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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배경  필요성, 연구의 목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여 지식정보의 요성이 증가하고, 사회 반에서 창의성이 강조되면서 

창의성 개발을 한 도서 의 역할이 증 되고,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지식

정보가 개인의 삶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게 되었다. 한 도서 을 둘러싼 환경은 유비쿼터스환

경에 따른 지능형 도서 으로 변화하고, 네트워킹을 통한 력형 도서 서비스가 증가, 정보불평

등  지식정보격차 상이 심화되면서 도서  서비스도 지능화, 융합화, 개인화의 길을 걷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 아직까지 문도서 에 용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이다.

문도서 의 소속기 들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기 들이고 문도서 은 공 에게 사

하는 역할보다는 통 으로 소속기 의 이용자에게 보다 특화되고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로 되어 왔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한국인 과학자들의 세계 ̀3  과학 '(이하 NSC)로 꼽히는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의 NSC  게재 정규논문이 지난 15년간 6배 증가하고, 논문 

유율도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NSC  논문게재실 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최근 5년간(2003~2007)만 보면 NSC 에 실린 한국인의 논문이 모두 100편이었다. 

이들 논문  정부지원 연구결과임을 밝힌 총 66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한 성과는 58

편(정부지원 성과의 87.9%)이고, 최근 3년간(2005~2007) 86개 주요 과학 에 게재된 한국

인 논문 2,615편을 분석 결과 이  1,254편(48.0%)이 교육과학기술부 3  연구개발사업(기 과

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그러

나 국의 경우 SCI 논문 유율에서 미국, 국에 이어 3 를 차지했으며 86개 주요 과학

과 NSC 에서도 각각 8 와 13 를 차지해 한국을 크게 앞질 다. 일본도 모두 5 권 안에 

들었으나 한국의 유율은 세계수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경쟁력 향상을 한 문도서 의 경 략에 한 제언을 

해 련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4가지로 정리하 다. 

2. 연구의 범 , 방법  한계

본 연구는 주로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 의 문도서 을 상으로 황를 분석하 기 때문에 

민간 문도서 에 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이 연구의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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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 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비수 의 설문조사와 해당 종사자에 한 면담을 병행

하 다.

Ⅱ. 이론  배경

1. 문도서  련 규정  기능

면개정된 도서 법[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에서 제2조 7항에서 “ 문도서 ”

이라 함은 그 설립 기 ․단체의 소속 직원 는 공 에게 특정 분야에 한 문 인 도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에 분 형태로 설치된 의학도서 과 법학도서 도 독립 으로 운 될 경우 문도서 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교의 보직자들과 행정직원들을 한 문도서  서비스의 

요성도 강조되는 경향이라서 주제의 문성을 가지고 독립 으로 운 을 하는 분 체제의 도

서 도 문도서 의 정책 상으로 보아 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과정 , 2007).

문도서 의 비용 비수익비율(Cost-Benefit Ratio)은 최소 2배에서 최  13배로 문 주제

분야의 기 내 정보서비스의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문도서 의 존재가치는 충분함이 선

행연구에 의해 밝 졌다고 한다. 그 지만 국내의 문도서 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정 을 보

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도서  종사자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 도서 법에 의하면 문도서  심의 도서  의체에는(사)과학기술정보 리 의회(STIMA)

와(사)한국의학도서 의회(KMLA)  지식정보공유 의회(KIRSA) 등이 표 이다.

2007년 3월 한국도서 회의 주 으로 문도서  사서수와 도서  규모에 한 기 에 한 

연구가(사)과학기술정보 리 의회(STIMA)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기 의 개정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항목

도서

사 상
직원 수

사서
직원
수

자료(인쇄+ 자) 보유량
면
(m2)

연간 
도서 
증가

연간 
기타자료 
증가도서 기타자료

연속
간행물

과학분야
평균(순)

675 4 29,130 83,385 3,244 650 1,133 1,443

의학분야
평균(순)

740 2 5,221 2 167 178 - -

<표 1> 과학  의학 분야 문도서  황(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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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리 의회와 한국의학도서 의회의 회원기 을 상으로 살펴본 황은 <표 

