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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도서관 관련 기업 현실

도서관 & 관련 기업 공동의 당면 현실



타산지석 : 스타벅스 vs. 맥도널드

1. 도서관, 도서관 관련 기업 현실



타산지석 : 휴지 and 세제(차별화 없는 제품들) 

1. 도서관, 도서관 관련 기업 현실



1. 도서관, 도서관 관련 기업 현실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는?

http://ebook.dkyobobook.co.kr/
http://ebook.dkyobobook.co.kr/
http://www.ebrary.co.kr/index.asp?MC=Y
http://www.ebrary.co.kr/index.asp?MC=Y
http://www.y2books.com/shop/index.jsp
http://www.y2books.com/shop/index.jsp


전기 자동차
+
??

2. 이미 정착된 시대의 변화상

1) 컨버전스 (융합)



Who 

Made 

This?

http://www.astalift.co.kr/

2. 이미 정착된 시대의 변화상

2) 장벽의 무의미화 (새로운 시도)



3. 경쟁력,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방향은?

타산지석 1 : 신지애

단점 보완에 집중하다 보니
장점이 사라져 버렸다.



시장조사

태생의 본질과 강점 극대화에 개발의 방향을 집중!
도서관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점적 콘텐츠 개발!

3. 경쟁력,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방향은?



4. 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방향은?

사례 1 : 인제대학교 족보 전자도서관



4. 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방향은?

사례 2 : 동원대학교 도서관의 월요 북러닝 메일링

- 교직원들에게 인문학 소양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

- 학생들에게 취업/창업 분야 콘텐츠 제공

- 북러닝, 북티저, 동영상 강좌, 책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 탑재 가능

<찾아가는 서비스>



신개념 콘텐츠 개발 : 예스24 북티저, 북러닝

도서관 홈페이지, 관내 키오스크 등에 게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도서에 관한 정보에 노출되도록 하여 흥미 유발.

4. By the way, Yes24는?



4. By the way, Yes24는?

전자책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고민들

1) 예스24 인터넷 서점의 강점과 도서관 서비스 연계 시도



4. By the way, Yes24는?

전자책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고민들

2) 예스24 보유 출판사 전문 MD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4. 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방향은?

사례 5 : 미국주립도서관장협회 작가발굴 프로젝트

비영리출판사
설립 지원

서평 및 목록
지원

공공도서관출판사
홍보/행사 지원

수익창출
작가 작품 지원

무료 전자버전
저작권 확보

협회



4. 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방향은?

상상 발전소!

1) 대학 저작권 에이전트 육성 프로젝트 개발

2) 도서관 분야 출판물 발간

- 신입생 인문학 교양 필독 추천도서 서평집
- 해외 유명 도서관 및 서점 테마 문화여행 답사기

3) 출판계 및 문화 예술분야 집단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 Larchiveum 실현을 위한 관외 인적/물적 자원 확보
- 관내 소장 자료 및 학교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thank you&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2&ie=utf8&img_id=cafe17900989|109|5704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thank you&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thank you&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2&ie=utf8&img_id=cafe17900989|109|5704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thank you&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