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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현재는 인터넷정보의 홍수시대로 변화되었고,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되면서 국가

간의 지식의 경쟁체제로 돌입되었다.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도 인터넷정보에 위협

을 느끼게 되어서 지식정보 확보에 몰입하게 되었다. 무절제한 인터넷정보가 홍수

를 이루다보니 가공되어 정제된 지식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도서관도 디지털시대에 인터넷정보에 뒤지지 않는 정보를 갖추기 위하여 콘텐

츠확보에도 많은 노력하였고,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위해 책자자료를 디지털자료로

변환시켜 이용시키다보니, 저작권보호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인의 노력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쉽게 불법복제로 유통 된다면

지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학문도 발전이 어렵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을 처음 다루게 된 시기는 1986.12.31(법률 3916호 제 28

조) 개정할 때 도서관 소장자료를 복제가 가능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0.1.12.(법률 6134호 제 28조 2항)에 타도서관으로 디지털자료 전송이 가능하도

록 개정되어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때 까지는2)

도서관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이용의 개념에 한하여 다루고 있어서 도

서관이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디지털자료에 대한 이용방법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후 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자료 중에 저작자 동의없이 구축된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가. 보상금제도 발생경위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형태로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된 계기는 1997년 11월 IMF

로 인하여 정부에서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었고, 부양책의 일환인 공공기관 일자리제공사업으로 도서관에 일용직을

많이 쓰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큰 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잉여인력을 활용하

2) 저작권법 제 28조 2항[2000.1.12 법률 6134호]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

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

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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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여러 도서관에 이용

시키려 하다보니 저작권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뒤늦은 2003.5.27.(법률 6881호) 저

작권법을 개정하게 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미 도서관에서 구축한 디지털자료를 인정해주고 전자도서

관 구축, 디지털자료 저작권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도서관보상금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도서관이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웠지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로 형태

변화를 하여 이용시킨다고 해서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저작권법 개정을 반대하는 도서관현장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법은

개정되었다.

도서관보상금제도는 1년의 시범기간(2003.7.1.～2004.6.30.)을 거쳐서 2004.7.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저작권재산권자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단속을

하면서 도서관과 분쟁은 시작되었다.

저작권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가 담고있는 전자도서관 구현, 저작권보호

라는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제도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고 도서관간 상호대차

장해요인으로까지 작용되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집단거부로 이어졌고3), 공공

도서관도 제도수용에 불편함이 많아 보상금 협정체결을 기피하다보니 제도가 도

입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제도를 만든 측이나 제도를

수용해야하는 측간 대립관계는 지속하고 있다.

나. 연구방법

도서관보상금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대학도서관과 저작권관리단체와의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고, 도서관계간에도 갈등도 거치는 상황에 정책부서의 입

장에서는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좋을까를 연구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

다.

보상금제도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문헌조사, 도서관현장 의견청취, 전문가의

의견수렴,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전개 방법은

우선 도서관보상금제도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보상금제도 문제에 대한 쟁점일지,

쟁점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문헌적, 사실적 입증을 통하여 실현가능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상금제도의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안별로 법적 판단이 해

결책이겠지만, 사법적 판단을 거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갈등도 증폭될 뿐

만 아니라, 원만한 제도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

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3)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2004.8.3.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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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조사

우리나라의 도서관 보상금제도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고, 저작권법과 신탁기

관인 사단법인 일본복사권센터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흔적

이 나타난다. 법률조항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제31조로 같은 조항이다.4) 어떻

게 그렇게 비슷한지 저작권을 보호해야할 법이 법을 복제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

이 가게 될 정도이다.5)

제도를 둘러싼 연구도 여러 학자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만

연구로 끝난 것이 아쉽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 홍재

현(2004)은 도서관간 복제·전송에는 면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수현(2004)은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수용 표준안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유상과 무상으

로 복제가 가능한 사항을 제시한바 있고, 조순영 외(2004)는 정책과제로 학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지영(2004)은

도서관의 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을 검토하였다. 성균관대 도

서관에 근무하는 임경훈(2004)은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조문별로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근무

중인 송재학(2007)은 보상금제도를 현실적인 차원을 떠나서 법리적인 차원으로 접

근하여 제도의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임경훈과 송재학의 두개의 석사학위논문

을 비교해 볼 때 연구자가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시각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연구자의 입장인 객관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김인자(2005)는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제도에 대한 대학도서관 이용자인식의 연

구를 한 바 있고, 반면에 저작권에 대하여 가장 많이 연구논문을 제출한 정경희

(2007)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을 오픈엑세스시대 상황에 대비하여 비

매품은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도

서관협의회(2007)에서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4) 일본의 저작권법 제 31조 (도서관등에 있어서의 복제) (최종개정：2006.12.22. 법률 제121호)

제 31조 도서, 기록 그 외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그 외의 시설에

서 정하는 것(이하 본조에 있어서 「도서관 등」이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으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도서관등의 도서, 기록 그 외의 자료(이하 본조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라고 한다.)를 이용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조사 연구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분(발행 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개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의 복제물을

1인당 1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외 이것에 준하는 이유에 의해 일반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곤

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5) 일본복사권센터, http://www.jrrc.or.jp/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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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보상금제도

가. 보상금제도 현황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원문DB를 구축한 도서관이 자료를 출력하거나 타 기관에

전송할 때 저작권료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로서,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

다(저작권법 제25조 : 보상금 지급단체 규정, 저작권법 제31조 : 도서관에서의 복

제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

도이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기관만 저작권관리단체에 협정을

맺으면 되지만, 저작권법 31조에 파일을 전송할 때와 출력할 때 보상금을 지불해

야하는 규정 때문에 보상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타 도서관이 구축한 원문을 자

관도서관 이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체결 기관수는 648개관

으로 원문 제공하는 6개 기관 보다 대형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을 소속 도서관이

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약정을 맺은 도서관이 훨씬 많다.

구분 대상기관 체결기관 참여율
납부방식

기관납부 이용자납부

공공도서관 515 224 43% 96 128

대학도서관 438 143 33% 82 61

전문도서관 589 281 48% 276 5

계 1,542 648 42% 454(70%) 194(30%)

<표 1> 보상금 협정가입기관

※ 자료제공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 제도는 2004.7.1부터 시행되었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저작권신탁기관으로

지정받아 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기관납부방식(과금

장치 없이 포괄계약)과 이용자납부방식(과금시스템 설치) 두 가지가 있다. 보상금

의 기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며, 2008년도의 보상금 기준(고시 제

2008-4호 : 2008.3.13)은 다음과 <표 2>와 같다.

구 분 출 력 전 송 시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표 2> 도서관 보상금 기준(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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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원문을 모든 도서관에 제공을 하기 위하여 협정체결기관은 국립중앙도

서관, 국회도서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기관이며, 소속기관 자관이용자만을 위한

협정체결기관은 법원, 한국영상자료원, 연세대학교 등이 있다.

나. 과금시스템 현황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장치설치조건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저작권

법 시행령 제 13조4항에 시스템적으로 이용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금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과금시스템 구조는 <그림 1>6)과 같다.

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보상금협약을 체결하고, 원문을 보

고자하는 기관의 지정 PC IP를 등록(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하여야 한다. 부

가적으로 PC의 MAC Address를 등록하는 방법(국회도서관)도 있다. 매월 이용실

적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제출하면 원문을 제공받은 기관은 협회의 청구서가

오면 입금하면 된다. 이용도서관은 자관의 이용자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관리자

화면으로 조회가 가능 하다.

원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는 지정 PC, 프린터에 카드 키를 설치하여 보

상금 및 인쇄비를 결재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그림 1> 과금시스템 구조(국립중앙도서관)

원문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구축한 원문에 레코드별로 보상금 대상 유무를 기록

관리해야 하고, 협정기관(원문이용기관) IP관리(등록, 수정, 삭제 등)를 관리하고,

등록관리자명, 기관명 등을 도서관별로 관리해야 한다. 이용실적을 복사전송권협

6) 최경호, 도서관보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2003. 12. 10

http://sigak.nl.go.kr/nl/nl_news/vdl_nlnotiV.asp?no=4&page=13&search_str=&mainmenu=6&submen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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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요청 포맷으로 이용내역(과금코드, 이용날짜, 이용시간, 자료유형, 이용형태, 판

매유무, 이용도서관명, 이용도서관IP, 이용자IP, 출력페이지수, 이용요금, 서명, 저

자, 출판사, 발행년도)을 보고하면 협회는 해당도서관에 고지서(지로용지)를 발송

하게 된다. 보상금대상 자료, 열람기록, 파일관리에 대한 기록사항을 파일로 연 1

회 협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참여기관 모두 협정을 체결하고 IP를 등

록해야 하며, 제한된 컴퓨터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3. 쟁점사항

가. 추진경과

도서관보상금제도 이행을 둘러싼 관련기관간의 쟁점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l 2003.05.27. 저작권법(법률 6881호) 개정 도서관보상금제도 신설

l 2003.07.01.～2004.6.30. 도서관보상금제도 시범실시

l 2003.10.15.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저작재산권자단체 지정(문화관광부)

l 2004.06.18.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발족

l 2004.07.01. 도서관보상금제도 전면시행

l 2004.12.02. 관리센터에서 서울대, 고려대, 광운대에 저작자 보호 촉구

l 2005.11.25. 센터가 분쟁조정신청(신탁중지 처분: 원고적격 없음)

l 2006.01.31. 관리센터에서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저작권침해 고소(7.27. 협

의 없음 처분), 고등검찰청 항고(2007.04.20 기각 처분 결정)

l 2006. 8.21. 서울대를 센터에서 저작권침해 고소(12.14. 증거불충분 협의 없음

결정)

l 2007. 7.16.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보상금제도 조정 협의

l 2007.10.11.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명칭 변경

l 2007.12. 6.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기획단으로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협조 요청

l 2007.12.26. 기획단에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의견 수렴

l 2008. 4. 1. 기획단에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보상금제도 의견 교환

나. 쟁점내용

보상금제도를 둘러싼 도서관측의 제도개선, 법령 개정관련 쟁점사항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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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사 항 관련법 문 제 점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명칭변경 제25조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이 보상금을 받는 기관으

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보상금제도 이행단체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시행령

제13조

수입에 의존한 저작권단체로서 불공정성여지가

많고, 계약 방식 중 포괄계약은 저작권료로 배분

가능성이 없고 세금의 성격이 강함.

과금 장치 설치비용 추가부담 제25조
보상금 징수액에 비하여 경제성이 없고 일선

도서관의 추가부담 비용발생

디지털자료 이용범위가 도서관

안으로 되어 있음
제31조5항

대학도서관 경우 캠퍼스 내 이용은 불법성이

있는 바 현실과 괴리

도서관간 상호대차시 보상금제도

제외
제31조2항

도서관간에 상호대차방법은 FAX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Ariel불가 판결로 협력에 장애

학위논문을 보상금제도에서 제외 제31조5항 비매품 자료도 저작권료 지불필요성?

약정서의 불인정 제25조5항 도서관이 저작권단체에 예속(협정서, 이행각서 등)

학위논문 보상금을 대학도서관

연합회측에 신탁기관으로 지정요구
제25조5항 한국복사전송권협회만 지정으로 독점

<표 3> 도서관보상금 관련 쟁점사항

다. 쟁점내용 검토

1) 부가업무 발생으로 보상금제도의 거부 및 기피

약정서체결, 이행각서 등은 대부분 도서관은 관공서로 신탁단체와 종속관계를

맺는 것을 기피하여 참여율이 <표 1>과 같이 평균 42%로 절반도 안된다. 외국도

서관에서에서는 도서관간 원문복사서비스를 받을 때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과

는 달리 차이가 많고,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도서관이 보상금을 내야하는 불평등함

이 있고, 명칭자체가 도서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내라는 세금징수기관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다. 불법복제 방

지장치를 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3항까지 나열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1인1부 복제 시 도서관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장치 ②도서관내 이

용자에게만 열람하도록 접근제한조치 ③도서관이외 이용 시 확인가능 조치 ④판

매용 전자기록매체 방지조치 등이다. 이 조항은 도서관이 범법을 많이 한다는 가

정이 내포되어 있어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가하는 것 같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임을 감안할 때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조항이

며, 상업용 DB에서는 DB이용 후 파일로 저장하여 개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는 현실과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다.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DB제공도서관은 DRM(Watermarking 등)을 개발해야

하고, 보상금정산을 위한 과금장치를 개발해야 하며, 원문DB에 대한 서지관리, 이

용로그관리를 해야 한다. DB이용도서관은 과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기관 납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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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프린터 카드 키를 도입해야 하고, 고지서에 따른 정기적인 입금(목록, 금액

등)을 해야 부가업무가 많다.

2) 관례화된 도서관운영 습관과 저작권법과의 충돌

디지털도서관 구현의 명분으로 저작권법 내 도서관 소장 5년 이상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가능(2003.5.27. 법개정 이후)이라는 면책조항이 신설되면서 판매중인 도

서까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되다보니, 오래전부터 관례화되

어온 도서관이용자가 1인 1부 자료복사라는 이용습관도 도서관보상금을 내야하도

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에게 추가부담을 주게 되었다. 도서관내 복사시설을 대부분

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

가 시행되면서 도서관내 이용자가 인쇄 자료를 복사하여 보상금을 내야하는 형편

이 되었으며, 어떤 자료를 누가 얼마나 복사했는지 과금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포괄계약(기관계약)이라는 약정방식을 택하여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포괄계약

방식은 도서관내 복사기에서 복사하는 양적 규모로 매년 징수하는 제도로 셀프복

사기와 유인복사기를 구분하여 평균 복사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보상금

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납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포괄계약방식(기관계약)은 복

제기록이 남지 않아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상

복사행위를 합법화시켜주었다고 하지만, FTA조약이 발효되면 국제간 분쟁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도서관 자료 1인 1부 복사 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저작권법 규

정을 확대해석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외국자료 복사, 개인의 노

트 등 저작권과 관계없는 자료복사는 보상금기준 수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도서

관입장에서는 이용자가 복사비, 인쇄비 등 이외 추가부담이 되는 보상금은 이용률

감소요인이 된다.

1인 1부 복사라는 것은 단행본 복사를 고려하여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단순

한 자료 복사일 때 보상금 지불은 도서관 설립목적과 배치되며, 비매품자료는 출

판목적과 다르게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라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이유가

없다. 연구자들이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에 인용한다든지, 영리적으로 사용

할 때는 반드시 논문인용 출처를 밝히고, 개작하거나 변경, 가공하는 것은 금지시

키면 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 보상금을 지불토록 해야 한다. 대학도서

관은 단행본은 대출해서 이용하고, 부분복사일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는 관내에서

만 이용시키고 있으며, 단행본의 전권복사는 금지하고 있다.

유수현(2004)은 대학도서관 저작권 수용정책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자료의 종류

에 따라서 저작권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영국저작권허가청

(CLA)에서도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학술잡지는 아티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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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복사가능, 단행본은 5% 이내로 복사가 가능하다. 일본복사권센터도 허용범

위를 전체의 30%이내 또는 총복사량 60쪽 이내 중 적은페이지로 20부까지 가능

하게 되어 있다.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조항은 너무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인쇄 자료의 복

사, 디지털 가능 자료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고, 디지털자료의 복제, 열람, 인쇄,

파일전송 등에 있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간 상호대차에 대하여 디

지털자료와 아날로그자료의 복제․전송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3) 저작자에게 보상금 배분에 대한 실효성 의문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가 많이 지급될 것이고, 불법복

제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일선 도서관들의 참여율이 낮아 징수액이 적

고, 저작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금액(협회 분배관리 수수료 30%를 제외하고)은

미미하다<표 4 참조>.7)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적은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권법 제31조5항의 “보상금을 당해 저작 재산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참여관수 징수액 대상자 분배수 징수액 분배액 비율

2004년 286 19,168,373원 72명 48명 19,168,373원 167,860원 0.8%

2005년 402 34,274,597원 121명 82명 34,274,597원 314,240원 0.9%

2006년 524 34,934,638원

<표 4> 보상금 배분현황

※ 최소분배액 3,000원 미만이어서 분배를 안한 것이 대부분임(1인당 평균 470원)

4) 디지털자료 전송시 보상금적용으로 인한 상호대차 위축

저작권법 제31조 3항에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

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

다.”와 5항의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는 부분은 애매

한 부분이 많다.

상호대차를 목적으로 하는지 도서관 자료의 1인1부 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7) 도서관보상금협조요청 자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제공.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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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러한 에매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질의와 문화관광부 답변8)이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답변내용(상호대차 시 Ariel송신은 불가, FAX는 허용하되 해당문헌이 절판되어

구입할 수 없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일부러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상호대차를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정보

화시대에 최신 기술을 사용치 못하도록 만들었다.

5) 학위논문 저작권에 대한 견해 차이

대학도서관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위논문 이용 배포권은 학생보다도 대학

쪽에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석․박사학위논문은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과정에 필요한 연구결과물로 학생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교수의 지도, 후학들

의 학문발전을 위해 박사학위논문은 반드시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9), 학교에 제출

하도록 한 규정은 절차적 문서류의 일종으로 대학별로 학위수여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권리관계는 대학과 학생간의 관계로 제3자 개입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위논문이 대학생산물이라는 있는 것은 서지사항 주기 시 출판사항에 대

학교 대학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산물로 간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②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형태는 인쇄 자료와 파일(한글

파일문서, MS Word문서, MAC 등)로 도서관에서 PDF형태로 도서관이 재가공하

는 형태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정(출판, 특허

출원, 저작권기탁)이 있는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③과거부터 학위논문은 일

정한 책수(5부～30부)의 책자를 학교에 제출토록 규정에 명시하여 제출해 왔으며,

제출논문은 납본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고 대학도서관간 교환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④대학도서관은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대학 생산 자료를

지식경영 강화수단으로 학위논문을 디지털화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학문발전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 ⑤학위논문이 많이 공개되면,

표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작성자 본인도 공개의 부담으로 좀더 노력하여 작성

하게 되고, 논문평가 기회도 되어 학문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⑥세계적 동향은

Copy left운동(저작권 공유), 창작물의 나눔운동(Creative Commons License), 자원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04 1C212- 00066 ; 2004.6.)이 문화관광부로 상호대차서비스방법에 대한 도서

관 보상금제도 적용범위를 질의하여, 문화관광부(저작권과-1800; 2004.9.)에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답변

9)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20740호]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

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

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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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Open Access)운동, 인터넷시대에 사용자창작콘텐츠인 UCC(User Creative

Contents)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은 정부가 건전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및 이용에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시대적 정책역행이 아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반면에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학위논문은 학생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고, 보상금

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방법에 충분히 알려 저작자인 학

생에게 취사선택의 기회를 주어 저작권 기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의 동의서 자체도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어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

하고 있어 과거의 사실 행위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도 학

위논문 동의서에 대한 강압적인 환경에서 서명한 상태로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개

선에 대한 항의전화와 민원이 많다고 한다.

정경희(2007)는 학위논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학위논문은 개

인저작물이지만, 비매품으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보상금제도에서

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학위논문에 이용배포권에 대한 저작권 소재가 법적인 판단으로 판가름된다면

분쟁의 소지도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동의서가 대

학원을 수료하기 위해 제출의무로 알고, 저작권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서 하라는 대로 하는 했다는 반대의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98%이상 동의

율은 자율적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 학생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용도 수

정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은 학문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공표를 하여 널리 알려야

할 의무도 있는 환경에서라지만 지식의 가치를 소중히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도

있다.

4. 해결방안

가. 과금장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과금장치시스템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①보상금기준에

파일전송은 비매품은 무료이지만 판매품은 유료로 1파일 당 20원으로서 전송의미

는 PC버퍼에 있는 상태를 가정하였지만 기술적으로 복제금지를 하고 인쇄시만 보

상금을 받는 체제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시중의 북토피아나 ProQuest사 PDU처

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인쇄 시 서버에서 파일을 전부 가져오는 방식으로 바뀐

다면 파일 전송료는 없애도 된다. 파일 전송료 20원은 소액으로 실효성이 없는

바, 인쇄 시 페이지 당으로 가격결정체제로 바뀌면 제공기관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수 있다. ②보상금은 원문이용기관에서 인쇄 시 제공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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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결재(신용카드, 핸드폰결재, 계좌이체 등)를 하면 원문제공기관에서 매월

입금과 이용 내역서를 보내주면 단위도서관에서는 별도의 협약체결이 불필요하고

부대작업(보상금입금, 협약서 체결 등)도 없다. ③원문이용 내역 서지정보(저자명

하나로 구별이 어렵고, 同名異人일 경우 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자의 연락

처를 파악하여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신탁 받은 저작물에 한하여 관리

한다면 쉬울 것이다.

나. 도서관에서 구축한 디지털 자료는 건물 내만 이용(제31조3항)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자(교수, 학생)가 여러 캠퍼스의 연구실에

서도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

하여 “도서관이 소속한 장소로”로 변경해야함이 마땅하다. 도서관 관종간 사정이

다름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

다. 다른 도서관 등의 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적용(제31조5항)

보상금협정을 하지 않은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용으로 타 기관에 자료를 보낼 경

우 FAX일부 허용은 실행 가능한 일로, 현재 도서관간 FAX전송은 널리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에 따르면 “도서관이 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음 3가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저

작물의 일부분의 1부 복제만 허용됨) ②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③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

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금

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저작권협회의 디지털전송 불가의 결정은 도서관 상호대차를 위축시켜서 도서관

간 상호협력이 불편해졌다. 따라서 불법복제 보완장치 설치를 전제로 외국도서관

에도 널리 시용하고 있는 Ariel10)과 같은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어

야 혼돈이 없어진다.

라. 미동의 학위논문 보상금징수를 대학도서관연합회에 신탁지정

학위논문이용동의서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1999년 전후로 동의서를 받기 시

작하였다. 아래 <표 5>는 2007년도 1년 동안 서울대에서 서울대 학위논문을 온라

인으로 이용한 이용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받은 최근

10) 원문을 스켄 하여  E-Mail로 상대도서관에 원문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PC프로그램으로 미국 연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Infotrieve사가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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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대부분(75%)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25%) 미동의 학위논문의 보상금적

용을 전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연도 횟수 비율 비고

1948-1998 161,642 25% 동의서 없는 논문

1999-2007 496,644 75% 동의서 받은 논문

합 계 658,286

<표 5> 서울대 학위논문 2007년 이용 현황

다음 <그림 2>는 2007년 한해 서울대에서 학위논문 이용통계를 그림으로 나타

낸 것으로 이용 빈도를 보면 최근연도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11)

연도별 학위논문이용빈도(2007년)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948 1953 1958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횟수

<그림 2> 연도별 학위논문 이용 빈도

이런 점을 상황을 감안한다면 몇 가지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①안은 대학도서관연합회에 학위논문만 보상금 위탁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②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상금을 고시할 때 주를 달아 학위논문 제외를 명기하는

방안

③안은 보상금기준에서 단행본, 정기간행물로 구분하되 디지털자료 중 비매품은

정부간행물과 대학 간행물이 주종임을 감안할 때 판매용 도서만 보상금 적용하는

11) 이용통계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지원실에 이용통계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임. 200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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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저작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하지 않은 자료의 저작권

료를 거둬준다는 것은 저작자의 의도와 관계가 없고 저작권보호 측면의 보상금제도

라는 의미와 무관하다.

마. 보상금제도 명칭 변경

보상금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뚜렷한 의미가 없고, 이용자로 하여금 도

서관이 수익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명시한 보상금을 저작

권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금이란 도서관 자료이용에 대한 저작권

료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오해 받지 않

을 수 있다.

바. 과금장치 설치 및 징수체계 개선, 약정서 개선

단순히 타 도서관 원문을 이용하는 도서관이 보상금제도 이행을 위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과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불편함이 많

다. 원문을 제공하는 기관만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센터에서 일괄 납부한다면 복사전송권협회나 일선 공공도서관도 편리하게 될 것

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자료인쇄시만 보상금을 적용하고, 이용하는

도서관은 원문제공기관과 약정하고, 등록된 지정컴퓨터에 한하여 이용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서관자료 중 디지털화 가능자료 구체적 명시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에 열거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15가지 가운데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 중

발행 후 5년 이상 자료의 복제허용”이라는 예외조항은 저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디지털화가 가능하여 출판중인 도서도 디지털화 할 수 있음으로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됨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소설류나 이론교과서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반하여 보상금이란 소액으로 저작권료를 대신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특권인 반면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권적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

여) 구체적 항목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여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 동의를 받은 자료, 비매품, 원본이 훼손되어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절판

된 도서 등으로 세분화하여 출판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도와줄 수 있다.

외국의 학술지는 개인이 구독할 때와 기관이 구독하는데 가격이 많이 차이나고

있다. 예를 들면 Science(0036-8075)라는 학술잡지의 연간구독비는 기관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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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시 엄격한 차등을 두고 있다. 개인 구독비는 USD 142, 기관구 독비 USD

710, 학생 구독비 USD 75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관의 학술지는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비싸게 팔고 있다. 대학도서관도 여러 사람을 이용시킨다는

전제하에 개인구독비용보다도 바싸게 구입하고 있다. 책을 납본받아 디지탈화하여

전국도서관에 이용시키고, 소액의 보상금으로 저작권료를 갈음하려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클 것이다. 도서관의 기본사명인 책을 사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펼 수 있지만, 반면에 많은 도서관이 1

부 이상 구입한다면 출판기본 손익분기 판매부수 1,000부는 돌파할 것이며, 출판

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도서관 장서를 여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을 침해한다고 하여 보호차원에서 보상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서관의 공

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도서관을 없애야만 책이 많이 팔리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고에 도달할 수 있다.

5. 맺는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성 없는 법이 되면 사문화되게 마련인데, 악법도 법

이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사회에서 타협과 민의라는 면에 부합하지 않다.

법조항이 사문화되어 사회적 실익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다면 남겨둘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도서관보상금제도는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는 제도로 보완수정이 필요하

다. 정책조정으로 해결할 과제이기엔 고소와 성명서로 얽힌 감정 때문에 너무 많

이 꼬여 있다. 방관하자니 뜨거운 감자이고, 관련부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운

영되어 수입창출에서 자유롭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9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지만

2007년도부터는 예산도 끊긴 상태이다. 협회운영을 위해서는 수입을 창출해야 하

는 입장이다. 수익 창출필요입장과 제도거부입장의 양면적 체제에선 양보와 타협

은 너무 어려운 과제이다. 사립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

서관과 국립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개인적인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형사입건이 어렵다. 이러한 평행선상이 계속된다

면 최종 피해는 결국 이용자의 몫이 된다. 보상금을 기피하기 위하여 디지털화를

자제하고, 타 기관 원문이용을 금지하고, 학위논문이용동의서에 소극적 자세로 임

한다면 도서관간 정보교류와 협력활성화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 것은 큰

도서관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구축한 원문DB를 이용시키려 함으로써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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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안을 도출해

야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저작권법을 믿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문을 구축하는 것은 중지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공익의 목적으로 구축할 원

문 대상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도서관 보상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 도서관직원의 저

작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외국의 사례보다 한국이 제약이 너

많지 않다는 범위 내에서 수긍이 가도록 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부서, 도서관계, 저작권계 책임자들이 협의체 구성하여 정

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도서관의 보상금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조항을 개정할 때는 도서관현장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고, 저작권 침해사례를 일선도서관에 정기적

으로 배포하여 위반을 줄이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서관현장에도 충분이 홍보

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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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왜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도서관인가?

농경사회-산업사회 (지금까지)
<부산항>

← 고속도로 ← 화물차 ← 공단 ← 공장(제품)
<인천항>

* 제품 → 품질로 승부

지식정보사회 → 향후
<전세계>                                             (대학교) ← 대학도서관

← 정보고속도로 ← 정보기기 ← (지식정보)
<가상공간> (초고속통신망)    (PC, S/W)     (연구소) ← (기술)정보센

터
*지식정보 → 믿음으로 승패 결정

4

2.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학령인구의 변화와 학생 특성의 변화

˜ 학생수 부족 ⇒ 대학경영의 압박 요인 ⇒ 대학의 구조조정, 학문
분야 설치·운영 변화 등 가속화 ⇒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 전반에
영향, 지방 소재 대학에게 위기 요소로 작용 추정

˜ 학령인구 및 대학 진학자 감소 사유
œ 출산율 감소, 결혼관 변화, 무자녀 가정 증가

œ 대학교육의 혜택, 진로 등과 관련하여 위상 변화

œ 대체 고등교육 기회와 대학 평생교육체제 확충

˜ 향후 대학교육의 변화 추이(추정)
œ 대학교육 받는 절대인구는 증가

œ 캠퍼스 중심의 정규대학교육 인구는 감소

œ 학생의 개념이 연령, 인종, 수학형태 등에 따라 다변화

œ 성인학습자와 시간제 학생, 기혼자 및 외국 학생의 증가

œ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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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신, “통합의 당위성과 향후 방향”,  대학교육, 통권147호(2007. 5/6), p.49.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서울 : 동 자문위원회, 2005. 3), p.10. 

1차대학혁명

2차대학혁명

∼ 19세기중반 19세기중반∼1920년 1920년∼ 1980년 1980년이후∼현재

교육중심

•4년제학사과정
•상류층교양교육

교육과
연구의결합

•대학원중심대학등장
•대학원과정확대

대학연구성장

•정부지원확대와경쟁심화
•연구중심대학발전과
산학협력기반구축

산학협력
정착

•Academic Capitalism
•기업가적대학

보편화

우리대학의현위치

미국등선진국

전
통
적

대
학
패
러
다
임

기
업
가
적

대
학
패
러
다
임

- 기업으로의 원천
기술 이전

- 지역과 국가경제에
로의 기여 확대

- 기초지식 증진과
학생 교육

- 대학의 전문적?
제도적 인정 제고

결
과
물

- 다학제적 기초연구

- 연구로부터의
경제적 이득 추구

- 재교육, 계속 교육
의 중요성 부상

- 학문적인 명성과
정부 지원

- 기업 요구에 흔들
리지 않는 기초 연
구의 강조

대
학
발
전
동
력

기업가적
패러다임

전통적
패러다임

구
분

지식정보사회의 전개와 대학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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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대학경쟁력과 대학평가”, 대학교육, 통권146호(2007.3/4), p.30.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세계화

8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 양적성장 ⇒ 질적, 전략적 경영체제로 전환
œ 대학간 합병(M&A), 문닫는 대학, 다국적 대학, 초거대 대학 등장 가능

˜ 대학경영의 전략화 추진
œ 교수방법의 변화, 국적 초월 대학교육 환경 변화, 학생 수 감소와 질

관리체제 강화

˜ 경영마인드 도입 및 시장원리 적용
œ 사회적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 인문사회계, 기초학문분야 위축

˜ 총장의 리더십 개념 변화 및 전문행정직 역할 증대

2.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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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국내 대학도서관의 국제적 위상 비교

3,128,400<110> 12,96167,092<등외> 1,477,374연세대202-301

-<109>14,000-<103>2,170,000홍콩대202-301

2,000,000<등외>10,000100,000<61>3,000,000청화대202-301

3,100,000<등외>12,000-<26>4,610,000북경대202-301

4,571,930<등외>9,61078,000<85>2,448,000서울대153-201

-<70>26,000-<81>2,500,000대만대153-201

6,903,90572 21,59891,492 752,620,296Florida State U.153-201

8,550,59790 21,25288,690112 1,896,848Colorado State U.153-201

11,927,63525 43,199106,94518 5,674,784Ohio State U.73

10,831,1233436.900117,177166,200,669U. of Minnesota33

Y1,324,507<93>20,080103,055<17>6.023,000교토대21

8,556,561 1848,740164,617 146,436,960U. of Washington20

19,235,775 574,664173,081 77,800,389U. of Michigan19

Y1,743,095<34>37,521127,088<8>8,112,000동경대14

24,965,3217 61,649217,8812 11,114,308Yale U.11

16,291,361381,121203,95059,572,462UC Berkeley4

26,534,1611103,638288,584115,181,349Harvard U.1

ARL순위구독종수연간증가량ARL순위소장권수
자료구입예산($)

연속간행물단행본
대학명

대학
순위

곽동철 윤정옥 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서울 ㅣ 교육인적자원부, 2005),p.29.

10

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 2006년(2005년)

193,755,326
(165,076,990)

419,844
(423,285)

101,198,639
(94,464,376)

3,728
(3,791)

1,050
(1,018)

2,678
(2,773)

438
(438)

계

799,919
(806,593)

1,526655,271
62

(52)
29

(21)
33

(31)
20

(20)
각종학교
도서관

10,986,898
(11,055,015)

26,0009,975,205
538

(556)
219

(224)
319

(332)
156

(157)
전문대학
도서관

142,893,046
(111,688,322)

318,84566,070,864
2,166

(2,205)
578

(543)
1,588

(1,662)
202

(200)
사립대학
도서관

39,075,463
(41,527,060)

73,47324,497,299
962

(978)
224

(230)
738

(748)
60

(61)
국·공립

대학도서관

소계비사서사서

자료구입비
(천원)

연속간행물
(종)**

장서(권)*
직원수도서

관수
구분

관종별

곽동철, “대학도서관의 변화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발표자료 (청주 : 라마다프라자호텔, 2007. 5. 2-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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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변화 추이
곽동철, “대학도서관의 변화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발표자료 (청주 : 라마다프라자호텔, 2007. 5. 2-3), p.11.

193,755,329165,076,990157,492,317151,536,249137,162,228131,116,024122,793,538자료구입비(천원)

31,842,56433,126,50432,801,05169,883,51788,108,530106,986,736110,528,109대출책수(권)

59,965,00957,361,64867,866,69067,504,54462,649,28460,525,44956,845,599이용자수(명)

419,844423,285359,816386,283486,766369,546349,509연속간행물수(종)

101,198,63994,464,37690,099,89186,152,90781,612,49875,837,88268,665,087장서수(권)

3,7283,7913,8313,8143,8663,9253,802직원수(명)

438438435438436420416도서관수(관)

2006200520042003200220012000

12

자료구입비

장서수

연속간행물수

도서관수

이용자수

직원수

대출책수

곽동철, “대학도서관의 변화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발표자료 (청주 : 라마다프라자호텔, 2007. 5. 2-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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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주요 국가별 지식 축적량 상대크기

신태영. 2003.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0-21.

14

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주요 국가의 지식 축적량 추이

신태영. 2003.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0-21.
정희식, “국가지식자산의 확충.” http://hirizine.com/file_pds/pub01/200301/KER200301_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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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세계 주요국의 도서출판 시장규모
문화관광부, 「지식강국의 성장 동력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서울, 문화관광부, 2007). p.4.

3,3933,6293,646
4,738

5,8846,156

9,173

12,067

23,715

프랑스스페인한국이탈리아중국영국일본독일미국

16

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매체별 지식정보자원의 증가량 예측(1) : 2004-2009
LC Marketing staff, "2004 Information Format Trends: Content, Not Containers."

http://www.oclc. org/info/2004trends [online] [Access 200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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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매체별 지식정보자원의 증가량 예측(2) : 2004-2009
LC Marketing staff, "2004 Information Format Trends: Content, Not Containers."

http://www.oclc. org/info/2004trends [online] [Access 2007. 6. 21]

18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안 및 문제점

˜ 정부의 미온적 정책과 사회적 인식 미흡
œ 대학도서관정책수립 및 집행의 강제성 부족

œ 대학도서관의 부정적인 이미지 (심장 ; 맹장)

˜ 도서관의 조직체계와 경영관리상의 위기(특히 사립대)
œ 대학도서관의 규모 축소로 조직통합 및 정체성 상실

œ 대학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 실적 저조

˜ 지식정보자원의 소장과 접근
œ 대학도서관 장서수의 심각한 부족(폭증하는 지식정보자원, 한정된 예산)

œ 전문 사서직의 지속적 감소 및 비정규 인력의 증가

œ 지식정보자원 유형(매체)의 다양화(전자출판물 포함)

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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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서인력의 확보 및 재교육체제 확립
œ 신규 사서인력 확보와 기존 사서인력 재교육 체제 미흡

œ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의 미수립

˜ 기타 도서관의 제반 사항
œ 대학도서관의 평가문제(실질적 자원 유도방안 결여)

œ 대학도서관 기준의 현실화 및 법제화 추진

œ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의 표준화 및 작성의 일원화 부족

˜ 대학도서관 문제 및 발전방안을 대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고
선도할 기구나 단체 미흡
œ 도협, 국중, 기획단 ⇒ 문광부/공공(도)중심, 법적 기구

œ 국대도협, 사대도협, 전대도협 ⇒ (소속없음)/임의단체

3.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20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실행

4.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곽동철 윤정옥 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서울 ㅣ 교육인적자원부, 2005),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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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단체 현황 (이형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경과보고자료) 

˜ 대학도서관 단체별 회원현황

˜ 대학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100%58%225390 (422)계

1996년 (6)31%44%70161 (161)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1972년 (16)46%56%104178 (200)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1962년 (6)23%100%5151 (61)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참가율회원교

설립연도
(창립회원)

구성비
회원대학수

(도서관수)
협의회 별

100%668100%150,412100%2,440계

21%1429%13,09212%286전문도서관

16%10328%42,85620%503공공도서관

63%42363%94,46468%1,651대학도서관

비율종(천)비율책(천)비율금액(억)

국외 학술지장서자료구입비
관 종 별

2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설립과정 (이형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경과보고자료)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국도협

사도협

전도협

대학도서관 단체

필요성 대두

1.대학도서관의

다양한 과제 발생
? 저작권법 재 개정 문제

? 대학도서관진흥법 입안

? 전자자원 공동구매 개선

? 학위논문 공동이용

체계구축

2.‘저작권법공대위’
한계

? 특정 목적의

한시적 임시단체

? 대표성 부족

? 취약한 조직

한
국
한
국
한
국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한
국
대
학
도
서
관
발
전
위
원
회

저
작
권
법
공
동
대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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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학공협), 저작권법공동대책위원회(저

작권법공대위), 한국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대발위)의 결성 및 활
동 연혁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 ‘04.07.29      ‘3개 대도협’ 및 ‘학공협’ 동의 하에 ‘저작권법공동대책위’ 결성

08.04 성명서 및 행동지침서 공표

12.14 교육부 및 문광부에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 ‘05.03.03. 청와대 및 문광부에 탄원서 제출

03.08. 열린우리당 주관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참석

03.16. 합동토론회 [국회] 

(공대위 3명/의원보좌관 3명/문광부 1명/저심위 2명)

09.09. 국회 문광위원에 탄원서 제출

11.03. 이광철 의원 면담 (저작권법 개정 관련)

11.04. 이미경 문광위원장 면담 (저작권법 개정 관련) 

○ ‘06.01.20. 민노당 천영세 의원 주관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참석

05.18. 3개 대도협의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설립 결의 및 운영위원 추천

06.19.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작권법공대위’ 해체

24

한국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추진업무
(이형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경과보고자료)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자문위원회임원회의

국립대도협

대학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위(15명)

사립대도협

전문대도협

부위원장

위원장

법제연구
사업단장

행정
지원단장

대도연창립
사업단장

전자정보
사업단장

특수
사업단장

[담당업무]

○ 행정지원단 : 공문수발,   재무회계,   서무

○ 대도연 창립 사업단장 : 정관 입안,   창립총회 준비

○ 법제연구 사업단장 : 저작권법 개정,  디지털자료납본법(국회 상정 중) 입법저지,  대학도서관진흥법 입안 등

○ 전자정보 사업단장 : Consortium 개선,   Big Deal 타파,   Web DB의 가격 및 가치 검증 등

○ 특수 사업단당 : 학위논문공동이용 추진,   도서관보상금제도 개선 등

• 조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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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활동 상황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 관련 활동
œ 정관(안)정관(안) 입안 및 3개 대도협의 동의 : 8차 회의

œ 한국도서관협회와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관련 회의 : 5회

œ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법인등록 문제 협의 : 2회

˜ 법률 및 제도 관련 활동
œ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문광부와 간담회 : 2회

œ 한미 FTA (지적재산권분야) 관련 간담회 : 1회

œ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단장과의 간담회 : 1회

œ ‘디지털자료 납본법’ 저지 성명서 발표 및 국회 방문 : 2회

˜ 전자정보 관련 활동
œ 전자자료 구독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 1회

œ 전자자료 구독계약 지침서 출판 : 1회

˜ 학위논문 관련 활동
œ 보상금 인상에 대한 의견서 제시(저작권심의위) : 1회

œ 복사전송권센터의 고소사건 처리(무혐의 처리) : 3회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26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기본 방침 및 조직
(이형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경과보고자료) 

˜ 기본 운영 방침
œ 3개 대도협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기간 단체로 계속 존속함.

œ 한국도서관협회와 전략적 제휴 관계의 법인기구화 추진함. (협력관계 유지 발전) 

˜ 조직

œ 회원관 :  3개 대도협의 기존 회원관은 자동 대도연 회원관이 되며, 신규 회워관은 3개 대도협에 가입함으로서
대도연 회원관이 됨. (연동제)

œ 이사회 :   [당연직]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처장 1명
[위촉직]  국대도협 4명, 사대도협 4명, 전대도협 2명, 회장추천 4명.

œ 회 장 :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

œ 부회장 :   [당연직]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장

œ 감 사 :   [당연직] 3개 대도협의 감사 중 1명씩 추천

œ 사무처 :   상설기구

œ 사업단 :   법률제도, 정보관리유통, 권익협력, 교육출판 [예정]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사무처

부회장

회장

사업단2사업단1 사업단3 사업단4

총회 이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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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설립 과정

˜ 원칙
œ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체 도서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

서 설립 및 운영 (전체 도서관계 불협화음 및 조직의 위인설관 배제)

˜ 단체명 표기 : 협의회, 협회, 연맹, (총)연합회
œ ‘협회’라는 명칭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적극 반대.

˜ 한국도서관협회가 ‘한국도서관연맹’ 또는 ‘한국도서관총연합회’ 등으로 개명
하면 (가칭)한국대학도서관협회 사용 가능

˜ 한국도서관협회도 기존 관종별 협의회를 포함한 지역별, 직능별 단체 등을 수
용하기 위한 능동적인 명칭 변경의 필요성 대두

⇒ 최종적으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라는 명칭으로 합의함.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28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설립 과정(계속)

˜ 단체등록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œ 공공도서관협의회, 의학도서관협의회 ⇒ 문화관광부

œ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 과학기술부

œ 대학도서관단체 ⇒ 단체등록 및 ‘도협’과의 관계?
˜ STIMA처럼 소관 행정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단체 등록을 하면서, 한국도서관

협회와의 관계 유지·발전]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원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의 회원기관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등 상생 방안 강구

˜ 사무국 설치 및 자체 수익모델 확보 :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합의만
전제되면 실질적인 추진 가능
œ 사무국(KERIS 또는 ‘도협’)

œ 자체 수익모델 : 회비, 다양한 수익사업, 기타수입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법인등록하고, KERIS에 사무실을 두
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함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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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설립 및 역할 수행

˜ 한국도서관협회와 관계 설정 및 위상 정립
œ 산하기구 : 공공(도)위주, 대학(도)상대적 중시 어려움

œ 전략적 제휴관계 : 정관-관계명시, 긴장감 조성, 상호발전

œ 독립기구 : 수익모델 확보와 사무국 설치 어려움 및 가능성 공존

⇒ 전략적 제휴 관계의 독립기구 (교육부 산하 법인등록)

˜ 3개 대학도서관 협의회와 관계 설정 및 위상 정립
œ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

œ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가 운영

œ 3개 임의단체가 1개의 법인단체로 대학도서관 업무 대행

œ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법적/경제적/기타 지원 유도 가능

˜ 주요 수행 역할
œ 전국 대학도서관 구성원 의견 수렴 기능 강화

œ 대학도서관 관련 대정부 추진 사업의 조율기능 수행

œ 국가 대학도서관 정책 개발 지원 및 능동적 참여

œ 대학도서관 관련 정보서비스 및 지속교육 개발 지원

œ 대학도서관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지원 체제 확립

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법인화와 역할정립 (계속)

30

대학도서관 : “왜 우리의 고객은 점차 대학도서관을 멀리 합니까”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
한데, 왜 우리의 고객은 점차 우리를 멀리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사서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전보다 더 첨단 정보화를
기반으로 훨씬 질 좋은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오히려 고객과 대학도서관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변화와 혁신에 있다고 봅니다.
œ 교수, 학생이 떠나는 위기의 대학도서관 : 도서관 이용자는 증가하지만, 도서

관정보서비스 이용자는 오히려 감소

œ 사라져가는 구멍가게 :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편의점

œ 수요자 요구 파악 및 부응, 신규 서비스 및 전략 개발 등

6. 맺는말

박종배, “학술정보관 미래가치에 대한 단상”, http://blog.naver.com/jbpark1204/12003825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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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새로운 역할 모델

˜ 새로운 대학도서관의 역할 모델
œ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 기존의 도서관+전자도서관

˜ 인쇄자원+전자자원

œ 상호작용적 도서관(Interactive library)
˜ 정보자원: 소장<접근, 인쇄매체<전자매체

˜ 인터넷과 네트워크 상호연결 공동체 형성

œ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
˜ 정보제공장소->학습 중심체(원격교육주체)

˜ 도서관+멀티미디어센터+원격교육센터

<= 국공립대학도서관+사립대학도서관+전문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과 조정을 위한 대정부 창구의 공동설립·운영

6. 맺는말

박준식, “정보환경의 변화와 대학도서관장의 역할”, 대학교육, 통권115호(2002. 1/2),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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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새로운 역할 모델 (계속)

˜ 새로운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모델
œ 내용분석가

˜ 맞춤정보 제공

œ 콘텐츠관리자
˜ 특정자원 콘텐츠화 → 시간·장소 관계없이 제공

œ 학습자원제공자
˜ 대학교과목별 자료DB화 → 교수·학생 수업지원

œ 정보중재자
˜ 이용자와 도서관, 요구와 현실의 상충요소 조정

œ 원격겨육운영자·멀티미디어전문가
˜ 제작, 운영, 제반 사항 포함

œ 문화기획자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

6.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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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은 누가 살려야 하고, 과연 살릴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Þ 우리가, 대학도서관의 구성원이, 대학도서관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분명히 대학도서관을 살릴 수 있다. 우선은 한국대학도서관
연합회가 독자적으로 또는 한국도서관협회등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Þ (1) 대학도서관 현안 사항 공동 대처 및 문제 해결 추구
(2) 대학도서관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3) 법률에 근거를 둔 대학도서관 단체의 설립 운영
(4) 주기적인 대학도서관 평가 및 결과 공표
(5) 기타 대학도서관 관련 권익협력 활동 전개

Þ 이러한 길은 우리 대학도서관 구성원의 의지와 근무자세에 있다. 특히, 대학도서
관 관리자의 리더십은 가장 중요하다.