1>과 같다. 도서  규모가 특별하거나 학도서  성격을 갖는 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 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정보통신 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5개 도서 은 제외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도서실 심으로 구성된 한국의학도서 의회 회원 도서 이 과학기술정

보 리 의회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서  운 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 연감(2006)｣에 의하면 문특수도서 의 황을 비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지난 10년간 좌석수와 연간 증가 책수를 제외하고는 도서  수, 직원, 장서, 연간 이용자 수, 연

간 이용 책수, 총 산은 비교  높은 증가 추세를 보 다. 이는 디지털 자원의 증가와 디지털 이

용환경으로의 환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에 악되지 않은 민간 문도서 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정확한 황 악을 한 통계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996 2006 증감율

도서  수 438 589 34.5%

직원 수 1,859 2,515 35.3%

장서 수 8,582,872 14,610,384 70.2%

연간이용자 수 4,764,660 5,643,655 18.4%

좌석 수 19,335 19,503  0.9%

연간 증가 책 수 746,250 799,242  7.1%

연간 이용 책 수 5,681,778 7,493,438 31.9%

총 산 442.4억 807.4억 82.5%

<표 2> 문․특수도서  황 변화

2008년 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도서 발 종합계획(2009-2013)(2008년 8월 11일)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 안에 포함된 문도서  련 내용이 향후 문도서  발 의 방향으로 의미가 

있다. 도서 발 종합계획은 8개 추진 략과 각 추진 략별 정책과제와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

다. 8개 추진 략  문도서 과 련된 것으로는 4)국가지식정보 활용을 한 국가도서  체

계 재정립, 5)교육․학술․연구 핵심지원센터로 학․ 문도서  진흥, 6) 도서 인력 문화 

 제도의 선진화를 들 수 있다. 세부과제로서 주제분야별 국가 문도서  설립  국회도서  

 법원도서 의 문서비스 강화, 문도서  경쟁력 강화  민간 문도서  활성화, 사서자격

제도 개선, 주제 문사서 양성기반 마련, 사서인력 재교육을 들 수 있다. 

각 세부과제 달성을 한 략으로서 문도서  경쟁력 강화를 해서 문지식정보 수집  

유통 인 라 구축, 문도서  서비스 고품질화 구 , 문도서  운 평가기  개발을, 민간 문

도서  활성화를 해서는 소기업에 한 연구정보 지원강화, 민간지식정보의 공공자원화지원

을 들고 있으나, 민간 문도서 의 직 인 지원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사서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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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해서는 문성 확보를 한 사서자격요건 개선을, 주제 문사서 양성기반 마련을 해

서는 민간주도형 주제 문사서제도 도입, 주제 문사서 양성체계활성화를 들고 있으나 이를 한 

재원 마련  각종 제도 정비등이 선결 요건이며, 실행까지는 요원하다고 보여진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의 연구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소로는 연구 개발을 둘러싼 환경이나 연구개발의 주체인 정

부(연구비), 연구개발자, 연구기  등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더 자세히는 정부 산  연구개발

비의 비 , 연구개발자의 수, 연구기 의 수, 연구개발 인 라 등을 들 수 있다. 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의 양 , 질  수 도 주요 지표가 된다(윤희윤 2007).

한국과총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정부와 민

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2008년 GDP의 3%에서 2012년까지 5%수 으로 확 하는 한편, 선진

국 추격형 연구개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  연구개발 정책으로의 환을 해 정부 연구

개발 산 에서 기 ․원천 연구에 한 투자비용도 25%에서 50%까지 높여 나가기로 하 다

고 한다. 2009년도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08년 비 10.8% 증가한 12조 2,731억

원 규모로 편성하 다.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비는 정부 산과 기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운 인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연

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이다.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15개 부처․청( 표연구 리

문기 , 2008년 기 )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사업 리),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국가 R&D 

보드, 과학기술통계 등 국가가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세계최 의 

국가 연구개발정보 지식포털이다. <그림 1>은 NTIS 개념도이다.

