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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y of 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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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 of eBoo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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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 of Books by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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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of benefits of eBooks

*출처-「eBooks – Costs and Benefits to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접근성, 이용 기능의 강화, 저널 및 eBook을 한 플랫폼에서 이용, 도서의 관리 용이성 등이
eBook의 최대 장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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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of eBooks vs. print books

*출처-「eBooks – Costs and Benefits to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서가에 배열되기까지의 작업, 보존공간, 장서계획수립, 주문처리 과정 등의 면에서
eBook이 Print Book보다 효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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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s

• Aggregator Database Vendor

# Platform & Collections for eBook 

# Platform for Print & eBook (Ex. GOBI)

• Other Ordering Tools

다양한 구입 채널 | Multiple Orderi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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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petual Purchase 

#By Librarian

#By Users: DDA (Demand Driven Acquisition)

− For purchase

− For short-term loan (STL)

• Concurrent Access (also known as Non-Linear Lending model)

• Subscription »

다양한 수서 모델 | Flexible Acquisition Model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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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elected Titles (DDA) vs Subject Librarian Purchased 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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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use for DDA and subject librarian purchased eBooks

*출처: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ship Volume 30, Issue 3, 3 July 2018, Pages 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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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use for DDA and subject librarian purchased eBooks

DDA triggered Subject librarian selected

Total spent Average cost per title Total spent Average cost per title

Humanities $79,339 $79 $25,169 $74

Social Sciences $177,874 $80 $110,874 $71

Sciences $53,111 $106 $13,670 $120

Other n/a n/a $7,155 $76

*출처: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ship Volume 30, Issue 3, 3 July 2018, Pages 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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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도서의 대출건수 평균 (국내 S대학)

권소담, 남영준,(2018).대학도서관 희망도서의 신청 패턴과 이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35(4),26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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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서 플랫폼

희망도서 신청

1
담당자에게
신청서 전송

2

검토

3

주문

4
서비스 셋업(1일 이내)

5

도서관 시스템 반입
또는 이용 연결

6

이용자 안내 및 이용

7

Neutr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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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Book 기초 eBook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DB이용과
동일한 IP 인증) 전체 130만 타이
틀에 대한 검색 가능

기본 키워드 검색 외에 임상
ebook/기초 eBook 및 의학
Specialty 별로 분류하여 해당
eBook 만 브라우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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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신청하기’, ’소장자료에서
검색하기’, ‘Preview’ 링크 표시

- eBook 신청하기: 원문복사와 동일
한 방법으로 간단한 본인 정보 입력해
이북 신청

- Preview: 해당 타이틀의 ECM 
Preview 페이지로 링크

- 2019 Doody’s Core Title: 의학도
서의 구입 가이드라인인 Doody’s 
Core Title 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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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Vendor 별 옵션 및 금액 확인하여 사서가 구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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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Top Usage eBook Carousel 

기존 소장 eBook의 더 많은 이용
독려를 위한 eBook Carou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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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Reference Information for Selection

희망 도서 신청에 참고가 될 수 있
는 최신 주제별 추천 목록

- 자관의 중점 연구분야 및 주요
이용층을 위한 주제 별 추천 리스
트 브라우징 기능 제공
(기관별 Custom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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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from Librarians

EBSCO eBook DDA plus 를 통해 이용자 수요에 의한 맞춤 도서 구입 이북들의 경우 대부분
실제 이용으로 이어졌고, 기존 사서가 일괄적으로 기획 수서 했던 이북들의 추후 이용여부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었습니다. 

Preview 기능 제공으로 이용자들이 해당 도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용자의 희망 도서 신청을 도서관 수서 담당자가 한번 확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신청 들어온 이북을 선 구입 후, 추후 인보이스 취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측면에서
행정적 편리함, 그리고 구입 이북에 대한 이용통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리적 측면의 용이함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

”

국내 K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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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from Librarians

기존 해외 eBook 희망도서 처리 대비 EBSCO eBook DDA plus 를 통한 장점을 이용자, 

관리자(사서) 입장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 이용자입장: 이전에도 필요한 전자책을 도서관 홈페이지(도서관 솔루션)를 통해 신청했지만, 

해당 전자책의 존재 여부와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DDA plus를
이용할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심 주제의 전자책을 찾아 소장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구입
신청 할 수 있는 장점

- 관리자(사서):  이용자가 전자책 신청 시 담당자에게 알림 메일이 오고, 메일의 링크를 통해
바로 구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장점

현재의 EBSCO eBook DDA plus 기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검색어 입력 시 연관된 검색어
제안을 통해 검색 효율을 높이고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과, Preview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책의 적절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

국내 H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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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도서관

✓ 이용을 원하는 eBook에 대한 신속한
이용 가능

✓ 연관 자료 파악 및 희망 eBook에 대한
Preview 등으로 구입에 대한 적절성
파악

✓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 구입 eBook의 이용률 향상

✓ 수서에 대한 명분 확보

✓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통한 수서계획
수립

✓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