Þ 예: 기러기, 삶의4요소, 리더십

6.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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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안동지방에 존재했던 계 중 가장 먼저 수계된 「우향계(友鄕

稧)」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서 재지사족들의 결합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우향계원의 대부분은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이씨, 영양남씨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벼슬길을 버리고 은둔한 志士들로 우

향계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이난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진 사족들의 조직임

이 밝혀졌다.

세조의 등극에 불만을 가졌던 안동출신 사족들은 대거 낙향하여 유향소를 중심

으로 활동하다가 세조 말에 유향소가 혁파되자 우향계를 조직하여 계속해서 향촌

지배의 핵심세력으로 존재하면서 다시 유향소가 복립 되는 성종 19년까지 안동지

방의 향론을 주도해 갔으리라는 것은 13명의 가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은 향사당 건립의 주역인 안동권씨와 영양남씨의 후손들이며, 또한 안

동권씨, 영양남씨, 흥해배씨는 서로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9년 사림파의 활동으로 재차 복립된 유향소는 사림파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재소(京在所)를 통한 훈구파의 지배영역으로 흡수되어 도리

어 사림파에 의해 혁파가 주장되었지만, 안동을 위시한 영남지방에서는 재지사족

중심 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족계, 안동, 재지사족, 우향계, 진솔회, 세호계, 수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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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안동은 일찍부터 사족의 본거지였고, 16세기 후반에는 퇴계의 학문적 배경과 더

불어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 전형적인 사족지배를 확립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재지사족(在地士族)1)들은 향촌에서 기반강화를 위해 향약(鄕約), 동계(洞契), 동

약(洞約)을 실행하는 한편 서원과 향교활동을 통해 사족으로서의 기득권을 확충해

왔다. 이런 경향은 16세기 중엽 이후 17〜8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문계(文契), 종계(宗契)로 대표되는 족계(族契)를 결

성하여 일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하여 왔다.2)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4세기 전반에 족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며3) 16세기 중반을 거

치면서 재지사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 창계된 족계로

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548년 예안현의 「온계동중친계(溫溪洞中親契)」와

1583년 안동 진성이씨 가문의 「족중완의(族中完議)」4)가 있어 조선시대 족계 운

영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족계가 비록 가문마다 특징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통점은 족계원이 같은 조상

의 후손이라는 점, 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돈독한 화목을 강조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경사에 상부상조한다거나 조상의 공동

제사를 그치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조선 후기의 족계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족계는 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혈연이라는 구속을 받아 가입

이 의무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족계 중에는 자발적으

로 참여하고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띤 족계의 형태도 있었다. 따라서 족계는 문중

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지역적, 혈연적 상호협동 조직체로서 특

히 지방민간의 상호부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는 자

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약용은 이를 설명하기를,

1) “在地士族”이란 “在京”에 대칭되는 지역적인 범위로서의 “在地”와 “吏族”에 대칭되는 신분으로서의 “士

族”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향촌사회에서 中小地主로서 경제적 기반과 士族

으로서 신분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며, 麗末에 添設職, 同正職 등을 통해 품관이 되어간 계층과 왕조교체

로 인해 낙향세력 및 세조 등극에 반대한 士類들이 그 주류를 이룬다.

2) 김학수, 2000 「黃山稧를 통해 본 조선후기 在地士族의 결합 양상, 『고문서연구』, 75쪽

3) 정구복, 1999 「한국 族契의 淵源과 性格」, 『고문서연구』16, 115〜123쪽

4) 김문택, 2005 「16〜17C 安東 眞城李氏家의 族契와 門中組織의 형성과정」, 『朝鮮時代史學報』, 32

집.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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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稧者潔也…潔祭名也, 令俗醵錢殖利, 名之曰稧…鄕村醵錢者, 亦皆名稧耳, 此等之稧, 當名曰稧, 契者約也,

…」5)

계(稧)란 결(潔)인 것이다. …결(潔)은 제사(祭祀)이름이다. 지금 풍속에는 돈을 추렴하여 이자를 불리는 것

을 이름 하여 계라고 한다.…향촌에서 돈을 추렴한 사람들도 또한 계를 이름 할 따름이다. 이 같은 계는 마

땅히 계라고 이름 할 것이다. 계란 약속이고 합침이다.

라 하여 특히 경제활동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백남운(白南雲)은 계의 연원과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를

‘사회단위발전사(社會單位發展史)’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선구적인 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6) 비슷한 시기에 저곡일선(猪谷一善)도 계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당시

의 ‘일반경제사(一般經濟史)’의 수준에서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7)

우리나라에 있어 계(契)의 명칭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며, 최초의 계는

고려 의종 때 유응규(庾應圭) 등이 조직한 문관과 무관 집안의 자제들로 구성된

「문무계(文武稧)」로 알려지고 있다.8)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난 70세 이상의 원로

대신들로 조직된 「기로회(耆老會)」9)와 「동갑계(同甲稧)」 등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동진의 「난정계(蘭亭稧)」가 서기 353년에 있었으며,

당나라의 「향산지회(香山之會)」와 송나라의 「기영회(耆英會)」, 「진솔회(眞率

會)」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계회를 모방한 계가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수계되고 있다. 특히 안동지방에는 조선 초기 이래로 중국의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 「진솔회(眞率會)」를 모방한 상당수의 계회가 결성

되어 있었다. 이증(李增)의 「우향계(友鄕稧)」, 이현보(李玄輔)의 「애일당구로회

(愛日堂九老會」,10) 이굉(李浤)의 「진솔회(眞率會)」, 권위(權暐)의 「임계계회(壬

癸稧會)」11) 등이 바로 그것이며,12) 역사가 깊은 여러 계가 맺어져 계원간의 친목

5) 丁若鏞, 『雅言覺非』 卷3 稧條.

6) 백남운, 1927 「조선계의 사회적 고찰(1, 2)」, 『현대평론』.

7) 猪谷一善, 1928 『朝鮮經濟史』, 東京 : 大鐙閣.

8) 『高麗史』 列傳 卷 12, 庾應圭(資諒)條 및 權文海, 『大東韻玉』 卷 14, 契項 참고.

9) 1203년에는 최초의 기로회 사례인 ‘海東耆老會’가 조직된다. ‘해동기로회’는 崔讜 등 9명의 致仕大臣들

로 조직된 것인데, 단순히 친목을 도모한 것으로 사교계의 일종이다. 이 밖에도 1220년경 庾資諒 등에 

의해 조직된 것과 1310년경 蔡洪哲 등이 조직한 ‘기영회’, 1320년경 崔有渰 등이 조직한 ‘海東後耆老

會’ 등이 있다.

10) 1533년 농암 이현보가 1519년 안동부사로 봉직했을 때 부내의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청사마당에 초청하여 성대한 양로연을 베풀었다. 이 양로연을 안동의 옛 이름인 ‘화산’에서 

따와 화산양로연이라고 하였다. 화산양로연에 이어 고향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초청했는데, 마침 그 

숫자가 아홉이고 애일당에 모였기에 ‘애일당구로회’라 명명했다.

11) 1613(광해군 5)년 안동 향내에 사는 임자년과 계축년에 출생한 60세 이상의 耆德人 11인이 도의의 

교를 맺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유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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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터이 하고 덕업(德業)과 풍화(風化)를 밝혀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안동의 정

체성이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혈연적 유대가 사회적, 학문적 유대로 발전한다는 일반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

적 의미에서 사회조직을 이해하고 기층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필요

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

다.. 우향계는 「진솔회」, 「세호계」, 「수호계」로도 불리었으나 이들을 통틀어

본 연구에서는 「우향계」라 칭하기로 하고 각 계별로 분석해 보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그 사례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안동지방에 존재했던 계 중 가장 먼저 수

계된 「우향계(友鄕稧)」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서 재지사족들의 결합양상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자료

우향계에 관한 자료로는 『영가지(永嘉誌)』, 『교남지(嶠南誌)』에 전해지는 단

편적인 기록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49권의 「안동법흥고성이씨편(安東法興 固城李氏

篇)」의 「우향계축(友鄕稧軸)」, 「진솔회(眞率會)」와 2006년 안동민속박물관에

서 간행된 『안동의 契(1)』에 수록된 「세호계(世好稧)」, 「수호계(修好稧)」의

좌목(座目)과 「세호계안(世好稧案)」등이다.

3. 우향계의 성립과 구성

1) 우향계의 성립

안동지방에는 조선 초기 이래 상당수의 계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우향계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수계된 계회로 1478(성종 9)년 안동 향중의 안동권씨, 흥해

배씨, 고성이씨, 영양남씨, 안강노씨 등 5개 성씨 중 나이 많고 덕망있는 13명이

서로에게 덕업(德業)을 권하고 허물을 바로 잡아 친목을 두터이하고 풍화(風化)를

밝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모임의 이름은 『맹자(孟子)』의 한 구절을 취하였는데, “한 고을의 선한 선비

는 그 고을의 선한 선비와 벗하고(一鄕之善士斯 友一鄕之善士)”에서 취하였다. 계

원들은 이날의 모임을 기리기 위해 계축(契軸)을 만들어 나누어 가졌는데, 계축에

는 13명의 좌목(座目)과 당시 조정의 원로이자 문장가인 서거정이 지은 「부우향

12) 김학수, 2000 앞의 논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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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附友鄕稧歌)」란 송시(訟詩)가 실려 있다.

진솔회는 우향계의 창립계원들이 타계한 후 이굉(李浤)을 비롯한 창립계원들의

후손이 중심이 되어 총 15명으로 결성하였는데 당초의 계원이었던 5개 성씨 가운

데 흥해배씨와 안강노씨가 보이지 않고 청주정씨, 안동김씨, 반남박씨, 능성구씨

등의 인물이 새롭게 보인다.

진솔회의 조직 시기는 불명확하나 『교남지』 「南敬智條」에 “暉珠后 號退山

成廟武護軍 戊午禍棄歸 與鄕大夫結契 以寓志“라는 기록과 “이굉(李浤)은 73세 때

인 계유(1513)년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낙동강 상류에 귀래정을 짓고 향중의

선비들과 진솔회를 결성하였으며, 3년 후인 병자(1516)년에 타계하였다”.라고 신도

비에 적고 있어 진솔회의 조직 시기는 이때가 아닌가 한다. 조직 동기도 단순한

교유단체로 변모해갔다. 이후 약 200년간 거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 세호계(世好

稧)가 재조직되면서 입의(立議)가 마련되고, 여기에 향약 4대 강목이 첨가되면서

점차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갔으나 참가 범위는 어디까지나 우향, 진솔회원의 자손

들 만이기 때문에 족적(族的) 바탕에 근거를 둔 동계(洞契)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진솔회에 이어 1702년 11월에는 우향계 창립계원의 후손 63명이 우향계와 진솔

회를 계승을 표방하며 천등산 봉정사(鳳停寺)에 모여 세호계(世好稧)로 계명을 변

경하고 총 9개조의 규약13)을 갖추었다.

1865년에는 우향계 창립당시의 5개 문중 가운데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이씨,

13) 세호계안 절목에 보면, 

    一. 一年一度式相會爲乎矣, 或春三惑秋九定行事(일년에 한번씩 모이되 혹은 봄 삼월로, 혹은 가을 구월

로 정함)

    一. 會期及會所有司, 臨時齊會, 議定通告사(회기 및 회소는 유사가 임시로 정하여 통고할 것)

    一. 聚會時, 各持壺榼爲乎矣, 務從簡約, 以存眞率遺意事(모일 때는 각자 술병과 합을 지참하되 간편, 검

약을 힘써 쫒아 진솔의 유의를 보존할 것)

    一. 有司或如發文及聚會時, 如有蹭蹬之弊, 則論罰事(유사가 혹 글을 보내거나 모일 때 만일 어긋나는 

폐가 있으면 따져서 벌할 것)

    一. 有司本官則四員, 他官則各一員式, 過一會後相遞事(유사와 본관 네명, 타관은 각기 한명씩 한번 모인 

뒤에 교체할 것)

    一. 今此修稧, 實非偶然, 各自修飭, 一遵友鄕眞率之餘意, 終始不替事(이제 이 수계는 실로 우연이 아니

다. 각자 조심해서 우향과 진솔의 남은 뜻을 따라 시종 변치 않을 것)

    一. 稧案及凡文書, 有司這這與受, 俾無遺失事(계안 및 모든 문서는 유사가 인수인계를 해서 유실함이 

없을 것)

    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禍難相救等事, 一依呂氏鄕約事(덕을 서로 권장하고, 과실을 서로 규제하고, 어

려움을 서로 구제하는 일 등은 한결같이 어씨 향약에 따를 것)

    一. 今會未參之員, 後會當追書, 而亦不可無 定限, 此後二會, 則勿爲追錄事(이번 모임에 미참한 회원은 

다음 모임에 마땅히 추가로 쓰되 또한 정한이 없을 수 없다. 이 후 두 번 모임의 경우에는 추록하

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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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남씨 등의 후손 45명이 천등산 봉정사에 모여 계의 명칭을 수호계로 변경하

고 해마다 문중별로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다.

수호계는 1903년 광흥사에서 가졌던 모임까지 39년간 유지되었으나 끝이 나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계의 명칭을 당초의 이름인 우향계로 회복하였다.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우향계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향각 설립추

진위원장인 이석희(李碩羲)씨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우향계안」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7호(2001. 11. 1.)로 지정받았다. 그리고 우향계회 행사

장소 및 비품 보관장소의 필요에 따른 우향각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노진환(盧鎭桓) 평통부의장이 노력하여 우향각을 2002년 11월 25일자로 완공하였

다. 향후 활동으로는 13명의 선조의 위패를 봉안할 묘우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06년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우향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계(儒稧)에 속하는 계로 창계한 이래 오

늘날까지 500여년을 이어오면서 계의 명칭도 변경되고 참여 인원도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현재까지도 선세(先世)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여 계원간

의 세의(世誼)를 다지고 있다.

2) 우향계의 구성과 운영

가. 구성

안동에는 일찍부터 공고한 재지적 기반을 가진 안동권씨, 안동김씨 등이 13〜4

세기 경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주위의 많은 토성(土姓)을 중앙 정계로 인도하였다.

중앙 정계에 진출한 안동지방 사족은 타읍출신 사족과의 통혼권을 확대시켜 왕조

교체기와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에 이들을 대거 안동으로 흡수하였는데, 의성김씨,

영양남씨, 흥해배씨, 청주정씨, 고성이씨, 진성이씨 등은 그러한 대표적인 가문이

다.

우향계는 외지에서 들어 온 사족들의 후예들이 안동출신 사족들과 연대하여 결

속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후손들에 의하여 진솔회(眞

率會), 세호계(世好稧), 수호계(修好稧) 등으로 계승되었다.

그 동안 안동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향계안」에 이름을 남겼는데, 창립연도인

1478년부터 1903년까지 계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약 570명에 이른다. 좌목에는 계

원들의 직역과 성명⋅본관⋅자⋅생년⋅거주지 등의 항목을 적고 부친이나 우향계

의 창립 선조들과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취회(聚會)일시와 장소, 참여인

원 등이 기록되어 있어 우향계의 계승과 확장 과정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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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회 때 마다 계원들은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사(先聖先師)의 신위에 전작(奠爵)

을 드린 후 향약(鄕約)을 읽고 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의 행사절차를 통하여 수호

돈목(修好敦睦)하는 풍화도속(風化導俗)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서는 중국의 선성선사에게 전작례를 올리던 것을 바꾸어 우향계의 창립 선조 13

명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의 계회는 2004년에 안동권씨 문중의 주도로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의 도계

서원 경내의 만대헌(晩對軒)에서 모임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고성이씨 문중의

주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의 원산재(院山齋)에서 모임을 가졌다.

4. 우향계의 분석

계안에 등재된 인원을 살펴보면 창립 계원의 후손인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

이씨, 영양남씨 등 4개 성씨는 본손과 외손을 합해 527명이 등재되어 전체에서

93%를 차지한다. 기타 성씨는 약 40명으로 전체에서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은 우향계의 창립 선조들과의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계기로 모

임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나 아마 내빈 자격으로 참석한 분들이 아닌가

추측된다. 창립계원의 후손 5개 성씨를 계원수로 분류해 보면 안동권씨가 276명으

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성이씨 98명, 영양남씨 62명, 흥해배씨 46명, 안강노씨 1명

이다. 또 이들 성씨의 외손자격으로 참여한 인물이 44명인데 안동권씨 외손이 31

명, 고성이씨 외손이 11명, 영양남씨와 흥해배씨의 외손이 각각 1명이다. 그 내용

은 〈표 1〉과 같다.

〈표 1〉성씨별 계원 수

성씨별 계원 수 외손

안동권씨 276 31

흥해배씨 46 1

고성이씨 98 11

영양남씨 62 1

안강노씨 1

계 483 44

우향계를 결성한 13명의 면모를 살펴보면 결성할 당시 이들의 연령은 50〜60세

에 이르렀으며, 정치적 성향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

거나 관작(官爵)을 버리고 낙향하여 임천에 은둔한 지사(志士)들로서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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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권자겸(權自謙)

계안에서는 좌목을 연치(年齒)순으로 기재하였는데, 공은 13명 중 연령이 가장

많아 좌목의 첫머리에 올랐다. 본관은 안동이며 벼슬은 수의부위전행좌군사용(修

義副尉前行左軍司勇)을 지냈다. 진용부위호용시위사우령사정(進勇副尉虎勇侍衛司

右領司正) 거약(居約)이다. 행장이나 전하는 기록이 없어 행적 등을 자세히 상고

할 수 없어 아쉽다. 공의 아들인 진사 철경(哲經)은 우향계를 계승한 진솔회원이

다.

〇 배효건(裵孝騫)

본관은 흥해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관찰사 환(桓)의 넷째아들이다. 옥과현감(玉

果縣監)을 거쳐 남원진관병마절제도위(南原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다. 아버지

환은 가선대부로 판진주목사겸권농병마절제사(判晋州牧使兼勸農兵馬節制使)를 지

냈다.

〇 이증(李增)

본관은 고성으로 세종 때 좌의정을 역임한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원(原)의 아

들이며, 고려 때 문하시중을 지내고 명필문장으로 이름 난 문정공(文貞公) 암(嵒)

의 증손이다. 고성이씨 안동 입향조로 우향계를 조직하여 덕업을 권하고 친목을

두텁게 하며 풍화를 밝히는데 힘썼는데, 그 행적이 『영가지』에 기록되어 있다.

1419(세종원)년 한양에서 태어나 1453(단종원)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음보(蔭補)

로 진해⋅영산(靈山) 두 고을의 현감을 지냈는데 다스림이 청렴 공직하였다. 1455

년 세조가 등극하자 벼슬을 버리고 산수가 아름다운 안동으로 이거(移居) 정착하

였다. 1480(성종 11)년 타계하니 향년 62세였으며,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공이

타계한 후 아들인 유수(留守) 굉(浤)과 좌랑 명(洺)은 우향계를 계승한 진솔회를

결성하였다.

〇 남경신(南敬身)

본관은 영양으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벼슬은 선무랑전장흥고부사(宣務郞前長興

庫副使)를 지냈다. 아버지는 창신교위호익시위사전령사직(彰信校尉虎翼侍衛司前領

司直)을 역임한 원귀(元貴)이고, 조부는 과의장군의흥시위사상호군(果毅將軍義興侍

衛司上護軍)⋅삼척진병마절제사(三陟鎭兵馬節制使)를 역임한 부량(富良)이다.

〇 노맹신(盧孟信)

본관은 안강(安康)으로 진무부위전의흥위중부사용(進武副尉前義興衛中部司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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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하였다. 아버지는 수의교위용무시위사전영부사직(修義校尉龍武侍衛司前領副司

直) 선(繕)이다.

〇 배효눌(裵孝訥)

본관은 흥해로 선무랑전통례원통찬(宣務郞前通禮門通贊)을 역임하였다. 아버지

는 선균관학유(成均館學諭)⋅사헌부감찰⋅이조정랑을 역임한 남(楠)이다.

〇 배치공(南致恭)

본관은 영양이며 자는 근보(謹甫)로 1419(세종원)년에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병

조참판, 회령도호부사, 명나라 주문사(奏聞使)를 역임한 우량(佑良)이고, 증조부는

고려 공민왕 때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역임한 휘주(暉珠)이다. 용양위부사직으로

세조정난(世祖靖難)에 원훈(元勳)이 되었으며 뒤에 서부주부(西部主簿)⋅공조좌랑

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유명(遺命)으로 단갈(短碣)에 군적(軍職)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세조 수선(受禪)에 정난공(靖難功)을 받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우향계를 수계하며 자적하다가 1497(연산군 3)년에 타계하였다.

〇 권곤(權琨)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가진(可珍)으로 1427(세종 9)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횡

선현감을 지낸 계경(啓經)으로 세조의 왕위찬탈에 벼슬을 던지고 은거를 하였으

며, 형인 개(玠) 또한 벼슬을 버리고 송파(松坡 :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은거하였

다. 벼슬이 선략장군에 이르렀으며 1502(연산군 8)년에 타계하였다. 손자 벌(橃)의

귀(貴)로 이조판서 및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아들인 습독(習讀)

사영(士英)과 생원 사빈(士彬)은 우향계를 계승한 진솔회원이 되었다.

〇 남치정(南治晶)

본관은 영양이며, 자는 자진(子晉), 호는 원락재(遠樂齋)이다 의량(義良)의 아들

로 1427(세종 9)년에 태어났으며 1482(성종 13)년에 타계하였다. 1453(단종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문장과 행의로 명망이 높았다.

〇 남경인(南敬仁)

본관은 영양이며, 자는 성삼(省三)이다. 형귀(亨貴)의 아들로 1414(태종 14)년에

태어나 1483(성종 14)년에 타계하였다. 벼슬은 장흥고부사를 역임하였다.

〇 배도(裵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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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흥해로 사헌부집의⋅여흥부사(驪興府使)를 역임한 효숭(孝崇)의 아들로

태어났다. 벼슬은 충찬위진무부위(忠贊衛進武副尉)를 역임하였다.

〇 배정(裵禎)

본관은 흥해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가각고녹사(架閣庫錄事) 효장(孝長)의 아들이

며 백죽당(栢竹堂) 상지(尙志)의 증손이다. 1456(세조 2)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예

안훈도(禮安訓導)와 창원교수(昌原敎授)를 지냈다.

〇 권숙형(權叔衡)

본관은 안동이며 생몰년은 미상이다. 고려 공민왕 때 예의판서를 지낸 송파(松

坡) 인(靷)의 후손으로 사정공 개(玠)의 아들이다. 영주교도(榮州敎導), 별시위사맹

(別侍衛司盟)을 역임하였으며, 고향에 내려와서는 부친이 이루지 못한 유지를 받

들어 우향계축을 완성하였다. 아버지인 개는 벼슬이 부사정에 이르렀으나 단종이

화를 당함에 출사의 뜻을 버리고 향리인 송파로 돌아와 단계 하위지(河緯地)의 어

린 조카 원(源)을 보호하여 사위로 삼고 단계의 향화(香火)를 받들게 하였다. 개는

일찍이 계(契)를 하자고 수창하였으나 계축(契軸)이 완성되기 전에 타계하여 장남

인 숙형이 대신 승계(承繼)하였으며, 그 동생인 진사 숙균(叔均)은 우향계를 이은

진솔회원이 되었다.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던 학자들의 학통을 계승한 영남출신의 관리

들은 세조의 등극을 찬탈로 규정하고 향리로 돌아와 재지사족으로서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嶠南誌』 권11 인물조의 기록을 보면 세조의 등극에 따른 안

동지방 사족 동향을 볼 수 있는데,

權玠, 靷曾孫 官司正 端廟禍 無意仕進 遯本郡 參友鄕稧

南敬仁, 暉珠後 世宗朝武 副使 端庙禍起 歸遯 與權自謙李增諸賢 修友鄕稧以寓忠憤14)

즉, 권개(權玠)와 남경인(南敬仁)은 세조가 등극하자 향리로 돌아와 우향계를 조직

하여 충분(忠憤)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향계란 『영가지(永嘉誌)』

인물조에

李增, 固城人 鐵城府院君原子 中景泰癸酉進仕 蔭仕官至靈山縣監…與府人有耆德者十三人 爲友鄕稧15)

14) 『嶠南誌』卷 11, 安東郡 人物條(蔭仕).

15) 『永嘉誌』卷 7, 人物(寓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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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職 姓名 本貫 官職 姓名 本貫

司勇 權自謙 安東 縣監 裵孝騫 興海

縣監 李  增 固城 副使 南敬身 英陽

司勇 盧孟信 安康 通贊 裵孝訥 興海

司正 南致恭 英陽 司勇 權  琨 安東

進士 南致晶 英陽 副使 南敬仁 英陽

忠贊衛 裵  裯 興海 訓導 裵  禎 興海

別侍衛 權叔衡 安東

官職 姓名 本貫 官職 姓名 本貫

留守 李  浤 固城 佐郞 李  洺 固城

充義 朴  䃞 習讀 權士英 安東

內禁 具仁貞 副正 鄭希周 淸州

縣監 鄭元老 淸州 生員 權士彬 安東

進士 權叔均 安東 縣監 金永銓

上將 權哲從 安東 進仕 南八俊 英陽

奉事 金允离 進仕 權哲經 安東

忠順 南敬智 英陽 15명

라 하고 있어, 이증 등 13명이 조직한 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13명의 관직 및

본관은 〈표 2〉와 같다.

〈표 2〉우향계원 명단

계원 13명의 관직을 보면 모두 유향품관에 해당하고 또 권씨가문은 안동권씨가

12세기에서 14세기말에 걸쳐 이족(吏族)에서 차례로 사족화 되어 갈 때, 재지사족

으로 토착한 한미한 가문16)이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물론 남치공처럼 세조의

행위에 강한 반발을 보인 사람도 있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안동지방 재지사족들

이 지배적 신분으로서의 우월성과 처향(妻鄕)⋅외향(外鄕)이라는 연유로 이 지방

으로 래주(來住)하여 온 척족(戚族)세력들 간의 계적(契的)유대 및 친목도모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들 13명은 권개, 남경인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로 생각되는데, 남치공은 세조

정난 공신으로 서훈되었으나 훈록을 받지 않았고, 또 뒤이어 주부, 공조좌랑 제수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도리어 이러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오직 군적(軍籍)만을

써 줄 것을 유명(遺命)하였다. 따라서 우향계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진 사족들의 조직임을 알 수 있다.

〈표 3〉진솔회원 명단

16) 이수건, 1980 『嶺南士林派의 形性』,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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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幸 … 靷 厚 啓經 玠 叔衡 *

叔均 ** 桂 好文

琨 * 士英 **

士彬 ** 橃

婿 李時敏

婿 南義良 治英 八凱

八 俊 

**

權幸 … 允乎 具 世珍 靷 厚 啓經 玠 叔衡

婿 金重實 就用 婿 裵桓

重
婿 權德生 乙衡 當 居約 自 謙 

**

婿 南八凱

哲終(從) **

哲經 **

權幸 … 守洪 子與 允乎 具 世珍 靷 厚 啓經 玠 叔衡

婿 權良俊 精(粹) 燮 用 希正 婿 裵尙志 權 孝長 禎 

婿 權玠

桓 孝崇
裯

*

孝騫 * 祐

진솔회원은 15명으로 이들의 관직도 유향품관에 해당한다. 성씨는 대개 고성이

씨, 안동권씨이나 청주정씨와 본관이 밝혀져 있지 않은 사람이 4명이나 되었다.

안동지방의 재지사족들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향계원과 진솔회원 중

안동권씨와 영양남씨의 가계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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婿 李繩直 時敏 崇準

宗準

弘準

楠 孝訥

杜 婿 權自謙

軫
婿 李之

成
根安

婿 

裵禎

南君甫 … 有孫 暉珠 敏生 富良 元貴 敬身 *
婿 權哲

從(終)

亨貴 敬仁 *

敬智 **

義良 致英 八俊 **

致晶 *

佑良 致恭 *

婿 裵楠 孝訥

約生
婿 李擔(계

원)
暿

婿 

李增 *
浤 **

洺 **

〈그림 1〉안동권씨가계도

『안동권씨세보』에 의해 작성함

〈그림 2〉영양남씨가계도

『영양남씨세보』에 의해 작성함

* 우행계원

** 진솔회원

가계도를 보면 노맹신을 제외한 12명은 전부 혼인관계로 연결되어있는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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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흥해배씨, 영양남씨 세개 성은 서로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고, 특

히 남씨는 무(武)로, 배씨는 문(文)으로 진출하여 당시 “남무배문(南武裵文)”17)이

라 칭할 정도였다.

우향계를 계승한 세호계와 수호계의 모임 첫해의 참여 인원을 분석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1702(임오) 세호계 명부(봉정사)

칭위 성명 본관 비고 칭위 성명 본관 비고

通德郞 權用正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裵聖龜 興海 裵裯 7세손

幼學 權淮 安東 權士英 5세손 幼學 權斗衡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斗經 安東 權自謙 7세손 幼學 權斗韓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權蕆 安東 權叔均 6세손 通德郞 南興夏 興海 南致恭 7세손

幼學 權在亨 安東 權自謙 7세손 通德郞 權道矩 安東 權叔均 7세손

幼學 南良賚 英陽 南致恭 6세손 幼學 權斗錫 安東 權自謙 7세손

幼學 權承緖 安東 權叔衡 6세손 幼學 權弼韓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南中直 英陽 南敬身 7세손 幼學 權鼎韓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權任正 安東 權士英 6세손 通德郞 李後植 固城 李洺 7세손

幼學 權斗正 安東 權自謙 7세손 進士 權任矩 安東 權叔均 7세손

幼學 權以時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振安 安東 權叔衡 8세손

幼學 權錫祉 安東 權哲從 6세손 幼學 權義錫 安東 權叔衡 8세손

通德郞 南重賚 英陽 南致恭 6세손 通德郞 鄭錫耈 淸州 鄭元老 7세손

前縣監 權泰時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震發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萬兼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裵聖翊 興海 裵도 7세손

幼學 權東振 安東 權哲從 7세손 幼學 權東始 安東 權哲從 7세손

前郡守 權聖矩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斗南 安東 權士彬 6세손

前縣監 權斗寅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柳正時 全州 權叔均 외8세손

幼學 權柱韓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裵聖麟 興海 裵裯 7세손

通德郞 權萬矩 安東 權叔均 7세손 通德郞 鄭碩耆 淸州 鄭元老 7세손

幼學 權秀韓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東起 安東 權哲從 7세손

幼學 權震錫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斗甲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漢民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東佑 安東 權哲從 7세손

通德郞 南亨夏 英陽 南致恭 7세손 幼學 權暹 安東 權士彬 7세손

幼學 權守經 安東 權士彬 7세손 幼學 權運亨 安東 權叔衡 9세손

幼學 李明夏 固城 權自謙 외7세손 前典籍 柳敬時 全州 權叔均 외8세손

幼學 權胤錫 安東 權叔衡 7세손 幼學 權東彦 安東 權哲從 7세손

前郡守 李後榮 固城 李洺 7세손 幼學 權運泰 安東 權叔衡 9세손

幼學 裵世謙 興海 裵裯 6세손 幼學 南金冑 英陽 南致恭 8세손

生員 權愭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裵斗昌 興海 裵裯 8세손

幼學 權處經 安東 權士彬 7세손 李汝泌 李浤 7세承嫡孫

幼學 權在準 安東 權自謙 7세손

17) 『嶠南誌』 卷 11, 安東郡, 人物條(武科) 南義良 “富良弟 兄弟五人俱登科 時有南武裵文之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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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702년 봉정사에서 개최된 세호계원을 성씨별로 분류해 보면 안동권씨가

44명, 영양남씨가 7명, 고성이씨⋅흥해배씨가 각 4명, 청주정씨⋅전주류씨가 각 2

명으로 총 63명이다. 전솔회원에 없던 청주정씨와 전주류씨가 각 2명이 참여했다.

나머지는 모두 진솔회원의 후손들로서 권자겸의 후손 5명, 권사영의 후손 5명 등

으로 분석되었다.

〈표 5〉1865(을축) 수호계 명부(봉정사)

칭위  성 명 본관     비   고 칭위  성 명 본관     비 고

李庭百 固城 李增 14세손 權國銖 安東 權玠 14세손

權赫孚 安東 權玠 11세손 李晋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灝元 安東 權玠 11세손 南宗漢 英陽 南致晶 13세손

李瓚 固城 李增 15세손 權章夏 安東 權琨 13세손

南世毅 英陽 南致恭 11세손 李庭奎 固城 李增 14세손

權石龍 安東 權琨 12세손 權翊夏 安東 權琨 13세손

李儲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載明 安東 權琨 12세손

權載銓 安東 權琨 12세손 李庭鯤 固城 李增 14세손

李彙秀 固城 李增 13세손 裵永錫 興海 裵裯 15세손

權錫重 安東 權琨 12세손 權驪淵 安東 權叔衡 13세손

南鍾成 英陽 南致晶 11세손 權載一 安東 權琨 12세손

李重坤 固城 李增 11세손 南萬星 英陽 南致恭 14세손

權基漢 安東 權玠 13세손 權聖浩 安東 權琨 13세손

李林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載直 安東 權琨 12세손

李佳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載纘 安東 權琨 12세손

李庭翼 固城 李增 14세손 權天浩 安東 權琨 13세손

李庭益 固城 李增 14세손 南道吾 英陽 南敬身 13세손

權宅銖 安東 權玠 14세손 權啓永 安東 權琨 13세손

權 安東 權自謙 11세손 權相燮 安東 權琨 15세손

裵晟模 英陽 裵裯 13세손 權載軾 安東 權琨 12세손

權靖夏 安東 權琨 13세손 裵弘翼 興海 裵禎 11세손

權載熙 安東 權琨 12세손 南道源 英陽 南敬身13세손

權震宇 安東 權玠 13세손

1864(을축)년에 결성된 수호계원은 45명으로, 성씨별 구성을 살펴보면 안동권씨

25명, 고성이씨 12명, 영양남씨 6명, 흥해배씨 2명이었다. 안동권씨는 권곤이나 권

개의 후손들이 대부분이며, 고성이씨는 모두 이증의 후손들이다.

연도별 계의 참석인원을 분석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연도별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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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참여인원(侍贊․仰贊․追到 포함) 계회장소 계  명

1478(무술) 13 우향계축

1513(계유) 15 진솔회

1702(임오) 63 봉정사 세호계

1703(계미) 8

1865(을축) 45 봉정사 수호계

1868(무진) 22 봉정사

1872(임신) 29 서악사

1875(을해) 24 운대사

1877(정축) 33 청성서원

1879(기묘) 35 남흥재사

1880(경진) 54 반구정

1881(신사) 58 가수천재사

1882(임오) 73 송파재사

1883(계미) 28 고운사

1886(병술) 75 유곡재사

1887(정해) 64 능동재사

1888(무자) 42 봉정사

1891(신묘) 65 봉정사

1898(무술) 98 능동재사

1903(계묘) 69 광흥사

합계 913

유향계는 총 20회 개최되었는데 연도별 참여인원을 분석해 보면, 참여인원은

913(중복자 포함)명이었다. 최대 참여인원은 최초의 우향계 모임으로부터 7주갑

되던 1898년 능동재사 모임에서 98명이 참여하였다. 매회 평균 46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회의 장소는 안동권씨의 청성서원(靑城書院), 송파재사(松坡齋舍), 유곡재사

(酉谷齋舍), 능동재사, 영양남씨의 남흥재사(南興齋舍), 고성이씨의 반구정(伴鷗亭),

흥해배씨의 가수천재사(嘉水川齋舍) 등에서 열렸으며, 사찰의 경우에는 봉정사, 서

악사(西嶽寺), 운대사(雲臺寺), 고운사(孤雲寺), 광흥사(廣興寺) 등을 이용하였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조직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또는 경

제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사례의 일

환으로 조선시대 안동지방에 존재했던 계 중 가장 먼저 수계된 「우향계(友鄕

稧)」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서 재지사족들의 결합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우향계원의 대부분은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이씨, 영양남씨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벼슬길을 버리고 은둔한 志士들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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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계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이난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진 사족들의 조직임

이 밝혀졌다.

세조의 등극과 그 말년의 유향소 혁파에 따른 것인데, 세조의 등극이 재지사족

세력의 확대라면 유향소의 혁파는 재지사족 세력의 구심점 상실이었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이 왜 세조 말〜성종 초에 우향계를 조

직했는가는 유향소 혁파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향소는 세조 말에 유향품관이 수령과 결탁되어 백성을 침학함에서 혁파되었

다고도 하고, 이시애의 난에 가담함으로써 혁파되었다고도 한다. 이는 세조의 즉

위에 따른 영남지방 사족의 동향을 살핀다면 혁파의 원인이 반 세조세력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세조의 등극에 불만을 가졌던 안동출신 사족들은 대거 낙향하여 유향소를 중심

으로 활동하다가 세조 말에 유향소가 혁파되자 우향계를 조직하여 계속해서 향촌

지배의 핵심세력으로 존재하면서 다시 유향소가 복립 되는 성종 19년까지 안동지

방의 향론을 주도해 갔으리라는 것은 13명의 가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은 향사당 건립의 주역인 안동권씨와 영양남씨의 후손들이며, 또한 안

동권씨, 영양남씨, 흥해배씨는 서로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9년 사림파의 활동으로 재차 복립된 유향소는 사림파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재소(京在所)를 통한 훈구파의 지배영역으로 흡수되어 도리

어 사림파에 의해 혁파가 주장되었지만, 안동을 위시한 영남지방에서는 재지사족

중심 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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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 어머니 → 나로 내림 하는 미토콘드리아』

사람은 어이하여 쉼 없이 숨을 쉬어야하고, 삼 시 세끼를 거르지 않고 태어나 죽을 때까

지 게걸스럽게 먹어 제쳐야 하는 것일까. 저 푸른 풀 나무처럼 이파리 가지를 활짝 펴서

태양에너지 받아 먹이 걱정 안 하고 살수는 없는 것일까. 그랬다면 목구멍에 풀칠하는 호

구지책(糊口之策) 걱정 없어 이렇게 아귀다툼 없이 살아가련만. 여기에서 숨을 쉰다는 것

은 곧 산소( O₂)를 세포에 전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양소를 역시 세포에

보내기 위함이다. 산소나 영양분이 피를 타고 100조 개의 세포에 가서 어떤 과정을 밟아

어떻게 바뀌어서 무엇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세포호흡(細胞呼吸,cellular respiration)

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때 나오는 에너지(ATP)를 얻지 않고는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은 양분과 산소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라는 세포소기관

(細胞小器官, organelle)에 도달하여 거기에서 영양분이 산화(분해)되어서 에너지(ATP)와

열(heat)과 CO₂를 내게 된다. 산화(酸化)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재빠른 산화인 불

이 타는 연소이고, 다른 하나는 효소라는 물질이 관여하는 아주 느린 산화를 하는 것, 즉

세포호흡인 것이다. 둘 다 산화하여 열과 에너지를 내는 것은 같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에

너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그때 나오는 열을 써서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산소가 없으면 먹거리를 산화시키지 못하기에 힘을 쓰지 못한다. 때문에 미토콘드

리아는 세포에서 열을 내는 '난로'요 에너지를 내는 '발전소'라 부르고, 양분과 산소는 삶

의 정수, 에센스(essence)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생명력(vitality)을 유지시켜 주는 본산

지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이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과정이 엽록체의

광합성 과정만큼이나 복잡다단하다. 세상에 쉬운 것이 없고 녹록하게 볼 것 또한 하나도

없다.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물, 무기염류는 에너지가 들어 있지 않고 오직 삼대영양소(탄수화

물, 지방, 단백질)만이 에너지를 낸다. 이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얻은(생성된) 것일까. 알

다시피 녹색식물(綠色植物)의 엽록체에서 잎의 기공(氣孔,stoma)으로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뿌리가 빨아드린 여러 양분(비료)을 재료로 태양에너지(햇빛)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길이가 1㎛(1000분의 1mm)정도로 둥글고 길쭉한 소시지나 원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작은 알갱이'이란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세포 속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시절, 약 15억 년 전에 독립해서 살던 원핵(原

核, 핵이 없는) 호기성세균(好氣性細菌)이 숙주(宿主)인 진핵(眞核, 핵이 있는) 세포에 끼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둘 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미토콘드리아도 엽록체처럼 세균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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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만 해도 핵에는 핵DNA(nuclear DNA,nDNA)가, 미토콘드리아는 따로 DNA(mitochondrial

DNA,mtDNA)가 있어서 숙주세포의 분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 수를 늘려나간다.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있다. 아니, 운동을 하면 그 영향이 세포에까지 미친다니 말이다. 운

동을 열심히 하면 그 수가 다섯 배 내지 열 배까지도 증가한다니 운동의 의미를 이 미토

콘드리아에서 찾아도 좋겠다. ‘용불용설’이란 이론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까지 미친다

니..! 운동을 하면 '세포의 난로' 즉 '세포의 발전소'가 늘어가니 먹은 것이 술술 잘 산화되

어서 열과 에너지가 슬슬 잘도 빠져 나온다! 근력이 어쩌고 폐활량이 늘고 하는 것이 운동

의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mtDNA는 nDNA 양의 0.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16,500개의 염기(뉴클

레오티드,nuclotide)로 구성되어있으며 3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엽록체는 더 많아서

120개의 유전자를 갖임) 13개는 일부 구성물이나 효소가 되는 단백질을 만들고 나머지 22

개는 스물 두 가지 형(type)의 운반 RNA(transferRNA,tRNA)를, 나머지 2개는 리보소옴

RNA(ribosomal RNA,rRNA)를 만드는데 관여한다.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단백질 합성 공장

인 리보솜도 있어서 거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고 하니 세포 속의 작은 '독립국'을 이

루고 있다하겠다. 원래는 완전 독립체였으나 늙은 시어머니 곳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넘겨

주듯 핵에 많은 기능을 이양해버려 '속국' 상태가 되었고, 필요한 단백질이나 효소를 거의

핵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세균적 특성을 보도록 하자. 즉, 다음 여러 예들이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이 바뀐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한다. 어디 보자. ①핵의 DNA는 길쭉하

고 선상(linear)인데 반해서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세균의 것처럼 한 개의 고리모양

(circular, 그것이 세균의 염색체와 일치함)을 하고 있고, ②그것을 분리하여 시험관에 넣어

두면 상당한 기간동안 DNA, RNA와 단백질을 합성하고, ③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과

같은 세균에 치명적인 항생제를 처리하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해를 입으나 세포질에

는 영향을 못 미치고, 사이크로헥사이드(cyclohexide) 같은 세균에 영향을 못 미치는 약품

을 처리하면 세포질은 생성 억제를 일으키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며, ④분열과정을 보면 세균과 똑같이 밖에서 안으로 잘려 들어가며, ⑤앞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숙주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 간기(間期,휴지기)인데도 이것들은 분열을 수행하고,

⑥단백질 합성 부위인 리보솜의 구성이 세균인 대장균의 것과 똑 닮아있다. 어쨌거나 미토

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샅샅이 뒤져내어 세포의 변화(진화)과정에서

이것들이 새로이 생겨난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를 정설로 받아드리고 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흰소리로 들려도, 학자들이 “배나무에 사과가 열린다.”고 허망한 궤변을 늘어놔

도 우리야 할 말이 없지 않는가. 그들의 주장을 맹목적이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

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지. 아무튼 싹 줄여서 말하면 모든 동식물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이 세포에 들어앉아서 된 것이라는 말이고, 창조주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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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둔 보물(비밀) 하나를 찾아 낸 듯 학자들이 흥분을 하지만 우리는 어쩐지 씁쓸하고 을씨

년스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역시 무지한 탓이리라.

그런데 사람에서 소나무까지 양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모계

(母系)에서 받는다. 다른 말로 모계성 유전(maternal inheritance)을 한다는 것인데, 식물에

서도 꽃가루에 들어있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씨앗을 만드는데 전연 관여하지 못하고

단지 암술의 배낭의 것만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유전을 '세포질유전(cytoplasmic

inheritance)'이라고도 하니 핵 속의 유전자(‘핵 유전’)가 아닌 세포질에 들어있는 물질(것)

이 유전을 결정한다. 수컷들은 들러리다, 자식 만들기에서는. 어쨌거나 핵의 염색체(유전자)

만이 유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포질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피톨

에 묻어둔 유전자'라고 하듯이 내림물질인 유전질은 무서운 것이다. 자식이 지아비를 닮고,

그 아비를 그 자식이 빼 닮아가니 말이다.

사람에서 그 예를 더 보도록 하자. 사람의 정자에는 150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

으나 수정한 후에 난자는 그것을 군식구, 이물질(異物質)로 생각하여 모두 파괴해 버린다

고 한다.(지금까지는 희석되어서 기능을 잃는 것으로 앎) 그러나 난자에는 30만개가 넘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엄마의 것만이 자식의 세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해서 모계성 유전을 한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받은(내 세포에 들어있는 그 많은

미토콘드리아) 것은 어머니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외조모(外祖母)에서 물러 받은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외탁한다! 어디 미토콘드리아 뿐일라고. 세포막은 누구에서, 또 세포소기관

을 품고 있는 세포질은 누구에서 물려 받았단 말인가. 역시 외탁이다! 난자는 정상 세포로

난핵 외에도 세포내용물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정자는 세포질을 죄다 잃어버리고(꼬리 만

드는데 힘을 다 쏟음) 정핵과 꼬리 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 세포막도 세포질도 모계성

유전을 한다. 수정 이야기만 나오면 어쩐지 아버지는 반편스럽고 헛 개비가 되고 만다. 자

식 놓고 아비는 큰 소리 치지 말 것이다. 엄마에게 모두 맡겨버려라. 치사하고 다랍다 여

기지 말고, 여태 무지(無知)함에서 자식은 내 것이라 착각을 한 것임을 절감해 볼 것이다.