NTIS는 사업 리,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R&D 보드, 통계의 6개 역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역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R&D사업 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는 국가R&D사업의 주기  종합 리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사업에 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보다 심층 인 조사․분석

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리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국

가R&D사업의 종합 이고 체계 인 조정․ 리서비스이다. 국가R&D사업 리서비스는 사업공

고  법령정보 제공을 한 통합공고서비스, 업무 리를 지원하기 한 조사분석서비스, 평가

지원서비스, 산조정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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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TIS 개념도

국가 R&D 참여인력 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정보를 연구 리 문기 에서 받아 통합하여 구축한 서비스로서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참여하기 해 여러 연구 리 문기 에 이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다.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결과의 평가를 한 평가 원 Pool을 제공하여 평가 원 선정에 객

성․ 문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국가 R&D성과서비스(http://roots.ntis.go.kr/)는 정부 산(일반회계+특별회계)  연구개발

산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정부기 (원자력연구개발기 , 과학기술진흥기 , 력산업기

, 정보통신진흥기 )으로 추진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상으로 하여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재 8개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

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 트웨어)에 해 지정된 8개 연구성과물 담 리 기

<표 3>의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성과물 담 리 기  제도는 국가 R&D사업 연구성과의 체계  리  활용 진을 

해 연구성과물의 수집․ 리  유통 시스템 구축 필요가 있어서, 주 연구기 으로부터 연구성

과물을 등록 는 기탁받아 기업 등 실 수요자에게 기술요약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담기 은 수집된 연구성과를 D/B화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와 연계

하여 연구성과정보를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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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리ㆍ유통 담기

논 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  등의 설립ㆍ운   육성에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특 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 리법인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특허와 련된 연구성과  연구개발 
련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

보고서원문
( 자원문 포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  등의 설립ㆍ운   육성에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연구기자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  등의 설립ㆍ운   육성에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 과학지
원연구원

기술요약정보 ｢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

생명자원 각 앙행정기 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기

화 합 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  등의 설립ㆍ운   육성에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소 트웨어 ｢컴퓨터 로그램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컴퓨터 로그램보호 원회

<표 3> 연구성과 분야별 리ㆍ유통 담기

국가 R&D 장비․기자재 서비스(http://nfec.ntis.go.kr/)는 범부처차원에서 공동활용 필수

장비로 지정된 51개 장비구축․운 사업과 학․연구소등이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기자재의 소재 정보 제공한다.

국가 R&D 보드 서비스(http://dashboard.ntis.go.kr/)는 국가 R&D 사업의 종합 황과 흐

름을 한 에 볼수 있으며, 국가 R&D 산, 국가 R&D 사업추이, 범부처 연계 황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2> 국가 R&D 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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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과학기술 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는 상기 모든 서비스에 한 통계를 제공한다. 

<그림 3> NTIS 과학기술 통계서비스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인한 성과는 미국에서도 NIH와 같은 기 이 Public Access Policy

를 정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5월 Senators John Cornyn와 Joe Lieberman이 미 

연방정부 자  $100 million 이상의 액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한 Public Access 추진을 근

간으로 하는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를 발의하 고 재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는 재 110차 의회에 재상정 기 이다. 

NIH의 Public Access Policy는 NIH 펀드를 지원받은 연구의 출  결과물에 하여 공 이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디지털 아카이 인 PubMed Central

에 NIH 펀드를 지원받은 연구로부터 기인한 학술지의 심사가 완료된(peer-reviewed) 최종 원

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이러한 학술논문들이 인류 보건을 증진시키고 과학 발 을 돕

기 하여 PubMed Central에서 공 에게 근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며, NIH에 과제

신청시나 제안요청, 로세스 보고서 작성시, NIH 펀드를 지원받은 연구의 출 물을 인용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자는 각 논문의 PubMed Central 참고문헌 번호(reference number)를 포함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업출 사와의 충돌을 피하기 해 출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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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심사가 완료된(peer-reviewed) 최종 원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련 선행 연구

곽승진(2001)은 과학기술분야 문도서 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문포털서비스를 개발․제시

