해서 이용하는 경우와 저작재산권자나 

배타적발행권자를 가진 자로부터 계약을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종이책과 동일하게 단

순 구입할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의 적용범위가 가능하다. 도서관이 계약을 통해 서비스한 경

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 구입이외 계약의 경우에 

계약한 곳 즉 유통업체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부여를 받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서는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유통업체의 계약 내용을 신뢰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형사책임도 과실이 있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권리를 받았다는 것을 신뢰를 하고 그 신뢰에 기

반해서 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했다고 할 경우, 권리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믿

었기 때문에 민법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든다. 형사책임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 요건이 필요한데 계약에 신뢰한 작은도서관 서비

스에 고의가 있겠느냐는 문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대출서비스의 법적 개념이다. 저작권법상 대여는 오프라인에 한정된 개념이고 

온라인을 통한 대출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용어 및 행위라

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온라인을 통한 서적에 대한 대출이든 대여가 가

능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이용허락의 방법밖에 없다. 우리 법제는 아직 공공대출권이 없다. 그

런 의미에서 대출은 저작권법상에 없고 온라인 대출 행위도 적법한 용어가 아니다. 

넷째, 저작권법 제31조의 해석 문제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도서관에서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제2항 

(관내서비스)과 제3항(관간 서비스)은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로, 제4항(디지털 복제 금지)

은 ‘복제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제4항에서 복

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에서는 ‘복제하여 전송할 수 없다’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디지털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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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되고 있는 책을 관외 서비스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는, 현행법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문헌적으로만 보면 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송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제31조 규정의 취지라든가 전자책 출판물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해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 복제 행위, 혹자들은 국립

중앙도서관이 전자책을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전송할 때 작은도서관에 서비스를 할 때 별도

의 복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31조의 

규정 취지라든가 저작제산권의 제한의 취지라든가 출판물에 대한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는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있는 출판물의 경우에는 관외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목적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지석(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행 관내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 대한 입장은, 상용 전자책이나 상용 전

자저널에 대한 관내열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관 부수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부

수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관외 열람은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나, 중간의 

유통사가 거래자로부터 과연 허락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한다.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내 서비스만 가능하다. 협력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

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도서에 한해서 관내 서비스만 가능하다. 5년이 

지나고 절판과 그에 준하는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하

기 어렵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는 관외 서비스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한 입장은, 현행 저작권

법 제31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저작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권리자뿐

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만으로는 전자책 또는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한 관외 서비스는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

권자)의 허락이나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외 서비스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체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

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되기 어렵고, 사업적인 측면을 포함시켜서 개별 업체가 관

여하거나 서비스 업체를 만드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한다.

출판권이 소멸된 책이 디지털화한 후에 디지털 서비스 진행 시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법적 

문제 및 회피 방안에 대해서는, 복제와 배포라는 출판권과 전송의 문제가 되는 배타적발행권

은 양립하기 어려운 권리이다. 

배타적발행권의 규정 내용을 보면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이므로 출판권과 전송권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단서 규정에서 출판권을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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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에 대한 복제배포권이 출판권이고 전자책에 대한 복제전송권이 배타적발행권이라고 이해

해야 할 것이다. 출판권이 소멸된 경우에 기존의 출판된 책에 대한 배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의 전송에 대해서는 여러 번 확인했지만 법 규정에 그러한 

것이 없다.

제27조 아래에는 복제와 배포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종이책만 염두에 둔 규정

이지 배타적발행권에 있어서 전송을 염두에 둔 규정은 아니지 않느냐고 보고, 그렇다면 전송

에 관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송은 중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다. 출판권의 내용은 도서로 복제, 배포하는 권리이고, 출판권만 설정받은 경우에는 

디지털 복제에 관하여는 출판권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디지털 복제 및 서비스와 출판

권 소멸과는 무관하다. 

전송권이 설정 안 된 책이 디지털화 후에 디지털 서비스 진행 시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법적 

문제 및 회피 방안에 대해서는, 배타적발행권 제도 도입 이전에는 전송권 ‘설정’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송권을 양도받았거나 또는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전송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디지털화 및 서비스 진행이 가능했고, 배타적발행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전송권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법 제31조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경우라면, 새로운 권리자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추가적인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서비스

도 중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는 도서의 복제, 

배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출판사를 제외하고 저자와 저작권자 간의 동의만으로 디지털화 및 디지털 서비스가 법적으

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이 시행된 건 올해 3월인데, 출판사가 배타적발행권

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출판사가 가진 것이 주로 출판권이라면 출판권과 디지털 서비

스와는 법적으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타적발행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고, 출판사가 배타적발행권을 갖고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그렇지만 출판사가 배타적발행권이 있다면 출판사의 동

의로 가능하다. 오히려 배타적발행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출

판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화 및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출판권이 아닌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저자 또는 저작권자와 출판사 중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누

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며, 따라서 출판사가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만으로 디지털화 및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출판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면 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 125 -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외 접근과 열람 또는 도서관 간의 상호대출로 사용자의 지리적 

한계가 없는 열람에 대하여 저작권법 또는 도서관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관외 

서비스가 가능하냐는 문제이다. 인터넷 사용의 문제인데,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가 법적으로 어

떤 문제가 있느냐는 문제이다. 저작권이 살아 있는 거라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게 아닌가. 

권리가 소멸된 것은 논외로 한다. 저작권은 있으나 판매용 도서가 아닌 문헌, 학위논문의 경우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것 같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관

외 접근과 열람은 불가능하며, 도서관간의 복제, 전송의 경우에도 관내열람 및 발행일로부터 5

년 미경과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저작권자-출판사-유통사-국립(공공)도서관-독자(도서관 이용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자면, 디지털자료의 관외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편리한 방법을 제외할 수 없고 이해관계

를 조정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은 시대가 변하면서 개정을 하지

만, 근본적으로 종이책을 기준으로 만든 법이고 전자책은 새로운 소비방법의 등장이다. 걱정만 

한다고 출판사의 이익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음반산업을 예를 들면, 예전에는 100만장 팔렸지만 요즘은 5만장만 팔려도 성공이라고 보는 

이유는 음원을 구매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고 음반은 부수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책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싸이 음원을 아이튠즈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유통사

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다만 책은 언어적인 벽이 있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사업적인 접근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벅스나 소

리바다처럼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던 기업이 권리자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 점인데,  사업

모델로 발전했다면 하는 아쉬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출판사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

된다. 

종이책의 영향은 조금 위축되겠지만 책을 다 읽는 사람, 반만 읽는 사람, 부분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10쪽을 읽을 사람에게 책 전체의 비용을 지불하게 한 것은 조금 

과소비를 하게 한 것이다. 그런 수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출판사도 융통성 있게 생각할 부

분이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예외규정만으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디지털자료에 대한 도서관 외에서의 접근 

및 열람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의 등장이므로, 이 문제를 기존의 저작

권법이나 또는 일부 개정규정만을 갖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판사나 저작권자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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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형태의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

인 사고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결국 출판사나 저작권

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중시하여, 유료화 및 제

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