목에서 힘을 빼시라.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순수무구(純粹無垢)하고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모정(母情)의 의미를 찾아 봐도 좋을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 어머니의 사랑이 농축되어

감추어져 있다! 품안에 포실하게 보듬어 주시던 어머니를 아른 하게 떠올리게 하는 미토콘

드리아여!

다음 글은 조선일보 이 규태의 글(‘외할머니’)이다.

「외할머니와 동거하는 어린이의 사망률이 그러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절반이나 낮았다

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어릴 적에 배 아프면 외할머니 불러 배를 문지르고, 심하게 앓으면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던 일이 생각난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입김은 약 김이라 하지만, 가

난했던 삼남(三南) 산간 지방인지라 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외할머니 손을 빌리는 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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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님을 시사하는 외할머니의 힘이다. 엄마 손보다 외할머니 손

이 약손인 까닭은 뭐일까. 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지면 플라시보 효과라 하여 의사(擬似)치

유 효과를 내기도 하고 손에서 발산되는 동물 자기(磁氣)의 작용으로 낫게 한다고도 한다.

그 무엇보다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기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함을

갖는 상태는 어머니와 체온이 같게 유지될 대인데, 그래서 심신의 불안․부조(不調)를 바

르게 하는 등온(等溫) 효과를 위해 손으로 배를 문지르고 호호 입김을 분다는 것이다. 아

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을 두고 세익스피어는 바보들만 사는 세상에 강제로 떠밀려

나온 것이 억울해 운다고 했지만, 자궁 속에서 유지돼 왔던 엄마와의 등온으로부터의 이탈

때문에 우는 것이다. 그 어머니의 체온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어머니요, 따라서 거

부반응이 극소화된 등온 유지 대상이 외할머니이기에 아이가 아프면 외갓집에 맡겼을 것

이다.

만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편안한 사이를 허물없다고 한다. 허물이 없

다는 것은 예의․격식․도덕․규범이나 장유․남녀․반상․빈부 그리고 이해가 개재하지

않은 원초적으로 가장 편안한 사이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허물 때문에 생기는 긴

장․스트레스 등 심신의 부조(不調)로부터 해방된다. 가장 허물없는 사이가 어머니와의 사

이요, 잘잘못 가리지 않고 감싼다 하여 포용(包容) 원리라 하고 아버지는 잘잘못을 맺고

자르며 거리를 둔다 하여 단절(斷切) 원리라 한다. 위기를 당했을 때 아버지를 부르지 않

고 어머니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허물없는 거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에게도 버릇을 잡는 단절 원리가 잦다보니 보다 허물이 없는 차선적 사이로 외할머니가

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절은 없고 포용만 있는 외할머니와 더불어 있으면 누구보다 심

신이 편하기에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잘 낫기에 사망률도 반감했을 것이다.

그게 다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하는 유전질의 작용임을 덧붙여 강조해둔다.

본론으로 되 와서, 난자에 이렇게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내재하고 있는 것도 별난 의미를

가졌다고 보겠다. 활동성이 아주 높은 사람의 간세포 하나에 자잘한 그것을 2000～3000여

개가 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봐도 꽤나 많다. 그렇다면 운동과 미토콘드리아가 밀접

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맞는 말이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힘(에너지)과 열은 모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레 미토콘드

리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생물현상이다. 그리고 그 수는 생물에 따라서 또 조직에 따

라 다르다. 밀에는 대충 40여 개의 엽록체가, 개구리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100만

개나 들어 있다고 한다. 중구난방이란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포 속에서 어떤 일을 맡아있는 것일까.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난로

'라거나 '세포의 발전소'라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먹은 음식물이 분해(산화)되어

서 열과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68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6輯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로 간세포의

것은 후딱 열흘을 살고 죽어나간다고 하니 꽤나 단명한 축에 든다. 세포 자체도 죽고 나기

를 반복하고 있으니 어림잡아 상피세포(上皮細胞)가 일주일 여 살고 백혈구 또한 일주일이

니 미토콘드리아도 이것들에 버금가는 아주 단기간만 그 기능을 발휘하고 만다. 적혈구만

해도 넉 달을 살고 죽어버리니 세포의 재생, 미토콘드리아의 신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음

식을 먹어 줘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동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만 있지만 식물세포에는 이것과 엽록체 둘이 다 들어있다. 흔히 말해서 엽록체는 광합성

(光合成)을 하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呼吸)을 한다고 하는데,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이산화

탄소(CO₂)를 환원시켜(CH2O 형태가 됨) 포도당을 합성하는 고정 과정(동화과정)이라면

(결과 O₂가 생겨남), 호흡은 반대로 이 포도당을 산화(산소를 써서)시켜서 이산화탄소와

열과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화과정)인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쓰고 그때 나오는 산

소는 동식물이 사용하니 동식물은 이런 점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가. 아무튼 세균들이 변형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없이는 생명(life)

그 자체를 논하지 못한다. 과연 위대한 피조물이요 일등이 아니라 하나뿐인(not number

one, but only one) 절품(絶品)이라 해야 하겠다.

아무리 그래도(아직도)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둘이 모두 세균이 변해서 되었다는

것. 저 초목(草木)의 푸름이 세균덩어리가 발하는 것이라고? 내가 쓰는 힘과 몸의 열이 음

식이 서서히 타면서 내는 이것도 세균 녀석이 하는 것이라니? 아무튼 마음의 에너지(ATP)

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산하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튼튼하고 실한 것이다. 힘의

발산지가 다름 아닌 너, 미토콘드리아임을 알았다!

『 사람과 소나무 』

①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는 말이 있다.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반긴다.'라

는 뜻으로 친구의 잘 됨을 기뻐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벗으로 비유했으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두 수종은 사촌뻘이 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고약한 심보에 비하면 지음을 아낀다는 것은 참으로 갸륵

한 일이다.

소나무 하나도 그냥 지나쳐볼 일이 아니다. 자연에 흐드러지게 숨어 있는 비밀

이 곧 자연법칙인 것이니 하는 말이다. 길섶을 지나면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소

나무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즉 세 사촌이 있다. 소나무에 가까이 가서 솔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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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나무는 이파리가 두 개씩 묶어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

래종 소나무 육송(陸松)이다. 연년세세(年年歲歲) 우리와 같이 살아온 그 소나무이

다. 자리를 잘 잡은 놈은 길길이 자라 낙락장송(落落長松)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땅딸보 왜송(矮松)으로 남는다. 그러나 낙락장송이나 왜송이다 다 똑같은 종

(種)이다.

이와 달리 잎이 짧고 뻣뻣하여 거칠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나무의 잎을 따

보면 잎이 세 개씩 묶어 나 있다. 이 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로 북아메리카가 원산

지이며, 병해충에 강하다고 하여 일부러 들여와 심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소나무가 있으니, 이파리가 유달리 푸르러 보이고

잎이 통통하고 긴 잣나무이다. 잎을 잘 관찰하여 보니 한 통에 잎이 다섯 개나 모

여 있지 않은가? 오 형제가 한 묶음 속에 가지런히 들어 있어서 다른 말로 오엽

송(五葉松)이라고 부른다. 소나무면 다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잎부터 이렇게 다르

니 이것이 자연의 비밀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②

알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소나무가 많은 나라도 없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귀하게

여겨 다른 잡목(雜木)을 골라 베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나무가 많은 만큼

그 용도도 다양하다. 우리 조상들은 솔방울은 물론이고 마른 솔가지 삭정이와 늙

어 떨어진 솔잎은 긁어다 땔감으로 썼고, 밑둥치는 잘라다 패서 주로 군불을 때는

데 썼다. 솔가리 태우는 냄새는 막 볶아 낸 커피 냄새 같다고 했던가? 그뿐인가?

옹이진 관솔가지는 꺾어서 불쏘시개로 썼고, 송홧가루로는 떡을 만들었으며, 송진

을 껌 대신 씹었다. 더욱이 요새 와선 솔잎이 몸의 피돌기를 원활히 해준다 하여

사람들이 솔잎즙을 짜서 음료로 만들어 팔기에 이르렀다. 그 물이 달콤하기 그지

없으니 이는 설탕과 비슷한 과당이 많이 든 탓이다. 또, 솔잎에는 배탈이 났을 때

좋은 타닌(tannin)도 그득 들어 있다. 그래서 산사(山寺)의 스님들이 생 솔잎을 그

리도 많이 잡수셨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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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나무는 집을 지을 때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우

리가 사는 집도 소나무로 지었고, 무덤을 지키는 나무 또한 소나무가 아닌가? 그

리고 죽은 시체는 또 어디에 누워 있는가? 소나무 널빤지로 만든 관이 저승집이

다. 바람 소리 스산한 무덤가의 솔잎 흔들림에 근심 걱정을 푸는 해우(解憂)의 집

이다.

늘 푸름을 자랑하는 만취(晩翠)의 소나무에는 영양소와 함께 우리의 넋이 들어

있고, 조상의 혼백이 스며 있다. 그러면서 소나무는 우리에게 절개(節槪)를 지키라

고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 어떤 이

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던가?

"금줄의 솔가지 잎에서 시작하여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니, 은은한

솔바람이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준다."

                                                 권오길(http://www.drsn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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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는 말

최근 수 년 동안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일반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업무환경이 인원은 감소하고, 본래의 봉사대상인 대학구성원-이용자

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는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대학도서관

들이 업무량의 증가, 외부이용자로 인한 면학분위기 손상과 자료취급상의 책임문

제 등을 감수하고 외부인에게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업무의

참고자료로서 국ㆍ공립 대학도서관들의 개방을 이끌어온 요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 지식정보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 대학 수의 증가, 세계화 및 신

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대학의 생존방식 등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

는 요인들이다. 대학도서관의 운영방식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었고, 현재도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업무처리 및 정보

제공 방법 면에서의 변화이다. 면대면(face to face) 의사소통을 하고, 종이에 기반

하여 수작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 정보기술

의 발달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는 실로 급속하여서, 앉은 자리에서 정보를

검색(Online Public Access Catalog)하고 원문을 보는 등의 상황은 이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대학도서관의 또 다른 변화는 서비스 대상을 대학 구성원에서 일반시민에게까

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대학들이 근래 들어 대학과 사회와의 연계를 의

식하여 일반시민에게 대학 시설물을 개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기관의 이런 추세와 흐름에 따라, 대학 도서관들이 시설 및 자료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모기관인 대학의 기능 수행을 돕는 것이다.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클라크 커가 주장한- ‘연구ㆍ교육ㆍ봉사’의 3가지 기능수

행으로 답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의 생산, 지식의 전수, 생산된 지식을 통한 사회

봉사를 대학의 사명으로 보는 것이다. 근래에 대학은 전통적인 연구ㆍ교육 외에도

산학협력 등 지식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도 요구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대학자체의

존립을 위한 방편으로 사회봉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지원시설로서 ‘연구ㆍ교육ㆍ봉사’ 3가지 기능수행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일반시민 사회의 대학소장 자료이용 요구에 대한

응답이면서, 대학들이 처한 사회적 존재위치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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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개방에 관련한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대학도서관 개방의 배경과 성격

대학 및 대학 도서관을 대학 외부의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같은 인식의 변화, 증가 된 대학 수에 못 미치는 학생의 수와 같은 사회적 환경요

인,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구노력 등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식ㆍ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지식ㆍ정보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숫자가 많아지고, 지식ㆍ정보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지식

ㆍ정보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지식의 반감기(半減期)는 더욱 짧아

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식 습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문에 관련한 직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에까지 확산된 평생학습의 욕구가 정보자료원의 필요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학 외부 이용자인 일반시민을 위한 지식정보원이라면 공공도서관을 들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근래 들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

면서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 몇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정보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

실이다. 지원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의 예산으로 광범위한 전 주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의 대학도서관에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 사회일반의

요구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공급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대학도서관을 일반시민에

게도 개방하라는 것이었다. 현재의 대학도서관의 개방에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요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

업생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학도서관 이용가능 여부

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들은 도서관 개방에 대한 관계

자들의 인식을 환기시켜 주었다. 시민사회 단체의 도서관운동도 정보자료의 공공

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대학도서관이 아주 폐쇄적인 아니었다. 대학도서관들은 별도의 명

칭 없이 외부 이용자의 관내 열람과 복사 등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거나, ‘관장이

허락하는’ 정규 구성원이 아닌 이용자에게도 문을 열어왔다. ‘특별’하게 허용된 개

방은 열람실 이용이나 자료열람ㆍ복사와 같은 부분적인 개방이 대부분이고, 대출

이 허용된 경우에는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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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년도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무

응답
합계

국공립

대학도

서관

개 방

도서관수
1 0 0 1 2 2 4 5 1 4 1 2 22

비율(%) 4.5 0 0 4.5 9.1 9.1 18.2 22.7 4.5 4.5 4.5 9.1 100

사립대

학교도

서관

개 방

도서관수
1 2 7 4 8 12 5 9 6 6 0 8 68

비율(%) 1.5 2.9 10.3 5.9 11.8 17.6 7.4 13.2 8.8 8.8 0 11.8 100

특별허용은 학내인사의 인보증과 같은 연고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하는 계층

성을 띤 개방이고, 연고제(緣故制) 개방이었다. 학교와 연고가 없는 일반인들, 특

히 대학교육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계층, 주변에 대학교수나 직원에게 보증을 부

탁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제한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도서관의 개방은 개방의 정도에 따라 ① 누구라도 간단한 수속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대부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개방형) ②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준개방형) ③ 대학 또는 도서

관과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부

분개방형) ④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이용시키는 경우(부정형) ⑤ 외부인의 이용을

금하는 경우(폐쇄형)로 나눌 수 있다1).

유형분류에 따르면 이전의 개방은 ‘준개방형 혹은 부분개방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도서관이 개방되었다고 할 때는 대학 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용

시켰던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대중에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개방 시기를 볼 때, 사회일반의 대학도서관 개방의 요구가

도서관의 공공성이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개방을 직접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을 보여준다. 대학도서관이 외

부 일반인에게 개방을 한 첫 사례는 1994년 사립대학 도서관이었고, 국공립대학은

1998년에 개방을 하였다(양정은, 2005, 아래<표 1> 참조)3).

<표1>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주민 개방 시기>

1) '岩猿敏生, 「대학도서관의 관리와 운영」, 박준식, 이애란 공역,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p.45-46'양정은(2005),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학교 정보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7에서 재인용

2) 윤희윤(200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말 한다”, 「도서관 문화」, vol.44 no.3, p.5,

3) 양정은(2005), 국내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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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은 p.29 표 변형)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대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오

늘 날 대학도서관이 피할 수 없는 서비스(36.4%)”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도서

관이 해야 할 업무이나 대학도서관은 협력업무(27.3%)”라는 응답이 그 다음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서비스(27.3%)에 불과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업무가 아

니다(9.1%)”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ㆍ공립대학이 연고개방에서 보다 보편적 일반시민에게 자료의 대출을 허용한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국ㆍ공립 대학도서관 개방에 영향을 준 한

요인은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지역화 정책이다. 대학도 지역사회의 일원으

로서 지식을 통하여 지역의 기업과 협력하였으며, 일반시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

는 등 관계를 형성하였다.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 관련자나 강좌를 수강하는 일

반 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4).

대학도서관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에 일반 시민사회의 대학도서관 개방요구를 반

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개방하는 일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

고5), 2002년에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6). 대학도서관을 대학내

부 시설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공기반시설로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

학습 및 지식정보 지원기능 강화, 대학별 특성화 도서관 설치 등의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대학평가에 반영되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었다.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물결은 사회의 여러 영

역에서 경쟁을 유도했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일반화 시켰다. 교육도 공

공재로서 접근되기 보다는 교육시장의 상품으로 인식된다. 신자유주의적 환경 하

에서 대학들은 대학 간 서열평가와 평가와 연계된 재정의 차등지원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들도 교육소비자로서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대학으로

인식되는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의 개방이라

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외면하기 어려운 유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 시기(1999년, 2002년)와 2000년-2002년은 대학도서관

개방이 붐을 이룬 시기와는 연관성을 보인다. 대학들은 지역주민에게 대학을 개방

4) 송영희,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2001. 제32권 제3호. 

p.6 

5) 정병진(2001),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지, 제32권4호. pp. 395

6) 심효정(200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도서관 vol.58, no.3 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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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

부모에게 좋은 이미지로 홍보되어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생존에 도움이 되

었기 때문이다7).

대학도서관들은 대학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자 사회봉사차원에서 도서관을 개

방하였다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

이 나타난다. 과거 대학들이 일반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것은 -비록 부분 개방이

고, 연고에 따른 개방일지라도- 오히려 순수한 봉사차원의 개방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사회적 환경은 무풍지대의 상아탑 내부의 사회이었고,

일반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무슨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확산되고, 학생수의 감소로 정원미달의 학과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되면서 대학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정지원과 연계

되는 평가서열에서 뒤처지는 것은 향후 대학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신자유주

의의 승자독식(勝者獨食) 시스템에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대학들도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도서관들은 사회적 이미지 향상 효과와 평가

서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도서관은 주변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도서관

을 개방함으로써 사회봉사의 책무를 다하라는 관할당국의 방침 따라 개방을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영향을 준 것은 사회일

반의 개방요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평가 지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의 개방요구는 대학도서관 개방을 이끌어낸 교육부의 방침에 영향을 준 간접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교육부의 방침은 대학도서관 개방의 직접적 요인 이었다고 본

다.

그러므로 국ㆍ공립대학 도서관 개방의 성격은 1) ‘부분 개방’에서 자료의 대출까

지 시행하는 ‘완전개방’의 성향을 띤다, 2)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용하던 ‘특수적 개

방’에서 일반시민 모두에게 문을 여는 ‘보편적 개방’의 성격을 띤다, 3) 국ㆍ공립대

학도서관의 일반시민에의 개방은 외적으로는 ‘자발적 개방’이나, 내면을 보면 교육

부정책에 따른 타율적인 측면이 강한 일종의 ‘생존형 개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I. 국ㆍ공립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서비스 현황

본 글의 고찰 대상은 ‘국ㆍ공립 대학도서관 협의회’ 회원도서관이다. ‘국립대학

도서관보(2007)에 수록된 대학은 50개교로 일반대학교 30개교, 교육대학교 11개교,

7) 심효정(2003), 위의 글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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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ㆍ특별법대학교 9개교이다. 2007년 6월-7월 현재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

재된 외부이용자 서비스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였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린 안내는 도서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신뢰할만

하다.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는 다른 어떤 안내 자료보다 도서관을 알리고 보여주

는 효과적인 매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질문이나, 도서관에 대한 정

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화나 방문보다는 인터넷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

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

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누락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외부이용자에 대한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성 서비스는 또한 제외되

었을 것이다.

국공립 대학도서관들이 대학 외부에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사용하는 명칭은 몇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몇 가지의 명칭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명

칭으로 ‘외부이용자 서비스’를 선택하였다.

외부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는 ① 도서관 홈페이지에 외부인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시할 것 ② 학교와 연고가 없는 외

부인에게 자료를 대출(관외대출)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대출 책수 및 기간은 기타 관장이 정한다’ 와 같이 기준을 밝히지 않은 경우

는 제외하였다. 대학원 수료자, 휴학생, 졸업생, 대학 및 대학도서관과 관련이 있

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개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

하였다. 회원의 자격을 일반회원과 우대회원(혹은 특별회원, 평생회원)등으로 나누

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회원에 중점을 두었다.

대상 대학 중 20개교의 일반대학교, 1개교의 교육대학교, 1개교의 공립ㆍ특별법

대학이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이들 학교의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50개 회원교 중에서 22개교가 외부이용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이다. 단순히 숫자로만 볼 때에는 국ㆍ공립대학도서관의 개방

이 저조한 것 같으나 내용면으로 보면 각 도의 거점대학 등 규모가 큰 대학은 모

두 개방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게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졸업

생(순천대, 창원대)에게 학부생과 같은 자격으로 대출을 하고, 학생들이 밀집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지역주민에게 열람실을 개방(서울교대)하거나 자료의 열람 복사

를 허용하는 학교들이 많다.

도서관을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학들은 교육대학, 사관학교, 예술대학 등

특수목적 설립 대학들이다. 이용자의 요구측면에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소

장한 도서관의 개방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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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기준 개방의 명칭 대 학 비 고

지역연고

시민 열람 강릉대, 충주대

지역주민 회원 강원대,

지역주민 이용 광주교대, 부경대

지역주민도서관회원제 전북대

지역주민자료대출회원제 경북대

제재허용 특별열람 충북대, 제주대,

중립적
도서관회원

공주대, 서울대, 안동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목포대

열린도서관회원 목포대

도서관

내부외부

외부이용자 회원 전남대, 상주대, 부산대, 한경대, 한밭대

관외대출(외부이용자)회원 인천대

1. 국ㆍ공립대학도서관 개방의 명칭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명칭은 대략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연고를 강조한

명칭, 제재에 대한 허가를 전제로 한 듯한 명칭, 도서관 소속원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하는 명칭, 도서관 내부와 외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명칭이다(표<2> 참조).

지역적 연고를 강조한 명칭은 ‘시민열람, 지역주민 회원, 지역주민 이용, 지역주

민 도서관 회원’이다. ‘시민열람’은 해당 대학 소재 시(市 ) 거주민을 대상으로 개

방한다는 뜻이고, ‘지역주민’의 경우는 해당 시(市)지역 및 도(道)지역까지를 포함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소재 시지역과 해당 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

로 하고 있었다. ‘특별열람’은 외부이용자 서비스가 ‘제재에 대한 허용’이라는 의미

를 드러내는 듯한 명칭이다. 충북대의 경우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하여 ‘특별열

람’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도서관 회원’ 명칭을 사용

하지만 졸업생, 휴학생, 전직교직원 등 학교와 연고가 있었던 외부이용자에 대하

여 사용 ‘특별열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가장 많은 도서관이 사용한 도서관 개방제도의 명칭은 ‘도서관 회원’이었다. ‘도

서관 회원’의 명칭은 중립적이고 개방된 느낌을 준다. ‘도서관 회원’의 명칭을 사

용하는 도서관들도 실제 회원대상은 모두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서울대

도서관과 우대회원제도가 있는 대학 중 다수가 우대회원에 한하여 지역거주 제한

을 두지 않았다.

<표2> <국ㆍ공립대학 도서관들의 개방에 대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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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대학 대 학 대 출 비 고

지역연고주민
부경대, 상주대, 인천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
학부생과 같음

지역연고주민이면서

보증인 보증
강릉대, 경상대 학부생과 같음

지역연고주민이면서

예치금납부

강원대, 광주교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공주대,

목포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충북대,

강원,안동,전남,전북대,광

주교대=학부생>공주대,목

포대,충남대,한국교원대,

충북대

연회비

5만원

또 다른 명칭은 대학 도서관의 당연 서비스 대상을 내부 이용자라고 보고, 대학

구성원이 아닌 이용자들을 ‘외부이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관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다. 이는 외부이용자에게 관내 열람만을 허

용하였것에서 관외로 대출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2. 개방 대상 조건 및 대출 규정

외부인에게 개방을 하는 대학도서관들 중에는 일반회원과 학교연고자 및 특별

기여자를 우대(명예,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는 곳이 있었다. 일반회원에 가입하려면

‘지역주민회원, 도서관 회원, 외부이용회원’ 등 호칭에 관계없이 지역연고가 있어

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서울대학교만은 일반회원 가입에 지역제한

을 두지 않았다.

1) 일반회원

지역주민의 범위는 좁게는 ‘구(區)’ 지역으로 한정한 1개교가 있었고, ‘시(市)’ 지

역으로 한정한 2개교이고 대부분 ‘시ㆍ도(市ㆍ道)’ 지역이었다. 일반회원은 지역거

주민의 자격으로 혹은 지역주민의 자격에 예탁금이나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8) 회

원이 될 수 있다. 도서관 개방의 조건으로는 ① 지역주민이면서 신분증과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면 되는 곳, ② 지역주민이면서 보증인 보증을 받아야 하는 곳, ③

지역주민이면서 예치금 납부를 요구하는 곳, ④ 지역주민이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곳 ⑤ 지역에 관계없이 회비납부 요건을 구비하면 되는 곳이었다(<표3>참

조).

<표3> <일반회원의 자격 및 대출규정>

8) 서울대학교 제외, 서울대학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회원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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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주민이면서

발전기금(회비) 납부
경북대, 부산대 학부생보다 못함

연회비

10만원

발전기금(회비)납부 서울대
5책 30일

(학부생10책 14일)

연회비

10만원

조

건

명

칭

대 학 조건(1가지 항목만 충족 하면 됨) 대출조건 비 고

우 강원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5책30일 -대학원생과 같음

＊경북대 일반회원 5책 14일, 2회 연장가능(학부생 10책 14일, 2회 연장가)

부산대 일반회원 3책 14일, 1회 연장가능(학부생 10책 10일, 1회 연장가)

인적보증을 요구하는 곳은 교직원이나 소속기관장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예치금

이 필요한 경우 금액은 모두 5만원으로 책정했다. 회비납부 회원제를 택한 도서

관들은 연10만원으로 공통이다.

회원 가입 기간은 별도 표기가 없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 도서관은 매년 3월과 9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지역주민 회원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회원의 회원증 유효기간은 1년 혹은 2년이고, 예치금이 있는 경우 회원이

원할 경우 탈퇴 시 돌려준다9). 회원자격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회비 납부

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제

제를 위반하였을 경우나 거주지 이전을 하였을 경우 연장을 허용되지 아니할 수

도 있다. 회원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은 도서관도 여럿 있었다.

일반회원의 대출 조건은 대체로 학부생과 같은 곳들이 많았다. 학부생보다 책

수는 적고 대출기간은 긴 곳으로는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이고 공주대,

목포대, 한국교원대는 학부생의 대출규정 보다 좋지 못한 여건이었다.

2) 우대(평생ㆍ명예ㆍ특별ㆍ종신)회원

대학도서관들은 회원의 종류를 나주어서 관리하고 있다. 일반회원과 우대회원,

혹은 평생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 우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는 도서관도 있다(<표4>참조).

<표4> <우대(평생, 명예, 특별, 종신)회원의 자격 및 대출조건>

9) 공주대의 경우 예치금 잔환은1년 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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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원

-도서관 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도서 5백 권 이상

경북대 *우대회원의 조건표기되지 않음 -10책 1개월
-대학원생 20책
1개월

목포대
-대학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도서관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도서 5백 책 기증자
-귀중본 혹은 고서 1백 책 이상

-3책 10일
학부생,일반회원과
같음

부산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기금 1백만 원 이상 출연
-도석 2백 권 이상 기증자

-5책 30일
*지역사회주민일것
(대학원생 20권 30
일)

충남대
-대학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도서 5백 책 이상 기탁자

-3책 10일
기여도에 따라 평
생회원 자격을 부
여함

충북대

-대학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 도서 5백 책 이상 기증
-고서 1백 책 이상 기증자

-5책 30일
대학원생 10책 30
일

전북대

-대학발전기금 3백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3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도서 5백 권 이상
-귀중본ㆍ희귀본 50 권 이상

-5책 14일
-학부생과 같음
5년 유효

특

별

회

원

서울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기금 5백만 원 이상
-도서 5천권 이상 기증자

-10책 30일
-10년간 유효
(발전기금1백만~1천
만미만1년회원)

명

예

회

원

안동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 도서 1천 권 이상
-고서 1백 책 이상
-귀중본ㆍ희귀서(별도심사)기증

-3책 7일 -10년간 유효

종

신

회

원

전북대
-1천만 원 이상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등록가능 일반도서 1천 권 이상
-귀중본ㆍ고한적 1백 권 이상

-5책 14일
-신분별 대출조건
차이 없음 학생과
같음

평

생

회

원

전남대 -대학 및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5책 10일
-평생회원자격조건
불명확

한국
교원대

-1백만 원 상당 기여
-1백 책 이상 기증한자

-5책 10일
-대학원생10책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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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의 실질적 내용은 일반회원과 큰 차이는 없다. 서울대학의 경우는 특별회원

과 일반회원의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대출 책수나 기간에서의 우대, 회원증 유효기간에서의 약간의 우대이다. 우대회

원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종신유효기간으로 보인다. 짧은 곳은 5년동

안,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10년동안 유효하다.

도서관들의 일반회원의 자격 대상과 예치금 등이 비슷한 반면에 우대회원이

되는 자격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기부금액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1천

만원 이상이고 가장 적게 책정한 곳은 1백만원 이상으로 10배의 차이이다. 도서

기증 요건 역시 1천권 이상에서부터, 1백책 이상까지 10배 차이이다. 귀중본이나

희귀서의 경우 책 수에 관계없이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 개방하고 있

는 도서관들의 일반회원의 예치금 수준(5만원)이 동일하고 회원 비 기준(10만 원)

이 동일한 것과 비하면 우대회원의 경우는 차이가 심한 편이다. 일반회원의 경우

높은 예치금을 책정한다면 실제적인 개방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

과의 형평을 고려하였을 것이나 우대회원의 경우는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관

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책수는 일반회원과 같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책 수와 기간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학원생과 비교하여 볼 때, 일부대학은 대학원생과 같은 조건

이었고, 대학원생 이상의 조건을 부여하는 곳은 없었다.

3. 외부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 도서관들이 외부에게 제공하는 볼 때 다양하지 않았다.

외부이용자 서비스는 주로 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범위

는 다음과 같다. 이용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도서관도 있는데, 신청양식이나 이용

안내를 참조하였다. 국공립대학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과 같다(<표5> 참조).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한 대학들도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신청양식이나 신분별 대출한도 안내를 보고 대출유무

를 확인해야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회원 구분이 4가

지나 되고 각기 허용하는 서비스 영역이 다른데,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 차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충주대학교 도서관은 외부이용자에게 모든 시설물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을 밝히고,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시에 필요한 절차까지 명시

하고 있다. 외부이용자 안내가 불분명하거나 분산되어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살펴

보아야하고, 참조 안내를 찾아가도 별 내용이 없어서 불편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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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종류
대출 상호대차 일반열람실

전자

도서관
연구지원

인터넷디스

크서비스
비 고

강릉대 o 신청서식 참조

강원대 o o o

경북대 o 서비스 명칭참조

공주대 o o o

목포대 o o

부경대 o o

부산대 o

서울대
o 일반회원

o o o o o 특별회원

안동대 o o

전남대 o

전북대 o o o o

제주대 o

충남대 o o

충북대 o o

한국교원대 o o o 지정열람실이용

한국해양대 o o

상주대 o o 지정열람실이용

충주대 o o o o 모든시설물이용

한경대 o o o 지정열람실이용

한밭대 o

광주교대 o

인천대 o o 열람실1일50명한정

<표5>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범위>

*자료실 출입ㆍ자료열람 및 복사ㆍ관내대출은 당연허용으로 간주, 별도 표기하

지 않음

각 도서관들이 명시한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홈페이지만을 참

조했으므로- 홈페이지에 수록되지 않는 내용을 알 수 없다. 상호대차를 서비스 제

공을 명기한 대학은 11개교로 절반의 숫자이다. 전자도서관항목을 명시한 도서관

은 소수이나 별도의 인증장치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자료를 도서

관 내에서 이용가능 할 것이다.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초ㆍ중등생은 예외로 명기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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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 있다. 전남대 도서관에서 초ㆍ중등학생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별관

의 자유열람실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열람실이 독서실화하는 분위기를 방지하고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자유열람실을 개방하는 도서관들도

외부인에게는 특정 열람실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IV.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제안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인 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데 따르는 업무과중, 자료훼손

및 분실의 문제 등 부담을 감수하고 개방을 결정하였다. 도서관들이 제공하는 주

요 외부 이용자 서비스는 대출 서비스, 상호대차, 열람실 이용이었다. 도서관마다

처한 지역사회 환경이 다르고 도서관의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

다. 외부이용자 서비스는 도서관 개방의 목적에 합당하고 외부이용자에게도 만족

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게 서비스 현황

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지역사회에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장점은 대학도서관이 시민의 정

보욕구에 부응하는 것, 정보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

다.

개방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거의 모두가 지역주민의 정보욕구충족과 지역사회

정보센터의 역할 개방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도서관 개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을 개방의 목적은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도서관 자료의 적극 활

용,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등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0).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이미지 상승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의

개방은 지방단위의 정책이 실행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여야 하는 지방대

학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오

히려 반감을 높일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 양정은(2005), 앞의 책 25, 

   송영희(2001),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제32권 3

호. 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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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대출에 수반되는 훼손ㆍ분실의 문제는 현실에 맞는 해결책으로 예치금

의 상향조정 혹은 회원비 납부가 필요하다. 현재 일반시민 이용자에게 대출을 시

행하고 있는 국ㆍ공립대학 도서관들은 예치금으로, 보증인으로, 보증인 없이, 회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지역거주민의 자격만으로 대출하는 경우, 문제 발생시 적

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주민의 이주나 기타 상황으로 인한 훼손ㆍ분실 등의

경우에 상식선에서 해결되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인 보증의 경우, 문제 상황이 발생시 보증인에게 실제적인 책임을 지우기 어려

운 면이 있다. 보증인도 자신의 보증 책임을 실감하지 않을뿐더러, 도서관측에서

도 실제적인 어떤 절차를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인 보증은 ‘특수적 개방’에

서 ‘보편적 개방’으로 변화하는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

예치금의 경우, 국ㆍ공립대학 도서관들은 공통으로 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대출도서의 변제금액이라기에는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대

책이 될 수 있도록 예치금은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일반시민들의 수용하기 적합한 제도는 예치금 제도라고 본다. 인 보증의

경우 보편적 개방이 되기 어렵고, 회비 책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반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치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외부이용자의 증가와 서비스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정보제공 서비스 및

회원가입의 유료화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유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찬반의 논란이 분분하였으나, 점차 유료제공을 확대하고 있

다. 다양한 자료를 망라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이나 특정전문주제 분야의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에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유료화를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11).

현재도 발전기금 납부로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도서관이 있다. 국ㆍ공립 대학도

서관에서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일반시민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발전기금 규정을 둔 도서관의 게시판에는 비용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었

다. 이런 경우는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기보다는 불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

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이라면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이다.

지역사회 거주민들에게 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인구, 경제수준과

대학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을 참작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

11) 송 영희(1999), ‘대학도서관을 위한 유료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

지」, vol.30, no.1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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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치금이나 회비회원제 등은 우리사회

빈곤층의 지식정보 접근을 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될 것이다. 지식ㆍ정보 접근권도

교육ㆍ의료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다.

현재 생활여건이 열악한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교육, 의료 등의 최소한의 조건은

공공의 몫으로 감당하고 있다. 대학도서관들도 정보공유의 사회봉사 차원에서의

자료개방이니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12). 일정기준

이하의 사회적 약자에게 ‘예치금이나, 회비를 받지 않고 도서관 자료제공을 허용’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5) 대학도서관의 개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도서관을 제외한 모

든 도서관들이 개방의 대상을 지역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이라는 조

건만으로 개방하는 도서관과 인보증이 필요한 도서관 외에는, 예치금 및 회원회비

(발전기금)납부 규정을 택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거주민

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대했을 경우 실제 이용자가 증가하여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6)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외부이용자에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나 서비스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도서관은 매우 명확히 내용을 안

내를 하는 반면, 일부 도서관은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씩 분산

안내하여서 대출규정 따로, 회원대상자격 따로 찾아야 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

한 자료검색이 생활화되었다. 이용자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명확한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지식정보의 공공성에 대한 일반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학을 개혁하고자 하는 교

육부의 지침에 맞추어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대학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이고, 직접

적인 개방요인은 재정지원과 연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본다. 국공립대학

의 개방은 교육부의 평가와 연계되는 재정지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2000년을 전후하여 도서관의 외부인 개방이 봇물을 이루었다. 과거의 개방이 특

정인사에게만 도서관 접근을 허락하는 ‘특별개방’이고 ‘부분개방’이라면 새로운 개

12)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니 노숙자들이 몰려와서 잠을 자

고, 흉기를 휘두른 적도 있었다(2006년 11월 14일 한국일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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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보편적 개방’으로 볼 수 있다. 개방의 과정을 볼 때, 대학도서관들은 표면적

으로는 자율적 개방이었지만, 내부에서 보자면, 주변의 환경에 의하여 개방을 압

박 당한 타율적인 개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ㆍ공립대학 도서관 회원교 50개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은 도서관 중 22개

교가 외부이용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학 수로 절반이 안 되는 수이나,

규모가 있는 일반대학들은 모두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대출이고 상호대차와 일반열람실 이

용을 허용하는 도서관도 여럿 있었다. 회원대상은 서울대학교와 우대회원(명예,

평생, 종신 등 포함)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사회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따

라서 도서관의 개방은 ‘지역제한 개방’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1) 지역사회에 대학의 이미지

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2) 예치금을 현실화하여 분실ㆍ훼손시의 실제

적인 대책이 되도록 할 것 3) 대학도서관 개방의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던

것을 해제하여 일반시민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것 4) 소장 자료의 망라성 ㆍ전문

성 등이 구비되는 도서관에서는 유료 서비스화 가능성의 모색 5) 현재 도서관들

의 홈페이지에서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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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난해 얼마나 책을 읽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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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독서인증 시스템(CBRT)컴퓨터 기반 독서인증 시스템(CBRT)

u 등장배경
ü 2001 년 졸업자격인증제 (영어, 컴퓨터, 독서분야) 시행

ü책 읽기를 통해 21 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성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

u 인증기준

ü2001~2005학년도 입학자 : 권수제

ü2001 학번 : 일반계열 30권 이상, 예체능계열 20권 이상

ü 2002~2005 학번 : 일반계열 40권 이상, 예체능계열 25권 이상

ü2006학년도 입학자 이후 : 2트랙(Point제 + 권수제)

ü 일반계열 : 100포인트 이상(인증시험+독서활동) 또는 최소 40권 (독서클럽)

ü예체능계열 : 60포인트 이상(인증시험+독서활동) 또는 최소 25권(독서클럽)

1 25 point 이상50-69권우수

최소 인증기준최소 인증기준보통

1 75 point 이상70-89권탁월

225 point 이상90권 이상최상

2006 이후 입학2001 ~2005 입학구분

u 독서분야 인증등급

u 독서활동 및 독서클럽
Ø 독서활동 : 독서관련 세미나, 토론회, 과제도서(전공 관련 도서) 등

ü과제도서는 1 회당 2 point, 최대 20 point

ü기타 독서관련 활동은 1 회 참석 1  point, 최대 20 point

독서활동 부문에서 40 point 인정

Ø 독서클럽 :

ü1 회 참석 1 권으로 인정

ü계열에 따라 25권 또는 40권 이상 인정시 독서분야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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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u 평가대상 추천도서 현황

Ø 구 성 :  위원장(도서관장), 위원(도서관장의 추천), 임기는 2년

Ø 기 능 : ü매 학년도 추천도서의 선정 및 문제출제 (도서선정위원
위촉 가능)

ü 운영세칙, 평가방법, 추천도서의 등급책정 등 주요사항 의결

Ø 평가 대상 도서 :

ü 도서선정 : 매년 11월 경, 운영위원 또는 도서선정위원

ü 2002년 100권으로 시작 -> 매년 20권씩 추가 선정

ü 2007년 현재 200권 : 문학분야 100권 / 사상분야 100권

ü 2006년 이후 2트랙 운영에 따라 책에 따라 2~5 Point 등급

CBRTCBRT
시스템시스템

추천도서 선정추천도서 선정

독서분야 운영위원회
매 입학년도 마다

DB 구축 및 시스템 연동DB 구축 및 시스템 연동

문제, 키워드 구축
시스템 연동

대학 도서관대학 도서관

시스템 운영
및 평가

독서 확인 평가용
총 20문항

문제개발문제개발

책읽기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성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

통합 서비스통합 서비스
대학 전산원대학 전산원

시스템시스템 개발개발
유지보수유지보수

대학 본부대학 본부

업무지원업무지원

인프라인프라 제도 및 법령제도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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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T 구성도 및 처리절차CBRT 구성도 및 처리절차

기초관리

신청관리

통계관리

결과관리

인증승인인증승인

관리자관리자 모듈모듈 학생학생 모듈모듈

로그인

인증신청인증신청

평가신청

독후감 등록

문제풀이

독서활동/
독서클럽

분야선택

C/SC/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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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T 관리자 시스템 구성도CBRT 관리자 시스템 구성도

기초관리기초관리 신청관리 결과관리 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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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합격 )

■ 연도별 CBRT 응시 현황 ■

- 통과자를 기준으로 -

■ 연도별 CBRT 응시 현황 ■

- 통과자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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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부설

한국독서인증센터 (K-CBRT)

설립배경

ü 초·중·고등학교의 독서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ü 독서지도와 독서운동의 활성화 매체로 활용

ü 개인 독서이력의 평생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독서활동 관리

ü K-CBRT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대학 홍보 및 이미지 제고

ü 범 국민 독서의 생활화 촉진 및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정착

ü 국가기관으로서의 독서공인 인증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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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3   : CBRT 개발 및 강원대학교 독서졸업자격인증제 시행

2003. 5   : 한국독서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완료

2003. 9   : 한국독서인증센터 공동 운영 및 시범사업 협약

(강원대학교, 부산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2003. 1 2  : K-CBRT 개발완료 시험가동 및 테스트

2004. 3   : 한국독서인증센터 설립 및 K-CBRT 시범운영 시작

2004. 1 2  : K-CBRT version 2.0 보급

2005. 9   : K-CBRT 부산지역 분리(부산광역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2006. 3   : 프로그램 전국 보급 확대 실시

2007. 5   : 일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007. 1 0  :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정

센터연혁

0

5 , 0 0 0

1 0 , 0 0 0

1 5 , 0 0 0

2 0 , 0 0 0

2 5 , 0 0 0

초  등 중  등 고  등

강원 경기 부산 기타 학생별

3,2529791142,159기타

21,294

4,685

10,746

3,704

초 등

9,7352,9943,037

37,676

7,562

17,127

합 계

4282,449부산

강원

6,30510,077합계

1,9044,477경기

고 등중 등지역

K-CBRT 이용자 현황K-CBRT 이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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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RT DB 구축현황K-CBRT DB 구축현황

6,57010,950219종고등

25,620개

6,660

6,000

6,390

키워드 DB문제 DB

11,100222종중등

42,700 문항854종합 계

10,000200종초등고

10,650213종

평가도서

초등저

구 분

합계고등중등합계고등중등

독후감 작성

40,8061,80415,07123,931118,5914,52543,04971,017
부
산

25,46997955,0744,724

52,50814,264134,01239,420

2,170

9,313

4,964

13,973

22,32045,386
기
타

28,93180,619
경
기

72,092198,086 21,838 38,60470,645 86,539 11,65040,903

문제 평가

초등초등

강
원

지
역

K-CBRT 사용 현황K-CBRT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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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기 부산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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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고등

강원 경기 부산 기타

[문제평가 현황] [독후감 작성 현황]

K-CBRT 사용 현황K-CBRT 사용 현황

K-CBRT 구성도K-CBR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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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홈페이지
접속접속

프로그램프로그램
다운로드다운로드

설설 치치

학생용 프로그램 다운로드학생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 주의 : 반드시 학교ID로 로그인

((학교학교ID ID 접속접속))
홈페이지홈페이지
로그인로그인

프로그램프로그램
다운로드다운로드

설설 치치

교사용 프로그램 다운로드교사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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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학생용 프로그램프로그램

실행화면실행화면
회원가입회원가입회원가입회원가입 클릭클릭

로그인로그인회원정보회원정보 확인확인희망도서희망도서 클릭클릭

객관식객관식 문제풀이문제풀이 주관식주관식 문제풀이문제풀이 문제풀이문제풀이 결과결과

독후감독후감 안내창안내창독후감독후감 작성작성결과결과 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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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 치치

교사용 프로그램 다운로드교사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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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춘천은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험준한 협곡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부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앙 정계에의 복귀를 염두에 둔 유배나 은둔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뛰어난 산수자연의 경관은 역대의 수많은 은둔자적, 유배자적

심경의 여행객들이 춘천을 찾아와 그들의 문학 작품을 남기게 했다. 이 글에서는 춘

천 근교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고려 중기 이자현의 청평사 은둔

과 조선 후기 김수증의 곡운구곡 은둔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평사와 곡운구곡에서

이자현과 김수증이 은둔생활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유적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작된 은둔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이자현의 청평사 은둔생활

청평사(淸平寺)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오봉산(五峰山)에 있는 사찰로서

고려 광종 24년(973) 영현선사(永賢禪師)가 개창(開倉)하여 백암선원(白岩禪院)이라

고 하였으며 산 이름은 경운산(慶雲山)이었다. 춘천지역에서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

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그 후 문종 22년(1068) 외척세력이었던 인주 이

씨 이자연의 아들인 이의(李顗)가 춘주도감창사(春州道監倉使)로 부임해 와서 새로

절을 짓고 보현원(普賢院)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의의 아들인 이자현(李資玄 106

1～1125)이 선종 6년(1089) 암자와 정원을 조성한 후 산 이름을 청평산,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으로 고치고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이자현

에 의해 청평사는 고려시대의 선종(禪宗) 또는 거사불교(居士佛敎)의 중심지가 되었

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자현까지의 이러한 사적은 김부철(金富轍)이 짓고 탄연(坦然)이 쓴 <청평산문

수원기비(淸平山文殊院記碑)>로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 충숙왕 14년(1327)에는 중

국 원(元) 나라 황후가 불경과 재물을 시주하고 원 나라 황태자의 복을 빌게 하였는

데 그러한 사적을 이제현(李齊賢)이 짓고 이암(李嵓)이 글씨를 쓴 <청평산문수사시

장경비(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라는 비석을 세운 사실로도 유명하다. 두 비석은 문

장이 고려시대 명문장가인 김부철과 이제현이 지은 것으로서 『동문선』에 수록되

어 일찍부터 널리 알려졌으며 글씨 또한 한국 서예사에 있어 명품으로 꼽히는 금석

문으로서 청평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조성된 고려시대의 정원은 계곡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암자와 정자를 배치하고, 수로를 끌어다 오봉산의 봉우리가 절묘하게 비치도록 한

영지(影池)란 연못을 만들었다. 이 고려 정원은 일본 쿄토(京都)의 사이호사(西芳寺)

고산수식(枯山水式) 정원보다 200여 년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기 명종 때에는 보우(普雨)가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아 극락전을 위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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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殿閣)들을 더 짓는 등 대대적인 중창 사업을 벌이고 절 이름을 “경운산만수성청

평선사(慶雲山萬壽聖淸平禪寺)”라 하였다. 이때의 유적, 유물로 유명한 것이 <극락

전(極樂殿)>과 <회전문(回轉門)>(보물 164호), <청평사지장시왕도(淸平寺地藏十王

圖)>(일본 히로시마의 코메이사(光明寺) 소장)이다. 극락전은 일제시대에 국보로 지

정되었던 것으로서 조선시대에 궁실 외에는 허용되지 않던 건물에 금칠(金漆), 흑칠

(黑漆), 주칠(朱漆)을 하여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게 한 것이었다.