하기 하여 LG 상남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도서  이용통계를 기반으로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연구자들은 학술논문의 원문획득을 요하게 생각하며 소속기 의 

도서 을 통해 주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술논문외에 최신학술잡지 목록정보, 동향  

뉴스, 특허 등을 요한 정보원을 꼽았다. 향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메타검색서비스, 인터넷 

정보원의 주제별 디 토리 서비스, 맞춤정보 서비스를 지 하고, 학의 강의자원에 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LG 상남도서 의 포털서비스 이용 황과도 부합하는 것을 분석하고 시

 변화에 따른 문도서  주제별 포털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고형곤(2002)는 문도서   정보센터의 연구정보 유통의 효율화를 한 제반 황을 고찰

하고 연구정보의 효율  유통을 하여 문도서   정보센터 개념의 재정의, 범국가  지식정

보 조정기구 설치, 민간부분 문도서   정보센터 활동지원의 제도화, 연구정보의 효율  유

통을 한 선결과제(표 화된 정보자원 리시스템의 보 , 국가 표도서 의 기능확 , 탐색지원

도구 개발 노력)를 제안하 다. 

한혜 (2003)은 카네기 분류에서 제시된 연구 심 학의 기 과 황을 미국을 심으로 살

펴보고 이 기 에 부응하는 한국의 연구 심 학을 식별하고 이를 용하여 그 황을 분석하

다. 한 ARL의 회원표 지수를 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연구 심 학 도서 을 비교분석하여 

산, 인력, 자원부분에서 한국의 도서 이 미국에 비해 히 뒤떨어졌음을 확인하 다. 한 

양국의 연구 심 학도서 에 한 투자와 연구발표 논문수간에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세

계수 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을 계량 으로 입증하고 향후 연구로서 인 산 확충  구

독한 자원의 공동활용 확 를 제안하 다.

정혜경(2005)은 문도서 이 제공하는 경제  가치에 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출발

하여 문도서  서비스의 경제  가치 평가를 한 기본 틀로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근편익, 교통시간 감편익, 이용자의 약된 시간을 편익요소로 도출하고 이용통계, 가상가치측

정법, 시간가치측정법을 통해 편익을 산출하는 모형하여, 순편익, 순 재가치, 편익-비용의 비율

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분석모형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물   인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의 

가치평가를 산출하는 식을 제시하 다. 

황재 (2006)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도서  경 략수립을 하여 SWOT분석을 수행하

여 고객세분화 략, 사업( 로젝트) 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략, 정보자원 특성화 략,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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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서화 략의 도입을 문도서  활성화를 하여 제안하 다.

이용재(2007)는 지식기반 시 의 문도서 이 처한 환경하에서 문도서 의 존속과 발 을 

해 모기 과 고객에 한 ‘도서 마 ’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 문

도서 을 한 마  경 략을 고객세분화, 주제서비스 강화, 정보자원 특성화, 블루오션 발견, 

성과 리 서비스, 로젝트 지원, 기록 리, 지식경 , 독서경  략으로 세분하여 기술하 다.

곽승진(2007 a, 2007 b)은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유통사업에 한 BSC 기반의 성과지

표를 용하여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이용자, 경제  에서의 평가항목 12개를 도출하고 각 

지표별 요도를 분석하 다. 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해서는 성과지표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학술정보 유통사업에 한 별 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 

윤희윤(2007)은 OECD 회원국의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의 상 계를 밝히기 하여 IMD

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 연구경쟁력 지표  연구생산성 

지표, 연구정보 지배력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GERD, SCI 논문수, 평균 인용회수, JCR 등재

잡지, 특허수 등이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밝 졌고 서로 유의한 상 계가 있

음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SCI 논문수와 사독형 학술지 규모가 향후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

력 강화의 핵심지표이므로 이를 도서  분야로 용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도서 에 한 투자 효과 분석을 한 연구로서 일리노이 학도서 장인 Kaufman(2008)은 

