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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수서모델의 다양성 



 전자책(ebook) 도입 전략은? 

전환  다양화 조직화 



종이책  유지 비용 

출처 : CLRI Report 2010 : The Idea of Order : Transforming 

Research Collection for 21st Century Scholarship / On the cost 

of keeping a book   



상황별로 이용할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왜 다양한 모델이 필요한가? 

 하나의 모델(단권 구매)로 이용자의 전자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음 : 제한된 예산과 요구하는 책의 

다양성 

 

 

 1+1 > 2 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됨  

 

 



투자대비 효용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모델 접목 

Subscription 구독 

적정한 가격, 무제한 동시접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85,000 권 이상의 타이틀, 5백만불 

이상의 액면 가치 



Ebook을 구독? 

……… 

• Ebrary Academic Complete의 연간 타이틀별 이용량 

• Long-Tail 형태 

• 상위 20%의 이용량을 보이는 책의 연간 변동폭이 큼 

• 동시 이용자 수 제한 없음 



Subscription 구독 

적정한 가격, 무제한 동시접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85,000 권 이상의 타이틀, 5백만불 

이상의 액면 가치 

Patron Driven Acquisition 이용자 주도 수서 

선택범위의 확대, 이용된 책만 구매 

330,000권의 추가 타이틀, 가치 >$26 million 

 

투자대비 효용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모델 접목 



투자대비 효용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모델 접목 

Subscription 구독 

적정한 가격, 무제한 동시접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85,000 권 이상의 타이틀, 5백만불 

이상의 액면 가치 

Patron Driven Acquisition 이용자 주도 수서 

선택범위의 확대, 이용된 책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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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Loans 단기 대여 

기존 컬렉션의 보완기능, 구매의무 없음 

 



Subscription 구독 

적정한 가격, 무제한 동시접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85,000 권 이상의 타이틀, 5백만불 

이상의 액면 가치 

Patron Driven Acquisition 이용자 주도 수서 

선택범위의 확대, 이용된 책만 구매 

330,000권의 추가 타이틀, 가치 >$26 million 

 

Short-Term Loans 단기 대여 

기존 컬렉션의 보완기능, 구매의무 없음 

 

Perpetual Archive 영구 구매 

중요 타이틀에 대한 즉시 구매  

480,000 타이틀 이상. 만약 이것이 단 하나의 모델이라면 ? 

 

투자대비 효용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모델 접목 



구독제품의 통계를 이용한 전략 수립 



구독 (Subscription)을 이용해 여러 주제 

분야에서 책 이용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 

이용자 주도 

수서(PDA) 

모델을 이용해 

이용률이 높은 

주제분야의 자료  

확대 

 

단기대여(Short Term 

Loan) 를 이용해 컬렉션 

보완. 구매의무 없음 

 

중요한 주제분야는 단권 

영구구매(Perpetual Archive)로 

지원함 

구독제품의 통계를 이용한 전략 수립 



종이책 E-book 



PDA : 구매 방식과 관련된 다양화 전략의 사례 



E-book의 르네상스와 고민들  

“(특정 e-book의) 전체 컬렉션을 구매하는 것은 종이책 구매의 부정적인 

패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기술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의 구매절차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Schroeder and Wright) 



• 전통적인 도서관의 단행본 구매 기준 

– 질(quality) 

– 연구 과정에 적합한가 

– 수업진행에 필요한가 

 

•전제: 

– 구매한 책은 언젠가 이용될 것이다.  

– 이용자가 필요한 때 책이 있어야 한다.(at the point of need) 

– 절판이 되기 전에 구매해야 한다.  

– 언젠가 이용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just in case) 

– 우연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단행본 수서의 기본 접근 방식 

사서의 전문성 



새로운 e-book 수서모델의 필요성 

• 이용자의 요구를 직접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수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 

• E-book 이용 역시 종이책 이용 패턴과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 => e-book 

이용률을 개선할 필요성 

• e-book 역시 “big deal” 모델로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 

•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됨 

•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많은 대안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못함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 



Patron Driven Acquisition(PDA) by ebrary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많은 자료를 필요 시점(just-in-time)에 

제공 :  전체 컬렉션의 투자대비 효용성 증가 

 
• 330,000 권 이상의 타이틀 대상 

• 관대한 Trigger 정책 

• 10 페이지 이용(TOC & index 제외) 

• 10 분간의 실제 이용  

• Copy, Print, Download 

• 주제, 가격, 출판사 별로 대상 타이틀 선정 가능 : 유연한 프로파일 구성 

• Short-term loan과 결합 

• 대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음 

• Single & multi-user access 와 download 

• 무료 MARC records(추가 및 삭제 지원) 

 

      



이용자 주도 수서(Patron-Driven-Acquisition)의 절차 
ebrary 의 경우  

초기 프로파일 

규정 

이용자의 실제 

이용환경에 적

용 

이용자의 이용 
이용을 바탕으

로 구매 결정 

리뷰를 통해 

프로파일 지속

적으로 수정 

주제, 출판사, 금액, 

출판연도 등을 기준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책들을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도록 함(OPAC 이나 

e-book플랫폼)  

이용자들은 본인의 

이용행태가 구매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Ideal Profile : 구매한 e-

book 이 기관 내의 단행본 

요구 사항을 100% 반영 

“Trigger” 



NLL : 이용 방식과 관련된 다양화 전략의 사례 



Non-Linear LendingTM  

구매일로부터 연간 325회의 일기준 이용회수(Loan Day)가 제공됨 



Non-Linear Lending 

 

• 동시 이용자 수 대신 연간 이용일기준으로 구매 

 

• 1년 동안 325회 이용 가능 

 

• 연간  이용일 범위 내에서는 동시 이용자 수 제한 없음 

 

• 복수 이용자 구매 및 복권 구매의 부담이 없음 

 

• 구매한 일로부터 매년 동일한 날짜에 325회가 추가됨 

 

• EBL사의 특허 모델 

 

 

 

 



Medical Package 구독 (Subscription)을 이용해 여러 

주제 분야에서 책 이용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 (적정한 

가격에 8800여 권의 의학관련 서적 제공) 

이용자 주도 

수서(PDA) 

모델을 이용해 

이용률이 높은 

주제분야의 자료  

확대 

 

이용율이 낮은 분야는 

단기대여(Short Term 

Loan) 를 이용해 컬렉션 

보완. 구매의무 없음 

 

핵심 분야에 대해서 Doody’s Core Title 또는 

미리 구성된 패키지를 통해 

영구구매(Perpetual Archive)로 구매 

구독제품의 통계를 이용한 의학 ebook 전략 수립 



Ebrary 제공  의학  & 간호학 연간구독 제품들 

 

• Medicine Collection : 3000종 이상의 책에 대한 연간 구독, 개별 종이책 
구매  가격의 1/100 가격으로 연간 구독방식으로 이용 

 

• Nursing & Allied Health Collection :  4146종  타이틀에 대한 연간구독 

 

• 동시사용자 수 무제한 

• 지속적인 타이틀 증가 

• 주제별, 타이틀별 통계를 통해 다양한 모델을 확립하는 기본 정보 제공 

• 모바일 앱 (아이폰, 안드로이드) 

• 무료 DASH!™ (Data Sharing, Fast) 

        : 자관의 PDF 문서를 e-book으로 전환하여 ebrary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및 이용 

• MARC record 제공  

• ProQuest 저널 자료(ProQuest Medical Library)와 통합 검색 

 

 

 



Ebrary 제공  의학  & 간호학 연간구독 제품들 





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