그 후 청평사는 퇴락하여 <청평산문수사시장경비>는 20세기 초 사라져 버렸으며

<극락전>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으며 <청평산문수원기비> 역시 파손된 채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는 영지, 고려 정원, 회전문, 삼층석탑, 진락공부도(眞

樂公浮屠), 환적공부도(幻寂公浮屠), 석조계단, 암자 터 등의 문화재와 이자현이 새

긴 것으로 전하는 “청평식암(淸平息菴)”이란 각자(刻字)가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적으로 인하여 청평사 경내는 강원도 기념물 5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청평사 계

곡 앞에 동양 최대의 사력식 담수호인 소양호가 들어섬으로써 호수와 더불어 이루

는 오봉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유적은 관광객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귀족 문벌가문의 자손으로서 벼슬길을 버리고 청평사에 은둔한 이자현의 이야기

는 이인로의 『파한집』에 당시 절도사였던 곽여(郭璵)가 찾아 와 주고 받은 시와

함께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어 청평사가 후대의 많은 문사들이 찾아오는 명찰(名刹)

이 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불만을 가지고 방랑하던 김시습

(金時習)이 몇 차례 찾아와 머물기도 해서 은둔(隱遁)의 사찰로서 청평사는 더욱 유

명해진다. 이자현과 김시습의 청평사 은둔을 소재로 한 한시들이 문학적 전통을 이

루며 후대의 문사들에 의해 계속 창작된다.

퇴계(退溪) 이황(李滉 1501～1570)은 <과청평산유감병서(過淸平山有感幷序)>에

서 청평사에 은둔한 이자현의 사적(事蹟)을 자세히 소개, 논평하고 있으며 상촌(象

村) 신흠(申欽 1566～1628)도 청평사를 찾아와 이자현과 김시습의 은둔을 시로 읊고

있다. 청음(淸陰) 김상헌(金尙憲)도 1635년 청평산을 유람하고 『청평록(淸平錄)』

을 남겼는데 이자현이 “식암(息庵)”에서 참선한 것에 대하여 시를 읊고 있으며 자하

(紫霞) 신위(申緯 1769～1847)도 춘천 부사로 재임하면서 청평사를 방문하여 <청평

산문수원기비>를 탁본하는 한편 이자현과 김시습의 은둔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이자현과 김시습 두 인물을 거론하지 않고는 청평사를 소재로 한 시를 엮어 나갈

수 없을 만큼 이들은 후대 시인들의 청평사 시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象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은둔의 사적(事蹟)은 역대 문사들의 시들 속에 계속해서 언급

되면서 하나의 문학적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평사는 한국 문학사

에 있어 은둔자 문학의 중심지란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찰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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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1 <곽여와 이자현이 주고받은 시>

<곽여의 시>

청평산 산수 소상강 물가와 같은데 / 오랜만에 만나 옛 벗을 보네 // 30년 전 함께

급제하였더니 / 천 리 밖에 각각 떨어져 사네 // 뜬 구름이 골짜기 들어와도 아무 일

없고 / 밝은 달 시냇물에 비춰도 紅塵에 물들지 않네 // 눈을 마주하여 오래도록 말

없는 곳 / 담담히 옛날의 精神 서로 비치네(淸平山水似湘濱 邂逅相逢見故人 三十年

前同得第 一千里外各棲身 浮雲入洞曾無事 明月當溪不染塵 目擊無言良久處 淡然相

照舊精神)

<이자현의 시>

따스함이 산 골짜기에 찾아와 어느새 봄 되니 / 홀연 신선의 지팡이에 돌아 은자

를 찾았네 // 백이,숙제 세상 피한 것 천성을 보전하기 위함 / 후직(后稷)과 설(契 )

이 나라 일 힘쓴 것 제 몸 위함 아니네 // 조칙을 받들어 지금 패옥을 쟁그랑 울리니

/ 어느 날 벼슬 버리고 紅塵을 떨어낼까 // 어찌하면 이곳에 함께 숨어 살면서 / 옛

날의 ‘불사신(不死神)’을 기를 수 있을지(暖逼溪山暗換春 忽紆仙杖訪幽人 夷齊遁世

唯全性 稷契勤邦不爲身 奉詔此時鏘玉佩 掛冠何日拂衣塵 何當此地同棲隱 養得從來

不死神)

자료 2 김시습의 청평사 관련 한시

<유객(有客)>

청평사에 나그네 되어 / 봄 산에 마음대로 노니네 // 새 우는데 외로운 탑 고요하

고 / 꽃 지는데 작은 시냇물 흐르네 // 아름다운 열매 제철이라 빼어나고 // 향기로

운 버섯 비 온 뒤라 부드럽네 // 읊조리고 거닐며 선동(仙洞)에 들어서니 / 나의 백

년 묵은 시름 녹는구나(有客淸平寺 春山任意遊 鳥啼孤塔靜 花落小溪流 佳菓知時秀

香菌過雨柔 行吟入仙洞 消我百年愁)

<청평산(淸平山)>

청평산 산 빛 옷에 어리는데 / 쓸쓸히 엷은 노을 지는 빛을 던지네 // 바위에 내리

는 물 허공에 뿌려 가벼운 안개 이루고 / 봄 새삼덩굴 나무를 감아 푸른 장막을 이

루었네 // 아름다운 모래밭의 풀 인간 세상은 멀고 / 아름다운 나무의 꽃 세상 근심

도 적네 // 산꼭대기에 초가집 엮고 살기 다만 좋으니 / 이제 아름다운 은둔으로 세

상과 어긋남 없기를(淸平山色映人衣 慘淡煙光送落暉 巖溜洒空輕作霧 春蘿拱木碧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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幃 玉沙瑤草人間遠 琪樹瓊花世慮微 只好誅茅棲絶頂 從今嘉遯莫相違)

<제청평산세향원남창 2수(題淸平山細香院南窓二首)>

아침 해 떠오르며 밝은 빛 드러나니 / 숲속 훤한 곳 새들은 떼를 불러 우짖네 //

먼 봉우리에 뜬 푸른 빛 창 열고 바라보니 / 이웃 절 조용한 종소리 산 너머에 들리

네 // 파랑새는 약 짓는 신선의 소식 전하고 / 푸른 복숭아 꽃은 떨어져 이끼에 아롱

지네 // 정히 신선이 조회하고 돌아오는 것에 맞추어 / 소나무 아래 한가로이 작은

도가(道家)의 책 펼치네(朝日將暾署色分 林霏開處鳥呼群 遠峯浮翠排窓看 隣寺踈鍾

隔巘聞 靑鳥信傳窺藥竈 碧桃花落點苔紋 定應羽客朝元返 松下閑披小篆文)

석양의 산 빛 묽은 듯 다시 짙고 / 지친 새 돌아갈 줄 알아 저녁 종소리 좇네 //

바둑판 걷지 않고 찾아 온 손 맞으며 / 선방은 잠가 둔채 구름 뒤덮기를 기다리네

// 절 못엔 천 길의 산봉우리 거꾸로 비치고 / 절벽엔 만 길의 물 달음질치며 날으네

// 이러한 청평산의 신선 지경의 운치 / 어이하여 시끄러이 지난 발자취 물어보랴

(夕陽山色淡還濃 倦鳥知歸趁暮鍾 碁局不收邀客訪 丹房慵鎖倩雲封 方塘倒揷千層岫

絶壁奔飛萬丈淙 此是淸平仙境趣 何須喇喇問前蹤)

<청평사(淸平寺)>

절 앞 시냇물 졸졸 소리 내어 울리는데 / 높은 법당에 법고 소리 울리네 // 구름

절구엔 새 터의 곡식 절로 찧고 / 기와 화로엔 한가로이 해묵은 송령 달이네 // 뜰

앞의 잣나무는 남은 경지가 아니고 / 창 밖의 푸른 산은 세속의 정이 아니네 //

<낙도음> 백 편은 불법의 이치를 다 궁구하였으나 / 이자현 선생을 환기시키는 이

아무도 없네(寺前溪水響瑽琤 金碧高位鼓板鳴 雲碓自舂新壤粟 瓦爐閑煮老松苓 庭前

栢樹非餘境 窓外靑山不世情 樂道百篇窮法理 無人喚起李先生)

3. 김수증의 곡운구곡 은둔생활

곡운구곡(谷雲九曲)은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용담리 일대의 곡운(谷雲) 김

수증(金壽增 1624～1701)이 은둔생활을 하면서 축조했던 곡운정사(谷雲精舍)와 화

음정사(華陰精舍) 및 곡운영당(谷雲影堂)이 있는 유적지이다. 현재의 행정 구역은

화천군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춘천부에 소속되어 있어 문헌에는 춘천

지역으로 표기되고 있다. 화음정사지는 유적지 발굴조사를 마치고 강원기념물 제63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화천군에서는 이 일대의 유적지를 복원하여 관광 문화

유적지로 개발하고 있다.

김수증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아우이자

척화파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장손으로서 두 아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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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흥(金壽興 1626∼1690)과 김수항(金壽恒1629∼1689)이 모두 영의정을 지낸 조선

후기 문벌가문 안동 김씨의 인물이다. 김수항의 아들로서 명문 장가였던 김창협(金

昌協), 김창흡(金昌翕) 등의 백부로서 이들 안동 김씨 일문이 곡운구곡 지역에 자주

왕래하며 시문을 남겼고, 김수증 사후 김창흡이 은둔한 곳이어서 조선후기 문벌가문

의 은둔생활 유적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특히 근래 유준영 교수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곡운구곡도>가

김수증이 이 지역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화가 조세걸(曺世傑)을 초청하여 주변의 실

경(實景)을 그리게 한 그림이란 점을 밝혀내면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유적지의 발

굴과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곡운구곡 지역과 관련하여 미술사, 성리학, 건축

학, 조경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되었다.

김수증의 은둔생활 이후 이 지역에 관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70년 김수증이 평강현감으로 부임하다가 곡운(谷雲)의 풍광을 듣고 이곳에 정

사를 짓고자 하였는데 1673년 성천부사로 있으면서 다시 찾아와 농수정사를 완공하

였다. 그런데 이때 이곳에 매월당 김시습의 유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1674년의 갑인예송(2차 예송논쟁) 이후 김수흥, 김수항 등이 유배되자 김수증은

1675년 성천부사를 사직하고 이곳에 들어와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원래 실운이었

던 이 지역의 지명을 주자(朱子)가 운곡(雲谷)에 은거하였던 예를 모방하여 곡운(谷

雲)이라 개명하고, 주위의 산수자연에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모방하

여 “곡운구곡”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1676년에 주희의 <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

六詠)>을 차운하여 읊은 <곡운제영차회옹운곡운(谷雲諸詠次晦翁雲谷韻)> 8수는 김

수증의 대표적인 은둔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김수항이 영의정으로 관직에 복귀하자 김수증도 회양부사가

되었으나 1681년 사직하고 곡운에 은거하여 1682년 조세걸을 초청하여 <곡운구곡

도>를 그리게 하였는데 겸재 정선 이전에 이미 제작된 실경산수화라는 점에서 학계

의 주목을 끌고 있는 작품이다. 곡운구곡과 농수정을 포함한 열 폭을 비단 위에 담

채(淡彩)로 그렸는데 10년 후인 1692년에 아들과 조카에게 매 폭마다 제화시(題畵

詩)를 짓게 하여 10수의 시를 첨가하게 된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김수항은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으며 김수흥

도 유배되었다가 1690년 병사하는 등 당화(黨禍)로 인한 가문의 비극을 겪게 된다.

1690년 김수증은 다시 곡운에 들어 왔다가 4～5리쯤 서남쪽 화악산 기슭으로 더

들어간 화음동으로 이주하였다. 화음동은 송시열의 청주 화양동(華陽洞)과 대조가

되는 명칭으로 붙인 것으로서 성리학적 철학관이나 음양소식관(陰陽消息觀) 등에

입각하여 삼일정(三一亭), 부지암(不知庵), 유지당(有知堂), 무명와(無名窩) 등의 건

축물을 구축하며 여 화음정사를 조성한다.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심성(心性)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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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위하여 화음정사 내의 바위에 인문석(人文石), 천근석(天根石), 표독립대(表獨

立臺), 월굴암(月窟巖)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글씨를 새겨 놓았으며 태극도(太極圖),

팔괘도(八卦圖), 하도낙서(河圖洛書) 등의 그림도 새겨 놓았다. 그리고 유지당을 지

어 제갈량과 매월당의 화상을 모셨다. 이때 화음정사의 건축, 조형물을 두고 읊은

<화음제영(華陰諸詠)>과 같은 시는 화음동에서 추구한 은둔자의 철학적 사유를 담

고 있는 대표적인 은둔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무렵에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은 백운산 기슭 포천에, 김창흡은 설악산 수렴동

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백부 김수증이 있는 화음동을 자주 왕래하

였다. 1692년에는 아들, 조카들과 사위 등의 일족이 화음동에 모여서 앞서 조세걸에

게 그리게 했던 <곡운구곡도>에 제화시를 첨부하여 시화첩을 만들었는데 안동 김

씨 가문의 명사들이 당화(黨禍)로 인한 은둔생활 속의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서 의의

가 있다.

1694년 갑술옥사로 김수항이 복권되고 김수증에게도 벼슬이 내려졌으나 사절하고

가문이 처한 비극으로 인한 고독과 비애 속에 만년까지 화음동에 칩거한다. 1701년

김수증이 죽은 후 설악산에 은거하던 김창흡이 1714년에 화음동으로 이주하여 화음

정사를 지키게 된다.

1704년에는 곡운영당이 건립되었는데 김수증을 비롯한 제갈량, 김시습, 김창흡,

성규헌(成揆憲) 등을 배향하면서 곡운서원(谷雲書院)으로 발전되었으나 1868년 대

원군의 서원철폐정책에 따라 철폐되었다. 개인의 정사(精舍)가 후학들에 의해 영당

(影堂)이 되었다가 서원(書院)으로 발전한 예에 해당된다.

김수증의 은둔에 의해 곡운구곡은 후대의 여러 문인,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종종 명사들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1820년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곡운구

곡을 참관하고 『동국명산기』에 <화음산>을 기술하였으며, 1823년에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방문하고 <산행일기>에 곡운영당과 곡운서원의 상

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곡운구곡도의 시 10수를 인용하였다.

1904년 춘천 출신으로서 화서학파(華西學派)의 거두이며 의병장인 의암(毅菴) 유

인석(柳麟錫 1842～1915)이 곡운의 산수를 방문하고 영당에 배향된 인물들을 추모

하였다. 1905년에 유인석은 곡운으로 거처를 옮기고 유중악(柳重岳) 등과 곡운강회

(谷雲講會) 개설하여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1906년 고향인 춘천의 가정리로 돌아간

바 있다. 1921년에는 대한유도회 화천군 사내회에서 곡운영당 터에 <곡운부사김수

증추모비>를 세웠다.

자료 3 김수증의 <곡운구곡>에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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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운제영차회옹운곡운(谷雲諸詠次晦翁雲谷韻)》<곡운(谷雲)>

이 몸이 한가한 구름과도 같아 / 화악산 골짜기에 몸을 맡겼네 // 나아갔다 들어

갔다 하는 것 무슨 마음인가 / 예로부터 나만 그런 것 아니네(是身如閑雲 託此華山

谷 卷舒亦何心 自昔非余獨)”

《화음제영(華陰諸詠)》<삼일정(三一亭)>

작은 다리 한가롭게 오가다가 / 인문석에서 지팡이 멈추네 // 어찌하면 염계(濂

溪)을 일어나게 하여 / 함께 무극(無極)에 대하여 물을 수 있을까?(小橋閒來往 拄杖

人文石 安得起濂翁 與之問無極)

《납월초칠일자경환화음(臘月初七日自京還華陰)》제40수

이 몸은 추위에 굴속으로 칩거한 벌레와 같은데 / 다른 날 화창한 봄볕을 만난다

면 // 추진교 위, 쌍계의 아래 / 예쁜 새, 한가한 나비에 이 몸을 맡기리(我似蟄蟲寒

入窟 他時猶得見陽春 趨眞橋上雙溪下 好鳥閑花屬此身)

《납월초칠일자경환화음(臘月初七日自京還華陰)》제76수

청람대는 필운강과 맞닿아 있는데 / 골목길은 뉘엿뉘엿 석양이로구나 / 적막한 문

앞의 길에는 / 홀로 뼈만 앙상히 남은 몸, 그림자 처량하네(靑嵐臺接弼雲岡 里巷依

依但夕陽 寂寞門前來往路 獨餘殘骨影涼涼)

자료 4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산행일기(汕行日記)>

서원 중에 <곡운화첩(谷雲畫帖)>이 있는데 구곡(九曲)의 천석(泉石)을 그렸다. 그

림을 그린 사람은 조세걸(曹世傑)이고 제어(題語)는 곡운(谷雲)이 한 것이다. <무이

적가(武夷櫂歌)>의 운(韻)을 곡운이 창하여 아들과 조카들이 각각 1곡씩 읊었는데

모두 곡운의 친필로 썼다.

세상과 끊어진 땅 성령(性靈)을 기르기 좋으니 / 늘그막에 마음은 산과 물을 좋아

하네 // 백운산(白雲山) 동쪽 화악산(華岳山) 북녘 / 구비마다 시냇물 소리 귀에 가

득하네 - 임인년 봄 운옹(絶境端宜養性靈 暮年心跡喜雙淸 白雲東畔華山北 曲曲溪流

滿耳聲 壬申春雲翁)

1곡이라 골짜기에 배도 들어올 수 없으니 / 숲은 깊고 길은 끊어져 오는 사람도

적네 // 복숭아꽃 피고 지고 구름과 시냇물로 격절(隔絶)한 곳 / 어느 신선의 집에는

개 짖고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네 -운옹 1곡 방화계(一曲難容入洞船 林深路絶來人

少 桃花開落隔雲川 何處仙家有吠煙 雲翁 一曲傍花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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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촌(鉏鋙村) 서쪽에서 돌아서 오리곡(梧里谷)을 지나 개울 하나를 건너면 여기

가 곡운의 동구가 된다. 산현(蒜峴)을 넘으면 산을 감아 골짜기를 돌면 물과 바위가

맑고 장한 방화계이다.

2곡이라 높고 험하게 옥으로 만든 봉우리 / 흰 구름 누런 단풍 가을 빛 비치네

// 바위의 잔도(棧道)를 가고 또 가니 신선이 사는 곳 가까워 / 이미 깨닫겠네, 속세

의 시끄러움 만 겹의 산 너머에 있음을 - 아들 창국 2곡 청옥협(二曲崚嶒玉作峰 白

雲黃葉映秋容 行行石棧仙居近 已覺塵喧隔萬重 子昌國 二曲靑玉峽)

방화계에서 5리를 지나 산 하나를 돌아 바위의 잔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왼쪽에

시냇물이 있고 오른 쪽으로 높은 봉우리를 끼고 있는 것이 2곡이다.

3곡이라 신선의 자취는 밤 배를 타고 아득히 사라지고 / 빈 언덕의 소나무에 걸린

달만 저 홀로 천년 // 초연(超然)하게 김시습의 맑고 차가운 정취(情趣) 만나니 / 흰

바위에 날리는 여울물만 가련하네 - 조카 창집 3곡 신녀협(三曲仙蹤杳夜船 空臺松

月自千年 超然會得淸寒趣 素石飛湍絶可憐 從子昌集 三曲神女峽)

청옥협을 지나면 조금 열린 듯한데 시냇물을 따라서 3곡에 도착한다. 옛 이름이

명기정(名妓亭)이었는데 내가 고쳐서 신녀협이라 했다. 물가에 매월당의 옛 자취가

있다.

4곡이라 푸른 바위에 기대어 냇물을 바라보니 / 곁의 소나무 그림자 길게 새털처럼

떨어지네 // 합수져 뿜으며 쉴새없이 내달리니 / 구름 기운이 그저 한 못으로 넘쳐

나는 구나 - 조카 창협 4곡 백운담(四曲川觀倚翠巖 近人松影落毿毿 奔潨濺沫無時歇

雲氣尋常漲一潭 從子昌協 四曲白雲潭)

신녀협에서 작은 개울을 건너 언덕을 돌아 시냇물을 따라가면 4곡에 도착한다.

5곡이라 깊은 밤에 좋은 시냇물 소리 / 찰찰 옥 같은 소리 먼 숲에 울리네 // 솔문

밖에 산보 나서니 서리 내린 언덕 고요하고 / 등근 달에 가야금 한 곡조 세상을 벗

어난 마음 - 조카 창흡 5곡 명옥뢰(五曲溪聲宜夜深 鏘然玉佩響遙林 松門步出霜厓

靜 圓月孤琴世外心(從子昌翕 五曲鳴玉瀨)

백운담에서 수백 보 위에 산 아래로 집 몇 채가 있는데 종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6곡이라 은자의 거처 푸른 물가를 베개로 하여 / 천 길 깊은 못에 솔 숲이 비치네

// 잠룡(潛龍)은 풍운(風雲)의 일을 상관하지 않고 / 오래도록 물결 속에 누워 절로

한가할 뿐이네 - 아들 창직 6곡 와룡담(六曲幽居枕綠灣 深潭千尺映松關 潛龍不管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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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事 長臥波心自在閒 子昌直 六曲臥龍潭)

명옥뢰와 서로 붙어 있다. 버드나무 가에 깊은 물이 맑고 넓다. 서쪽으로 농수정

이 소나무 숲 사이로 은은하게 비친다.

7곡이라 평평한 못이 얕은 여울에 이어져 있는데 / 맑고 잔 물결 달 빛 속에 볼

만하네 // 빈 산의 고요한 밤 아무도 건너지 않아 / 장송(長松)만 찬 그림자를 거꾸

로 비치고 있네 - 조카 창업 7곡 명월계(七曲平潭連淺灘 淸漣堪向月中看 山空夜靜

無人度 唯有長松倒影寒 從子昌業)

영당 앞에 있다.

8곡이라 맑은 연못 넓게 펼쳐졌는데 / 때때로 구름 그림자만 홀로 물결을 거슬러

오르게 하네 // 진원(眞源)이 지척이라 유별나게 맑고 밝아 / 앉아서 피라미들 바라

보니 그냥 오락가락할 뿐 - 조카 창집 8곡 융의연(八曲淸淵漠漠開 時將雲影獨沿洄

眞源咫尺澄明別 坐見鯈魚自往來 從子昌緝 八曲隆義淵)

영당의 서쪽에 있다.

9곡이라 층층이 쌓인 바위 높기도 한데 / 바위 언덕을 이룬 겹겹의 벽이 맑은 물

에 비치네 // 나는 듯한 여울물 저물녘 세찬 솔바람에 / 신령스런 송뢰(松籟) 소리

자자하게 온 골짜기에 가득 외손 홍유인 9곡 첩석대(九曲層巖更嶄然 臺成重壁映淸

川 飛湍暮與松風急 靈籟嘈嘈滿洞天 外孫洪有人)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가면 좌우로 암석이 기괴한데 그 사이로 물이 쏟아진다. 조

금 위에 작은 탑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길이 백운령 쪽으로 나 있다.

또 농수정에 제한 것은 이러한다.

청람산 한 줄기가 / 스르르 내려와 // 지세는 평평하고 넓어 / 물은 활처럼 굽이지

고 // 우리 집은 그 사이에 자리잡았네 / 정면으로 화악산을 마주하여 // 시냇가를

임하여 농수정을 만들어 / 동쪽으로 와룡담 바라보네(靑嵐山一支 逶迤而來 地勢平

曠 水如彎弓形 吾家據其間 正對華嶽山 臨溪而爲籠水亭 東望臥龍潭)

4. 맺는말

위에서 살펴 본 이자현, 김수증의 춘천 은둔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

닌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은둔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대의 많은 문인, 학자들

이 청평사와 곡운구곡을 찾아와 기행문과 시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은둔문학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춘천 지역은 한국 은둔문학

의 주요 산실로서의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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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 간단히 열거한 몇몇 인물만이 아니라 문헌을 뒤져 보면 유명, 무명의

수많은 인물들이 춘천을 찾아와 속세를 벗어난 탈속(脫俗)의 정신세계를 문학적으

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춘천이란 지역이 지닌 의미를 전통과 단절해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춘천을 은둔자의 유적지이자 은둔문학의 산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것은 발표

자의 독창적인 견해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은둔자가

춘천에서 펼친 내면세계와 그 문학적 표현을 통해 춘천은 단순히 산수자연이 깨끗

하고 아름다운 지역에 그치지 않고 그 산수자연 속에 역사, 문화적으로도 깊고 풍부

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춘천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토대를 결코 얕지 않게 만

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韓半島와 濟州島

제주대학교 박물관

고 광 민

< 목  차 >

 

   1. 魏志東夷傳에 나타난 섬의 세계

   2. 돼지 사육의 비율

   3. 豚舍·便所·肥料

   4. 濟州島の牛馬の飼養比率

   5. 牛馬飼養文化

   6. 牛馬の利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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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魏志東夷傳에 나타난 섬의 세계

*一大(壹岐)國 多竹木叢林 有三千許家 差有田地 耕田猶不足食 亦南北市糴

*對馬國 無良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糴

*州胡(濟州島) 好養牛及猪 乘船往來 市買韓中

2 돼지 사육의 비율

* 濟州島/高(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1937年)

濟州島の戶口 1936年末現在48,100家戶(濟州人/47,682戶, 日本人/384戶, 滿洲國

人 中華民國人/32戶, 其他外國人/2戶)

養豚의 現況 養豚農家97%

* 朝鮮半島/低(生活狀態調査 朝鮮總督府 1934年)

慶州郡의 家畜飼養農家13,223戶, 돼지飼養農家1,839戶(家畜飼養農家中13.9%)

3 豚舍·便所·肥料

濟州島/一體型(人糞은 돼지의 사료)

韓半島/分離型(人糞은 보리밭의 비료)

* 破家之子 視金如糞 成家之子 惜糞如金

- 徐有榘 杏蒲志

4 濟州島の牛馬の飼養比率

* 牛/四만9백2십4頭(全國牛頭數의 30%)

* 馬/2만2천5백頭(全國馬頭數의 40%)

5 牛馬飼養文化

* 蒙古/遊牧

* 濟州島/定住型의 放牧中心文化

* 朝鮮半島/定住型의 舍飼中心文化

6 牛馬の利用

* 囚其牛馬於築墻之內 晝夜糞田 謂之八陽

-南宦博物(李衡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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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牛馬作屯(民家私養牛馬 皆作屯放牧 以爲踏田及糞田之用)

-耽羅誌草本(李源祚)

* 地多亂石(必聚石爲垣 以防牛馬)

-耽羅誌草本(李源祚)

* 土性浮躁 多耕小穫(水田絶希 土又浮躁 下種者必以牛馬踏田)

-耽羅誌草本(李源祚)

濟州島와 韓半島 對比

---------------------------------------------

내용 濟州 韓半島

---------------------------------------------

土壤含量(100㏄) 60g 130g

下種 撒播 條播․點播

施肥 固體 液體(人糞)․固體(두엄)

牛馬 放牧 家養

屋根 茅 藁

便所 一體型 分離型

-------------------------------------------



대학도서관의 홍보실태 및 발전 전략

-서울대도서관 “테마도서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최 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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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서론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학술연구기능 지원
• 정보서비스 제공 역할

•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예산 ,인력 , 장서

•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중요성 점차 증대

• 국가차원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추진

• 사회적 인식 부족
• 모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지원의 미비

○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 (by SWOT분석)

4

• 대학도서관 현황별 집계 : 2000-2006년 자료 (통계청)   

59,965,00957,361,64867,866,69067,504,54462,649,28460,525,44956,845,599연간이용자수(명)

31,842,56433,126,50432,801,05169,883,51788,108,530106,986,736110,528,109연간이용책수(권)

101,198,63994,464,37690,099,89186,152,90781,612,49875,837,88271,371,263장서수(권)

236,933,905214,006,897234,792,750203,802,864215,255,771240,502,480174,889,476예산액(천원)

5,509,0855,365,7915,164,7845,266,9034,916,7695,130,5735,824,738연간증가책수(권)

422,925417,329413,279422,859410,653408,496408,828좌석수(개)

3,7283,7913,8313,8143,8663,9253,802직원수(명)

438438435438436420416도서관수

2006200520042003200220012000도서관현황별

=> 장서수는 증가한 반면 이용책수와 이용자수는 감소

1. 서론 (계속)

○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장 서 수

연 간 이 용 책 수

연 간 이 용 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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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서론 (계속)

○ 지금까지는...

“도서관의 위기 의식 발현”
- 인터넷의 확산으로 도서관을 통한 정보 이용률 저하

- 이용자들의 직접 검색으로 인한 사서의 존재감 상실

○ 이제는…
“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로 호의적 이용자 그룹 확대”
- 도서관과 사서의 ‘긍정적 이미지’ 개발 홍보

- 경영진을 설득하고 도서관 협력자를 확보

- 예산부서, 의사결정권자의 신임 회복

☞ 마케팅, 홍보를 통해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 고취

“고객(이용자)이 없이는 도서관이나 사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
☞ 대학도서관은 “돈먹는 하마”

6

2. 도서관 홍보

○ 개념

v 홍보를 나타내는 용어를 보면

• Public Relations (PR)

• Publicity

• Promotion

• Two-Way Communication

홍보,

PR

공중과의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공공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을 통하여

공중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계획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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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도서관 홍보 (계속)

v 문헌정보학용어사전

- 도서관업무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이용자

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적극

적인 활동

“존재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

☞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도 홍보가 안되면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즉, 존재의 유무를 좌지우지하는 것

홍보(PR)

8

2. 도서관 홍보 (계속)

홍보(PR)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해에 반하거
나 일방적이어서도 안되며, 한번 신뢰가 어긋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

홍보(PR)의 원칙

• 사회성, 공공성

• 쌍방향의 원칙

• 신뢰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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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홍보 (계속)

○ 도서관 홍보는 왜 필요하며, 현대사회에서 도서관 홍보는

필수 조건인가?

만일 아무도 당신의 도서관에 대하여 모르고,

지역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당신의

도서관이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그 도서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존재하지 않아야만 할 것

(Siess 2003)

현대사회는 PR의 시대이다

홍보는 도서관이 생존하고 성장하며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

☞ 이제는 도서관들이 성장 차원이 아니라
생존 차원에서 홍보(마케팅)가 필요하다

• 공중에게 알림

• 직원들의 사기 진작

• 공중의 지지 확보

• 도서관과 공중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

10

2. 도서관 홍보 (계속)

○ 대학도서관에서 홍보 활동이 왜 필요한가?

■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정책을 이용자에게 알려 도서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 이용자에게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알려 “도서관 이용을 향상”시켜야 한다.

■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활동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주지”

시켜 이용자들이 빠르게 적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잠재적인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도서관에 대한 인

식을 쇄신”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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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대학도서관의 홍보실태

○ 홍보 유형 (1)

◑ 도서관 홈페이지와 이메일(e-marketing)을 통한 홍보

- 팝업창, 도서관소식, 도서관뉴스코너, 홍보동영상 등

- 도서관 대출도서 순위 제공

◑ 교육을 통한 홍보

- 외국인학생, 신입생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 학위논문 작성법 교육, 자료검색 이용교육

- 학과목과 연계된 Web-DB 등 교육

- 면대면 특화교육

◑ 도서관 게시판과 진열대를 이용한 홍보읺

12

3. 국내 대학도서관 홍보실태 (계속)

○ 홍보 유형 (2)

◑ 문화행사

- 도서전시회, 음악회, 사진전, 영화감상회 등

- 독서토론회, 저자와의 만남, 독서강연회 등

◑ 언론(보도자료)

◑ 도서관 이벤트

- 골든벨, 다독왕 선발, 경품추첨 등

◑ 도서관보, 소식지, 전단지, 판촉물 등

◑ 각종 안내 자료 및 게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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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대학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 문화행사를 통한 도서관 홍보 사례 (2)

‘도서관 주간 행사 프로그램’
- 음악감상회, 도서전시회, 도전 골든벨, 저자와의 만남, 정보검색특강, 

깜짝이벤트, 기념품 판매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 (연1회)

인하대학교 도서관 ‘훼손 도서 전시회’
- 이용자들에게 부주의 등으로 인한 책의 훼손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깨끗한 책 이용을 촉구하기 위한 책사랑 캠페인

‘차와 음악 그리고 책 이야기’
- 독서토론회

☞ 음악감상, 책에 대한 감상 및 토론 등 상시 개최

13

3. 국내 대학도서관 홍보실태 (계속)

○ 문화행사를 통한 도서관 홍보 사례 (1)

‘책과 함께하는 오아시스’

- 사진전, 도서전, 영화전시회, 음악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서관 홍보

☞ 클래식 기타연주회 – 도서관을 여행하다

☞ 외국 학술도서 전시회

‘경희 가족과 함께 하는 사색공감’

☞ 경희 초, 고(남/여), 대학 소속 음악동아리들과의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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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대학도서관 홍보실태 (계속)

○ 문제점

◐ 홍보전담부서(직원)가 있는 대학도서관이 소수다

☞ 전담부서 : 서울대, 부산대도서관 (2007년 2월 신설)

전담직원 : 성균관대, 한양대(겸), 전북대(겸)

◐ 홍보유형이 거의 비슷하고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들이다

☞ 도서전시회나 독서토론회, 저자와의 만남 등 문화행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표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로 끝남

◐ 언론(보도자료)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 눈에 띄는 언론노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뉴스종합검색 KINDS와 네이버 뉴스 검색)

◐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부족하다

☞ 현재의 홍보업무는 체계적인 홍보라기 보다는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나

특별한 행사를 위한 것, 홍보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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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 개요

◐ 전담부서 설치 (2007. 2. 6 - )

☞ 실명 : 기획홍보실

구성 : 기획홍보, 대외협력

인원 : 3명

업무 :  도서관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 수립

도서관 사업의 홍보

대•내외 도서관 협력

도서관 통계, 직원능력개발 및 규정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등

◐ 홍보활동

☞ 언론관계 : 보도자료 배포 : 도서관 소식, 행사 등 적극 홍보

적극적 인터뷰 (서울대출입기자, 대학신문기자, 그 외 타대학학생신문

기자 및 지역방송관계자 등)

언론과의 활발한 연계 : 기자들과 우호적 관계형성

18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 내부고객관계 : 도서관•사서의 존재 부각 (홍보부, 대학신문, 발전기금, 총동창회 등)

→ 대학본부 및 경영진들의 관심 유도, “긍정적 이미지”

☞ 이용자 반응 모니터링 :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대학신문, 일간지 신문

서울대생들의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개인 블로그 & 카페 등

→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한 해명 및 정정 요구, 답글 쓰기

사례) 본교학생전용열람실 운영(2007년2학기)과 관련된 이용자반응을 모니터링 하면서

정책 및 운영안 수정 보완 → 의견수렴, 반발 최소화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고객만족을 위한 신설/기존업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대•내외 이미지 쇄신 및

이용자와의 친밀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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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 홍보절차

◐ 홍보특징

- 홍보의 일원화 (인터뷰 등 홍보 담당자가 컨트롤)

: 도서관의 전반적인 정책과 운영 이해, 사적 의견 배제

커뮤니케이션 스킬(글발,말발,면발) 

→ 긍정적 이미지 극대화, 부정적 이미지 최소화

- 언론(보도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언론보도실적 참조]

-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 

홍보 일원화에 협조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및 운영사항 등 신속한 정보 제공

직원 개개인이 홍보담당자라는 주도적 생각

홍보자료 조사

및 수집

인터뷰자료, 협조 및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작성

언론매체 배포 등

홍보

기사 수집 및

모니터링

20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 언론보도 실적 (2007. 2. 6 - 2008. 01. 4 현재)

8대학신문

4지역신문

13중앙신문

신문보도 건수

2지역방송

1중앙방송
방송보도 건수

건수보도매체

28

3

13

8

4

전체 방송 중앙신문 대학신문 기타

※ 서울대 도서관
사업에 관한
기사만을 선
정한 통계임

(현황, 관계자
인터뷰 등의
기사는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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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 평가

- 눈에 띄는 언론노출로 도서관 이미지 쇄신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SNU뉴스>

“편리하고 다양하게, 중앙도서관 변신” (2007.10. 16)

-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사서의 이미지 쇄신

☞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테마도서관련’ 감사의 글 (2007. 7. 2)

도서관의 달라지는 서비스에 대한 감사 메일 등 다수

- 대학내 도서관 위상 제고

☞ 2007년 우수기관 수상 (주최:서울대)

◐ 향후 발전 방안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 도서관 협력자 범위 확대

- 도서관마케팅을 통한 기금 조성(펀드레이징)

22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 사례 : 릴레이 테마도서전

◐ 목적

- 테마별로 관련 도서를 모아 전시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의 독서동기 유발

- 도서관의 문화 정보 및 가치 공유를 극대화하는 전시 효과

◐ 추진방향

- 특정 테마를 새로 선정하여 관련 도서를 모아 연중 릴레이 전시회를 개최

- 테마 선정 및 전시 담당은 전시 담당 책임자별, 실(室)별 수행

- 운영시기 : 2007년 6월부터

- 전시규모 : 약 100~120여 책 구성 (전시 메쉬망 15개)

◐ 기대효과

- 21세기 디지털 영상시대에 우리 시대가 잃어가는 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를 되찾고, 다양한 전시 개최를 통하여 도서관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

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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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 전시실적

1.2~

2.26

11.1~

12.28

9.3~

10.26

7.2~

8.31

6.4~ 
6.29

전시

기간

전시배너

(홈페이지)
전시테마전시월

2008년

1/2월

11/12월

9/10월

7/8월

6월

- “책, 종이를 벗고 화려한 변신을 꿈꾸다”

- “시대별로 보는 국내 베스트셀러”

- “신화(神話) 속으로”

- “금서(禁書)의 역사 – 책, 사슬에서 풀리다”

-“서울대생 어떤 책을 읽는가-인기 대출도서전”

-“자료로 보는 한국전쟁”

24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6월 테마 도서전】

◐ 테마

① “서울대생 어떤 책을 읽는가

– 중앙도서관 인기 대출도서전”

② “자료로 보는 한국전쟁”

◐ 전시구성 (약100여책)

① 10년(96-2006)간 대출순위 조사

②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는 6•25 관련도서

◐ 중점 홍보 내용

- 특정 테마를 선정하여 릴레이 도서전시를

개최함을 강조

- 앞으로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

능을 다할 것임을 강조(도서관의 역할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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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6월 테마 도서전】

◐ 언론 보도 내용

① 연합뉴스 (2007. 5. 31)

‘서울대 도서관 매달 전시회…일반 개방’

② CBS (2007. 5. 31)

‘서울대 인기 대출 서적은 ‘전공서적’’

③ 국민일보 (2007. 5. 31)

‘서울대생 무슨 책 많이 보나…10년간 1위 ‘한국사특강’

④ 대학신문 (2007. 6. 4)

‘중앙도서관 테마도서전 열려’

26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7/8월 테마 도서전】

◐ 테마

“[금서(禁書)]의 역사-책, 사슬에서 풀리다”

◐ 전시구성 (약120여책)

당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발간

•보급이 금지 또는 제약당한 국내•외도서 전시

◐ 중점 홍보 내용

- 기획의도 홍보 : 금지된 ‘책’의 문화사를 살

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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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7/8월 테마 도서전】

◐ 언론 보도 내용

① 연합뉴스 (2007. 6. 29)

‘서울대 ‘禁書’ 전시회 개최’

② YTN (2007. 6. 29)

‘서울대, ‘금서전시회’ 열어’

③ 한겨레 (2007. 6. 29)

‘시대별로 더듬어보는 ‘금서의 역사’

④ KBS2TV 시사투나잇 (2007. 7. 4)

‘금서’의 역사 : ‘시대의 양심’을 옥죄다

[방송]

28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9/10월 테마 도서전】

◐ 테마

“신화(神話) 속으로”

◐ 전시구성 (약120여책)

① 세계 각 나라의 건국, 삶, 특징을 담는 도서

② 특정주제(사랑,여성,예술, 용 등)와 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서

◐ 중점 홍보 내용

- 기획의도 홍보 : 각 나라 및 특정 신화 관련 도서

에 대한 이해를 통한 우리 삶의 토대와 역사를 살

펴볼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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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11/12월 테마 도서전】

◐ 테마

“시대별로 보는 국내 베스트셀러”

◐ 전시구성 (102책)

1961년부터 2006년까지 2회 이상 국내 베스트셀러

목록에 등재된 도서를 선정하여 시대별로 전시

◐ 중점 홍보 내용

- 6월부터 도서전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

[목록소개]

- 기획의도홍보 : 베스트셀러와 시대와의 관

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30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11/12월 테마 도서전】

◐ 언론 보도 내용

① 연합뉴스 (2007. 10. 30)

‘서울대 도서관 ‘시대별 베스트셀러’ 도서전’

② 한국대학신문 (2007. 10. 30)

‘서울대도서관, ‘시대별 베스트셀러’ 테마도서전

③ 한겨레 (2007. 10. 30)

‘서울대도서관, ‘시대별 국내 베스트셀러’전시

④ 조선일보 (2007. 11. 1)

[영상스케치] ‘시대별 베스트셀러’ 도서전 열려

⑤ 경향신문 (2007. 11. 1)

‘시대의 거울’ 베스트셀러를 한눈에

⑥ 대학신문 (2007. 11. 12)

베스트셀러로 ‘시대의 맥’을 짚다 : 중앙도서관 ‘시대별 국내

베스트셀러’ 전시



158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6輯

31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11/12월 테마 도서전】

32

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2008년 1/2월 테마 도서전】

◐ 테마

“책, 종이를 벗고 화려한 변신을 꿈꾸다”

◐ 전시구성 (도서 78책, DVD 68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의 원작

이 되었거나 영화화를 앞두고 있는 도서의 전시

◐ 중점 홍보 내용

- 기획의도홍보 : 책이 인쇄매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결합•변화를 통해

감동과 웃음을 더해주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된

책과 미디어와의 만남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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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도서관의 홍보실태 (계속)

【2008년 1/2월 테마 도서전】

◐ 언론 보도 내용

① 연합뉴스 (2008. 1. 2)

‘서울대 테마도서 전시회’

② 씨앤앰 케이블TV 채널4 방영 (2008. 1. 4)

『씨앤앰뉴스 – 문화 in Seoul 』

- “책, 종이를 벗고 화려한 변신을 꿈꾸다”

34

5. 대학도서관의 홍보 전략 방안

◐ 홍보 전담 부서 설치 또는 전담 직원 배치

- 체계적인 홍보 계획 수립

- 적극적인 홍보 활동

- 도서관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필요

- 커뮤니케이션 스킬(글발, 말발, 면발)을 갖춰야 함

◐ 도서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내용이나 방식이 관행적이거나 의례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 기대 어려움

- 이용자와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장지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 계획적으로 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사회성 및 공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대학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자기계발을 지원, 촉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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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도서관의 홍보 전략 방안 (계속)

◐ 적극적인 홍보

- 내부고객, 언론, 외부 및 지역고객과의 관계 맺기

특히 학생 및 언론기자, 경영진 등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 사실(fact)을 가치로 포장하여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고객과 관계를 맺음

- 언론(보도자료)을 통한 홍보 ⇒ ‘긍정적 이미지’로 변할 수 있는 방법

-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

• 언론에 얼마나 잘 노출되었는가?

• 뉴스 크리핑

• 타겟 오디언스(target audience)에게 잘 전달되었는가?