일리노이 학 도서 의 사례연구에서 학도서 에 투자가 연구비 확보와 상 계가 있음을 가

설로 설정하고 자자원에 한 투자가 연구자들의 연구생상성을 증 시키고, 증가된 연구생산성

은 학술논문  인용증 뿐만 아니라 연구비 획득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이러한 효과들이 학종

사자에 한 더 많은 연구비수혜로 돌아가서 가장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고 머물게 하는 학환

경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도서 에 한 투자 ROI를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도서 에 한 투자 1$이 연구비 4.38$ 상당의 ROI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보고하 다.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한 연구로서 김 운(2006)에 의하면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

하기 한 방법론 모델로는 비용효과분석 모델, TCO(Total Cost of Ownership) 모델, 총경제

 효과(Total Economic Impact) 모델이 있으며, 비용효과분석 모델에서는 모든 소요 비용을 

정량화하지만 효과는 정량 인 효과와 정성 인 효과로 구분하지만 정성  효과를 화폐가치화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TCO 모델은 직 인 소요비용뿐만 

아니라 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통합하는 에서 악하지만 효과가 고려되지 않는 모델

이다. 한 총경제  효과 모델은 비용, 효과, 유연성, 험의 네가지 고려요소를 통하여 조직목

표와 연계된 최 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하지만 최종 사용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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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비용요소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비용을 과소평가할 험이 있다고 정리하 다. 

Ⅲ. 문도서 과 연구경쟁력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 의 문도서 을 상으로 련 황에 한 조사를 통해 선행연구에

서 연구경쟁력 지표로 밝 진 SCI 논문수, 평균 인용회수, JCR 등재잡지, 특허수를 늘리기 한 

문도서  경   서비스 략을 아래의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하 다. 

1. 조직 강화  인력 강화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 의 문도서 이 소속기 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과 조직이 필수 이다. 황조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기 의 경우는 부분 직원과 조직면에서 타 기 에 비해 유리한 경우이다. 

문도서 의 서비스는 환경의 변화를 반 하여야 하므로 사서인력뿐 아니라 산 문가  

기획인력도 꼭 필요하다. 조직의 장이 공자이든 비 공자이든 간에 기획, 제안, 실행, 평가, 사

후 사  피드백를 담당할 인력이 꼭 필요하다. 

한 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 의 문도서  사서에 한 높은 학력(석사이상)도 업무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조직 으로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리 부서나 기록 리부서 등과 유기 으로 업하

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제 문지식 배경 강화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 의 문도서 은 모기 이 부분 각 학문분야를 표하는 연구기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서들도 그 분야 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재 연구기 들은 

모두 소속직원에 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수강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제도를 활용

한 문분야 교육 수강이나 사서직원의 주제배경 학원 진학을 조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산 항목으로 기술정보활동비나 문가 활용비를 통해 주제분야의 특허맵 등 기술동

향  선진기술에 한 기술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결과를 습득하고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분야를 연구원과 상호 소통하여 선정하고 우선순 를 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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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성과 착형 서비스 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이 투자 비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성과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 8개 성과물로 지정된 성과물을 극 화하기 한 문도서 의 서비스가 필

요하다. 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성과물 담 리기  제도에 한 홍보, 연구성과물 확보, 등록 

행을 연계시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출원 지원 서비스나 로그램 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거 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학술논문 투고  작성 지원 서비스는 가장 요한데, 조사 상 기 의 기술정보 트 홈페이

지에서 보통 SCI 체 리스트를 링크하여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이러한 정보제공 외에도 소속기 의 연구개발 업무와 유 한 학술지의 선별이 필요하

다. 학술지 정보는 Web of Science, Scopus, PubMed 등 각종 권  있는 해외 DB 등재지를 

심으로 비록 등재지가 아니더라도 직 인 련이 있는 학술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학술지 선별 후에는 각 학술지 리스트를 정리하고 한 화면에서 바로 그 학술지에 한 기본

인 콘텐츠 외에 학술지의 커버리지나 편집 원회 정보, 투고 경향  심사 경향, 투고규정 안내, 

직 인 논문투고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이용자에게 직 인 도움이 될 것이

다. <그림 4>는 학술지 기사 정보의 제공 외에 논문투고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신규 

‘과학기술학회마을’의 학술지 서비스 화면이다. 

