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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collection/藏書)의 의의

 의도적, 체계적, 망라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집합체

 역사적 의의 : 시대의 반영(reflection)

 상징(symbol) vs. 훈련(discipline)

 요구(demand) vs. 가치(value)

 통시적(diachronic) 가치 vs. 공시적(synchronic ) 가치

 도서관/정보센터 존재의 첫째 조건
 가장 중요한 서비스 도구

 CPOD의 첫단계



What is Collection Development ?

The process of mee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people (a service population) in a timely and economical 
manner using information resources locally held, as well as 
from other organizations.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 library’s materials collection in terms of patron needs and 
community resources, and attempting to correct existing 
weaknesses, if any.



G. E. Evans & M. Z. Saponaro.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5th Ed.Westport, CT. Library Unlimited, 2005: 7.



장서개발의 개념적 발전

 Book Selection

 Collection Building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장서관리과정

G. E. Evans & M. Z. Saponaro.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5th Ed.Westport, CT. Library Unlimited, 2005: 8.



도서관과 지역사회

G. E. Evans & M. Z. Saponaro.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5th Ed.Westport, CT. Library Unlimited, 2005: 12.



장서관리와 도서관 환경

사서의 선택 비중

학교/공공 > 대학/전문

평가/제적의 비중

학교/공공 < 대학/전문

Pareto’s Law (2080 법칙)



장서관리 환경의 변화 I

 정보매체의 다양화
 Ownership vs. Access

 전자자원 관리의 문제

 장서관리영역 확장
 전자자원 관리

 비용문제 /  OAJ: Open Access Journals 

 Access 관리/ Fair Use/License 

 Perpetual Access(Digital Archiving)

 정보자원 통합관리-ERMS(Full Text, A& I, 메타데이터 통합관리

 학술환경 변화
 Invisible Colleges

 Social Networking
 EntityCube / MPACT

 Google - Timeline

http://entitycube.research.microsoft.com/
http://www.ibiblio.org/mpact/
http://www.instantfundas.com/2009/05/google-introduces-search-options-lets.html


인터넷자원의 문제점

 이용자와 비친화적이다

 Drop, Traffic jam, etc.

 역동적, 급변성

 중독성, 시간낭비 초래 가능

 저작권 문제

 제한적 접근(패스워드, 회원등록..)

 “under construction”

 선정성, 대중지향성 문제

 보안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자원”관리”의 문제점

 총자료 규모 미지수

 서지통제 결여

 불안정성, 가변성

 품질관리 미비

 Archiving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