(focus group)

• 성과 등

36

5. 대학도서관의 홍보 전략 방안 (계속)

◐ 직원들에 대한 홍보교육

- 도서관 홍보는 홍보담당자만의 업무라는 생각을 탈피, 

직원 개개인이 홍보담당자라는 주인의식 필요

- 홍보교육을 통해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 쇄신

⇒ 전화, 이메일, 게시판 답글, 대화의 기술 등에 대한 교육

도서관과 사서가 필요한 이유를 모기관과 이용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함

◐ 홍보 협력

- 대학내 홍보부, 단과대별 홍보담당자들과의 협력

- 대학도서관 간 협력 (홍보방법 등 벤치마킹)

⇒ KERIS 사서커뮤니티 등에 『홍보분과』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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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도서관의 홍보 전략 방안 (계속)

◐ 도서관 마케팅

1법칙 : 도서관을 하나의 ‘사회적 비영리 사업체’처럼 운영하라

- 비즈니스마인드로 전환하는 능력, 상품과 서비스 개발

2법칙 :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 도서관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필요하다

3법칙 : 의사결정권자와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도서관 협력자를 확보하라

- 직업적으로 고립되지 말아야 한다

-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협력자는 누구인지 파악하며,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사서들은 알고 있는가? 그들에게 먼저

책과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 내용 발췌 : 이우정 관장, “사례로 본 도서관 홍보”

38

6. 결론

■‘도서관 중심의 경영’이 아닌 고객 즉 ‘이용자 중심의 경영’ 추진 선상에서 고객

(이용자)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방안 이

추진되어야 한다

→ 아무리 양질의 장서와 좋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도, 이용자가 없는

도서관은 그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

■ 홍보활동은 조직의 한 부서나 전담 직원이 아닌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

요 하며, 수서, 열람, 참고봉사 등 모든 부서에서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도서관과 사서의 긍정적 이미지 알림

→ 고객(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충성도 높임

■ 이제 도서관은 성장 차원이 아닌 생존 차원에서 홍보 및 마케팅의 필요성

을 절실히 인식 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도서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오 영 기

< 목  차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수집 자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

    4.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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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서서 론론

향토
자료실

u 향토 자료실 발전 방안 제시

• 소장 자료 부족 인식 전제 , 양적 증가 기반 구축
• 자료 수집 과정 통해 수집 방법 이론적 정립 시도
• 자료 수집 경험과 자료 분석 통해 방안 제시

§ 제주 자연 인문
역사 환경

§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 밝히는 다양한
형태 자료

§ 전 주제 영역 포괄

§ 제주지역 거점대학
§ 제주지역사회정보

봉사
§ 지역 자료 관리
§ 지역 문화 육성
§ 대학 도서관 개방

1. 연구 목적

4

이론적이론적
연구연구

실증적실증적
연구연구

§국내 문헌 고찰

§연구 자료 부족

§수집 과정 고찰
§수집 경험 기반

§분석 틀
§분석 모형
§조사 내용 작성

u 방방 법법 u 범범 위위

v 기 간 : 2003.03.05 ~   

2006.03.05 (3 년)

v 수집 권수 : 7,417 권

(4,726 종)

v 수집일람표 : 4,962 건

v 구입분 제외 (수서실 업무 ) 

2. 연구 방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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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

유사용어 정의

§ 지방 - 중앙의 하위·종속적

§ 지역 - 독립적·가치 중립적

§ 시골, 촌락, 마을, 고장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전통적
의미의 내 고장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고장

향토의 개념

ⅡⅡ.. 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1. 향토자료의 개념과 범위

공통된 생활양식과 협조단결의 통일의식 및 역사적 유물을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지리적 단위

6

도서관이 위치란 특정 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삽도 및 기타 자료 일체

향토자료의 개념

그 향토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

향토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것

그 도서관이 위치한
특정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전 주제 영
역의 모든 형태 자료

향토자료의 범위

특정 지역 내용 서술 순박물관 자료 제외
(유물 유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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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자료
• 지역연구고조(환경 개발 등)
• 지방정치 ·경제 활성화향

토
자
료
가
치

지역문화창달

지역주민
애향심고취

• 지역 전통문화 계승
• 지역 전통문화 유산 발굴

• 지역사 연구
• 지역 기록물 발굴 관리

향토
자료
종류

문헌
자료

시청각
자료

박물관
자료

2. 향토자료의 가치와 종류

8

v 방문수집 – 발행주체 방문하여 면담수집

Ø 지정수집 : 수집자료 지정하고 수집
Ø 지정외수집 : 지정수집 시 추가수집
Ø 미지정수집 : 자료 지정 하지 않고 수집
Ø 수집목적외수집 : 수집 의사 없이 방문수집
Ø 대리수집 : 대리수집자 수집

v 행사참석수집 – 행사에 직접 참석수집

Ø 행사참석수집 : 행사에 직접 참석수집
Ø 행사참석추가수집 : 행사참석수집 시 추가수집

u 직접수집 - 수집 의사, 능동적으로 직접 행동하여 수집

3. 향토자료의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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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간접수집 – 전화 · 서신 이용, 자료 기증 의뢰 수집

v 통화수집 – 전화 이용, 자료 기증 의뢰 수집
Ø 통화수집 : 전화 이용, 자료 기증 의뢰 수집
Ø 통화추가수집 : 통화수집 시 추가수집

v 서신수집 – 서신 이용, 자료 기증 의뢰 수집
Ø 서신수집 : 서신 이용, 자료 기증 의뢰 수집
Ø 서신추가수집 : 서신수집 시 추가수집

u 자발적 기증 – 발행주체 자발적으로 기증, 수집

10

자연환경

역사환경

섬 한라산 밭농사 바다 동굴 오름 계절풍기후

흉년 생활고 착취부역 민란 이주 감귤농업

종합 관광개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농경사회 상부상조 수눌음 향약 근검 절약

이익 유출 청소년비행 전통사회 붕괴

원주민 북방 도서종족 탐라국 삼국조선예속

전라남도 소속 1946.8.1 도 승격 4.3

일제어업기지

인문환경

4. 향토자료와 제주도

가.  자연 인문 역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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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사서 탐라지(이원진) 제주도실기(김두봉) 탐라기년(김석익)

노형동지

제주어사전(제주도)

마을지

4.3자료

제주언어

문학작품

제주무속

제주민요

작품집

위미리지 명월향토지

제주의 신가(고찬화)
제주도무속자료(현용

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제주속담사전(고재환)

제주민요연구(김영돈) 제주향토민요(제주도)

남사록(남사록) 영주풍아(오문복) 별을 따려는 사람(오성찬)

제주민중항쟁 (아라리연구원) 제주4.3유적(제주4.3연구원)

다층 제주작가 영주문학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제주도)개발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제주도)

관광사업 관광진흥기본계획(제주도) 제주관광연구(제주관광학회)

지역경제 제주지역경제동향(한국은행) 제주경제현황(제주상공)

나.  향토자료와 제주도

12

감귤농업 제주감귤(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감귤도감(양영환)

제주교육(제주도교육청)제주교육

오름

여성

한라산

제주문화

체육

동굴

제주체육(제주도체육회) 제주체육 50년사(제주도체육회)

한라산 총서(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생태계연구(국립중앙과학관)

제주의오름(제주도)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오창명)

제주식물도감(김문홍)동 식물 제주도의 새, 나비, 바다 물고기(서재철)

제주도 제주마(제주도) 제주조랑말(강민수)

제주도지(제주도)

제주교육사(제주도교육청)

제주예술(한국예총제주지부)제주문화연감(문화예술재단)

깨어나는제주여성의역사(제주여성특위) 제주여성(제주여민회)

동굴연구(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의 천연동굴(손인석)

제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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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0권
(8,485종)

장서
단행본

16,548권
(7,754종)

연속간행물
7,982권
(731종)

제주지역 거점 대학도서관의 역할제주지역 거점 대학도서관의 역할가
제주지역대학도서관 협의회 구성 / 회원대학 자료 시설장비 이용

제주지역사회 정보봉사의 역할제주지역사회 정보봉사의 역할나
대학도서관 개방 / 지역사회정보 제공 / 노동 복지 등 전 주제

제주지역 자료 관리의 역할제주지역 자료 관리의 역할다

제주지역 문화 보존 및 육성제주지역 문화 보존 및 육성라

지역자료 분실 훼손 다수 / 등록 정리 / 복사 제한 / 변질 방지

지역문화 자료 수집 정리 / 문화 행사 개최 / 문화 프로그램 개발

5. 향토자료 수집과 제주대학교 도서관

1. 분석의 틀

가. 분석의 준거

14

ⅢⅢ.. 수집수집 자료에자료에 대한대한 실증적실증적 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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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사 내용

15

서지사항 저자, 자료종류, 발행 년도, 소장복본, 수집복본

필요사항 수집년도, 정보원

기증

수집

직접

수집

?방문수집
- 지정자료수집
- 지정자료외수집
- 자료미지정수집
- 수집목적외수집
- 대리수집

?서지사항
- 저 자
- 발행 년도
- 자료종류
- 소장복본
- 수집복본

?필요사항
- 수집 년도
- 정보원
- 수집인원 (직접수집)
- 기증(수령)방법

(간접수집,자발적 기증)
- 기증의사표시 (자발적 기증)

?행사수집
- 행사참석수집
- 행사추가수집

간접
수집

?전화수집
- 전화수집,추가수집
?서신수집,
- 서신수집,추가수집

자발적
기증

?향토실 인수
?수서실 인수

<표 2-1> 조사 내용

다. 표본추출과 분석 기법

Ø 3년 수집 - 7,417권 (4,726종/4,962건)

Ø 단순 분석

16

건.종.권
건 종 권 비고 (수집기간)

년도

2003 2,672 2,516 3,948
2003.03.05~

2003.12.31

2004 1,362 1,296 2,055
2004.01.01~

2004.12.31

2005.6 928 914 1,414
2005.01.01~

2006.03.05

계 4,962 4,726 7,417

건/권<표 2-2> 표본 추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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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적 분석

가.일반사항 분석

17

연도
2003 2004 2005.6 계

건 권

건 수
2,672

(53.8%)

1,362

(27.4%)

928

(18.7%)

4,962

(100%)

권 수
3,948

(53.2%)

2,055

(27.7%)

1,414

(19.0%)

7,417

(100%)

건/권
<표3-1> 수집 년도 별 수집 현황

18

건/권
<표3-2> 수집 년도 별 자료 종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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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권
<표3-3> 수집 년도 별 발행 년도 현황

20

건/권
<표3-4> 수집 년도 별 발행 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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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권
<표3-5> 수집 년도 별 저자 현황

22

건/권
<표3-6> 수집 년도 별 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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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권
<표3-7> 수집 년도 별 (각종 단체) 저자 현황

24

건/권
<표3-8> 수집 년도 별 (언론, 금융기관, 개인, 마을, 회사 등) 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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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권
<표3-9> 연도별 정보원 현황

26

건/권
<표3-10> 수집 년도 별 소장 복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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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권
<표3-11> 수집 년도 별 수집 복본 현황

28

건/권
<표3-12> 저자 별 발행 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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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권
<표3-13> 저자 별 소장복본 현황

30

건/권
<표3-14> 자료 종류별 소장복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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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권
<표3-15> 자료 종류별 수집 복본 수

32

건/권
<표3-16> 발행 년도 별 자료 종류 현황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 199

33

건/권
<표3-17> 발행 년도 별 소장복본 현황

34

<표4-1.1> 연도별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 현황 1/2

나. 수집 방법 별 수집 분석

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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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표 4-1.2> 연도별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 현황 2/2

건/권

36

<표 4-2.1> 저자 별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 현황 1/2 
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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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표 4-2.2> 저자 별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 현황 2/2

건/권

<표 4-3.1> 자료 종류 별 수집 현황 1/2

건/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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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자료 종류 별 수집 현황 2/2

건/권

39

40

<표4-4.1> 발행 년도 별 수집 현황 1/2 

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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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권

<표 4-4.2> 발행 년도 별 수집 현황 2/2 

41

<표 4-5.1> 소장 복본 별 수집 현황 1/2 
건/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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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2> 소장 복본 별 수집 현황 2/2 
건/권

43

<표 5-1> 통화 서신수집에 따른 기증 가능 방법 현황
건/권

다. 수집 관련 분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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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수집에 따른 받은 방법 현황

건/권

45

건/권

<표 5-3> 자발적 기증에 따른 기증자 현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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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 인원 분석

건/권

47

48

내 용내 용

필 요 성필 요 성

추진과 규모추진과 규모

• 제주학 연구 자료 다수 소장
• 이용자 봉사 공간, 도민과 밀접한 관계 형성

• 제주학 연구 자료 다수 소장
• 이용자 봉사 공간, 도민과 밀접한 관계 형성

• 정체성 확립
• 지역연구 중심 역할, 지역정보 제공
• 지역 자료 보존 관리

• 정체성 확립
• 지역연구 중심 역할, 지역정보 제공
• 지역 자료 보존 관리

• 도서관 장기 발전 계획으로 추진
• 연 면적 1983.48m2 규모, 3층 독립 건물
• 자료실, 고서실, 멀티미디어실, 

정보 검색실, 휴게실 등
• 열람 좌석수 200석,  개인서고 등

• 도서관 장기 발전 계획으로 추진
• 연 면적 1983.48m2 규모, 3층 독립 건물
• 자료실, 고서실, 멀티미디어실, 

정보 검색실, 휴게실 등
• 열람 좌석수 200석,  개인서고 등

운 영운 영 • 관장 직속, 수서 일부 업무·정리 업무 독자적 운영
• 직원 3명 배치, 도서관 예산 일정 비율 배정

• 관장 직속, 수서 일부 업무·정리 업무 독자적 운영
• 직원 3명 배치, 도서관 예산 일정 비율 배정

ⅣⅣ.. 향토자료실향토자료실 발전발전 방안방안

1. 1. 제주학제주학 자료관자료관 건립건립 운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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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 유이 유
• 전국 각 지역 자료 소장 공간 인식
• 타 지역 자료 기증 사례
• 지역학 연구 차원 고려

• 전국 각 지역 자료 소장 공간 인식
• 타 지역 자료 기증 사례
• 지역학 연구 차원 고려

근 거근 거
• 제주학 연구 중심지
• 도서관 정체성 확립
• 지역사회정보 봉사 역할

• 제주학 연구 중심지
• 도서관 정체성 확립
• 지역사회정보 봉사 역할

당위성당위성
• 7~80년대 자료 수집 미미
• 자발적기증 의존
• 미지정수집량 다수

• 7~80년대 자료 수집 미미
• 자발적기증 의존
• 미지정수집량 다수

효 과효 과 • 정보제공서비스 강화
• 대학 내 경쟁 체제 자리매김

• 정보제공서비스 강화
• 대학 내 경쟁 체제 자리매김

2. . 제주학제주학 자료실로자료실로 개명개명

3. . 특성화특성화 사업으로사업으로 육성육성

50

의 미의 미

이 유이 유

장 단점장 단점

• 수집자와 발간주체 간 인간적 친분 관계 유지
• 수집 지향적 관계

• 수집자와 발간주체 간 인간적 친분 관계 유지
• 수집 지향적 관계

• 미지정 수집량 다수
• 자료기증 유무,  기증 권수 결정

• 미지정 수집량 다수
• 자료기증 유무,  기증 권수 결정

• 장점 : 자료 수집 용이, 자료 발간 정보 수집 가능,
예산 절감

• 단점 :  대리 수집자 지정 곤란,  수집 소극적

• 장점 : 자료 수집 용이, 자료 발간 정보 수집 가능,
예산 절감

• 단점 :  대리 수집자 지정 곤란,  수집 소극적

방 법방 법
• 담당자 중심 연결망 형성
• 사서 전체 범위 확대
• 학연 지연 연결 고리 형성

• 담당자 중심 연결망 형성
• 사서 전체 범위 확대
• 학연 지연 연결 고리 형성

관리(목록
화)

관리(목록
화)

사 례사 례

• 발간주체의 주소,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수집• 발간주체의 주소,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수집

• 대리수집• 대리수집

4 . 4 . 인적인적 네트워크네트워크 형성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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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적기 수집 필요
• 시기 경과 자료 수집 불가능 - 수집자 ·기증자 관심 부족

• 당일 배포 자료 수집 불가능 - 세미나 팜플렛

• 자료 적기 수집 필요
• 시기 경과 자료 수집 불가능 - 수집자 ·기증자 관심 부족

• 당일 배포 자료 수집 불가능 - 세미나 팜플렛

업무 이원화업무 이원화 • 수서정리과 수서실 수집
• 향토자료실 수집

• 수서정리과 수서실 수집
• 향토자료실 수집

• 업무 분산
• 자료 도착 여부 · 기증 현황 미파악 , 재기증 요청

• 업무 분산
• 자료 도착 여부 · 기증 현황 미파악 , 재기증 요청

방 안방 안
• 수서 목록 사전 협의 작성
• 동행 수집
• 수집 자료 즉시 인계

• 수서 목록 사전 협의 작성
• 동행 수집
• 수집 자료 즉시 인계

이 유이 유

문제점문제점

5. . 정책의정책의 일관성일관성 유지유지

6.  .  업무업무 일원화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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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운 영

이 유이 유

• 2인 이상 전담 사서 배치• 2인 이상 전담 사서 배치

• 발간 정보 습득 용이
• 기증자와 협의 쉬움
• 운반 편리
• 자료 추가 수집 가능

• 발간 정보 습득 용이
• 기증자와 협의 쉬움
• 운반 편리
• 자료 추가 수집 가능

• 수집목록 작성, 수집일람표 작성
• 복본조사, 각종 통계 작성
• 수서실 인계 작업

• 수집목록 작성, 수집일람표 작성
• 복본조사, 각종 통계 작성
• 수서실 인계 작업

• 출장 여비 현실화
• 선물비 · 식사비 책정 요망
• 착불 제도 적극적 시행

• 출장 여비 현실화
• 선물비 · 식사비 책정 요망
• 착불 제도 적극적 시행

관리 업무관리 업무

방 안방 안

7. 7. 인적인적 물적물적 자원자원 확보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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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 의

방 안방 안

• 고서 수집 노력 비해 결과 빈약
• 미래에 고서 될 현재 발간 자료 수집 노력

• 고서 수집 노력 비해 결과 빈약
• 미래에 고서 될 현재 발간 자료 수집 노력

• 1980년대 이전 자료 수집 계획 수립
• 초중등학교 발간 다양한 자료 관심(연구계획서 등)
• 각종 단체 발간 자료 수집 관심

• 1980년대 이전 자료 수집 계획 수립
• 초중등학교 발간 다양한 자료 관심(연구계획서 등)
• 각종 단체 발간 자료 수집 관심

• 문화예술단체 행사 자료 제주도문예회관 중심 수집
• 자료 형태 관계 없이 수집(팜플렛 CD 수집 집중노력)

• 직접수집 집중(미지정 수집 중요성 부과)

• 3권 기준 수집(중요 자료 5권 수집, 훼손 분실 대비)

• 문화예술단체 행사 자료 제주도문예회관 중심 수집
• 자료 형태 관계 없이 수집(팜플렛 CD 수집 집중노력)

• 직접수집 집중(미지정 수집 중요성 부과)

• 3권 기준 수집(중요 자료 5권 수집, 훼손 분실 대비)

8. . 고서보다고서보다 최근최근 발간발간 자료자료 수집수집 노력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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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석수집
방안

행사참석수집
방안

방문수집
방안

방문수집
방안

• “향토자료공동수집협의회” 구성
• 분할수집, 적정 배분 방식
• 제주대 제주시 지역, 제주교육대 북제주군 동쪽 지역,     

한라대학 북제주군 서쪽 지역, 제주관광대학 남제주군
서쪽 지역, 탐라대학 서귀포 지역, 남제주군 동쪽 지역

• “향토자료공동수집협의회” 구성
• 분할수집, 적정 배분 방식
• 제주대 제주시 지역, 제주교육대 북제주군 동쪽 지역,     

한라대학 북제주군 서쪽 지역, 제주관광대학 남제주군
서쪽 지역, 탐라대학 서귀포 지역, 남제주군 동쪽 지역

• 수집 의사 대학 2~3개 참여, 공동 수집 방식• 수집 의사 대학 2~3개 참여, 공동 수집 방식

• 장점 : 비용 절감, 시간 부족 해소, 
정보원 파악 용이,  정보 교환 원활

• 단점 : 직원수 부족, 수집량 확보 곤란
자료 배분 불균형

• 장점 : 비용 절감, 시간 부족 해소, 
정보원 파악 용이,  정보 교환 원활

• 단점 : 직원수 부족, 수집량 확보 곤란
자료 배분 불균형

• 장점 : 예산 절감, 시간 부족 해소, 정보 교환 원활
• 단점 : 수집 의존성 발생, 시간 지정 곤란

• 장점 : 예산 절감, 시간 부족 해소, 정보 교환 원활
• 단점 : 수집 의존성 발생, 시간 지정 곤란

장 단점장 단점

장 단점장 단점

9. . 공동공동 수집에수집에 적극적인적극적인 노력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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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성필 요 성

내 용내 용

• 자발적 기증 유도
• 수집처 광고 효과

• 자발적 기증 유도
• 수집처 광고 효과

• “제주대학신문” 활용
• 도내 일간지 - 광고, 기사 형식
• 서신 - 단체 개인 홍보

• “제주대학신문” 활용
• 도내 일간지 - 광고, 기사 형식
• 서신 - 단체 개인 홍보

• 기증 기간, 기증처, 기증 절차, 기증 확인서 발부
• 기증 권수, 방문 수집 가능

• 기증 기간, 기증처, 기증 절차, 기증 확인서 발부
• 기증 권수, 방문 수집 가능

방 법방 법

10. . 적극적인적극적인 홍보홍보 필요필요

56

• 소장 자료 부족 인식 전제, 양적 증가 기반
• 자료 수집과정 통해 수집방법 이론적 정립 시도
• 자료 수집 경험, 자료 분석 결과 토대
•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제시

• 분석틀 설정, 분석모형 제시, 조사내용 작성
• 만 3년 수집 - 7,417권 (4,726종/4,962건)
• 단순 분석

•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 연구물 기대
• 다양한 분석 방법 통한 실증적 연구물 기대
• 연구물의 역사성 담보

ⅤⅤ.. 결결 론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임원 현황(제15대) / 213

직명 대학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회장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박명진 02-880-5280

mjinpark@snu.ac.kr
부회장 경북대학교 도서관장 남권희 053-950-6510

khnam@knu.ac.kr
〃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 조효임 02-3475-2240

cholee@snue.ac.kr
기관이사 충남대학교 도서관장 한복희 042-821-6010

hanbh@cnu.ac.kr
〃 전북대학교 도서관장 이종덕 063-270-3451

jdlee@chonbuk.ac.kr
〃 부경대학교 도서관장 조동구 051-629-6700

jdg@pknu.ac.kr
〃 강릉대학교 도서관장 이현모 033-640-2576

phmlee@kangnung.ac.kr
실무이사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영우 033-250-8003

redfox@kangwon.ac.kr
〃 경상대학교 사서사무관 황영조 055-751-5096

yjhwang@gnu.ac.kr
〃 공주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성자 041-850-8690

sjkim@kongju.ac.kr
〃 안동대학교 사서사무관 윤승준 054-820-5387

ysj@andong.ac.kr
〃 제주대학교 사서사무관 양대옥 064-754-2201

ydo@cheju.ac.kr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임원 현황(제15대)

□ 감사

기관감사 제주대학교 도서관장 고성효
064-754-2201

dinkyksh@cheju.ac.kr

실무감사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남윤범
043-261-2884

nampya@chungbuk.ac.kr

□ 사무국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장석일
02-880-8074

csi2010@hanmail.net

총무 서울대학교 사서주사 정희주
02-880-5312

jeongh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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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속 직급 성명 수상명 비고
1 경북대학교 서기관 김재성 공로패 공로연수
2 서울대학교 서기관 강태원 공로패 공로연수
3 부경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연재 공로패 공로연수
4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배홍식 공로패 공로연수
5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신태숙 공로패 공로연수
6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중요 공로패 공로연수
7 충남대학교 사서사무관 권관용 공로패 정년퇴직
8 부산대학교 사서주사 이원자 공로패 공로연수
9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남의숙 공로패 공로연수
10 전북대학교 사서주사보 최재희 공로패 명예퇴직
11 충남대학교 사서주사 정구영 공로패 공로연수
12 충북대학교 사서주사 한병철 공로패 공로연수

□ 제59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 현황

◎ 일시 : 2007. 6. 21(목) - 6. 22(금)

◎ 장소 :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합동강의실

◎ 참석자 : 40개교 93명(명단별첨)

Ⅰ. 개회

- 개회선언 : 사무국장(충북대학교 한상필 과장)

- 국민의례 : 사회자( “ )

- 개 회 사 : 협의회장(충북대학교 김인경 도서관장)

- 축 사 : 군산대학교 총장(이희연)

- 환 영 사 : 군산대학교 도서관장(이우창)

Ⅱ. 공로상 증정 : 협의회 회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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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강

- 강 사 : 최 동 현 (군 산 대 학 교 )

- 주 제 : 판 소 리 란 무 엇 인 가 ?

Ⅳ . 도 서 관 정 책 소 개

- 강 사 : 류 정 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지 식 정 보 기 반 과 장 )

Ⅴ. 경과보고 : 협의회 사무국장(충북대학교 한상필과장)

일반업무

1. 제12회 독서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수상

○ 추천일 : 2006. 8. 1(화)

○ 추천인원 : 2명

○ 제12회 독서문화상 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 수상 일자 : 2006.9.22(금), 전국도서관대회

- 수상 장소 : 대전 한밭도서관 강당

- 수상자 : 2명(충남대학교 홍구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세준)

2. 2006 PRDLA/PNC 총회 참석

○ 일자 : 2006.8.16(수) - 18(금)

○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등

○ 참석자 : 협의회 회장

3.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

○ 일자 : 2006.8.20(일) - 24(목)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등

○ 참석자 : 협의회 회장

4. 제18차 국공립대학도서관 서기관․사서사무관 회의

○ 일시 : 2006. 9. 22(금)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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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인원 : 27명

○ 안건토의

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교 조정(안) 검토

제58차(2006.6.22, 한국해양대학교 개최)총회 때 회장단에 위임한 사안으로

진주산업대학교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검토됨

②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교 순위 검토

- 역대 회장교 순위로 의견 통일

- 역대 회장교 순위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

대, 강원대, 충북대

③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제17차(2005.6.22,제주대학교 개최) 회의 때 희망대학이 없을 경우 미 개최

교 자모순을 우선순위로 하고 협의회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의결.

- 개최교 순위표 작성은 회장에게 위임함.

- 19차(2007년)는 목포대학교, 20차(2008년)는 부경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의.

④ 공로연수 중인 회원의 회비 건

12월말 공로연수자는 10만원, 6월말 공로연수자는 5만원으로 결의

※퇴직 전에는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회비 부과 및 경부조사업 대상에

포함됨

⑤ 회칙 수정

- 회장의 임기가 명기 되지 않아 회칙에 삽입

- 회장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다)

⑥ 회칙 수정에 따른 회장 선출

- 김종은 서기관으로 연임(재직 잔여 기간동안)

⑦ 사서사무관 서기관 회의 참가비 건

회의 개최교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 덜이기 위하여 차기 제19차(2007년)부터

참가비 3만원을 부가하기로 의결

5. 2006 대학도서관 연차보고서 초안 검토회의 참석

○ 일자 : 2006. 9. 27(수)

○ 장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층 이사장실

○ 참석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홍석 팀장, 노류하 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신승철 사무관, 한국도서관협회 신재은,강원영, KEDI 통계조사팀 2명,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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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무

○ 주요내용

① 대학도서관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②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연차 보고서 별도 발행

③ 통계 일원화 및 중복조사 방지

④ 2006 대학도서관 연차보고서 초안 검토

6.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방문

○ 일자 : 2006. 10. 23(월)

○ 방문자 : 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총무

○ 주요내용 : 공군사관학교 신축 도서관 개관 때 총회 개최 희망(2010년)

7.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업무협의

○ 일자 : 2006. 10. 26(목)

○ 참석자 : - 교육인적자원부 : 지식정보기반과장, 담당 사무관, 담당

- 협의회 : 협의회장, 사무국장, 총무

○ 주요내용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의견

<협의회 의견>

① 국공립대학도서관에서는 새로 개정할 도서관법 시행령에 직원, 시설, 장서

기준을 명시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육기본시설에 기준은 도서관법시행

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기를 원함.

②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법령이나 규정이 부족하여 이번에 개정될 예정인 도

서관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교육인적자원부 의견>

① 법이나 규정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추세이며 시설, 직원, 장서

확충은 정책적으로 풀어 가야할 사안임.

②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 초기에 필요한 기준이지 직원, 시설, 장서 확

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③ 문화관광부의 법령에 교육인적자원부 적용 내용을 명시할 경우 조율이 어

렵고 명시된다고 하여도 사문화될 가능이 큼. 공공도서관에서도 현행 도서

관법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은 아님.

④ 대학도서관진흥법(가칭) 제정을 고려해 볼만하며 그렇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법령에 도서관 사업을 명시하므

로 도서관 예산, 시설, 직원, 장서의 확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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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주최 학술 세미나 참석

○ 일자 : 2006. 10. 27(금)

○ 주체 :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 장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주제 : 전자자료 구독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 참석자 : 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 참석인원 : 170명

○ 주요내용

- 주제강연 1 : 라이선스의 구성요소와 계약원칙(황옥경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주제강연 2 : 전자저널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박금분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주제강연 3 : 경쟁과 협력을 통한 전자저널 구독(박미숙 /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9.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도서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참석

○ 일자 : 2006. 11.14(화)

○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소회의실

○ 참석자 : 이절자, 김성자, 김기태, 전민호, 김기세, 유경희, 고재복, 김성진, 서배원

10. 외국학술지 지원센타(전자․정보통신공학분야) 개소식 참석

○ 일자 : 2006.12.1(금)

○ 장소 : 경북대학교 도서관 3층

○ 참석자 : 협의회장, 사무국장, 총무

11. 도서관문화 원고 및 도서관계 2007년 주요행사 일정표 제출

○ 일자 : 2007.1.11(목)

○ 제출처 : 한국도서관협회

12. 한국도서관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수상

○ 추천일 : 2007.1.26(금)

○ 추천 : 단체2, 개인2

○ 한국도서관상 수상

- 수상일 : 2007.3.30(금)

- 수상자 : 단체2(부경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개인2(군산대학교도서관 이춘우, 경북대학교도서관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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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급 성명 비고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한상필 위원장

군산대학교 사서사무관 윤순근 위  원

부경대학교 사서사무관 배정한 위  원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장석일 위  원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선정숙 위  원

전북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영복 위  원

창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유경종 위  원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남윤범 참  관

충북대학교 사서주사 전민호 간  사

13. 제47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교 업무 협의 및 격려방문

○ 일자 : 2007.2.6(화)

○ 장소 : 서울대학교 도서관

○ 방문자 : 사무국장

14.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33차 정기총회 화환전달

○ 일자 : 2006.2.13(화)

○ 장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1층 아트컨벤션홀

15. 한국도서관협회 제58차 정기총회 화환 전달 및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격려

○ 일자 : 2007.3.30(화)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사무국장

16.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5집 편집회의 개최

○ 일자 : 2007.4.6(금)

○ 장소 : 충북대학교 도서관 이용자 교육실

○ 참석자 : 11명(편집위원 8명, 사무국 도서관 직원 3명)

- 편집위원 : 8명

○ 주요내용

① 개정 도서관법(2006.10.4.공포)과 동법 시행령, 2007년도 교육부의 도서관 기

본 정책 등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자료를 부록으로 게재

② 논문의 질 제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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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논문 내용에서 도서관 평가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으나 사회 제도

에 역행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편집회의에서 논문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이 있으므로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향후 논문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기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원고료 인상 등으로 질 높은 논문의 기고를 유도

③ 체계적인 통계 수집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관련 위원회 구성

및 통계 관련 전문가 육성 필요

- 장서통계에 e-Book 포함하는 등 통계기준 검토 필요

- ‘연간출입자수’, ‘자료실이용자수’ 등 통계자료 신뢰방안 검토 필요

- 전자자료 이용 현황이 필요하지만 국내외구분, Web DB 및 전자저널 구

분, 이용 방법(접속,다운로드) 등이 다양하여 기준의 마련 필요

- 통계전문가 육성 필요

④ 자료 편집에서 좌우 정열 지적

⑤ 전북대, 군산대 통계자료 수정 요청(임용 및 해외출장 내용 변동)

⑥ 현원부분의 ‘경노무직’ 용어를 ‘보조사서’로 변경.

⑦ 사서자격증 란에서 남녀구분 필요하지 않음(제26집부터 적용)

⑧ 본 협의회 회원교 직원 수첩 발간 의견 제시

⑨ 통계관련 위원회와 수첩발간은 총회 때에 발의하여 논의하기로 함

17. 각 지구별, 관종별 협의회 및 학계 사무국장 간담회 참석

○ 일자 : 2007.4.13(금)

○ 장소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회의실

○ 안건 :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평의원 배분, 협회와 협의회의 협력

방안 등

○ 참석자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사무국장 대리 김기태), 사립대학도서관협의

회(김태식),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장석일),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양

덕수),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김은희),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최충식),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손청기), 한국문헌정보학회(정동열), 부산지

구협의회(김성득), 대구경북지구협의회(김동락),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이상), 공공도서관협의회(기민도)

○ 회의 주요내용

① 한국도서관협회장 선출 평의원 배분 회의결과

가. 평의원수 80명 중 단체회원 60명, 개인회원 20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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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원(국립 1, 공공 22, 국공립대 4, 사립대 11, 전문대2, 과정협

2, 신도협 3, 의도협 2, 학교도서관 1, 기타(법원, 군부대 등) 12

- 단체회원을 지역별로 보면 국공립대 4(서울1, 인천1, 충북1, 경남1)이

고, 사립대 11(서울2, 부산1, 대구1, 대전1, 경기2, 강원1, 충남1, 전북

1, 경북 1)

나. 단체회원은 급수(회비 금액에 따라 차등, 공공도서관보다 단체회원 수

가 적은 대학도서관에 유리)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회원은 수치를 기준

으로 한다.

다. 지역 안배는 사무국의 배정표 대로 하되, 일부 조정된 안을 반영한다.

라. 개인회원은 관종별 지역별을 고려하되 사무국에서 배정한다.

마. 회장선거일은 5월 11일(금요일)로 하고, 평의원 명단은 4월 30일까지 도

서관협회에 통보한다.

② 기타 협회와 협의회의 협력방안으로 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이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무국장 회의 정례화 : 총회, 대회

나. 전국도서관대회 등 협회 행사참여 촉진(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등) : 10월

10일 제주도 대회 때 관종별 세미나 개최 요망

다.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 협의회별 사업내용 사전 수렴 종합 협의 : 중요

한 사업은 국고로 신청예정

라. 각 협의회의 사무실, 사무국 기능 유치 : 사무국 주소도 제공 가능

마. 정부 또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 정책 건의 등 의견수렴의 상례화

18.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5집 배포

○ 배포일 : 2007.4.24(화)

○ 발행부수 : 1,500부

○ 배포처 및 부수 :

- 회원교 도서관 : 50개 도서관 1,092부(직원수 + 등록 3부)

-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도서관 : 230부(115개교 * 2부)

- 문헌정보교육기관 : 84부(42개교 * 2부)

- 유관기관 : 50부(15개 기관)

- 퇴직과장 : 31부(31명 * 1부)

- 예비 및 보유분 : 13부

19. 200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참석 및 화환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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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07.5.2(수)-3(목)

○ 참석자 : 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총무

20. 한국도서관협회장 평의원 피선 및 회의 참석

○ 일자 : 2007.5.11(금)

○ 장소 : 국제회의장(국립중앙도서관 별관1층)

○ 참석자 : 김남희(경상대), 김기태(서울대), 배순희(인천대), 남윤범(충북대)

21. 제59차 정기총회 개최교 업무협의 및 격려방문

○ 일자 : 2007.5.23(수)

○ 장소 : 군산대학교 도서관

○ 참석자 : 사무국장, 총무

총회 및 임원회의

1. 제58차 정기총회

○ 일시 : 2006. 6. 22(목) - 23(금)

○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 Lecture Room

○ 참석자 : 40개교 93명

○ 주요내용

① 통합 대학교의 회원교 존속 여부에 관한 건

- 밀양대학교, 여수대학교 : 회원 탈퇴

- 삼척대학교 : 회원교 존속을 희망하므로 회원교 유지

②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교 순위 조정 건

- 세미나 개최교 순번에 있는 학교가 통합으로 교명이 사라질 경우, 세미나

개최교 순번표에서 삭제하고 차 순위 학교가 세미나 개최

- 상기 조정표로 시행할 경우 강릉대학교의 경우 총회와 세미나가 연속해서

개최하므로 강릉대학교에서 개최할 세미나 순번 조정은 회장단에 위임

③ 총회 및 세미나 참가비 인상 건

- 총회 및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참가비를 3만원으로 인상 가결

④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발족 건

- 총회자료와 같이 발전위원회 구성, 위원, 임원, 분과위원회, 운영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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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추인

⑤ 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청) 본 협의회 가입 건

-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본 협의회 가입 가결

⑥ 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교 부스 설치 지원금 조정 건

- 3개 이하 : 설치 취소

- 4개 이상 8개 이하 : 800,000원

- 8개 이상 : 부스 설치 대당 100,000원 지원

2. 임원회의

○ 일 시 : 2007. 6. 21(목), 10:30

○ 장 소 : 군산대학교 도서관 회의실

○ 참석자 : 18명

- 임원 9명, 사무국 2명, 참관 2명

○ 주요내용

① 2006년도 세입세출 경과보고 및 2007년도 사업계획 안내

② 15대 회장교 및 임원선출

③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수첩 발간

④ 국립대학도서관보 논문 질 제고

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도서관의 협의회 가입 건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1. 제46차 학술세미나

○ 일시 : 2006. 7. 13(목)-14(금)

○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 참석자 : 105명

○ 부스설치 : 13개 업체

○ 행사내용 :

- 특 별 강 연 : 교육재정의 전략적 이해

/ 최병만(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 제1주제발표 : 웹기반의 참고질의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정상경(충북대학교 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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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발표 :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미래 전략

/ 김춘식(충북대학교 도서관 사서)

- 현 장 견 학 : 고인쇄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2. 제47차 학술세미나

○ 일시 : 2007. 2. 15(목)-16(금)

○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본회의실

○ 참석인원 : 129명

○ 부스설치 : 12개 업체

○ 행사내용

- 특 별 강 연 : 우리역사 바로보기

/ 허성도(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 제1주제발표 : 도서관 이용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용자중심 서비스 운영전략

/ 김미향(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 제2주제발표 : 통합 전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박선희(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 현안사항보고 : 학위논문 이용 저작권 관련 현안사항

/ 김성중(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

- 현안사항보고 : 대학발전위원회 추진현황

/ 이형구(고려대학교 도서관 부장)

위원회 활동

1.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 구성일시 : 2007. 5. 10

○ 구성목적 및 배경

국가라이선스 해외 DB 선정 및 협상과정에 수요자인 대학이 적극참여, 주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협의회와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산하에 해외전자

정보전문위원회를 구성함.

○ 조직

- 2006년도에는 각 협의회 별로 1개교 추가하여 각 5개교로 위원회 구성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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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분 야

SocINDEX with

Full Text

여성학, 범죄학, 가족학, 아동 및 노인문제, 사회문제, 복지서비스 등 사

회학 및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관한 최고의 연구정보원

Web of Science

(SSCI & AHCI)

전 세계 사회과학 및 인문예술분야의 상위 10-20%에 해당되는 저널들

을 선별하여 해당 저널에 수록된 양질의 논문과 해당 논문들의 인용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5개교

○ 2007년도 위원 명단

협의회 대학 성명 직급 비고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

강원대학교 이영우 사서사무관  위원장

경북대학교 정민진 사서주사  위원

부산대학교 장영남 사서주사  위원

서울대학교 임상원 사서사무관  위원

충남대학교 홍구표 사서주사  위원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수원대학교 이규옥 팀장  위원장

경희대학교(수원) 원형연 과장  위원

광운대학교 오세훈 과장  위원

가톨릭대학교 김희전 사서  위원

연세대학교 박금분 부장  위원

○ 활동

- 회의 : 5회

- KERIS의 해외DB 국가 라이선스 선정 및 협상 위탁연구과제 수행

- 기 구독 국가 라이선스 DB 6종에 대한 평가회의에 의해 Safari eBook은 국가라

이선스에서 구독중단 결정

- net-Library e-Book title 선정 방식 변경

- 2007년도 신규 구독 DB

2.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 설립목적

- 대학도서관협회 창립 준비

- 도서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 전자자료 공동구매 연구

- 대학도서관 평가 방안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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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위원 16명

- 당연직 위원 : 3개 대도협 사무국장(3)

- 임명직 위원 : 국립(5), 사립(5), 전문(2), 사무총장(1)

○ 조직도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회의

국립대도협 사립대도협 전문대도협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전자자료공동

구매분과위원회

법제연구

분과위원회

대학도서관협회

창립분과위원회
사 무 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회의

국립대도협 사립대도협 전문대도협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전자자료공동

구매분과위원회

법제연구

분과위원회

대학도서관협회

창립분과위원회
사 무 처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회의

국립대도협 사립대도협 전문대도협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국립대도협 사립대도협 전문대도협국립대도협 사립대도협 전문대도협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전자자료공동

구매분과위원회

법제연구

분과위원회

대학도서관협회

창립분과위원회
사 무 처

전자자료공동

구매분과위원회

법제연구

분과위원회

대학도서관협회

창립분과위원회
사 무 처

전자자료공동

구매분과위원회

법제연구

분과위원회

대학도서관협회

창립분과위원회
사 무 처사 무 처

○ 활동내용

사업명 시기 주관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설립 발의 2006. 1. 25 대학도서관디지털

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3개 대학도협 동의 및 위원 추천 2006. 5. 25 3개 대도협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발족 2006. 6. 19 공대위 -> 대발위
전자자료 세미나 개최 2006.10. 24 대발위/사대도협
대학도서관협회 발족을 위한 정관확정 2007. 2. 6 대발위
대학도서관협회 회장 영입을 위한 미팅 2007. 2. 27 대발위
대학도서관협회 사무실 임대 관련 KERIS 미팅 2007. 4. 5. 대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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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및 답변 사항(교육부)

○ 제목 : 학술연구정보 확보 요청

○ 일자 : 2006. 6. 15

○ 수신 :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학술진흥과장)

○ 건의 내용

1.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협의회 산하 대학도서관은 연구에 필

요한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지원금이 자율화 정책에 따라 통합 예산으로 지원된

이후 대학 내 도서관 예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해외 연구정보의 가격은 지속적으

로 인상되어, 사실상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술정보의 양은 심

각하게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학술진흥차원에서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 구

독하는 주제 분야별 기초 학술연구정보를 “국가 라이선스”로 획득하여 전국의 연

구자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기초연구정보DB의 국가라이선스 확충 요구안 1부

○ 답변 회신 내용(2006.6.30)

우리부의 학술연구진흥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조언을 해주신데 대

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 협의회에서 요청하신 “학술연구정보 확보”(국대도

-043(‘06.6.15)) 문제는 우리부도 절실하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여건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단기

간 내에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07년 해

외학술정보 국가라이선스 확대 등 학술연구정보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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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 협의회사무국장

(2006.7.1 - 2007.6.30)

구분 항 목 2006년도예산액 2006년도결산액 증 감 비    고

 세  입

전년도이월금 5,055,622 5,055,622 0  

회비수입 20,800,000 21,600,000 800,000
 ․33개교 X 500,000원                = 16,500,000원 ․17개교 X 300,000원                =  5,100,000원

이자수입 300,000 259,460 △40,540  ․정기예금이자 및 보통예금 이자

기타수입 17,600,000 22,048,000 4,448,000
 ․도서관보 광고료: 2,900,000원 ․부스 설치료    : 10,500,000원 ․해외DB 국가라이선스 위탁 연구  수입비          : 7,648,000원 ․지원금(도협)     : 1,000,000원

계 43,755,622 ①48,963,082 5,207,460  

 세
 출

포상비 3,500,000 4,248,000 748,000  ․공로상 및 부상
총회 보조금  1,300,000 1,300,000 0  ․제59차 총회 보조금(군산대) 
세미나 보조금  2,000,000 2,000,000 0  ․제46차 세미나 보조금(충북대)  ․제47차 세미나 보조금(서울대) 
회의비  2,255,622 1,203,440 △1,052,182  ․임원회의, 편집회의, 기타
회지 발간비  9,000,000 8,884,500 △115,50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5집 발간
업무 추진비 1,200,000 1,200,000 0  ․업무추진비
운영비 9,000,000 7,360,310 △1,639,690  ․여비,수용비, 공공요금
지원금 3,000,000 3,500,000 500,000  ․총회 및 세미나 부스 설치 지원금
홈페이지 업그래이드 1,000,000 0 △1,000,000
대학도서관편람 2,000,000 0 △2,000,000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간 준비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비 2,000,000 2,000,000 0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운영비 7,000,000 6,648,000 △352,000
예비비 500,000 0 △500,000

계 43,755,622 ②38,344,250 △5,411,372
참고  ① - ② = 10,618,832(2007년 예산으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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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2006년도

결산액
2007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세
 
 입

전년도이월금 5,055,622 10,618,832 5,563,210

회비수입 21,600,000 21,600,000 0

 ․33개교X500,000원
               =16,500,000원
 ․17개교X300,000원

               = 5,100,000원
이자수입 259,460 300,000 40,540  ․정기예금이자 및 보통예금이자

기타수입 22,048,000 17,600,000 △4,448,000  ․도서관보 광고료: 2,400,000원 ․부스 설치료    : 7,200,000원

VII. 2006회계년도 감사보고 : 기관감사

○ 2006. 7. 1 - 2007. 6. 30 까지 수입 및 지출내역 감사보고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대학도서관 편람 제작 사업 등에 대한 사업 이월로

잔액 10,618,832원을 2007회계년도로 이월함.