<그림 4> 신규 ‘과학기술학회마을’ 학술지 서비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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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작성 지원 서비스를 해서는 의 서비스에 기반하여 사서는 소속기 의 연구자들

이 주로 투고하는 각 학술지의 투고규정과 하우스스타일에 정통하여 논문작성에 실질 인 지원

을 하거나 출 윤리 수를 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한 연구자가 다른 논문으로부터 내

용을 인용하기 한 허락(permission)을 받기 한 차도 신 수행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 체제와 산  문 인력을 기반으로 학술지 논문 작성 서비스  원고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도서  사서의 문성을 살리고 이용자에게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

4. GRP(Good Research Practice) 활성화 기반 인 라 제공

과학자의 연구개발 수행이 기존에는 순수한 연구나 기술 개발에 한 심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일반 인 경쟁의 증가가 반 되고, 결과의 상업화로 인한 

경제  수입에 한 기 도 주요한 이유가 되면서 심심치 않게 부정직한 연구행 에 한 발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연구윤리(research 

ethics)와 연구에서의 충실성(research integrity)의 수가 필요하다.

연구부정행 의 표 인 것으로는 결과 보고 과정에서 날조, 변조, 표 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표 인 한 연구부정 행 로서 반 시 연구비 환수나 과학자사회에서의 퇴출을 부

를 수도 있다. 재 연구윤리와 련된 심이 증가하면 2006년 과학기술부에선 “연구윤리 확보

를 한 지침 해설서”를 펴냈고 문도서 에서 연구윤리 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가장 기

본 인 지침으로서 보고지침(Reporting Guideline)과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이 있

다. 보고지침(reporting guideline)은 연구 실행 후 연구내용을 보고하는 논문에서 연구의 설계 

 실행 방식별로 반드시 논문에 포함되어야 할 보고와 련된 지침으로서 논문의 제목, 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침이다. 최근 연구의 흐름은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단한다는 경향이 강하다.과학논문의 작성과 출  과정에 있어서도 윤

리문제로서 출 윤리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출 윤리의 배 유형으로는 부당한 자되기 문

제와 이 게재( 복출 )가 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학술지의 편집인이나 심사 원이 범하는 심

사과정에서의 부도덕 행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논문을 작성하기 한 통합 인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일양식이 있는데 ICMJE에서 

개발하여 재 리 활용되는 지침이다. 통일양식의 목차는 <표 3>과 같으며, 문도서 에서의 

활용은 4장과 5장에 집 된다.

연구윤리 기반 정보서비스와 련한 선행조사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연구윤리와 련한 내용을 

연구지원이나 연구 리, 교육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문도서  사서들의 심은 매우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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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서와 업하여 독자 인 서비스로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업을 한 방안으로는 연구소 내에 연구 리 원회나 연구진실성 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와 

별도의 실무조직을 두어서 운 하는 방법이 있다. 기 차원의 조직은 리․감독하는 역할이라

면 기술정보 트는 방과 활용에 을 두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실무조직은 기술정보 트와 하게 결합되어 신규직원에 한 소양 교육, 정기  혹은 부정

기 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자료 게시, 게시 을 통한 상담실 운 , 내외

부 문가 청세미나, 련 사례 수집 게시 등을 통해 연구윤리와 련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정보 트에서는 련 자료의 수집 정리,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서비스, 련 세미나 

등의 콘텐츠 제작 서비스,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정보지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Ⅳ. 결론  제언

본고에서는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 의 문도서 이 모기 의 연구개발 지원을 효율 으로 지

원하여 나아가 국가 연구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경   서비스 방안을 분석하 다. 연구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밝 진 SCI 논문수, 평균 인용회수, JCR 등재잡지, 특허수를 늘리기 한 

문도서  경   서비스 략을 1) 조직 강화  인력 확보, 2) 주제 문지식 배경 강화, 3) 

연구개발 착형 서비스 개발, 4) GRP 활성화 기반 인 라 제공아래의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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