2006회계년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회계법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2006. 6. 21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기관감사 조 동 구

VIII.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1.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안)

○ 60차 정기총회 개최 : 2008년 6월, 강릉대학교 도서관

○ 48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 2007년 8월 9-10일, 강원대학교 도

서관

○ 49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 2008년 2월, 제주대학교 도서관

○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6집 발간 : 2008년 5월

○ 임원회의, 편집위원회 등 개최

○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7.1 -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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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DB 국가라이선스 위탁
   연구 수입비   : 8,000,000원

계 ①48,963,082 ③50,118,832 △1,155,750

 세

 출

포상비 4,248,000 4,248,000 0  ․공로상 및 부상

총회 보조금 1,300,000  1,300,000 0  ․제60차 총회 보조금(강릉대) 

세미나 보조금 2,000,000  2,000,000 0  ․제48차 세미나 보조금(강원대)  ․제49차 세미나 보조금(제주대) 

회의비 1,203,440  3,000,000 1,796,560  ․임원회의, 편집회의, 기타

회지 발간비 8,884,500  9,000,000 115,50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6집 발간

업무 추진비 1,200,000    1,200,000 0  ․업무추진비

운영비 7,360,310 9,000,000 1,639,690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기타

지원금 3,500,000 3,000,000 △500,000  ․총회, 세미나 부스설치 지원금

홈페이지 업그래이드 0 2,000,000 2,000,000

대학도서관편람 0 3,000,000 3,000,000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간준비
대학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비 2,000,000 2,000,000 0

해외전자정보전문
위원회 운영비 6,648,000 6,648,000 0

예비비 0 3,722,832 3,722,832

계 ②38,344,250 ④50,118,832 11,774,582

참  고  ① - ② = 10,618,832(전회계년도 이월금)
 ③ = ④ (세입예산액 = 세출예산액)

IX. 토의 안건 채택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도서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가입 건

2.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직원 수첩 발간

3. 국립대학도서관보 논문의 질 제고와 통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기타 안건

X. 주요결의 내용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도서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가입 건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국공립도서관협의회 가입 가결

- 연회비 : 500,000원 (유사 대학 대비 : 금오공대, 인천대, 충주대)

2.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직원 수첩 발간건

- 발행주기를 2년으로 하며, 회원 사진을 포함하는 기본정보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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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 분 임 토 의

1. 관장 분임 토의 주요 내용

-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와 발전방안 도출 필요

1안) 도서관장협의회 구성 제안

2안) 정기총회와 세미나시 회원교 관장의 많은 참석 유도 : 연 3회

- 결의사항

협의회 구성에 따른 회비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 회원교 관장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임교에 취지 제안

2. 과장 분임 토의 주요 내용

- 효율적인 장서운영을 위해 도서관진흥법에 장서폐기기준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교의 도서관 평가기준 변경

현재) 장서보유량 (문제점 : 장서를 폐기할 수 없음)

개선) 학생수대비 1인당 장서수, 도서구입비 등

- 도서관의 대학내 기구위치 변경

현재) 지원시설 또는 부속시설로 편제

개선) 교육기본시설(부경대학교는 학칙 변경 완료)

- 형식적인 정기총회 운영을 탈피하여 산재된 도서관 문제 해결

․실무이사에 회장교 실무과장 포함 : 업무의 연속적 진행 필요

․회원 수첩 발간 보다는 T.O 확보방안 등에 노력

- 회장교 답변

․수첩발간은 사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에 필요한 부분

․정기총회시 중견관리자의 모임 강화, 실무자세미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 구성하여 도서관문제 및 개선방안 도출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의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함

․협의회 홈페이지를 의견 제시 및 토론의 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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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학명 직명 성 명 연번 대학명 직명 성 명

1

협의회사무국

회장 김인경 48 전북대학교 정보봉사과장 이영복

2 사무국장 한상필 49
제주대학교

관장 고성효

3 총무 전민호 50 자료관리과장 남미희

4

강릉대학교

관장 전상일 51
창원대학교

관장 신평우

5 학술정보과장 강우상 52 학술정보과장 유경종

6 사서주사 김혜정 53

충남대학교

관장 한복희

7 기능직 정  훈 54 수서정리과장 김창근

8

강원대학교

학술정보운영과장 강경애 55 교육행정주사 조원용

9 사서주사 박건호 56 사서주사 이명균

10 사서주사보 김도현 57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남윤범

11

경북대학교

관장 남권희 58

한국교원대학교

학술정보과장 김규숙

12 서기관 김재성 59 교육행정주사 이광윤

13 수서정리과장 변태현 60 사서주사 김학면

14 열람과장 박정상 61
한국해양대학교

관장 이한석

15

경상대학교

관장 정보영 62 학술정보과장 안병재

16 학술정보지원과장 황영조 63
금오공과대학교

관장 박성욱

17 사서주사 류인한 64 사서주사보 손창식

18

공주대학교

관장 백욱현 65 상주대학교 사서주사 박갑용

19 자료지원과장 주완로 66
서울산업대학교

관장 한현우

20 사서주사보 권순창 67 사서주사 최용주

21
목포대학교

관장 김신규 68

충주대학교

관장 채영무

22 학술정보지원과장 김성자 69 사서주사 권오석

23

부경대학교

관장 조동구 70 사서주사보 김선흥

24 학술정보과장 배정한 71
한경대학교

사서주사 김정렬

25 사서주사 박강수 72 사서주사보 최찬진

26

부산대학교

관장 박종희 7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장 김외숙

27 정보개발과장 이절자 74 사서주사보 이상준

28 정보운영과장 이동문 75 한국체육대학교 사서서기 김기동

29 사서주사 이시채 76
한밭대학교

사서주사 안태근

30

서울대학교

수서정리과장 김성중 77 사서주사 전현구

31 정보관리과장 장성윤 78
광주교육대학교

원장 강성률

32 서기관 김종은 79 사서주사 임미양

33 사서사무관 장석일 80
대구교육대학교

관장 박판우

34 사서사무관 주성희 81 사서주사 박명남

35 사서주사보 정희주 82
진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보 안형근

36 사서사무관 이두영 83 사서주사보 김창림

37 사서사무관 신태숙 84 춘천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이재혁

38 사서사무관 이중요 85 서울시립대학교 사서과장 김정규

39
순천대학교

관장 김광수 86
인천대학교

관장 오양호

40 학술정보과장 정훈규 87 행정주사보 박종석

41
안동대학교

관장 문태현 88 경찰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은희

42 학술정보과장 윤승준 89 공군사관학교 관장 양성식

43

전남대학교

관장 조승현 90
육군사관학교

관장 이종우

44 정보봉사과장 선정숙 91 정보수집관 허근영

45 사서사무관 장태규 92 해군사관학교 관리실장 이오선

46
전북대학교

관장 이종덕 93 국군간호사관학교 사서주사보 김상길

47 정보개발과장 여인술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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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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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 학 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강릉대학교  김진구, 심명자, 심상곤   3

2  강원대학교(춘천)

 강경애(과장), 이영우(과장), 강성남, 김남경,    

 김장현, 김종필, 김형각, 김혜전, 박윤근, 

 박정식, 신기범, 원귀희, 윤병일, 이명숙, 이선자, 

 이수진, 이월계, 이위창, 이종엽, 임기풍, 정미야, 

  26 

구분 대학별 계 사무국 합계대학교 교육대학교 공립․특수 개최교
대학수 29 8 3 1 41 41

참석인원 88 10 4 26 128 3 131

□ 제48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 일 시 : 2007. 8. 9(목) - 8. 10(금)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행사내용

◦ 초 청 강 연 :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 권오길(강원대학교 교수)

◦ 제1주제발표 :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고찰

/ 홍금초(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서)

◦ 제2주제발표 : 강원대학교 독서교육지원시스템(CBRT & KCBRT)

/ 김형각(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서)

◦ 특 별 강 연 : 춘천 근교의 은둔자 유적지

/ 이경수(강원대학교 도서관 관장)

◦ 사 례 발 표 : 강원대학교 통합의 성과와 과제

/ 박건호(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서)

◦ 현 장 견 학 : 청평양수발전소

◎ 참가현황

◦ 대학별 참석 현황

◦ 대학별 참석자 명단

-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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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철, 채수용, 최제훈, 최형희, 홍금초 

3  강원대학교(삼척)  박건호, 박기은, 이태현, 임향순   4

4  경북대학교  김명애, 박명수, 박순이, 유정희   4

5  경상대학교  강연화, 김현정, 신영숙, 신영희, 유인애   5

6  공주대학교  김성자(과장), 손귀영, 이연희, 조학수, 김인옥   5

7  군산대학교  길진희, 김영미, 이현주   3

8  금오공과대학교  이재철, 한경숙   2

9  목포대학교  이현운   1

10  부경대학교  안상병, 임경미, 최정호   3

11  부산대학교  박인순, 정영주, 조현주   3

12  상주대학교  김연순   1

13  서울대학교
 장성윤(과장), 최근완(사무관), 류양님, 류운주,

 윤문자, 이숙희, 채종병 
  7

14  서울산업대학교  정영숙   1

15  순천대학교  김환빈, 심명섭   2

16  안동대학교  노성탁, 윤동원   2

17  전남대학교  박귀환, 박말숙, 임여진, 정연배   4

18  전북대학교  권애경 김용미 정규종   3

19  제주대학교
 고성효(도서관장), 양대옥(과장), 강권익, 

 서윤진, 이명희, 허정임
  6

20  진주산업대학교  김숙환   1

21  창원대학교  김창남   1

22  충남대학교  도진선, 박춘규, 신정선, 이용락   4

23  충북대학교  김인경(도서관장), 우상운, 이병국, 한화진   4

24  충주대학교  강정철, 김국년, 김윤식, 전병직   4

25  한국교원대학교  김현식, 양승만, 연미정   3

2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영권, 윤준수, 양귀순, 이상준   4

27  한국체육대학교  이용희   1

28  한국해양대학교  권영록, 김아영, 이정희   3

29  한밭대학교  이은숙, 이현옥   2

30  KAIST  양기홍, 홍창수   2

계 114

번호 대 학 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공주교육대학교  박지영, 주정수   2

- 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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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교육대학교  서봉인   1

3  대구교육대학교  신동근   1

4  부산교육대학교  김정미   1

5  서울교육대학교  유재기   1

6  제주교육대학교  진창남   1

7  진주교육대학교  박주영, 최창림   2

8  춘천교육대학교  이재혁   1

계 10

번호 대 학 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경찰대학교  서용근 1

2  서울시립대학교  김화자 1

3  육군사관학교  권오도, 조연미 2

계 4

- 공립․특별법 대학교

- 협의회 사무국(서울대학교)

참 석 자 성  명 소  속 비 고대학명 직위(급)
협의회장 박명진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사무국장 장석일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총    무 정희주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 Booth 설치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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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주)신원데이터넷  조혜진  02-326-3535

2  (주)엔라이브미  허진성  02-6378-1920

3  키티스 산학연정보사  김민영  02-3474-5290

4  엠씨시스템  김도형  02-334-8751

5  아이티아이 정보서비스  이춘실  02-336-2970

6  동방미디어(주)  최재운  02-324-0373

7  지오네트에프원  배윤경  02-717-1877

8  엘스비어 코리아  최지혜  02-6714-3106

9  (주)나이콤  배태현  031-429-0050

10  ProQuest Korea  박지윤  02-588-6045

11  (주)지디아이  서수려  02-720-8950

12  (주)와이즈네스코  황준환  02-4814-114

13  (주)아이네크  장인석  02-866-1290

14  대양정보     이준혁  02-706-3588

◎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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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학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강릉대학교 도서관  강우상(과장), 오정국 2

2 강원대학교 도서관  김남경, 박건호, 김형각, 김혜전 4

3 경북대학교 도서관  박찬식, 최정희, 전미라영 3

4 경상대학교 도서관  박명숙, 주은옥, 문영아 3

5 공주대학교 도서관  김성자(과장), 손귀영, 조성윤 3

구분 대학별 계 사무국 합계대학교 교육대학교 공립․특수 개최교
대학수 21 9 - 1 31 31

참석인원 66 13 - 23 102 3 105

□ 제49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 일 시 : 2008. 1. 24(목) - 1. 25(금)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행사내용

◦ 초 청 강 연 : 제주도와 한반도

/ 고광민(제주대학교 학예연구사)

◦ 제1주제발표 : 대학도서관 홍보실태 및 발전전략

(서울대학교 도서관 테마도서전을 중심으로)

/ 최미순(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

◦ 제2주제발표 : 성과평가 및 조직개발을 통한 대학도서관 조직 활성화에 관한 소고

(국립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김형각(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서)

◦ 제3주제발표 :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 오영기(제주대학교 도서관 사서)

◦ 기 술 동 향 : 전자도서관을 위한 전자잡지 Moazine 열람서비스 제안

/ 이구민(모아진 부사장)

◦ 현 장 견 학 : 제주 돌문화공원

◎ 참가현황

◦ 대학별 참석 현황

◦ 대학별 참석자 명단

-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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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정기연 1

7 부경대학교  장소연 1

8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희열(도서관장), 이절자(과장), 최말희, 

 장화옥, 이철찬
5

9 상주대학교 도서관  최정규 1

10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두영(사서사무관), 박정희, 김순옥,      

 김영애, 김원찬, 이태순, 최미순, 박진만, 

 윤정욱, 이재순, 유순영, 한화숙

12

11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  최용주, 박영호 2

12 순천대학교 도서관  이성림 1

13 안동대학교 도서관  이장우, 전남희, 김현숙 3

14 전남대학교 도서관  강창애, 이병남, 문정희, 정대근, 박성진 5

15 전북대학교 도서관  안채현, 하태종, 정석순, 고민정 4

16 제주대학교

 고성효(도서관장), 양대옥(과장),          

 장차희(과장), 서윤진, 오성종, 강권익,

 홍익준, 이명희, 김미령, 좌종석, 진우석,

 오영기, 오병헌, 허정임, 이정효, 김이경,

 부상혁, 고향숙, 이영숙, 김인순, 양인실,

 강양숙, 양연화

23

17 충남대학교 도서관  한복희(도서관장), 이상호, 주현운 3

18 충북대학교 도서관  김인경(도서관장), 정상경, 이상돈 3

19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김규숙(과장), 김학면, 권혜정, 송주현 4

20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  이용희 1

21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허진영, 민호임, 유상희 3

22 한밭대학교 도서관  이병주, 이진아 2

계 89

번호 대학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  김찬용, 임재옥 2

2 공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주정수 1

3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박명남 1

4 부산교육대학교 도서관  오태수 1

5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조효임(도서관장) 1

6 전주교육대학교  김연례 1

- 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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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교육대학교
 김익상(학술정보원장), 진창남, 김신영,    

 홍여옥
4

8 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배정렬 1

9 춘천교육대학교 도서관  문인규 1

계 13

- 협의회 사무국(충북대학교)

참 석 자 성  명 소  속 비 고대학명 직위(급)
협의회장 박명진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사무국장 장석일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총    무 정희주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 Booth 설치 업체 현황

부스번호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주)와이즈네스코 황준환 02-4814-114
2 이패스주식회사 김태호 02-2081-1868
3 (주)나이콤 배태현 031-429-0050
4 크린바이오 김해중 042-321-9701
5 북토피아 임동명 02-393-1133(164)
6 키티스산학연정보사 김민영 02-3474-5290
7 동방미디어(주) 최재운 02-32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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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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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서기관․사서사무관 회의 개최 현황

◎ 일시 : 2007. 10. 5(금)

◎ 장소 : 공주대학교 도서관

◎ 참석인원 : 35명

◎ 참석자명단

대학명 참석자 대학명 참석자
강릉대학교 강우상 전남대학교 선정숙, 장태규, 주성희
강원대학교 이영우, 강경애 전북대학교 이영복, 여인술
경북대학교 김재성, 변태현, 박정상 제주대학교 양대옥, 남미희
경상대학교 황영조, 김남희 창원대학교 유경종
공주대학교 주완로, 김성자 충남대학교 김창근
군산대학교 민승관 충북대학교 한상필, 남윤범, 윤순근
목포대학교 김영현 한국교원대학교 김규숙
부경대학교 배정한 한국해양대학교 안병재
부산대학교 이절자, 이동문 교육인적자원부 이재원
서울대학교 김종은, 장석일, 이두영,

임상원, 김기태
계 35

◎ 주요내용

① 특강(도서관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도서관 협력 현황 및 경과

- 저작권법 공동 대책위원회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설립

②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수첩

제59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발간하며,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 추진

③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간

제59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발간토록 하나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2007년도에는 편집계획 수립

및 위원 위촉

④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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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2005.6.22,제주대학교 개최) 회의 때 희망대학이 없을 경우 미 개최

교 자모순을 우선순위로 하고 협의회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의결.

- 20차(2008년)는 부경대학교, 21차(2009년)는 강원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의.

⑤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사무관․서기관 협의회 회장선출

- 변태현 과장(경북대)

- 총무 유임 : 장석일사무관(서울대)

⑥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사무관․서기관 회의 지원금 변경

-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사무관․서기관협의회에서 회의 개최교에 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동 회의가 중견관리자 세미나 성격임으로 국공립대학도서

관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당 초 변 경

․사서사무관․서기관협의회에서 30

만원지원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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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 구성목적 및 배경

해외 DB 국가라이선스 선정 및 협상과정에 수요자인 대학이 적극참여, 주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산하에 해외전

자정보전문위원회를 구성함.

◎ 구성일시 : 2007. 5. 10

◎ 조직

- 각 협의회 별로 5개교로 위원회 구성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5개교

․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5개교

◎ 활동

- 회의 : 5회

- KERIS의 해외DB 국가 라이선스 선정 및 협상 위탁연구-2과제 수행

․ 국가 라이선스 재구독 대상 해외DB 평가

․ 국가 라이선스 구독 해외DB 선정 및 구독조건 협상

․ 신규 추진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 예비 리스트 조사

․ 신규 추진 대상 국가 라이선스 DB 비교, 분석 및 선정

․ 일부 품목 전액 국가라이선스에서 참여대학 대응 투자 DB에 대한 분석

․ 선정 DB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구독 조건 협상

․ 공동구매 실무, 소분과위원회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2007년도 재구독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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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분 야

OCLC First Search
학문 전 주제분야에 대한 17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검색 데이터베이스, 현재 33개 대학도서관이 참여

PML 의약학 분야 색인.초록 740종 및 저널의 원문 586종 제공

OED
영어영문학, 문학, 정치, 경제학, 문화적, 사회변천사 등을 수록한 종합

DB

WestLaw
전 세계 법률 관련 800여종에 달하는 해외학술지. 법령 및 판례 등의

원문서비스

PDU

(PQDT & DDOD)

북미 상위권대학의 박사학위논문 원문PDF 제공,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주요대학(약 1,440개)의 석박사학위논문 정보 제공

JCR Web

제공형태 : 색인 초록

제공건수 : 60개국, 200여 학술분야, 3,300개 출판사의 저널 수록

제공기간 : 1997년～현재

정보제공사 : Thomson Scientific

국내대행사 : (주)지오네트에프원저널에 대한 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ACM Portal 컴퓨터 관련 학술저널 및 Proceedings의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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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KUCLA) 창립배경 및 추진경과

【2008년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총회 발표(이형구 : 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KUCLA)
창립 배경 및 추진 경과

일시 : 2008. 03. 20. 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보고순서

Ⅰ.  대학도서관 협의회 현황

Ⅱ.  대학도서관 단체 발전과정

Ⅲ. 「저작권법공동대책위원회」활동

Ⅳ. 「한국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활동

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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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도서관 협의회 현황

100%668100%150,412100%2,440계

21%1429%13,09212%286전문도서관

16%10328%42,85620%503공공도서관

63%42363%94,46468%1,651대학도서관

비율종(천)비율책(천)비율금액(억)

국외 학술지장서자료구입비
관종 별

100%58%225390 (422)계

1996년 (6)31%44%70161 (161)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1972년 (16)46%56%104178 (200)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62년 (6)23%100%5151 (61)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참가율회원교

설립연도
(창립회원)

구성비
회원대학수

(도서관수)
협의회 별

1. 회원현황

2. 대학도서관의 비중

Ⅱ.대학도서관 단체 발전과정

국도협

사도협

전도협

대학도서관 단체

필요성 대두

1.대학도서관의 다양한

과제 발생
? 저작권법 재 개정 문제

? 대학도서관진흥법(가칭) 입안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 문제

? 전자자원 공동구매 제도 개선

? 학위논문 공동이용 체계구축

2.‘저작권법공대위’ 한계
? 특정 목적의 한시적 임시단체

? 대표성 부족

? 취약한 조직

한
국
한
국
한
국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한
국
대
학
도
서
관
발
전
위
원
회

저
작
권
법
공
동
대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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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복사전송센터

보상금납부

보상금

분실

연구실

위법

학위논문
원문 DB 이용

용역복사

위법

무인복사

위법

복사

Ariel
E-mail

Fax

위법

인편/우편

합법

상호
대차

Ⅲ. 저작권법공동대책위원회 활동

1. 법 적용 예

2. 활동일지

○ ‘04.07.29      ‘3개 대도협’ 및 ‘학공협’ 동의 하에 ‘저작권법공동대책위’ 결성

08.04 성명서 및 행동지침서 공표

12.14 교육부 및 문광부에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 ‘05.03.03. 청와대 및 문광부에 탄원서 제출

03.08. 열린우리당 주관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참석

03.16. 저작권법공대위/의원보좌관/문광부/저작권심의위 합동토론회[국회]

09.09. 국회 문광위원에 탄원서 제출

11.03. 이광철 의원 면담 (저작권법 개정 관련)

11.04. 이미경 문광위원장 면담 (저작권법 개정 관련) 

○ ‘06.01.20. 민노당 천영세 의원 주관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참석

05.18. 3개 대도협의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설립 결의 및 운영위원 추천

06.19.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작권법공동대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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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임원회의

국립대도협

대학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위(15명)

사립대도협

전문대도협

부위원장

위원장

법제연구
사업단장

행정
지원단장

대도연창립
사업단장

전자정보
사업단장

특수
사업단장

Ⅳ. 한국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활동

[담당업무]
○ 행정지원단 : 공문수발,   재무회계,   서무

○ 대도연 창립 사업단장 : 정관 입안,   창립총회 준비

○ 법제연구 사업단장 : 저작권법 개정,  디지털자료납본법(약칭) 입법저지,  대학도서관진흥법 입안 등

○ 전자정보 사업단장 : Consortium 개선,   Big Deal 타파,   Web DB의 가격 및 가치 검증 등

○ 특수 사업단당 : 학위논문공동이용 추진,   도서관보상금제도 개선 등

1. 조직·업무

2.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활동 상황
[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 관련 활동]

v 정관 입안 및 3개 대도협의 동의 : 8차 회의

v 한국도서관협회와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관련 회의 : 5회

v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법인등록 문제 협의 : 2회

v 2007. 12. 1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 총회

[법율 및 제도 관련 활동]

v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문광부와 간담회 : 2회

v 한미 FTA (지적재산권분야) 관련 간담회 : 1회

v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단장과의 간담회 : 1회

v ‘디지털자료 납본 법’ (약칭)입법 저지 성명서 2회 발표 및 국회 2회 방문

[전자정보 관련 활동]

v 전자자료 구독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 1회

v 전자자료 License 계약 지침서 출판 : 1회

[학위논문 관련 활동]

v 보상금 인상에 대한 의견서 제시(저작권심의위) : 1회

v 복사전송권센터의 고소사건 처리(무혐의 처리)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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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총회 감사

부회장

회장

사무총장

법제연구
사업단장

정보관리
사업단장

정보유통
사업단장

교육출판
사업단장

사무처

2.  조직도

Ⅴ. 대학도서관연합회 개요

1. 기본방침
v 3개 대도협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기간 단체로 계속 존속함.
v 한국도서관협회와 협력관계 유지

[2007.12. 07. 도협과 대도연 MoU 체결]
○ 도협에 납부한 대학도서관 단체회비 중 전년도 대비 45%를 대도연에 전도
○ 대도연은 도협 단체회원에게만 대도연 회원 자격을 부여

3. 회원 및 임원
l 회 원 관 :  3개 대도협의 기존 회원관은 자동 대도연 회원관이 되며,

신규회원관은 3개 대도협에 가입함으로서 대도연 회원관이 됨.
l 회 장 :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
l 부 회 장 :  [당연직]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장
l 감 사 :  [당연직] 3개 대도협의 감사 중 1명씩 추천
l 이 사 : [당연직]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위촉직] 국대도협 4명, 사대도협 4명, 전대도협 2명, 회장추천 4명.
l 사무총장 :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4. 업무분장
l 사무처 : 공문수발,  재무회계,  서무,  회의관리,  행사관리 등
l 법제연구사업단 : 저작권법 개정,  ‘온라인디지털자료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안)  수정 투쟁,   ‘대학도서관진흥법’(가칭) 입안 등
l 정보관리사업단 : Consortium 개선,   Big Deal 개선,   Web DB의 가격 및

가치 검증, 표준 License계약서 작성 등

l 정보유통사업단 :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운영,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l 교육출판사업단 : 사서심화교육(전문사서교육), 연합회지(반년간) 출판,

‘대학도서관 Directory’(연간) 출판, 단행본 출판 등

5. 재정
l 일반회계 : 도협전도금, 출판사업수입(연합회지, 대학도서관 Directory, 단행본),

지원금(3개 대학도서관협의회, 국가 기관), 광고수입, 잡수입
l 특별회계 : 학위논문공동이용 특별회계, 연구용역사업 특별회계, 

교육사업 특별회계(전문사서교육, 세미나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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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장 인사발령 현황 

대학명 성 명 전 공 발령일자 비 고
강 릉 대 이현모 철학 2007. 7. 18.

강 원 대 이경수 국문학 2007. 5. 1.

경 상 대 김남향 불문학 2007. 12. 12.

군 산 대 김재선 경영회계학부 2008. 3. 1.

목 포 대 윤한용 기계시스템 2008. 3. 1.

부 산 대 이희열 지리교육학 2007. 9. 1.

순 천 대 양선기 문학 2008. 2. 1.

안 동 대 문태현 행정학 2007. 5. 29.

창 원 대 신평우 금속재료 2007. 6. 1.

충 남 대 한복희 문헌정보학 2007. 5. 15.

한국교원대 이남재 음악학 2008. 3. 2.

한국해양대 정연철 항해시스템 2008. 3. 6.

금오공과대 오명훈 정보나노소재 2008. 2. 1.

진주산업대 김우중 토목공학 2007. 9. 1.

충 주 대 김병무 교양과 2007. 7. 1.

한 경 대 홍윤순 조경설계․도시설계 2007. 7. 16.

경인교육대 박인기 문학교육 2007. 3. 1.

공주교육대 서재천 사회과교육 2008. 3. 1.

대구교육대 김상규 경제학․경제교육 2007. 12. 3.

서울교육대 조효임 음악학 2007. 8. 3.

전주교육대 김우영 서양철학 2006. 9. 1.

진주교육대 박종서 비선형해석학 2007. 9. 1.

서울시립대 박영규 법학 2008. 2. 1.

인 천 대 강이주 소비자학 2007. 8. 27.

국군간호사관학교 박영숙 간호학 2007. 3. 6.

한국전통문화학교 강대일 보존과학 200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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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관 ․ 사서사무관 인사발령 현황 

발령사항 대 학 명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전임소속
정년퇴직 부경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연재 2007. 6. 30.

정년퇴직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배홍식 2007. 6. 30.

정년퇴직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신태숙 2007. 6. 30.

정년퇴직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중요 2007. 6. 30.

정년퇴직 서울대학교 서기관 강태원 2007. 12. 31.

공로연수 공주대학교 사서사무관 주완로 2007. 7. 1.

공로연수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선정숙 2007. 7. 1.

공로연수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한상필 2007. 7. 1.

공로연수 서울대학교 서기관 김종은 2008. 1. 1.

공로연수 서울대학교 서기관 장성윤 2008. 1. 1.

승진 군산대학교 사서사무관 민승관 2007. 7. 1. 서울대학교

승진 목포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영현 2007. 7. 1. 순천대학교

승진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최근완 2007. 7. 1. 강원대학교

승진 목포대학교 사서사무관 박인순 2008. 1. 1. 부산대학교

승진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홍구표 2008. 1. 1. 충남대학교

승진 제주대학교 사서사무관 장차희 2008. 1. 1. 창원대학교

전보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장태규 2007. 3. 1. 부경대학교

전보 공주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성자 2007. 7. 1. 목포대학교

전보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주성희 2007. 7. 1. 서울대학교

전보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윤순근 2007. 7. 1. 군산대학교

전보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창근 2008. 1. 1. 충남대학교

전보 순천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영현 2008. 1. 1. 목포대학교

전보 충남대학교 사서사무관 남미희 2008. 1. 1. 제주대학교

면직 순천대학교 사서사무관 정훈규 2007. 8. 16.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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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현직급 전직급 성 명 발령일자 비 고

강릉

대학교

중앙

교육행정주사 함종석 2007. 4. 1. 전출

교육행정주사 권재형 2007. 4. 1. 전입

사서서기보 기성회직 이미정 2007. 4. 1. 승진

기성회직 심명자 2007. 4. 1. 전입

원주

사서주사 이용국 2007. 12. 31. 정년퇴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동완 2007. 7. 1.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양미정 2007. 8. 20. 승진

강원대학교

교육행정6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능10급

기능10급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원준호

탁승영

이종엽

강성남

안광헌

최형희

박건호

윤병일

2007. 3. 30.

2007. 3. 30.

2007. 3. 30.

2007. 3. 30.

2007. 3. 30.

2007. 7. 1.

2007. 4. 1.

2007. 8. 1.

전보(전출)

전보(전출)

전보(전입)

전보(전입)

전보(전출)

신규임용

전보(전입)

승진

사서주사보

기능10급

사서서기 이수진

최형희

2007. 8. 1.

2008. 2. 1.

승진

의원면직

경북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변여선 2007. 4. 1.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김영식 2007. 10. 1. 승진

경상대학교

기능8급 천상덕 2008. 1. 14. 전보

기성회직 김현주 2008. 1. 14. 전보

기성회직 허둘자 2008. 1. 14. 전보

공주대학교
사서서기 사서서기 조성윤 2006. 8. 28. 전입

사서주사 사서주사 심인선 2006. 2. 26. 전입

목포대학교

교육행정주사보 천미정 2007. 4. 1. 전출

교육행정주사보 강명숙 2007. 4. 1. 전입

사서서기 신성숙 2007. 7. 1. 신규임용

사서서기 천민정 2007. 7. 1. 신규임용

사서서기 기능9급 안준식 2008. 1. 16. 신규임용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일호 2007. 1. 1. 승진

사서주사 정진호 2007. 1. 1. 공로연수

기성회계약직 박기원 2007. 1. 1. 신규임용

부경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박윤기 2007. 4. 1.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임경미 2007. 4. 1.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최고운 2007. 4. 1. 승진

기성10급 홍주연 2007. 6. 25. 의원면직

사서서기보시보 박희경 2007. 7. 19. 신규임용

□ 6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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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현직급 전직급 성 명 발령일자 비 고

기성회계약직 박성아 2007. 8. 1. 신규임용

기성회계약직 박성아 2007. 11. 1. 의원면직

기성회계약직 정은희 2008. 1. 1. 신규임용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시보 박희경 2008. 1. 19. 정규공무원임용

부산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 이원자 2007. 6. 30. 정년퇴직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김명숙 2007. 10. 12. 전보

기성회직 여윤선 2007. 10. 12. 전보

기성회직 정영주 2007. 10. 12.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김정남 2007. 12. 1. 의원면직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김정이 2007. 12. 10.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 장정순 2007. 12. 11. 전보

기능직 백길동 2008. 1. 1. 공로연수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정영희 2008. 1. 8.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강정용 2008. 2. 5.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조현주 2008. 2. 5.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박현우 2008. 2. 5.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김경숙 2008. 2. 5.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장향자 2008. 2. 5. 전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손성동 2008. 2. 5. 전보

기성회직 허성경 2008. 2. 5. 전보

서울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장원 2007. 3. 22.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송화숙 2007. 3. 22. 승진

사서주사 김만섭 2007. 4. 30. 명예퇴직

사서주사보 남의숙 2007. 6. 30. 정년퇴직

사서주사 유각근 2007. 6. 30. 공로연수

사서서기보 권영미 2007. 7. 9. 신규임용

사서서기보 김소미 2007. 7. 9. 신규임용

사서서기보 박소담 2007. 7. 9. 신규임용

사서서기보 이지선 2007. 7. 9. 신규임용

사서서기보 홍주연 2007. 7. 9. 신규임용

사서서기 김연아 2007. 7. 10. 퇴직

사서서기보 안유경 2007. 8. 1. 신규임용

사서서기보 구본경 2007. 8. 22. 신규임용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동희 2007. 8. 22.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미향 2007. 8. 22.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안장희 2007. 8. 22.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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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현직급 전직급 성 명 발령일자 비 고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윤문자 2007. 8. 22.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채종병 2007. 8. 22.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김기숙 2007. 8. 22.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마미경 2007. 8. 22.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최미순 2007. 8. 22. 승진

기능10급 김주희 2007. 10. 18. 신규임용

사서주사 이령영 2007. 12. 31. 정년퇴직

사서주사 김종순 2008. 1. 1. 공로연수

기능8급 유병희 2008. 1. 1. 공로연수

기능10급 정창원 2008. 1. 28. 신규임용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정노옥 2008. 1. 11. 승진

순천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정란 2007. 7. 1.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백혜숙 2007. 7. 1. 승진

기능 8급 기능 9급 채순옥 2007. 5. 1. 승진

사서서기 정해선 2007. 10. 1. 신규임용

전남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조은정 2007. 3. 6. 승진

전북대학교

사서서기 김수혜 2007. 7. 1. 신규임용

기능직 채수임 2007. 7. 1. 신규임용

기능직 오혜민 2007. 11. 1. 신규임용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이수자 2008. 1. 23.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조수경 2008. 1. 23. 승진

제주대학교
교육행정주사 이창기 2007. 11. 19. 전보(전출)

교육행정주사보 김이경 2007. 11. 19. 전보(전입)

창원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창남 2008. 1. 1.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김필순 2008. 1. 1. 승진

충남대학교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시보 심해경 2007. 2. 18.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이명균 2007. 3. 8.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오달수 2007. 3. 8.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민지은 2007. 3. 8. 승진

사서주사 정구영 2007. 6. 30. 정년퇴직

사서서기 문주현 2007. 6. 1. 신규임용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이근희 2008. 1. 9. 승진

사서주사 양병길 2008. 2. 5. 파견

충북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한화진 2007. 3. 9.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이상돈 2007. 3. 9.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시보 이지현 2007. 4. 25. 승진

기성회직 박영순 2007. 7. 2.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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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이인숙 2007. 7. 3. 전출

사서주사 홍현숙 2007. 9. 14. 면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양승관 2007. 10. 1.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우상운 2007. 11. 1. 승진

사서서기 어지수 2007. 11. 12. 전입

사서주사 한병철 2007. 12. 31. 정년퇴직

기능직 송재문 2008. 1. 1. 전입

기능직 이인숙 2008. 1. 1. 전입

기성회직 박영순 2008. 1. 1. 전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행정주사 이광윤 2008. 1. 1. 전보(전출)

기능직 류만희 2008. 1. 1. 전보(전출)

교육행정주사 유태식 2008. 1. 1. 전보(전입)

기능직 박은숙 2008. 1. 1. 전보(전입)

한국해양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권영록 2007. 3. 6. 승진

금오공과대학교 기성회직 기성회직 정수진 2007. 9. 18. 전보

서울산업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서정호 2006. 11. 1.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천주영 2006. 11. 1. 승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이문성 2006. 8. 14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정찬명 2007. 1. 1. 승진

한경대

사서주사 사서주사 최인정 2007. 6. 30. 정년퇴임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이향순 2007. 7. 12. 전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윤희정 2007. 8. 1.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이향순 2007. 11. 1. 승진

경인교육대학교

기능9급 기능9급 김혜경 2007. 4. 1.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전영 2007. 8. 22 전보

기능8급 기능8급 김정민 2007. 10. 31 명예퇴직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김미경 2007. 11. 7. 승진

기능9급 기능9급 정선경 2007. 11. 21. 전보

기능10급 기능10급 임현진 2007. 11. 21. 전보

광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 박철우 2006. 6. 30. 정년퇴직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임미양 2006. 3. 1. 승진

사서서기 박현정 2006. 5 1. 신규

공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박지영 2007. 7. 1. 전입

사서주사 사서주사 박명순 2008. 1. 1. 공로연수

사서주사 사서주사 김창길 2008. 1. 1. 승진

대구교육대학교 기능직 오재섭 2007. 1. 1.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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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신양범 2007. 1. 1. 전보

기능직 이연자 2007. 12. 5. 전보

기능직 김영영 2007. 12. 5. 전보

부산교육대학교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김정미 2006. 4. 1. 승진

사서서기보 오태수 2006. 10. 13. 신규임용

서울교육대학교 사서서기 나제용 2008. 2. 1.

전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 김연례 2006. 10. 1.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송보경 2006. 10. 1. 전보

기능직 기능직 강석 2007. 2. 1. 전보(전입)

기성회직 기성회직 김창수 2007. 2. 1. 전보(전출)

진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배정렬 2007. 3. 1

서울시립대학교
기능직(사서사무원) 기능직(사서사무원) 김병호 2007. 4. 5. 전보(전출)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남궁선희 2008. 2. 18. 퇴직

인천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정주연 2007. 5. 4. 승 진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정구천 2007. 8. 27. 전보(전입)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한신자 2007. 8. 27. 전보(전출)

경찰대학교 사서서기 노평숙 2007. 12. 24. 전출

공군사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 김교희 2007. 12. 31. 명예퇴직

사서주사 사서주사 박수정 2008. 1. 2.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김중곤 2008. 1. 13. 전보(전입)

육군사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조정미 2007. 1. 1. 승진

해군사관학교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최영란 2008. 1. 1. 승진

사서서기보 김정애 2007. 7. 1. 신규임용

사서주사보 안상철 2008. 3. 11. 전보(전입)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문성주 2007. 5. 22.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김은실 2007. 8. 31. 전보

한국전통문화학교 사서주사보 강인순 2007. 5. 1.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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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대학교

중앙

사서사무관 강우상 체코 외 4개국 ‘07.10.11-19 교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김진문 “ ‘07.10.11-19 교직원 해외연수

기성회직 심명자 “ ‘07.10.11-19 교직원 해외연수

기성회직 권은애 “ ‘07.10.11-19 교직원 해외연수

원주
사서주사보 양미정 대만 ‘07.10.4-7 교직원 해외연수

기능8급 이도연 “ ‘07.10.4-7 교직원 해외연수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강경애 중국 ’07.11.19-12.8 교류대학 교환근무

사서주사보 박정식 캐나다 ’07.10.15-25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형각 호주,뉴질랜드 ’07.11.5-15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도현 일본 ’07.7.9-19 학생인솔

사서주사보 홍현표 호주 ’07.12.19-26 직원 해외연수

기성회 최재훈 호주,뉴질랜드 ’07.11.5-15 직원 해외연수

경북대학교

기성회직 서영희 중국 ‘07.7.17-7.13 해외봉사활동 인솔

사서주사 유정희 라오스 ‘08.1.15-1.29 해외봉사활동 인솔

사서주사 김진주 남아공 ‘07.8.19-8.23 IFLA총회참석

경상대학교

사서주사보 박미숙 미국 ‘07.9.12-’08.2.28 단기어학연수

사서주사 김성규 남아프리카공화국 ‘07.08.17-9. 2 세계도서관대회 참석

전산주사보 김성균 남아프리카공화국 ‘07.08.17-9. 2 세계도서관대회 참석

목포대학교

사서주사 김정용 호주 ‘07.6.18-22 해외연수

사서주사 정영균 일본 ‘07.6.11-15 해외연수

사서주사 정진호 일본 ‘07.6.11-15 해외연수

부경대학교

사서주사보 구정숙 필리핀 '07.7.15-24 국제 경영관리 특별 프로그램

사서주사보 이현제 필리핀 '07.7.15-24 국제 경영관리 특별 프로그램

사서주사보 구정숙 일본 '07.12.14-18 행정직원 인센티브성 해외연수

사서사무관 배정한
영국,프랑스,

이탈리아,스위스
'08.1.2-11 2007년 행정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오홍목 " '08.1.2-11 2007년 행정직원 해외연수

사무원기성8급 김순희 " '08.1.13-22 2007년 행정직원 해외연수

부산대학교

사서사무관 이동문 일본 ‘07. 10.10-12 선진대학도서관 탐방

사서주사 임정희 일본 ‘07. 10.10-12 선진대학도서관 탐방

사서주사 황은주 일본 ‘07. 10.10-12 선진대학도서관 탐방

사서주사 이석기 일본 ‘07. 10.10-12 선진대학도서관 탐방

사서주사 장향자 일본 ‘07. 10.10-12 선진대학도서관 탐방

사서서기보 김왕종 일본 ‘07. 10.10-12 선진대학도서관 탐방

서기관 이절자 캐나다 ‘07. 10.17-25 도서관발전계획수립을위한
대학도서관탐방

□ 국외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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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홍성철 캐나다 ‘07. 10.17-25

도서관발전계획수립을위한

대학도서관탐방

기성회 도양희 캐나다 ‘07. 10.17-25
도서관발전계획수립을위한

대학도서관탐방

서울대학교

의대관장 서정욱 대만 ‘07.1.25-.27 희의참가 및 업무협의

사서주사 박봉금 대만 ‘07.1.25-27 희의참가 및 업무협의

기능8급 빙재섭 일본 ‘07.2.9-15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사무관 이두영 일본 ‘07.2.9-15 대학본부 주관 연수

관장 박명진 영국, 프랑스 ‘07.2.8-18 Benchmarking업무협의

관장 박명진 이탈리아 ‘07.3.21-26 학회참석 및 발표

관장 박명진 홍콩 ‘07.4.12-15 홍콩대학 세미나 참석

관장 박명진 미국 ‘07.10.14-22 PRDLA 연례총회

사서주사보 김창섭 미국 07.10.14-22 PRDLA 연례총회

서기관 김성중 남아프라카공화국 ‘07.8.17-27 제73차 IFLA 총회

사서서기 김현자 미국 ‘07.2.27-8.26 하버드대학 사서연수

사서주사보 강연아 미국 ‘07.6.21-30 ALA 참석

사서주사보 박선희 미국 ‘07.6.21-30 ALA 참석

순천대학교

사서주사 김한용 일본 ‘07.12.10-13

동경대학교 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운영현황 조사

사서주사 김정란 일본 ‘07.12.10-13

사서서기 정해선 일본 ‘07.12.10-13

기성8급 배종선 일본 ‘07.12.10-13

기성8급 박가연 일본 ‘07.12.10-13

사서주사보 김환빈 일본 ‘07.12.17-20

국립국회도서관 및 주요

대학교도서관 운영현황 조사

사서주사보 이은경 일본 ‘07.12.17-20

사서주사보 백혜숙 일본 ‘07.12.17-20

기성8급 김선주 일본 ‘07.12.17-20

안동대학교

사서주사보 김용욱 이태리,프랑스 ‘07.6.24-29 직원 국외 연수

사서서기 이수진 이태리,프랑스 ‘07.6.24-29 직원 국외 연수

사서서기 배수경 이태리,프랑스 ‘07.6.24-29 직원 국외 연수

기성회직 김자영 이태리,프랑스 ‘07.6.24-29 직원 국외 연수

전남대학교

사서주사 고미혜 남아프리카공화국 ‘07.8.17-30 제73차 IFLA 총회

사서주사보 장점자 남아프리카공화국 ‘07.8.17-30 제73차 IFLA 총회

사서주사보 이인길 싱가폴 ‘07.9.12-16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사서사무관 윤영혁 미국 ‘07.11.21-30 외국선진대학도서관 견학

사서서기 박수현 미국 ‘07.11.21-30 외국선진대학도서관 견학

사서서기 이수정 미국 ‘07.11.21-30 외국선진대학도서관 견학

사서서기 명선미 미국 ‘07.11.21-30 외국선진대학도서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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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사서주사 하태종 남아프리카공화국 '07.8.17-30 제73차 IFLA 총회

사서주사 최오순 미국 '08.1.25-2.4 해외연수

사서주사보 양정은 미국 '08.1.25-2.4 해외연수

사서주사보 조수경 미국 '08.1.25-2.4 해외연수

사서서기 고민정 중국 ‘07.10.1-30 파견

제주대학교 사서주사보 허정임 프랑스 외 ‘08.1.6-14 해외대학도서관 견학

창원대학교 사서주사 박민규 미국․캐나다 ‘07.6.17-25 해외연수

충남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상태 호주․뉴질랜드 ‘07.6.8-15 국외연수

사서주사 문경록 호주․뉴질 랜드 ‘07.6.8-15 국외연수

사서주사보 주현운 호주․뉴질랜드 ‘07.6.8-15 국외연수

사서주사 김태자 남아프리카공화국 ‘07.8.17-27 제73차 IFLA 총회

충북대학교

기성회직 김재원 일본 ’08.1.11-15 직원단기해외연수

사서주사 전민호 일본 ’08.1.18-22 직원단기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춘식 중국 ’08.1.22-27 직원단기해외연수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장 주경식 일본 '07.2.12-15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참석

사서사무관 김규숙 일본 '06.11.7-12 방문연수

사서주사보 송주현 대양주 '06.11.21-30 해외연수

기능9급 정숙이 대양주 '06.11.21-30 해외연수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장 이한석 일본 07.12.18-21 학술정보 국제교류

사서사무관 안병재 일본 07.12.18-21 학술정보 국제교류

사서주사 전혜숙 일본 07.12.18-21 학술정보 국제교류

사서주사 김아영 유럽 07.11.20-12.1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지은 일본 07.12.18-21 학술정보 국제교류

금오공과대학교 사서주사 김난희
스페인·포르투갈·

모로코
'08.2.15-24 직원 해외 연수

서울산업대학교 사서주사보 최영석 미국 '06.9.21-28 미국 서부 명문 5개 대학
도서관 방문 및 관계자 미팅

진주산업대학교

사서주사 강상오 호주 ‘08.1.18-23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보 박성준 호주 ‘08.1.18-23 직원해외연수

기능직 박경옥 호주 ‘08.1.18-23 직원해외연수

계약직 안미자 호주 ‘08.1.18-23 직원해외연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장 김외숙 남아프리카공화국 ‘07.8.17-26 제73차 IFLA 총회

한밭대학교

사서주사 이수하 중국 ‘08. 2.15-21 고조선문화유적답사

기성회직 이병주 프랑스외2국 ‘07.11.30-12.7 직원해외연수

기성회직 이진아 프랑스외2국 ‘07.11.30-12.7 직원해외연수

경인교육대학교 사서서기 임재옥 캐나다 '07.11.22-12.1 직원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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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 김연화 캐나다 직원해외연수

기성회 김순진 캐나다 직원해외연수

대구교육대학교 사서주사보 이은옥 영국,프랑스,독일 '07.9.15-23 직원해외연수

서울교육대학교 사서주사 박종례 남아프리카공화국 ‘07.8.19-23 제73차 IFLA 총회

서울시립대학교 사서서기 김현화 일본 ‘07.12.2-8 직원해외연수

인천대학교 사서주사 배순희 호주 외 ‘07.10.27-11.2 직원 해외연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성회 이원선 베트남 대외교류 협력체결학교의 시설견학을
통한 대외교류활성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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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학교

1.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의 통합

- 강릉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분관으로 명칭

2.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시스템(dCollection) 구축완료(2007.12.)

- dCollection 운영서버 도입

- 원문서버 도입

3. 도서관 시스템 upgrade

- DB 통합작업

- SOLARS DLiII(web서버, 검색시스템, APP서버 도입)

4. VOD 콘텐츠 서비스 개시

- 일시 : 2008. 02. 01부터~

- VOD 서버 도입

5. 전자정보실 개관

- 2008. 02. 28 완공

- 자료검색실 외 7 실 운영

6. 정보검색용 PC 교체(2008.02)

- 열람실 40대

7. 강릉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변경

- 중앙도서관 : http://iskul.kangnung.ac.kr

- 원주분관 : http://iskul.kangnung.ac.kr/wonju

강원대학교

1.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직원 교류

- 2007. 11.19 ～12. 8 중국 요녕대학교 도서관(학술정보 운영과장)

2. 제48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 일자 : 2007. 8. 9(목) ～ 8. 10(금)

- 장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참석자 : 51개 회원교 131명

3. 제7차 강원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 일자 : 2007. 9. 14(금) 13:00

- 장소 :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 참석자 : 10개 회원교 39명

□ 대학별 도서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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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기간 : 2007. 6. 20 ～ 8. 20

- 대상 : 4층 열람실, 휴게실, 사물함

- 내용 : 열람테이블 및 의자 교체, 조도개선, 바닥, 벽, 천장, 창문 작업

5. 2007년 우수 도서관이용자 및 독후감 경진대회 포상

- 일시 : 2007. 12. 18(화) 14:00

- 장소 : 도서관장실

- 내역 : 독후감 경진대회(3명), 우수 도서관이용자(2명)

경북대학교

1. 2007.3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

- 전자정보통신공학분야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 신규 구입 저널 종수 : 501종

- 적극적 활용을 위한 홍보 극대화에 주력

2. 2007.3 토 일요일 자료실 개방 및 열람실 개방시간 확대

(구관 자료실)

- 토요일: 08:00～13:00

- 일요일: 10:00～17:00

- 시험기간 중: 06:00～22:00

(신관 열람실)

- 평일: 신간 지하열람실 익일 02:00 까지

- 시험기간 중: 지하, 1층 열람실 24시간 개방

3. 2007.3 마이크로 자료실 설치 운영

- 규장각 소장자료 1,192롤

- 외교사료관 공개 외교문서 625롤

- 일제시대 신문자료 816롤

4. 2007.10 도서관 학술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Solars DLi 1- DLi 2 )

- 교외에서도 원문(전저저널, 웹 D/B) 서비스 가능

- 도서 검색 속도 향상

- 다국어 표현 문자의 검색용이

- 다양한 전자 자원의 메타 통합검색 가능

- 인터넷 서점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도서 구입 가능

5. 2007.11 시험기간 재학생을 위한 일반 열람실 출입 게이트 설치운영

6. 2007.12 법학전문도서관 개관/운영

-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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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2,026.1 m², 열람석: 326석

- 60,000여권의 장서, 법률 Web-DB 등을 소장

- 3층: 보존자료/비도서자료, 4층: 대출불가자료(참고자료, 학위논문, 연속

간행물 등), 5층: 대출가능자료(국내단행본, 국외단행본)를 소장

7. 2007.12 행정서비스 혁신 우수 부서 선정

- 공무원증 패용

- 도서관 이용 불편신고 건의함 설치

- 실별 근무자 안내사진 비치

8. 2008.2 2007학년도 혁신과제 추진 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도서관 이용 서비스 및 환경개선

- 유니코드 기반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 Web DB 및 전자저널의 국가라이센스 적극참여 및 지원

- 이용자 도서관 활용 확대를 위한 휴일 연장개관(토, 일요일)

경상대학교

1. 제4회 도서관 다독상 시상 (2007.4.17)

- 우수상 : 2명 장려상 : 13명

2. 진주하씨 단지종중 고문헌 영구위탁 (2007.5.11)

- 진주하씨 단지종택 소장 고문헌 441종 3,834점

3. 정보검색용 PC 교체 (2007.9.1)

- 중앙도서관 78대

4. 장서100만권 확보 달성 (2007.12.26)

- 100만권 번째 등록 장서: 복재유고(復齋遺稿)

5. 도서관 1차 리모델링 공사 및 완료 오픈 (2007.12.26)

- 기간 : 2007.7-11(4개월)

- 내용 : 냉난방기 교체(시스템 냉난방기), 지하 보존서고 설치 및 1층 공간

리모델링

공주대학교
자유열람실 환경개선

- 사물함 설치 및 리모델링

목포대학교

1. 인터넷정보검색실 개소

- 무선인터넷코너 6석, 컴퓨터검색코너 27석,

- 세미나실 (1실) : 1회 13명 이용자교육 가능

* PDP, 빔프로젝터, 회의용탁자, 의자 등 시설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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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승강기 설치(2007. 4.)

․자료이동 및 장애우 등 이용자 이동 편이 제공

(내․외벽 층별 실명 표기, 도서관이용안내판 부착)

- 주제자료실 및 보존서고 정비(2007. 7-8.)

․서가(철재 60대, 목재 41대), 냉난방기 2대, 우산꽂이 4대 구입

․검색용 컴퓨터 7대 추가구입, 교체

- 내부 도색공사 실시, 강화유리문 설치, 바닥재 교체(2007. 6-8.)

- 도서관 휴게실 냉방기 설치(2007. 10.)

- CCTV 추가 설치(자료실 8곳, 인터넷정보검색실 2곳) (2008. 1.)

- 열람실 냉난방기 2대 교체, 청소기 2대 구입 (2008. 1.)

- 자료실 서가 배치 안내판, 천정걸이 표시판 설치

- 서가별 돌출형 십진분류 표찰 및 분류기호 안내 아크릴 부착

- 건물 층별 안내판 및 실별 직원 배치도․명패 설치)

3. 도서관 자료(대출)실 연장 운영 : 2007. 9. ~

- 운영시간 : 18:00 ~ 20:00 (학기중, 2시간)

- 운영인원 : 직원 1명, 시간제일용학생 1명

4.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2007. 10.)

- 디자인과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편의성 제고

5. 2008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제작(2500부)

- 신입생 및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안내 자료 제공

6. 온라인 출판정보(E-CIP) 도입(2007. 5.)

- 신간도서검색시스템으로 희망도서 신청방법 개선

7. 제10차 전국 도서관 사서 테니스 대회 개최

- 일자 : 2007. 10. 26. ~ 10. 27.

- 장소 :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테니스장

- 참석자 : 40개교 75명

부경대학교

1. 제39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2007.3.30.)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특성화된 전문도서관, 지역사회개방 선도공로 인정

2 강의정보지원 서비스 도입 (2007.8.23.)

-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교수로부터 지정

- 강의계획서에 수록된 주/부교재, 참고자료 등

3. 공무원 수험서 코너 설치 (2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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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수험서 관련 자료 2,000여권 비치

- 공학도서관 국가기술자격증 수험서 코너와 병행 운영

4. 독서장려 프로그램 운영 (2007.9.~10.)

- 권장도서 100선 선정, 다독상 시상,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토론방) 개설

5. 메일링서비스를 활용한 이용자 교육(2007.10.)

- 도서관 활용 Tip 메일 발송

- 학부 1학년 및 대학원 후반기 신입생

6.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2007.1.~2.)

- 멀티미디어기기 교체, 서가 및 열람석 확충,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7. 노트북 전용코너 설치 (2008.2.)

- 중앙도서관 78석, 학습도서관 72석, 공학도서관 59석

8. 미대사관 도서 기증 (2008.2.14)

- 미국학 관련 서양 단행본 319권

부산대학교

1. 법학도서관 신축 이전(2007. 1)

- 제2법학관 4층(단행본), 5층(연속간행물)

2. 우계문고 설치․운영(2007. 3)

- 한문학과 이병혁 명예교수 기증 고문헌 등 4,500여책 비치

3. 독서치료프로그램 2기/3기 운영(2007. 3 ～ 12. 20, 42명 20회)

- 도서관 사서 중심의 책을 통한 심리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두 번째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

4. 한국도서관상 수상(2007. 3)

- 지식정보 자원 구축과 독서치료프로그램 등 서비스 개선 인정

5. 개교 61주년 기념 고전자료전시회 개최

- 일시 : 2007. 5. 11 ～ 5. 23

- 이병혁 명예교수 기증자료(고서/고문서 등) 전시

6. 학기중 도서관 공휴일 개관 서비스

- 일시 : 2007. 5. 13부터

- 내부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

7. 도서관 장․단기발전계획(안)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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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운영과 인력개발/장서확충/이용자서비스/도서관 공간확보/학술정보 강화 등

5개 발전방안 계획 수립

8. E-CIP(출판전 목록정보 제공) 컨텐트 서비스(2007. 8.)

- Web을 통한 도서정보 제공과 편리한 희망도서 신청 기능 구현

9. 국제기구 자료 수집 및 해외기관과의 자료교환

- IMF기탁 도서관 신청(2007. 9.) 및 지정(2007. 12.)

10. 도서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2007. 9.)

- 기간 : 2007. 9. 18 ~ 10. 12.

- 도서관 신․증축에 대비한 이용자 요구사항 조사

11. 연구비 구입도서 자동 등록 프로그램 연계

- 연구비 구입도서를 도서관 장서로 등록

- DB화를 통해 교내 구성원에게 정보 제공

12. 이용서비스 개선

- 도서자동반납기(4대) 설치를 통한 24시간 자료반납 서비스(2007. 10)

- 대출 책 수 확대서비스

․교수 30권→50권, 대학원생 10권→20권, 학부생 5권→10권

- 오작동 도서분실방지기 교체

13. 도서관 통계자료집 발간, 홈페이지 탑재(2007. 11)

- 도서관 현황 및 이용자 분석을 통한 업무 개선 참고자료로 활용

14.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

- 보존서가(모빌렉) 설치를 통한 18만권 수장공간 확보(제2도서관1층)

- 일반열람실 칸막이 테이블 설치 및 열람석 교체(176석)

- 멀티미디어실 환기시설 개선 공사(2007. 12.)

- 제2도서관 종합서비스실 학위논문/대출․반납 창구 통합

- 의학도서관 노후 출입관리시스템 및 집기류 교체

15. 장서확충 사업(2007년중)

- 한의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한 기본장서 확충(2억원)

16. 도서관 정보화 관련 사업 추진

- 도서관(메인 및 분관)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학위논문 원문DB 소급 구축(3,685권)

- 연구소 발간 학술지 논문 원문DB 구축(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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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서관 웹-소식지 증간을 통한 홍보강화

- 2006년 연4회 발간 → 2007년 연6회 발간

18. 기증 고문서(간찰) 탈초․해제 및 고지도 문화재 지정 신청(2008. 2.)

- 설뫼문고(경남 의령 탐진안씨 문중) 고문서 탈초 및 해제

- 간찰 1,539점 중 800점

서울대학교

1. 국내서 기획수서(Approval Plan) 추진 (2007. 4월 시행)

- 목적 :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여 적기에 학술정보 서비스

를 제공

- 방법 : 교보구매 지원사이트 및 4대 일간지를 활용 선정 (주2회)

- 기대효과

․신속한 학술정보서비스제공으로 도서관 이미지 제고

․학문분야별 균형 있는 장서구성

2.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통합서지용 매뉴얼 작성

- 다양한 매체로 발간되는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

- 변경된 목록 규칙과 통합서지용 KORMARC 적용

- 업무 변경에 따른 지침 작성 및 표준화

- 2008년 1월 완료

3. 강의용 참고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e-TL의 강의조교 활용

- 효과적인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매학기 강의개시 2개월 전 강의계획서 내

참고도서를 신청 받아 구입하고 있으나, 2008년 1학기부터는 e-TL의 강의

조교를 활용하여 “강의도서신청” 란에 직접 입력하도록 홍보

4. 외국 신간도서전시회 개최

- 전시목적 : 해외에서 출판된 최신자료를 교수 및 학생(대학원생․학부생)들이

직접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연구와 학습

지원에 기여

- 전시기간 : 2007.10.30 ~ 11.02 (4일간)

- 전시자료 : 최근 3년 이내 외국 신간도서 약 5,500책 (29개 주제)

- 전시결과 : 994종 1,003책 구입

5. 정리중도서 예약 서비스

정리중인 자료중 대출을 원하는 경우 1일 이내 정리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검색결과의 상세정보 ➡ 정리중 도서의 ‘예약

’버튼 클릭 ➡ 로그인 ➡ 내용입력 ➡ 정리중 도서예약 ➡ 예약도서 도착 알림메시

지 확인 ➡ 대출 (중앙도서관 4층 중앙 대출실)

- 예약책수：1인당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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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도서 대기일수：3일

예약자료는 4층대출실에서 3일간 보유한 후 3일이 지나도 신청자가 찾아가지 않으

면 서고로 입고

6. 희망도서신청

- 소장하지 않은 도서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구입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도서가 입수되면 e-mail 또는 SMS 문자메세지로 통보

- 신청대상 자료 : 단행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 비도서

- 이용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희망도서신청

※ 입수기간 : 국내도서 10일, 국외도서 약 40일~50일이내

․ 조회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진행과정 (선정, 주문, 등록등)도

확인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가 소속된 대학에 분관(사회과학/경영/농학/법학/의학/치의학/국제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관에서 구입

예)

*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법과대학 1학년이 희망도서신청 시 법학도서관에서 구입

* 분관이 설치되지 않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학년이 희망도서신청 시 중앙도

서관에서 구입

7. 도서관 자료등록 도서원부 보존방법 변경

- 목적 : 인쇄물로 출력하여 관리하던 자료등록 도서원부를 전자 문서로 관리․

보존 하는 식으로 개선하여 자료의 수서 및 정리 상황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보존의 편리성 확보

- 시행일자 : 2008. 1월부터 시행

- 개선내용

․인쇄된 도서원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보존(영구보존)

․2008년도부터 도서원부를 SolarsIII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PDF파일로 저장하

여 전자문서로 보존

-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보존방법)

- 원부관리 방법

구 분 현 행 개 선 후 비 고

보존방식 - 출력물을 제본하여 보존 - 전자문서로 보존
정부기록물로

보존

결재방법 - 출력물로 인쇄 후 결재 - 전자결재 PDF첨부

원부관리
- 인쇄물로 등록담당자가 출력하여

결재 후 제본하여 보존

- 정리담당자가SOLARSⅢ시스템에서

PDF파일로 생성 전자문서로 보존

시스템 - SOLARSⅢ 시스템 통계 출력 - SOLARSIII 시스템 PDF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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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제 서비스 운영

- 일시 : 2007. 02

- 목적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동문,발전기금출연자,

일반학술연구자, 퇴직자)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

- 종류 : 동문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9.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운영

- 일시 : 2007. 02. 06

- 연구지원 서비스 :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자료 조사 제공

- 주제별 출장 교육

- 교수 방문 : 학과전담 서비스 소개 및 의견 청취

- 이용자 DB교육 : 학술정보 검색을 위한 다양한 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및 교수 강의지원 교육 실시

10. Info Desk 서비스 부스 설치 및 운영

- 일시 : 2007. 03. 26

- 목적 : 도서관 대표전화(880-8001) 안내 및 이용자의 서비스 문의 창구 일원화

로 편의성 제공

- 운영인력 : 정보관리과 자료실 직원이 1일 3교대로 운영

11. 무인 자동 반납시스템 가동

- 목적 : 대출도서를 도서관 개방시간 및 개방시간 이외에 반납하고자 할 때 무인

자동반납기를 통하여 반납 가능

- 설치대수 : 1대(4개의 적재함으로 구성)

- 시행시기 : 2007. 05부터 시행

- 설치장소 : 3층 도서반납대

12. 일요일 자료실 개방

- 일시 : 2007. 04. 15

- 개방시간 : 13:00-17:00

- 운영인력 : 대출반납 직원 1명, 용역직원 2명, 서가배열 용역직원 4명

13. 대출기간 연장 확대

- 일시 : 2007. 04. 26

- 연장 1회 → 2회로 확대 (중앙도서관규정 개정, 규칙 제1601호, 2007. 04. 26)

- 대상 : 중앙도서관 및 분관도서관 (의대, 치의대분관 제외)

14. 도서검색 결과 문자전송(MMS)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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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7. 10. 02(화)

- 내용 : 도서검색 결과를 별도 비용 없이 휴대폰으로 전송하는방법을 도서관 시

스템에 적용

15. 학생자문단 구성․운영

- 일시 : 2007. 11. 01

- 목적 : 학생참여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구현

- 구성 :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추천받은 12명의 재학생으로 구성

-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모집

16.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발간

- 일시 : 2007. 12. 10

- 대상 : 2000-2007년까지의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를 위해 도서관에서 추진했던

핵심 분야별 추진현황과 성과

- 발생부수 : 200부

17. 국제기구/정부문서/통계지원실 설치

- 일시 : 2007. 07. 20

- 비치자료 : 국제기구자료, 외교문서자료, 통계자료 등

- 장소 : 중앙도서관 6층 비도서자료실내

18. 도서관 직원 성과평가(BSC) 실시

- 평가대상 : 중앙도서관 (7개분관 포함) 전직원 대상

- 평가기간 : 2007년 하반기 (2007.7-12)

- 조직성과평가 : 고객관점(30%), 프로세스관점(50%), 학습성장관점(20%) 의 비중

을 동일하게 적용

- 공정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체제를 확립하여 직원사기 앙양 도모

19. 신간도서 및 테마도서 전시

- 목적 : 신간도서 전시로 이용자에게 신속한 발행정보와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와 테마별로 관련 도서를 모아 전시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의 독서동기 유발

- 시행 : 2007. 6월부터 전시

- 전시장소 : 도서관 4층 메인홀

- 월별 테마도서 전시주제

․ 6월 : “서울대생 어떤 책을 읽는가 - 중앙도서관 인기 대출 도서전”

․ 7/8월 : 금서(禁書)의 역사 - “책 사슬에서 풀리다”

․ 9/10월 : “신화(神話) 속으로”

․11/12월 : “시대별로 보는 국내 베스트셀러”

20. 기획홍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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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도서관 업무관련 기획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도서관의 대․내외 이미

지 홍보는 물론 이용자와의 친밀도 유지

- 시행 : 2007. 02. 09

21. ‘북 카페’설치

- 목적 :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책 정보 교류 및 휴

식을 위한 공간으로 신간교양도서, 잡지, 신문, 홍보물 등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였고, 노트북이나 PC로 정보를 검색하면서 담소

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

- 위치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 테마도서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

- 사업시행 : 대학본부 기술과(2007. 10. 11 완료)

22. 열람실 이용환경 개선

- 노후 열람용의자 500개 교체(3열람실, 2007.07.09, 2008.01.15)

- 열람대 칸막이 설치 120석(2007. 07. 12)

- 1, 3열람실 출입구 개수 :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등(‘07.07.18)

- 사물함 200석 증설(관련부서 ;생협, 2007. 10. 23)

23. 본교학생 전용열람실 운영

- 시행 : 2007. 09. 17

- 목적 : 일반열람실을 본교생 전용열람실과 개방열람실로 구분 운영

- 본교생전용열람실 : 1,2,3열람실

- 개방열람실 : 5, 6열람실

- 졸업생에 대하여는 전용열람실 출입증 발급

24. 학생 휴게 공간(도라지) 설치

- 시행 : 2007. 05. 10

- 도서관 3층 중앙통로 남단에 설치(약 50명의 담소 공간)

25. 가방보관소 동전교환기 설치(2007.5.22)

26. 5층서고 사무실에 가 배열 공간 설치(2007. 05. 21)

- 종전 4서고 내 덤웨이터 옆에 위치하여 서고 이용자의 학습분위기 저해

27. 농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위한 CCTV Monitor 설치

- 일시 : 2007. 11. 05 - 11. 06

- 장소 및 수량 : 상록열람실(2개) 지하1층복도(2개) 출입문(2) 1층 자료실 및 서고(4)

- 관리 : 농학도서관 경비실(Monitor 및 저장공간)

28. 의학도서관 웹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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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의학도서관 주위의 문화재 및 대학로의 문화 소개 및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므로써 이용자가 도서관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내용

․함춘소식 : 의과대학 및 도서관 행사 소개

․도서관 여행 : 도서관 제공서비스 소개

․책 이야기 : 학생들이 읽어야할 필독서및 신착자료 소개

29. 의학도서관 외벽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 목적 : 누수방지, 노후 환기시설 교체, 노후된 창호교체

- 일시 : 2007. 6. 14(목요일) 15:30

- 장소 : 의과대학 도서관 입구

- 내용

․3층 열람실 환기시설 교체

․열람실 창호교체

․외벽 교체

- 공사기간 : 2007. 4.16-6.9

30. 의학도서관 북카페 개실

- 목적 :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학습연구를 위한 재충전 공간으로 미술, 음악,

여행, 문학, 교양도서 등의 도서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의 연구 및 학습

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일시 : 2007. 10. 5(금)

- 이용시간 : 08:00 ~ 23:00

※ 방염처리를 기본으로 화재예방에 주안점을 둠

31. 조선왕조의궤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행사 개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조선왕조의궤가 20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 학술심포지엄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0월 30일 열렸으며, 특별전은 규장각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최

32. 규장각 고문헌 정리와 목록에 대한 검토 워크숍 개최

- 규장각워크숍 : 규장각 고문헌 정리와 목록에 대한 검토

- 일시 : 2007년 12월 7일(금) 14:00 - 17:30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회의실

33. 국제한국학센터 오픈

- 한국학연구기관 국제네트워크 형성과 운용

- 국제 학술행사 개최

- 국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출판 간행(영문 학술지 및 영문학술총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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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울대의 한국학 현황에 대한 국제 홍보

순천대학교

1. 전자책 활성화를 위한 다독자상 시상

- 대상자 : 36명(2007. 5. 18)

- 대상자 : 40명(2007. 11. 6)

2. 학과담당사서제 실시

- 팀제로의 조직개편을 통한 학과담당사서제 실시

- 사회과학대, 인문예술대, 사범대, 공과대, 생명산업과학대 5개 단과대학 대상

3. 지식정보 디지털유통체계(dCollection)시스템 구축(2007. 11)

4. 대학 및 지역도서관과의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2007. 11)

5.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 대출 실시

- 대출책수 : 5책

- 대출기간 : 14일

안동대학교

1. 도서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인지도 파악

- 총1,823부를 배포하여 1,521부 회수․분석

- 기간 : 2007. 10. 4. ～ 11. 9.

2. 자료이용 우수자 시상

-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의 생활화 유도

- 일시: 2007. 12. 13.

- 다독상 11명․우수서평자 10명 시상

3. MARC 데이터 고품질 생산 기조 정착

- 단순 서지사항만 제공되는 현행 MARC 데이터에 2차 서지정보를 추가 탑재

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 표지, 목차, 저자 소개, 출판사 서평, 관련정보 등 2차 서지정보를 MARC에

추가 탑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4. 학과 도서구입추천 방법 개선

- 전자결재시스템(그룹웨어)을 통한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

․학과 : 그룹웨어를 통한 도서구입추천서 결재․발송

․도서관 : 그룹웨어를 통한 도서구입추천서 접수․공람

- 추천서를 직접 제출하는데서 오는 불편함 해소하고 전자파일화에 따른 신속한

복본 조사와 발주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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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비도서 지침 마련

- 각종 연구비로 구입한 교수의 기부 도서에 대한 장기 대출 요구 해소

-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의 첫 대출에 한해 5년간 장기대출 실시

6. 밀집식이동서가(모빌랙) 설치

- 자료열람실의 자료 포화 상태 문제 해결

- 1층 논문자료실에 67개의 모빌랙의 신규 설치

- 약 11만권의 추가 소장 공간 확보

전남대학교

1. 연구실에 대출자료 배달서비스

- 전화나 메일로 요청한 대출 자료를 연구실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2007년

4월부터 시행

2. 신간자료 입수목록 알림 서비스

- 우리 도서관이 신간으로 입수한 자료 목록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매주 올림과

동시에 교수 및 직원의 개인 메일로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2007년 3월부터 실시

3. 여수분관과의 자료대출시스템 운영

- 2007년 3월 1일부터 도서관운영프로그램에서 캠퍼스 간 상호대출시스템이 완성

되어 소속 캠퍼스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상대 캠퍼스 도서관으로 택배서비스 실시

전북대학교

1. 중국 연변대학 도서관과 직원교류

- 전북대학교 도서관 직원 파견 : 2007. 9. 3. ～10. 1. / 여 1명

- 전북대학교 방문 : 2007. 10. 1. ～ 10. 30. / 여 1명

2. 독서주간 행사

- 일시 : 2007. 10. 24.

- 장소 : 진수당

- 내용

가. 제6회 건지다독상 시상

나. 유명작가 초청강연회

작가 : 소설가 정도상

주제 : 내 꿈은 전북대에서 이루어 졌다.

3.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치의학분관설치

- 일시 : 2007. 6. 25.

4.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간 통합

- 통합확정일 : 2007. 11. 30.

- 통합시행일 : 2008. 3. 1.

- 익산대학도서관이 전북대학교중앙도서관 익산분관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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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1. 지하 보존서고에 Mobile Rack 설치

- Mobile Rack 및 자동제습기 설치 : 2007. 7. 2 ~ 4

- 보존자료 이동작업 : 2007. 7. 5 ~ 8. 14

- 자료실 소장도서 중 보존서고로 이동한 도서량 : 50,000여책

2.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 2007. 11. 1

- 장서수 : 58,000여권

- 위치 : 제2도서관 2층(810㎡)

- 작업기간 : 2007. 9. ~ 11.

3. 학술교류 대학도서관 워크숍 개최

- 일시 : 2007. 12. 17 ~ 18

- 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참석교 : 제주대, 조선대, 계명대

4. 제49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 일시 : 2008. 1. 24 ~ 25

- 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5. 도서관 로비에 취업정보용 디지털영상정보솔루션 LCD(60“)설치․운영

- 설치일(운영개시일) : 2007. 1. 3

6.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에 따른 도서관 통합업무 추진

- 통합일 : 2008. 3. 1

창원대학교

1.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 특별대출제도실시 : 졸업생,휴학생,지역주민 등에게 대출서비스 실시

- 브라우징 룸 설치 : 도서관 3층 64㎡ 40석

- 상호대차서비스 비용지원 : 교직원, 학생 상호대차서비스 비용전액지원

2.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 사업

- 도서관 1,2층 화장실 리모델링

- 도서관 1,4층 휴게실 설치 및 비품 교체

- 도서관 열람실 열람테이블 교체

- 도서관 주변 환경미화(매월 셋째주 금요일 대청소 실시)

- 도서관 4층 전자정보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 도서관 전층 정수기 교체 및 증설

3. 단행본 도서 단가입찰제 실시(2007. 10)

4.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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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1층 보존서고 모빌렉 추가 설치(2008.2)

6. 도서기증 운동

- 중국 산동대학 위해분교 도서기증

충남대학교

1. 2006년도 충남대학교 부속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 일자 : 2007. 2. 27.

- 내용 : 우수상

- 주관 : 충남대학교

- 부상 : 상금 70만원

2. 제17회 정오의 도서관음악회 개최

- 일시 : 2007. 3. 20. 12:00-13:00

- 장소 : 도서관 1층 동편 로비

- 공연 : 대전연정국악연주단 초청

3. 대학학술정보공동활용 기여도 평가결과 최우수 대학도서관 선정

- 일자 : 2007. 5. 2.

- 내용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주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부상 : 2007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남아공 소재)

4. 제18회 정오의 도서관음악회 개최

- 일시 : 2007. 5. 21. 12:00-13:00

- 장소 : 도서관 1층 동편 로비

- 공연 : 대전 클라리넷 콰이어 초청

5. 제13회 독서문화상 수상

- 일자 : 2007. 9. 11.

- 장소 :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 주관 : 문화관광부

- 수상자 : 사서주사보 이근희

6. 제19회 정오의 도서관음악회 개최

- 일시 : 2007. 9. 19. 12:00-13:00

- 장소 : 도서관 1층 동편 로비

- 공연 : 글로벌아트오페라단 초청

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교육

- 일자 : 2007. 9. 28., 10. 22.(2회)

- 장소 : 도서관 영상음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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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외국인 유학생

8. 법학도서관 설치

- 개관 : 2007. 10. 8.

- 장소 : 지적재산권교육연구센터

9. 혁신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일자 : 2007. 10. 23.

- 내용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주관 : 충남대학교

- 부상 : 상금 100만원

10. 도서관우수이용자 및 학술정보검색대회 입상자 시상

- 일시 : 2007. 10. 23. 14:00-

- 수상내용

․도서관우수이용자 : 학부생(4명), 대학원생(2명), 직원 및 조교(2명), 교수(2명)

․학술정보검색대회 입상자 :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2명)

- 장소 : 도서관장실

11. 제20회 정오의 도서관음악회 개최

- 일시 : 2007. 11. 1. 12:00-13:00

- 장소 : 도서관 1층 동편 로비

- 공연 : 엘렉톤 연주자 김자희, 김주연 선생 초청

12. 제3회 평생교육원 수강생 문인화 작품전

- 기간 : 2007. 11. 1. - 11. 7.(7일간)

- 장소 : 도서관 1층 로비

- 작품 : 문인화 병풍 및 가리개 액자

(액자 17점, 족자 6점, 가리개 5개, 병풍 3점 총 31점)

13. 도서관 환경개선

- 목적 : 열람실 리모델링 및 도서관 내부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

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활동 증진

․열람실 리모델링

․도서관 조명설비 보수

․열람실 환기보조장치 설치

․화장실 환경 개선(좌변기 설치, 자동급수 소변기 설치)

․내부 페인트 도색(내부 벽면, 문틀, 천정, 기타 구조물)

․그룹스터디 공간 보수․설치 및 집기 교체

․열람대 및 의자 구입(제1열람실)

․정수기설치(냉․온정수기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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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비 구입(무정전시스템, PC, LCD TV, 평면TV, VTR/DVD 플레이어,

DVD 프린터기 등)

농학도서관(열람대, 의자 교체)

의학도서관 영상자료실 설치(DVD, VHS)

충북대학교

1. 장서확충으로 학습․연구지원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도서관 서비스 역량 강화

- 단행본 : 925,790권

- 해외학술지 : 448종

- 학술 DB : 25종

2.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자 서지 DB 수정

- 시기 : 2007. 8. 1 - 2007.12.14

- 대상자료 : 89,545종 252,744권

- 도서관 자체인력으로 추진

3. 사서사무관 1명 증원(2007. 3)

- 자료지원과장 보직 : 교육행정사무관에서 사서사무관으로 보임(2007. 7)

4.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과의 “Window on America" 공동참여협정체결

- 장소 : 충북대학교 도서관 1층 로비

- 일시 : 2007. 4. 4(수) 14:00

- 참석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 대리, 도서관장, 도서관 직원 등

- 협정기간 : 2007. 4. 4 - 2010. 4. 3(3년간)

5. 2007 전국 대학도서관 대회 개최

- 기간 : 2007. 5. 2(수) - 5. 3(목) 1박 2일

- 장소 : 청주 라마다플라자 호텔

- 참가대상 : 전국 대학 도서관장 및 도서관 관계자

- 주최 : 교육부

6.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확충(3,4분기)

- 자동 대출기 2대(나이콤 Ez-200RS)

- 빠른 반납기 1대(한국 3M M943)

- RFID 리더기 3대(Hamo여-3070)

- 도서분실방지기 1세트(법학도서관)

- 입․출구 게이트 1조(법학도서관)

7. 도서관 장애우 열람실 설치

- 학내 장애학생 수 증가로 이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 열악 : 학습환경개선

- 면적 27㎡, 열람석 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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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안전시설 확충

- 자료실 및 열람실 블라인드 교체

- 사물함 920개 설치(중앙도서관 512개, 형설관 408개)

- 실별 안내판 및 로비 안내판 설치

- CCTV 설치(중앙도서관 1식 카메라 16대, 형설관 2식 32대)

- 화장실 벽면 타일공사, 큐비클 칸막이 보수, 오배수 배관 교체

- 중앙도서관 입구 장애학우 출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

9. 도서관 이용자 교육 실시

- 학기별 이용자교육 계획 수립 후 매주 실시

- 기본교육 : 21회, 349명 참석

- 전문교육 : 21회, 326명 참석

- 이용안내 리플렛 4,000부 제작

10. 냉․난방 시설물 보완공사 및 공조기 교체(2007. 11-12)

- 중앙집중식이며 노후화된 냉․난방시설 문제 발생

- 공조기의 소음이 많아 학생의 민원 발생

11. 개신 다독상 시상(2007.12)

- 인원 7명(총장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 포상 : 상장 및 부상

12. Law-school(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자료확보 및 DB구축(2007.12)

- 설치 기준 충족

- Law-school 유치, 인가 100명

한국교원대학교

1. 교육학 동영상 제공 및 PC 전용 설치

- 학내 50개 지정 PC

2. 교육연구정보서비스(ERISNET)신규 홈페이지 개편

- 서비스 일시 : 2007. 3. 13.부터

- 홈페이지 : http://eris.knue.ac.kr

3. 도서관 토요일 개방 실시

- 대상자료실 : 제1자료실

- 서비스범위 : 열람․대출․반납

- 이용 일시 : 2007.4.2 ~ 12.22.(학기 중, 09:00 ~ 13:00)

4. 2007년도 도서관 학술정보검색 및 상호대차 이용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07.4.9 ~ 4.27.(3주간)

- 교육대상 : 2007학년도 신입생(학부,대학원생) 및 재학생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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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대학도서관 소장자료 문헌복사 신청 및 제공

- 시행일시 : 2007. 4. 9.부터

- 대 상 자 : 우리학교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KERIS회원 가입자)

6. 제5회 대전․충청지역 4개 국립대학도서관 체육대회 개최

- 일 시 : 2007. 6. 1.

- 참가대학 :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7. 우선정리도서 대출서비스 실시 (2007.6.7.)

- 도서관 홈페이진에서 도서상태가 “정리중”인 자료

8. (개교23주년 기념)도서관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내용 : 도서관의 변화한 모습의 이야기

- 기간 : 2007. 9. 13 ~ 10. 8.

9. 2007년도 교육연구정보서비스망(ERISNET) 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7. 11. 2.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관

10. ‘2008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발간(2008. 1.)

- 교수 및 학부(원)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및 안내자료

한국해양대학교

1. 학술정보 국제교류 추진

- 교류대학 : 일본 고베대학 도서관

- 자료교환 및 인적교류에 대한 협의(2007. 12. 18 ～ 12. 21)

금오공과대학교

1. 지식정보생성 및 유통시스템(dCollection) 구축

2. 자료실 환경개선

- 전자정보실 공간재배치 및 열람석 추가

- 전자정보실 및 자료실 계단 소음방지용 바닥 시공

- 이용자 검색용 PC 교체

3. 대출 책수 및 기간 확대

- 학부생 3책 10일 → 5책 14일

- 대학원생 5책 30일 → 10책 30일

- 교원 10책 60일 → 20책 90일

- 직원, 조교 5책 30일 → 10책 30일

4. 자동도서반납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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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서가 교체 85개

6. 일반열람실 의자 교체 800개

진주산업대학교 전자도서관 도입

충주대학교

1. 충주대학교와 청주과학대학이 충주대학교로 통합(2006. 3. 1)

2. 증평분관 멀티미디어실 설치(2006. 12.)

- 이용시간 : 10:00 - 17:00

한국과학기술원
1. 2007년 6얼-11월 교양분관 리모델링(English Zone, 개인/단체학습실, 열람실, 휴게

공간) 12월 18일 준공식

한국방송통신대

학교

1. 도서관 직원연수

- 2007. 11. 5 ~ 6

- 참석자 : 중앙도서관장 등 37명

- 내용 : 정보환경의 변화와 대학사서의 새로운 역할 등

2. 방송대 역사관 개관 및 원격교육매체 특별전

- 개관일 : 2008. 2. 14

- 특별전시 : 2008. 2. 14 ~ 25(~3.16까지 연장)

- 내용

․「평생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다/독립대학으로 성장하다/참단화를 지향하다/미

래를 향해 비상하다」 등의 섹션으로 나누어 방송대 발전사에 따른 사료 전시

3. 도서관 문화행사

- 2008. 2. 15

- 초청강사 : 정준영 교수

- 강연주제 : 대중매체와 독서

한밭대학교

1. 신간도서전시회

- 일시 : 2007. 4. 13. 10:00 ~ 18:00

- 내용 : 신간도서 홍보 및 추천

2. 개교80주년 기념 도서관 행사

- 일시 : 2007. 5. 14 ~ 18

- 내용 : 80번째 이용자를 찾아라, 80번 대출 된 책을 찾아라

3. 제10회 도서관문화행사

- 일시 : 2007. 10. 30.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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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테마도서전, 도서관골든벨, Book Hunting, 다독자시상, 미니북만들기 외

4.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 내용

․보존서고확장 (2007. 3월)

․도서관사무실, 전자자료실 냉난방시스템 추가 설치 (2007. 8월)

․단행본자료실 리모델링 (2008. 2월)

경인교육대학교

1. 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식 및 교수저술도서전(2007.3. ～ 2007.5)

- 참여 : 83명(328권)

- 전시 후 기증 : 72.6%

2. 중국 지주사범대학 책보내기 운동(2007.5. ～ 2007.11)

- 참여 : 106명(986권)

대구교육대학교

1. 무인반납함 교체(2007. 4. 25)

2. 도서 분실방지시스템 교체(2007. 5. 8)

3. 도서관 일반열람실 환경 개선

- 일반열람실 출입문 자동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2007. 6. 30)

- 일반열람실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2007. 6. 25 - 7. 8)

4. 전국교육대학교 도서관 협의회 개최(2008. 2. 22 - 23)

부산교육대학교

1. 박사 학위 논문 책자형 목록 제작 및 비치(2007. 3. 30.)

- 주제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책자로 비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접근 용이성 부여

2. 학술정보관 SMS 시스템 구축 및 실시(2007. 9. 1.)

- 알림 내역 : 구입신청도서도착, 대출완료, 반납 예정, 연체 알림, 각종 공지사항 등

3.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의 상호교류협약 체결(2007. 9. 20.)

- 목적 : 각종 교육자료와 우수한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현장 정보를 공동 활용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을 도모하기 위함

- 내용 : 자료의 공유, 활용 극대화 방안 협의

자료 구축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

각 기관 발행 및 소장 자료의 상호 교류에 관한 효율적 방안 협의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 공유에 대한 방안 모색

기타 자료 공유 전반에 대한 효율방안 논의

4. 임용 시험 『합격 기원』 이벤트 실시(200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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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임용시험 공부로 여유없이 팍팍한 일정을 소화하는 본교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가지고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함

- 내용 : 작은 종이가방에 떡과 엿, 초콜릿 그리고 사서직원 모두가 작성한

합격기원 편지를 담아 나누어 주었다.

5. 독서 장려 이벤트 『책 속에 숨은 보물을 찾아라!』 실시(2007. 11. 28. ~ 12. 28.)

- 사전에 특정 장서의 등록번호를 지정하여 대출시에 해당 등록번호를 가진 장서

가 대출되면 당첨되는 방식으로 총 15회 실시.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

6. 지식활용 정보커뮤니티 간행물 『무한도전』 2호 발행(2007. 12. 31.)

- 학술정보관 사서직원과 정보전산원 전산직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업무 혁신

및 다양한 지식공유 콘텐츠가 집약 되어 있는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

7. 『눈에 띄는 새 책』 코너 신설(2008. 1. 2.)

- 교육학, 교양 관련 신간 도서 위주로 로비에 서가 구성하여 학생들로부터 인기

8. 졸업생 대상 열람실 이용증 발급(2008. 2. 1.)

- 재학생 전용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가능으로 이용자 범위 확대

9. 초등학교 대상 자료대출증 발급(2001. 9. 1. ~ 2008. 2. 29.)

- 부산광역시내 195개 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1. 도서관 증축공사

- 증축내역 :

․대출실 확장 공사 : 서고 공간 확장 및 내부 계단공사(2층 연결)

․초등교육자료실 확장공사 : 열람 및 세미나실 공간 확장

․일반열람실 확장공사 : 일반열람실 공간 확장

․사무공간 이전 : 1층 사무공간 이전 공사(3층 제1열람실 위치)

2. 공사기간 : 2006. 5. - 2006. 8. (4개월)

서울시립대

1. 특별열람증 발급기준 개선

- 다양한 형태로 발급되는 특별 열람증을 특별대출증과 특별출입증의 두가지 형

태로 통합

- 열람증 발급 절차 및 제출 서류의 간소화

- 2007년 9월부터 시행

2. 학부생 대출기한 연장 서비스 실시

- 1회 7일에서 10일로 연장

- 시행 일시 : 2007년 2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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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열람실 의자 교체(듀오백 의자 627개)

- 의견수렴 및 제품결정 : 2007. 5.21(월) ~ 5.25(금)

- 구매 및 교체 : 2007. 6. 1(금) ~ 2007. 7. 13(금)

4.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기간 : 2007. 7.23(월) ~ 8.26(일)

- 구관 1층 1개소, 2층 화장실 2개소, 신관 3층 화장실 1개소, 신관 4층 화장실 1개소

에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구관 3층 화장실은 2007년도 2월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5. 시스템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공사

- 기간 : 2007. 7.23(월) ~ 8.26(일)

-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 정기간행물실, 참고열람실, 논문실 및 대출실

- 환기시설 설치 : 대출실 및 로비

6. 중앙도서관 내벽 도장 공사

- 기간 : 2007. 7.23(월) ~ 8.26(일)

- 정기간행물실, 대출실, 제1․2개가열람실, 참고열람실, 논문실과 계단 및 복도에

도장공사를 시행

7. 자동대출반납시스템 설치 : 2008년 1월

8. 자리배석시스템 추가 설치

- 기존의 제1～4자유열람실외에 전자정보실, 21세기관내 전자도서관, 3층 휴게실

의 노트북코너에도 자리배석시스템을 추가로 설치

- 기간 : 2007. 3. 26(월) ~ 5. 21(월)

-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적정 좌석이용시간 결정

인천대학교

1. 독서의 달 행사 개최(독후감 현상공모)

- 일 시 : 2007. 9. 3 ～ 10. 1

- 시상내역 : 대상(1명),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5명)

경찰대학교

1.「디지털경찰학술정보센터」 구축

- 기간 : '06. 8. 9 - 12. 8

- 내용 : 경찰교육기관을 연계하여 통합검색시스템 제공

- 시스템 : Solars DLi2

- 홈페이지 : http://library.police.ac.kr

공군사관학교
1. 학술정보원으로 편제 개편

- 일시 : 2006. 4.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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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도 대출 책 수 조정

- 일시 : 2007. 1. 1 도서관 규정 개정

- 내용 : 생도 5책 → 10책

3.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넷 개방

- 일시 : 2007. 1. 8

- 내용 : 교내 인트라넷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 확대

4. 도서관 웹진 발간

- 일시 : 2007. 1월부터

- 내용 : 매월 1회 도서관 관련 소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

국군간호

사관학교

1. 신간코너 로비 개설

- 일자 : 2007. 3. 19

- 목적 :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자료 접근 편의 제공과 문화공간 활용

2. 멀티미디어실 개관

- 일자 : 2007. 3. 26

- 목적 : 시청각실 소장자료를 도서관으로 이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및 이용자

불편해소

3. 인터넷 검색 PC교체 및 증가 배치

- 일자 : 2007. 10 15

- 내용 : 도서관시스템 업그레이드 조치일환으로 구형 PC 3대 반납하고

신형 PC 10대를 도입

4. 자료관리프로그램 교체 (07.11.1)

- 기존 Kolas3.6(DOS 운영체제) → Sky.net(WINDOWS 운영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1. 예술정보관 서비스 신설 및 확대 안내

- 사진집 및 화보집 대출기간 연장

․대출기간 : 기존 1박2일 → 2박3일로 연장

- 무인반납함 이용시간 확대

․ 24시간 이용가능 : 미술원, 전통예술원 무인반납함

- 휴학생 및 졸업생 서비스 확대

․폐가자료(영상물 등)를 포함한 모든 자료 열람 가능

․자유열람실 이용가능

․대출 불가

․신청시 1년 단위의 이용증 발급

- 외부 이용자 도서관이용 서비스 개시

․만 18세 이상의 전 국민 및 외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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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자료 열람 가능

․자유열람실, 폐가자료의 이용 및 대출 불가

․신분증 지참 및 1일 단위의 이용증 발급

2. 복사실 설치

- 장소 : 석관동 예술정보관 1층

- 제공서비스 : 복사카드 판매, 복사대행 서비스, 복사카드 관련 민원처리

3. 연속간행물 밤새대출 서비스 시행

- 대출자격 : 재학 중인 예술사, 전문사, 강사, 교수 및 교직원

(대출정지인 경우 제외)

- 대출자료 : 제본되지 않은 과월호 연속간행물(작년과 올해 발행)

- 대출기간 : 폐실 30분 전부터 대출, 익일 오전 9:30까지 반납

- 대출권수 : 1인 3권 이내

4. 석관동 예술정보관 사무실 및 그룹 세미나실 설치

- 공사내용 : 자유열람실 외벽설치 및 그룹 세미나실/도서관사무실 구성

- 공사기간 : 2007년5월19일~2007년6월3일, 16일간

한국전통

문화학교

1. 문화행사개최 : 영화상영

- 장소 : 학술정보관 대강당

- 주최 : 영화동아리(필로시네마)

- 후원 : 학술정보관

- 상영회수 : 학기 중 월 2회

2. 문헌정보자료실

- SMS와 Mailing Service 실시

- 인기도서 코너 신설

- 도서관리프로그램과 학생관리 프로그램 연동

3. 학술정보관 자치위원회 구성

- 인원 : 4명

- 일자 : 2007년 10월 8일

- 역할 : 열람실 관리 및 학술정보관 정책홍보

4. JPA System 도입

- 일시 : 2007. 2. 15

- 교내 이용자들에게 문서의 복사 및 인쇄의 용이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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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계 (2007년도)

1. 이용대상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학부생 대학원생 교  수 직  원 지역주민회원 기  타 계

대

학

교

강 릉 대 7,608 384 383 195 868 74(조교) 9,512

강 원 대 26,780 3,334 2,436 548 714 306 34,118

경 북 대 32,427 7,268 1,573 673 86 1,349 43,376

경 상 대 14,285 2,544 1,338 377 918 19,462

공 주 대 13,228 2,517 526 392 463 17,126

군 산 대 7,506 911 400 240 261 9,318

목 포 대 6,833 1,062 373 157 58 8,483

부 경 대 25,337 2,710 557 382 519 750 30,255

부 산 대 20,868 7,411 1,085 536 28 29,928

서 울 대 19,209 10,086 4,259 998 800 35,352

순 천 대 7,102 986 302 555 59 9,004

안 동 대 6,337 284 314 154 149 84 7,322

전 남 대 22,039 4,706 1,158 559 1,213 29,675

전 북 대 15,472 2,899 902 376 340 220(계약) 20,209

제 주 대 10,556 1,505 550 326 153 671 13,761

창 원 대 8,328 1,799 312 169 710 11,318

충 남 대 17,124 4,157 867 396 1,081 23,625

충 북 대 14,576 3,264 717 322 1,113 1,022 21,014

한국교원대 2,283 3,017 511 260 295 6,366

한국해양대 5,701 509 236 257 115 6,818

금오공과대 6,247 737 188 144 942 26 8,284

서울산업대 11,563 1,007 301 221 90 13,182

진주산업대 5,369 232 186 105 320 6,212

충 주 대 8,535 248 284 142 1,015 10,224

한국방송통신대 130,010 1,009 136 579 323 132,057

한국체육대 2,310 642 152 90 100 3,294

한 경 대 5,976 407 153 133 298 81 7,048

한 밭 대 8,676 496 237 167 2,980 64(조교) 12,620

KAIST 3,589 4635 443 420 15,000(연구원) 24,087

소 계 465,874 70,766 20,879 9,873 15,498 20,160 603,050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3,791 713 152 99 4,755

공주교육대 2,430 503 86 52 3,071

광주교육대 2,039 571 87 59 34 2,790

대구교육대 2,380 774 89 79 1,844 5,166

부산교육대 2,562 371 83 62 290 218 3,586

서울교육대 2,410 720 135 86 3,351

전주교육대 1,730 392 55 51 61 2,289

진주교육대 2,122 470 70 99 22 2,783

청주교육대 1,818 458 67 49 2,392

춘천교육대 2,120 472 76 65 286 3,019

소 계 23,402 5,444 900 701 2,454 301 33,202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8,018 2,017 328 212 10,575

인 천 대 6,654 1,218 303 180 3,756 602 12,713

경 찰 대 480 33 262 3,147 3,922

공군사관학교 654 129 560 698 2,041

국군간호사관학교 354 22 50 453 879

육군사관학교 881 225 320 917 2,343

해군사관학교 650 180 512 2,543 611 4,496

한국예술종합학교 2,019 687 139 191 36 57 3,129

한국전통문화학교 460 19 47 151 123 800

소 계 20,170 3,922 1,378 2,334 6,486 6,608 40,898

합 계 509,446 80,132 23,157 12,908 24,438 27,069 67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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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직원

  가) 현원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교수 사서직 행정직 조  교 전산직 기능직 기성회직 기금사서 계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보조사서 공익요원

대

학

교

강 릉 대 1 1 7 4 1 2 1 1 2 12 8 20 1

강 원 대 2 13 13 4 4 1 23 14 37 5

경 북 대 5 15 22 2 2 5 3 2 7 29 34 63 13

경 상 대 3 1 13 9 1 1 3 1 1 4 21 16 37 6 2

공 주 대 3 12 7 2 1 2 19 8 27 4

군 산 대 1 9 4 1 2 13 4 17

목 포 대 1 6 3 1 2 1 9 5 14 1 1

부 경 대 1 12 6 1 1 1 13 9 22 4

부 산 대 4 12 24 1 1 1 1 10 19 35 54 7

서 울 대 7 1 24 60 2 1 2 1 6 8 4 3 41 78 119 17 40

순 천 대 1 5 5 1 1 2 7 8 15

안 동 대 1 7 4 1 1 1 10 5 15 4 1

전 남 대 5 14 18 2 1 2 1 2 6 26 25 51 1 4

전 북 대 4 1 9 17 1 2 2 2 16 22 38 2 4

제 주 대 3 11 5 1 1 2 5 15 13 28 8

창 원 대 1 7 4 1 2 2 10 7 17 1 2

충 남 대 3 1 14 16 1 1 18 18 36 6 11

충 북 대 3 10 10 1 1 2 3 1 18 13 31 6 6

한국교원대 1 6 6 1 2 8 8 16 1

한국해양대 1 7 6 1 2 8 9 17

금오공과대 1 2 4 2 3 6 9

서울산업대 1 7 3 2 1 9 5 14 1

진주산업대 1 5 1 1 2 7 3 10

충 주 대 2 7 1 1 1 10 2 12 2

한국방송통신대 1 10 6 6 4 17 7 33 18 51

한국체육대 1 2 2 3 2 5 2

한 경 대 1 2 2 3 3 5 8 3

한 밭 대 1 4 2 2 5 4 9 4

KAIST 1 7 5 2 1 10 6 16

소 계 60 6 259 269 11 4 5 3 3 2 40 32 40 69 5 418 390 808 44 126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 3 4 1 2 2 6 8 14

공주교육대 1 2 2 1 1 1 1 4 5 9 2

광주교육대 3 2 1 1 5 6

대구교육대 1 2 3 2 1 5 4 9 2

부산교육대 1 2 3 1 3 4 7 1

서울교육대 1 4 4 1 5 5 10

전주교육대 1 3 2 1 3 4 7 2

진주교육대 1 4 1 5 1 6 1

청주교육대 1 3 1 1 4 2 6 4

춘천교육대 1 3 2 1 6 1 7 2

소 계 8 2 23 23 1 9 8 1 6 42 39 81 14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 5 9 1 1 2 8 11 19 8 8

인 천 대 1 1 5 1 1 2 2 9 11

경 찰 대 1 1 2 1 1 1 2 5 7

공군사관학교 8 3 3 8 11

국군간호사관학교 1 1 1 1 2

육군사관학교 1 1 9 2 9 11

해군사관학교 1 5 3 1 6 4 10

한국예술종합학교 1 3 1 1 2 2 6 8 5 2

한국전통문화학교 1 2 1 3 1 4 4

소 계 5 2 17 40 4 2 1 1 2 2 7 29 54 83 17 10

합 계 73 10 299 332 16 6 5 3 4 3 51 42 41 82 0 5 489 483 972 6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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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급별(사서직)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대

학

교

강 릉 대 1 5 4 1 11

강 원 대 2 11 11 1 1 26

경 북 대 1 1 13 15 5 2 6 43

경 상 대 2 8 10 2 5 27

공 주 대 1 8 8 2 19

군 산 대 1 5 3 4 13

목 포 대 1 4 3 8

부 경 대 1 8 6 2 1 2 20

부 산 대 1 1 14 15 3 2 36

서 울 대 3 5 26 34 9 7 20 104

순 천 대 1 5 3 1 3 13

안 동 대 1 5 3 2 11

전 남 대 2 13 12 5 5 37

전 북 대 2 9 10 5 2 28

제 주 대 2 8 4 2 16

창 원 대 1 5 4 1 3 14

충 남 대 2 11 13 3 1 30

충 북 대 2 11 4 3 20

한국교원대 1 5 5 1 12

한국해양대 1 6 5 1 3 16

금오공과대 3 2 1 6

서울산업대 3 7 10

진주산업대 2 3 1 6

충 주 대 5 2 1 2 10

한국방송통신대 7 8 1 18 34

한국체육대 2 1 1 4

한 경 대 2 1 1 1 5

한 밭 대 3 3 2 8

KAIST 0

소 계 5 31 207 196 61 15 72 587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 4 1 7

공주교육대 2 2 4

광주교육대 1 1 1 3

대구교육대 2 2 1 5

부산교육대 2 1 1 1 1 6

서울교육대 3 3 2 1 9

전주교육대 1 1 1 3

진주교육대 2 3 5

청주교육대 1 2 2 5

춘천교육대 2 1 3

소 계 0 0 18 20 6 2 4 5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 4 5 2 2 1 15

인 천 대 1 3 2 2 8

경 찰 대 1 1 1 3

공군사관학교 2 3 1 2 8

국군간호사관학교 1 1

육군사관학교 1 2 1 6 10

해군사관학교 1 2 1 2 1 1 1 9

한국예술종합학교 1 2 1 8 12

한국전통문화학교 1 1 1 4 7

소 계 2 8 13 21 8 5 16 73

합 계 7 39 238 237 75 22 92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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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격증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 사 서 계

대

학

교

강 릉 대 2 7 2 11

강 원 대 10 12 4 26

경 북 대 9 30 4 43

경 상 대 9 14 4 27

공 주 대 5 12 2 19

군 산 대 3 10 13

목 포 대 1 7 8

부 경 대 4 12 4 20

부 산 대 19 15 2 36

서 울 대 14 79 11 104

순 천 대 8 5 13

안 동 대 1 10 11

전 남 대 3 32 2 37

전 북 대 7 18 3 28

제 주 대 3 10 3 16

창 원 대 1 11 2 14

충 남 대 12 18 30

충 북 대 4 12 4 20

한국교원대 5 5 2 12

한국해양대 5 11 16

금오공과대 4 2 6

서울산업대 1 7 2 10

진주산업대 2 4 6

충 주 대 1 7 2 10

한국방송통신대 7 22 5 34

한국체육대 1 3 4

한 경 대 1 4 5

한 밭 대 1 3 4 8

KAIST 7 7 14

소 계 150 389 62 601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 4 2 7

공주교육대 2 2 4

광주교육대 3 3

대구교육대 1 4 5

부산교육대 1 5 6

서울교육대 3 6 9

전주교육대 2 1 3

진주교육대 1 2 2 5

청주교육대 1 2 2 5

춘천교육대 3 1 4

소 계 10 32 9 51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 11 2 15

인 천 대 4 3 1 8

경 찰 대 1 2 3

공군사관학교 2 6 8

국군간호사관학교 1 1

육군사관학교 7 3 10

해군사관학교 1 4 3 8

한국예술종합학교 1 9 2 12

한국전통문화학교 1 6 7

소 계 19 45 8 72

합 계 179 466 7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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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단위 : ㎡)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연면적 서 고 일반

열람실 자료실 전자
정보실 사무실 기타

공용면적
열람

좌석수

대

학

교

강 릉 대 21,492.60 7,397.46 1,949.9 1,245.23 340.91 10,559.91 1,764

강 원 대 20,224 2,972 3,752 5,763 711 777 6,249 3,006

경 북 대 37,389 1,894 8,231 14,618 717 1,798 7,944 4,897

경 상 대 24,421 264 4,002 8,762 1,695 719 8,979 3,220

공 주 대 22,780 1,748 3,648 5,167 917 884 9,727 3,019

군 산 대 12,875 284 2,168 3,081 503 462 6,377 1,844

목 포 대 10,764 1,049 2,026 6,271 435 1,604 1,404

부 경 대 26,372 1,264 4,093 7,158 894 287 12,676 4,312

부 산 대 27,944 6,610 5,781 9,868 875 141 4,668 6,231

서 울 대 43,746 4,317 10,193 15,711 983 4,691 7,851 5,977

순 천 대 6,672.29 3,264.45 2,239.2 246.8 301.21 620.63 1,896

안 동 대 11,566 311 2,117 5,040 315 577 3,206 1,603

전 남 대 25,302 1,885 5,623 7,863 329 1,102 8,500 5,332

전 북 대 23,108 1,755 9,164 4,375 509 998 6,215 3,194

제 주 대 12,591.51 406 1,996.2 5,628.5 179 850.1 3,531.71 1,840

창 원 대 9,628 673 1,872 2,587 285 396 1,949 1,116

충 남 대 25,695 1,607 3,348 10,671 964 1,295 7,810 4,146

충 북 대 19,089 580 1,632 6,940 470 466 9,467 2,816

한국교원대 9,185 1,920.64 1,277.62 1,387.8 77.76 534 3,106 1,165

한국해양대 7,462 485 1,100 2,935 293 404 2,245 1,202

금오공과대 11,350 226 2,072 3,247 388 235 5,182 1,501

서울산업대 10,061.99 896.28 1640.11 2471.7 776.2 268.9 4,008.8 1,432

진주산업대 5,683 303 1,059 1,557 272 2,492 810

충 주 대 7,794.55 755376 1,488.62 2344.56 402.79 435.57 2824.09 1,848

한국방송통신대 2,567 820 581 296 111 220 539 372

한국체육대 1,565.7 234.8 1,194.1 93.2 43.6 292

한 경 대 9,044.31 849.27 902.32 2,513.44 895.13 170.55 3,713.6 1,061

한 밭 대 6,682.1 859.3 2.610 469.8 228.6 2,514.4 1,380

KAIST 17,160 1,393

소 계 470,215.05 799,157.1 85,050.07 137,452.71 15,251.71 19,382.04 144,602.74 70,073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5,141 289 588 1,766 240 217 2,041 845

공주교육대 5,646.01 151.8 622.03 2,030.6 261.85 116.92 2,462.81 759

광주교육대 5,612.14 726 1,889 121 132 2,744.14 670

대구교육대 3,946 65 720 1,742 166.6 148 1,104.4 859

부산교육대 6,023 180 700 1,814 312 279 2,738 444

서울교육대 4,401.88 44.96 719.84 257.110 362 229.84 832.52 858

전주교육대 4,207.79 647 740.88 1,642.62 75 129.18 937.11 596

진주교육대 3,355 119 1,123 893 165 120 935 654

청주교육대 3,287 1,366.7 1,382 592.5 639.1 72.45 568

춘천교육대 2,609 74 245 1,648 60 123 459 648

소 계 44,228.82 2,937.46 7,566.75 14,274.83 2,402.55 1,567.39 14,253.98 6,901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2,694 1,316 2,486 3,835 1,269 450 3,339 2,169

인 천 대 8,255 202 785 3,390 308 250 3,320 1,447

경 찰 대 2,046 285

공군사관학교 3,616 825 1,980 495 316 430

국군간호사관학교 1,242 270 648 72 252 210

육군사관학교 6,600 465 243 2,395 252 141 3,104 483

해군사관학교 3,100 1,400 700 500 60 200 240 288

한국예술종합학교 5,564 971 481 2,622 297 312 881 381

한국전통문화학교 2,257 43 265 1,060 346 543 200

소 계 45,374 4,397 6,055 16,430 3,027 2,284 11,136 5,893

합 계 559,817.87 806,491.56 98,671.82 168,157.54 20,681.26 23,233.43 169,992.72 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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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산장비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사용 S/W명

주     전     산     기 P  C 자동대출․반납기수
자리배석
기수

출입관리
기수모   델   명 CPU수 주기억용량 Disk용량 검색 사무 계

대

학

교

강 릉 대 SOLARS SunFire 4000 2대 8 12GB 1280GB 190 48 238 1 1 3

강 원 대 SOLARS DLiⅡ SunFire V880, 890 10 13.6GB 504GB 148 56 204 3 6 6

경 북 대 SOLARS DLi25 SunFire 4800 4 8GB 1.4TB 176 62 238 6 유

경 상 대 SOLARS DLi SunFire 4800 4 8GB 3TB 207 59 266 2 2 6

공 주 대 SOLARS DLiⅡ Sun V880 4 8GB 450GB 236 60 296 4 4 5

군 산 대 SunFire V880 4 1,200Mhz 144GB 104 39 143 3

목 포 대 SOLARS SE SunFire v1280 4 8GB 468GB 31 24 55 2 2

부 경 대 XM-LAS PRIMEPOWER 450 4 8GB 294GB 149 42 191 5 6 7

부 산 대 XM-LAS SunFire V880 4 8GB 874GB 284 94 378 8 8 9

서 울 대 SOLARSⅢ SunFire 6800X 2대 26 26GB 4TB 193 116 309 2 11

순 천 대 SOLARS SunFire V880 2 4GB 438GB 71 35 106 2 2 2

안 동 대 SOLARS DLiⅡ SunFire V1280 4 8GB 396GB 55 41 96 1

전 남 대 XMLAS IBM P670 10 10GB 1TB 102 54 156 6 8 27

전 북 대 TG-XMLAS Fujitsu Primepower 650 4 16GB 432GB 120 80 200 2 7 무

제 주 대 SOLARS DLiⅡ SunFire V890 6 16GB 880GB 74 55 129 2

창 원 대 SOLARS DLiⅡ SunFire V1280 4 8GB 396GB 108 24 132 2 3 1

충 남 대 XMLAS SunFire V880 4 8GB 430GB 138 67 205 5 5 -

충 북 대 SOLARS SE SunFire V1280 4 8GB 399GB 148 64 212 5 6 10

한국교원대 SOLARS-Dli25 SunFire V480 4 16GB 1.23TB 52 49 101

한국해양대 TG-XMLAS Fujitsu Primepower 450 2 4GB 144GB 100 22 122 2 2 2

금오공과대 SOLARS DLiⅡ SunFire 3800 4 4GB 327GB 59 25 84 1 2

서울산업대 oracle 9i Fujitsu Primepower 450 1 4GB 292GB 169 31 200 1(4공용기) 4 2

진주산업대 SOLARS SunFire V880 2 384MB 10GB 80 19 99 1 1 1

충 주 대 SOLARS SunFire V480 2 4GB 72GB 79 20 99 1 0

한국방송통신대 SOLARS SE SunFire 4810 4 4GB 396GB 49 30 79 2 3 1

한국체육대 SOLARS SUN ENTERPRISE450 2 1GB 36GB 23 10 33 2

한 경 대 SLIMA-NET CompaqPLT 8000R 4 3GB 380GB 71 17 88 4 4

한 밭 대 SOLARS SunFire V880 4 8GB 438GB 52 14 66 1 3

KAIST

소 계 3,268 1,257 4,525 67 74 107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SLIMA-DL Compaq ML-570 2 1GB 72GB 119 17 136 1 2

공주교육대 SOLARS SFV 440 4 8GB 292GB 54 13 67

광주교육대 TG-XMLAS HP ML570T03 2 4GB 440GB 49 11 60 2

대구교육대 SLIMA-NET IBM X3800 2 1GB 438GB 51 19 70

부산교육대 SLIMA-NET HP ProLiant ML570 G3 2 2GB 146.8GB 38 11 49 1 유

서울교육대 SOLARS DLiⅡ SUNFire V480 2 4GB 146GB 91 18 109 1 1

전주교육대 SLIMA-NET IBM X346 2 4GB 880GB 32 15 47 유

SLIMA-ST Dell Power Edge 2600 2 1GB 180GB 6 6 12 1

진주교육대 SLIMA-NET HP570L 2 2GB 588GB 28 12 40 1 1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SLIMA-NET HP ML350T04 1 512MB 218GB 34 10 44 1

소 계 502 132 634 3 4 5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TG-XM LAS HP 5450 4 16GB 772GB 272 30 302 3 7 7

인 천 대 TG-XMLAS SunFire V480 4 8GB 36GB 157 27 184 1 3 6

경 찰 대 SOLARS DLiⅡ HP9000 1 4GB 450GB 25 11 36 1

공군사관학교 SILMA-DL Dell Power Edge 6850 2 4GB 140GB 36 16 52 1 2

국군간호사관학교 Sky.net Fujitsu 1 2.33Ghz 146GB 9 5 14

육군사관학교 KOLASII 삼성SS140 4GB 328GB 0

해군사관학교 KOLASII Sun EnterPsise 3500 4 20GB 600GB 50 20 70 2

한국예술종합학교 XMLAS,XMDL Compaq DL580 2 4GB 292GB 76 36 112 3 2

한국전통문화학교 Oracle My-SQL HP DL380G5 1 2GB 144GB 24 13 37 1

소 계 649 158 807 8 10 21

합 계 4,419 1,547 5,966 78 88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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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현황

1. 자료정리도구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국  내  서 국  외  서 고    서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분류표 목록규칙 저자기호

대

학

교

강 릉 대 KDC4 KORMARC 자체제작 KDC4 USMARC 카터샌본

강 원 대 KDC4 KORMARC 장일세 KDC4 MARC21 카터샌본 KDC4 KORMARC 장일세

경 북 대 DDC22 KORMARC 이재철2표 DDC22 USMARC 카터샌본3 DDC22 KORMARC 이재철2표

경 상 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DDC21 MARC21 카터샌본3 4부분류
KORMARC

(고서용)
이재철2표

공 주 대 DDC22 KORMARC 이재철2표 DDC22 AACR2 카터샌본3 DDC22 KORMARC 이재철2표

군 산 대 KDC4 KCR3 이재철6표 KDC4표 AACR2 카터샌본 KDC4 고서목록규칙 이재철6표

목 포 대 KDC4 KORMARC 이재철 DDC21 USMARC 카터샌본 사분개수법 고서목록규칙 수입순

부 경 대 KDC4
KCR3

KORMARC
수입순 DDC21

AACR2

USMARC
카터샌본

부 산 대 DDC21 KCR2 이재철2표 DDC21 AACR2 카터샌본3 사분개수법 고서목록규칙 수입순

서 울 대

DDC22

NLMC

서울대수정판

KCR

AACR 2

카터

서울대수정판

DDC22

NLMC

서울대수정판

AACR 2
카터

서울대수정판

DDC20

서울대수정판

KCR(국내서)

AACR2
카터

순 천 대 KDC4 KORMARC 이재철 DDC22 USMARC 카터샌본 KDC4 고서목록규칙 이재철

안 동 대 KDC4 KCR3 이재철2표 DDC21 AACR2 카터샌본 KDC4 KCR3 이재철2표

전 남 대 DDC22 KCR3 이재철2표 DDC22 AACR2 카터샌본 사부분류 KCR3 이재철2표

전 북 대 DDC20 KCR3 Elrod식 DDC20 USMARC 카터샌본 DDC20 KCR3 Elrod식

제 주 대 KDC KCR4 장일세 KDC AACR2 카터샌본 KDC KCR4 장일세

창 원 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DDC20 USMARC 카터샌본

충 남 대 DDC22
KCR4

AACR2
새연대순 DDC22 AACR2 새연대순 4부분류법 고서목록규칙 수입순

충 북 대 KDC4
KCR2

AACR2
장일세 KDC4 AACR2 카터샌본 KDC4 KCR2 장일세

한국교원대 DDC22 KORMARC 장일세 DDC22 AACR2 카터센본 DDC22 KORMARC 장일세

한국해양대 KDC3
KORMARC

USMARC
이재철2표 DDC20 USMARC 카터샌본

금오공과대 KDC4 KORMARC 장일세 DDC20 USMARC 카터샌본 KDC4 KORMARC 장일세

서울산업대 KDC4 KCR3 장일세 DDC21 AACR2 카터샌본

진주산업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USMARC 카터샌본

충 주 대 KDC4 KORMARC 이재철5표 KDC4 USMARC 카터샌본

한국방송통신대 KDC4 KORMARC
동양저자기호표

(수정,보완판)
DDC21 USMARC 카터샌본

한국체육대 KDC4 KORMARC 이재철식5판 DDC20 USMARC Cutter3자리

한 경 대 KDC4 KORMARC 동양저자기호 DDC21 KORMARC Cutter

한 밭 대 DDC21 KCR3 이재철2표 DDC21 AACR2 카터샌본

KAIST LC KORMARC 한국문헌기호표 LC USMARC LC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DDC22 KORMARC 이재철2표 DDC22 KORMARC 카터샌본

공주교육대 DDC21 KORMARC 이재철 DDC AACR2 카터샌본

광주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 KDC4 USMARC 카터샌본

대구교육대 DDC21 KORMARC 이재철2표 DDC21 USMARC 카터샌본

부산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 DDC20 KORMARC 카터샌본

서울교육대 KDC KOMARC 이재철2표 KDC USMARC 카터샌본3자리

전주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 2표 KDC4 USMARC 카터샌본

진주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 KDC4 KORMARC 카터샌본

청주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 KDC4 USMARC 카터샌본

춘천교육대 DDC19 KORMARC 이재철2표 DDC19 KORMARC 카터샌본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KDC4
KORMARC

KCR4
동양저자기호표 KDC4 AACR2 카터샌본

인 천 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USMARC 카터샌본3

경 찰 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KORMARC 카터샌본

공군사관학교 DDC KORMARC 이재철5표 DDC KORMARC 카터샌본

국군간호사관학교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KORMARC LC

육군사관학교 DDC21 KCR4 이재철2표 DDC21 KCR4 카터샌본2 DDC21 KCR4 이재철2표

해군사관학교 DDC21 KORMARC 이재철5표 DDC21 KORMARC 카터샌본 4부분류 KORMARC 이재철5표

한국예술종합학교 KDC KCR3 이재철2표 DDC AACR2 카터샌본

한국전통문화학교 KDC 4 KORMARC 이재철2표 KDC 4 USMARC 카터샌본3 KDC4 KORMARC 이재철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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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별 장서 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총      류 철      학 종      교 사 회 과 학 언      어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대

학

교

강 릉 대 47,236 13,563 60,799 14,201 5,046 19,247 7,786 2,254 10,040 94,585 42,540 137,125 11,173 4,779 15,952

강 원 대 53,522 13,114 66,636 40,827 8,284 49,111 16,949 2,610 19,559 240,025 53,250 293,275 26,908 7,629 34,537

경 북 대 119,398 68,132 187,530 73,001 34,597 107,598 4,0434 9,599 50,033 398,133 162,843 560,976 65,685 32,978 98,663

경 상 대 42,352 22,330 64,682 28,410 9,183 37,593 12,784 2,909 15,693 159,096 59,635 218,731 26,597 11,744 38,341

공 주 대 60,651 8,764 69,415 31,318 7,829 39,147 13,925 2,256 16,181 160,179 20,600 180,779 33,245 8,576 41,821

군 산 대 26,515 5,472 31,987 14,936 1,963 16,899 6,694 361 7,055 95,614 17,066 112,680 13,814 4,980 18,794

목 포 대 20,110 9,698 29,808 11,031 3,789 14,820 3,539 737 4,276 84,920 26,223 111,143 10,798 4,614 15,412

부 경 대 66,094 7,629 73,723 20,287 1,439 21,726 9,360 1,369 10,729 121,990 19,414 141,404 17,258 4,059 21,317

부 산 대 94,925 19,416 114,341 43,875 10,694 54,569 18,328 2,231 20,559 330,207 72,349 402,556 35,945 43,877 79,822

서 울 대 85,211 83,651 168,862 39,834 50,467 90,301 28,274 19,797 48,071 371,557 340,144 711,701 29,578 30,568 60,146

순 천 대 25,477 5,078 30,555 21,912 2,990 24,902 9,443 899 10,342 114,851 16,031 130,882 20,035 5,876 25,911

안 동 대 60,948 8,191 69,139 27,872 4,805 32,677 10,003 837 10,840 134,698 19,174 153,872 40,826 4,627 45,453

전 남 대 54,878 23,187 78,065 28,100 15,152 43,252 13,775 4,767 18,542 157,469 67,328 224,797 21,573 14,751 36,324

전 북 대 61,916 18,965 80,881 29,659 10,068 39,727 18,319 2,561 20,880 162,707 45,264 207,971 25,042 10,300 35,342

제 주 대 163,423 10,668 174,091 21,548 6,236 27,784 10,588 1,900 12,488 185,036 47,554 232,590 18,807 11,530 30,337

창 원 대 29,813 5,125 34,938 15,392 2,379 17,771 7,089 435 7,524 95,969 15,840 111,809 14,026 5,274 19,300

충 남 대 65,165 17,899 83,064 36,099 8,543 44,642 18,225 2,553 20,778 192,173 50,098 242,271 28,282 9,925 38,207

충 북 대 43,613 9,065 52,678 29,953 6,154 36,107 13,090 3,181 16,271 172,429 37,510 209,939 23,445 7,453 30,898

한국교원대 22,577 3,142 25,719 16,103 3,311 19,414 6,076 364 6,440 100,886 11,587 112,473 23,867 5,633 29,500

한국해양대 40,393 4,697 45,090 10,793 1,122 11,915 9,764 240 10,004 70,030 16,889 86,919 9,051 2,266 11,317

금오공과대 27,688 3,935 31,623 8,312 443 8,755 5,339 66 5,405 39,387 1,509 40,896 8,145 805 8,950

서울산업대 38,873 8,175 47,048 15,944 1,847 17,791 4,683 230 4,913 64,863 11,709 76,572 10,840 9,990 20,830

진주산업대 10,826 2,376 13,202 6,366 970 7,336 2,810 365 3,175 32,211 7,025 39,236 4,848 545 5,393

충 주 대 32,604 3,847 36,451 16,984 718 17,702 6,360 119 6,479 82,602 4,277 86,879 16,217 2,836 19,053

한국방송통신대 56,112 8,339 64,451 43,193 3,629 46,822 9,841 513 10,354 313,639 30,428 344,067 27,205 6,052 33,257

한국체육대 4,611 285 4,896 4,143 316 4,459 1,529 21 1,550 15,731 912 16,643 3,012 186 3,198

한 경 대 19,173 2,037 21,210 10,491 433 10,924 4,108 41 4,149 64,703 4,208 68,911 9,367 928 10,295

한 밭 대 37,455 6,154 43,609 11,261 3,679 14,940 4,053 157 4,210 41,057 7,867 48,924 21,743 3,441 25,184

KAIST

소 계 1,411,559 392,934 1,804,493 671,845 206,086 877,931 313,168 63,372 376,540 4,096,747 1,209,274 5,306,021 597,332 256,222 853,554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5,757 877 16,634 14,644 1,484 16,128 4,187 95 4,282 76,823 5,060 81,883 9,025 2,530 11,555

공주교육대 9,012 392 9,404 13,570 315 13,885 4,014 42 4,056 64,660 3,451 68,111 9,119 1,806 10,925

광주교육대 6,867 1,029 7,896 7,866 885 8,751 3,300 120 3,420 35,381 2,984 38,365 4,509 836 5,345

대구교육대 12,004 541 12,545 11,183 1,495 12,678 4,012 94 4,106 54,554 7,238 61,792 8,972 2,031 11,003

부산교육대 10,206 436 10,642 11,334 702 12,036 2,788 41 2,829 74,244 2,422 76,666 6,391 1,186 7,577

서울교육대 18,469 1,050 19,519 14,361 1,224 15,585 5,446 240 5,686 64,175 4,128 68,303 11,828 1,714 13,542

전주교육대 12,841 988 13,829 5,573 592 6,165 2,637 117 2,754 35,212 2,780 37,992 4,788 1,195 5,983

진주교육대 11,177 517 11,694 11,333 1,241 12,574 2,638 183 2,821 49,293 2,783 52,076 8,730 1,136 9,866

청주교육대 16,357 798 17,155 9,356 2,665 12,021 3,693 60 3,753 49,803 5,466 55,269 7,889 1,762 9,651

춘천교육대 11,020 349 11,369 10,170 438 10,608 2,978 51 3,029 54,307 1,800 56,107 8,011 552 8,563

소 계 123,710 6,977 130,687 109,390 11,041 120,431 35,693 1,043 36,736 558,452 38,112 596,564 79,262 14,748 94,01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32,672 14,393 47,065 18,884 3,319 22,203 9,729 493 10,222 160,602 47,465 208,067 15,649 3,689 19,338

인 천 대 26,155 7,636 33,791 11,770 2,751 14,521 5,101 710 5,811 95,127 21,287 116,414 12,743 5,683 18,426

경 찰 대 4,349 1,426 5,775 3,845 651 4,496 1,652 122 1,774 51,814 24,896 76,710 3,460 4,508 7,968

공군사관학교 11,838 3,255 15,093 7,929 1025 8,954 3,316 254 3,570 37,099 8,865 45,964 4,536 1202 5,738

국군간호사관학교 1,705 110 1,815 2,722 73 2,795 1,170 0 1,170 3,781 52 3,833 1,034 23 1,057

육군사관학교 12,714 13,730 5,373 65,241 8,340

해군사관학교 12727 3492 16,219 13285 47334 60,619 5172 1886 7,058 11917 11044 22,961 10746 5995 16,741

한국예술종합학교 5,033 578 5,611 3,876 410 4,286 1,026 95 1,121 6,813 1,481 8,294 1,274 95 1,369

한국전통문화학교 5,691 1,509 7,200 2,948 749 3,697 1,322 505 1,827 7,562 1,285 8,847 1,258 263 1,521

소 계 100,170 32,399 145,283 65,259 56,312 135,301 28,488 4,065 37,926 374,715 116,375 556,331 50,700 21,458 80,498

합 계 1,635,439 432,310 2,080,463 846,494 273,439 1,133,663 377,349 68,480 451,202 5,029,914 1,363,761 6,458,916 727,294 292,428 1,02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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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순 수 과 학 응 용 과 학 예      술 문      학 역      사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대

학

교

강 릉 대 15,959 20,876 36,835 64,137 29,497 93,634 27,355 11,263 38,618 52,089 16,570 68,659 22,001 9,856 31,857

강 원 대 45,285 55,992 101,277 197,686 56,990 254,676 58,599 12,284 70,883 153,036 17,712 170,748 54,110 12,979 67,089

경 북 대 64,756 146,599 211,355 281,054 188,129 469,183 89,433 29,946 119,379 290,019 60,751 350,770 122,652 65,067 187,719

경 상 대 27,551 58,854 86,405 105,852 73,518 179,370 29,037 9,189 38,226 101,964 24,238 126,202 37,945 17,531 55,476

공 주 대 46,663 28,174 74,837 135,940 22,918 158,858 58,470 14,232 72,702 124,903 14,821 139,724 54,765 10,851 65,616

군 산 대 19,858 18,497 38,355 59,288 16,736 76,024 22,752 6,245 28,997 76,351 7,644 83,995 27,108 3,864 30,972

목 포 대 15,887 13,405 29,292 44,903 17,860 62,763 20,912 6,120 27,032 46,491 18,085 64,576 20,851 14,242 35,093

부 경 대 45,095 47,057 92,152 89,310 30,993 120,303 24,291 6,873 31,164 109,063 8,806 117,869 35,786 3,150 38,936

부 산 대 66,727 81,649 148,376 239,621 80,134 319,755 77,781 15,359 93,140 156,976 23,865 180,841 95,305 11,207 106,512

서 울 대 55,118 243,443 298,561 248,769 342,919 591,688 63,425 44,868 108,293 134,893 79,378 214,271 90,519 78,284 168,803

순 천 대 20,703 2,716 23,419 74,674 16,138 90,812 36,178 24,740 60,918 115,137 7,165 122,302 36,447 4,184 40,631

안 동 대 21,987 19,834 41,821 66,803 22,207 89,010 39,165 7,173 46,338 87,553 7,158 94,711 44,092 3,396 47,488

전 남 대 30,961 67,054 98,015 128,093 92,604 220,697 41,017 12,790 53,807 106,014 32,925 138,939 50,822 19,387 70,209

전 북 대 32,360 51,750 84,110 122,917 84,687 207,604 39,717 11,573 51,290 130,493 24,720 155,213 53,395 8,968 62,363

제 주 대 28,923 44,786 73,709 93,097 45,009 138,106 38,498 7,814 46,312 86,977 21,227 108,204 42,485 10,456 52,941

창 원 대 11,791 3,422 15,213 40,280 11,290 51,570 20,966 18,157 39,123 52,472 7,934 60,406 26,059 2,364 28,423

충 남 대 33,723 57662 91,385 133,373 63,296 196,669 43,362 11,560 54,922 138,337 23,868 162,205 58,818 11,938 70,756

충 북 대 28,879 43,562 72,441 105,314 52,825 158,139 28,918 5,251 34,169 103,329 12,948 116,277 43,009 6,913 49,922

한국교원대 30,814 14,521 45,335 29,588 5,225 34,813 33,088 3,703 36,791 56,163 7,447 63,610 30,269 2,574 32,843

한국해양대 11,951 11,352 23,303 43,104 22,833 65,937 9,175 1,005 10,180 49,380 5,632 55,012 1,5368 2,241 17,609

금오공과대 12,001 9,015 21,016 39,670 21,490 61,160 9,810 2,125 11,935 42,350 844 43,194 11,796 385 12,181

서울산업대 12,558 2,556 15,114 58,509 17,990 76,499 22,510 34,027 56,537 83,272 6,452 89,724 17,864 1,313 19,177

진주산업대 5,100 4,972 10,072 28,046 11,241 39,287 6,894 2,780 9,674 28,370 1,583 29,953 9,655 847 10,502

충 주 대 14,492 3,949 18,441 84,137 12826 96,963 20,933 2,427 23,360 75,750 2,098 77,848 19,499 563 20,062

한국방송통신대 85,955 7,842 93,797 25,203 13501 38,704 42,102 4,553 46,655 124,620 7,145 131,765 57,930 3,377 61,307

한국체육대 3,110 228 3,338 6,000 2,412 8,412 20,245 4,584 24,829 15,954 218 16,172 5,953 120 6,073

한 경 대 10,653 5,851 16,504 51,858 8,779 60,637 18,151 1,672 19,823 40,057 692 40,749 14,846 320 15,166

한 밭 대 13,497 8,813 22,310 78,847 23,148 101,995 18,499 4,193 22,692 47,929 3,869 51,798 18,051 1,728 19,779

KAIST

소 계 812,357 1,074,431 1,886,788 2,676,073 1,387,195 4,063,268 961,283 316,506 1,277,789 2,629,942 445,795 3,075,737 1,117,400 308,105 1,425,505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1,126 2,699 13,825 10,197 1,129 11,326 15,924 1,064 16,988 44,503 1,129 45,632 17,902 787 18,689

공주교육대 10,469 512 10,981 9,864 191 10,055 16,895 812 17,707 44,818 663 45,481 17,701 519 18,220

광주교육대 6,694 1,453 8,147 5,352 522 5,874 10,832 645 11,477 34,728 1,456 36,184 12,351 871 13,222

대구교육대 13,448 2,938 16,386 9,508 883 10,391 13,953 736 14,689 41,850 1,214 43,064 16,399 880 17,279

부산교육대 8,842 2,161 11,003 6,841 404 7,245 13,006 738 13,744 28,747 851 29,598 15,462 267 15,729

서울교육대 13,715 3,530 17,245 12,497 1,057 13,554 18,946 1,791 20,737 42,963 2,108 45,071 21,146 1,419 22,565

전주교육대 7,593 1,650 9,243 4,977 831 5,808 7,819 983 8,802 34,132 775 34,907 11,015 646 11,661

진주교육대 8,043 993 9,036 9,055 480 9,535 10,016 401 10,417 33,881 1,293 35,174 13,384 620 14,004

청주교육대 9,323 3,127 12,450 10,204 934 11,138 14,230 1,784 16,014 24,036 1,041 25,077 15,704 766 16,470

춘천교육대 12,391 1,197 13,588 14,920 431 15,351 16,503 501 17,004 35,824 642 36,466 16,492 423 16,915

소 계 101,644 20,260 121,904 93,415 6,862 100,277 138,124 9,455 147,579 365,482 11,172 376,654 157,556 7,198 164,754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7,767 18,815 36,582 73,724 29,637 103,361 28,641 12,441 41,082 60,321 5,665 65,986 32,978 6,466 39,444

인 천 대 14,218 13,837 28,055 44,633 15,736 60,369 19,361 4,198 23,559 46,091 13,987 60,078 19,922 2,534 22,456

경 찰 대 864 256 1,120 2,155 514 2,669 2,632 1,371 4,003 12,707 1,007 13,714 5,047 1,385 6,432

공군사관학교 7,526 6,172 13,698 18,244 10,650 28,894 5,925 512 6,437 32,708 3,700 36,408 19,893 3,079 22,972

국군간호사관학교 959 65 1,024 5,241 2,032 7,273 1,824 2 1,826 13,067 49 13,116 2,417 15 2,432

육군사관학교 16,828 25,578 10,861 38,862 22,506

해군사관학교 17,715 5,852 23,567 18,639 8,028 26,667 3,281 13,009 16,290 30,335 6,034 36,369 16,003 6,051 22,054

한국예술종합학교 844 110 954 1,328 1,393 2,721 19,029 13,761 32,790 20,165 3,413 23,578 4,746 511 5,257

한국전통문화학교 3,493 809 4,302 7,591 5,315 12,906 1,900 296 2,196 10,652 1,041 11,693 10,556 6,880 17,436

소 계 63,386 45,916 126,130 171,555 73,305 270,438 82,593 45,590 139,044 226,046 34,896 299,804 111,562 26,921 160,989

합 계 977,387 1,140,607 2,134,822 2,941,043 1,467,362 4,433,983 1,182,000 371,551 1,564,412 3,221,470 491,863 3,752,195 1,386,518 342,224 1,7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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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고 서 정   리   중 학위논문 및 기타 합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대

학

교

강 릉 대 2,929 800 3,729 68,996 2,324 71,320 428,446 159,367 587,813

강 원 대 603 8,510 87 8,597 37,392 8,217 45,609 921,702 242,897 1,164,599

경 북 대 56,861 4,000 2,500 6,500 179,592 17,528 197,120 1,842,382 818,690 2,661,072

경 상 대 46,037 6,653 4,140 10,793 101,201 493 101,694 725,479 293,764 1,019,243

공 주 대 1,824 1,616 1,616 74,087 1,691 75,778 721,675 139,021 860,696

군 산 대 8,256 5 8,261 371,186 82,833 454,019

목 포 대 759 2,125 577 2,702 11,655 861 12,516 293,981 116,211 410,192

부 경 대 6,248 3,201 9,449 20,074 20,074 564,856 133,990 698,846

부 산 대 25,623 6,554 1,019 7,573 1,191,867 361,800 1,553,667

서 울 대 559,521 1,665 3,061 4,726 1,823,538 1,743,114 3,566,652

순 천 대 474 474 2,048 2,048 477,379 85,817 563,196

안 동 대 10,918 7 597 604 40,887 1,317 42,204 533,954 97,999 631,953

전 남 대 30,551 222 3 225 128,745 1,424 130,169 792,220 351,372 1,143,592

전 북 대 10,076 3,015 1,497 4,512 148,212 148,212 838,829 270,353 1,109,182

제 주 대 1,246 1,948 292 2,240 135,823 8,870 144,693 828,399 216,342 1,044,741

창 원 대 38,194 2,297 40,491 350,051 74,517 424,568

충 남 대 45,067 5,982 7758 13,740 220,260 69,695 289,955 1,018,866 334,795 1,353,661

충 북 대 2,589 316 316 137,936 1,914 139,850 731,682 187,598 919,280

한국교원대 2,665 887 3,552 70,720 70,720 73,385 887 74,272

한국해양대 269,009 68,277 337,286

금오공과대 2,622 2,622 9,098 209 9,307 216,218 40,826 257,044

서울산업대 400 100 500 5,195 164 5,359 335,511 94,553 430,064

진주산업대 1,936 364 2,300 4,123 4,123 141,185 33,068 174,253

충 주 대 245 742 987 3,256 3,256 373,079 34,402 407,481

한국방송통신대 10,281 2,353 12,634 796,081 87,732 883,813

한국체육대 4,940 4,940 85,228 9,282 94,510

한 경 대 3,717 117 3,834 247,124 25,078 272,202

한 밭 대 711 2 713 *단행본도서로 포함 293,103 63,051 356,154

KAIST 278,791 278,791

소 계 791,675 60,843 27,627 88,470 1,464,688 119,479 1,862,958 17,286,415 6,167,636 23,732,842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1,541 21,541 241,629 16,854 258,483

공주교육대 22,232 22,232 200,122 8,703 208,825

광주교육대 19,974 19,974 147,854 10,801 158,655

대구교육대 21,987 21,987 207,980 18,050 226,030

부산교육대 26,514 26,514 177,861 9,208 187,069

서울교육대 20,874 20,874 244,419 18,261 262,680

전주교육대 23,596 23,596 150,183 10,557 160,740

진주교육대 157,550 9,647 167,197

청주교육대 16,059 18,412 34,471

춘천교육대 4 85 89 23,755 23,755 206,290 6,469 212,759

소 계 0 4 85 89 180,473 0 180,473 1,749,947 126,962 1,876,909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5,756 20,000 20,000 46,535 219 46,754 523,258 142,602 665,860

인 천 대 295,121 88,359 383,480

경 찰 대 88,525 36,136 124,661

공군사관학교 8,849 8,849

국군간호사관학교 2,520 221 2,741 16,049 2,744 18,793 52,489 5,386 57,875

육군사관학교 25,509 246,600

해군사관학교 4,982 345 345 38,475 20,451 58,926

한국예술종합학교 2,336 320 2,656 66,470 22,167 88,637

한국전통문화학교 2,572 310 202 512 53,283 18,854 72,137

소 계 13,310 22,865 221 23,086 103,705 23,936 161,999 1,079,146 313,504 1,648,099

합 계 804,985 83,712 27,933 111,645 1,748,866 143,415 2,205,430 20,115,508 6,608,102 27,25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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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도서자료 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마이크로필    름 마이크로피    쉬 음반 슬라이드 비디오 카세트 CD 또는 DVD(음영자료) 기 타 계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대

학

교

강 릉 대 60 8 2,103 1,034 4,819 1,041 9,065

강 원 대 659 659 126 2,138 1,742 2,224 84 84 7,103 9,117 2,286 6,991 714 1,975 15,197 21,014 27,911 44,202

경 북 대 1,689 2,236 13 13 412 915 14 37 5,686 10,537 388 3,253 10,708 19,483 16 91 18,936 36,765

경 상 대 9 211 50 85 1 3 968 2,848 248 1,025 2,719 7,047 421 594 4,416 11,813

공 주 대 184 680 18 22 4,756 10,151 87 860 5,787 11,008 36 67 10,868 22,788

군 산 대 4 37 1,083 3,564 122 817 875 3,166 3,050 12,085 5,134 19,669

목 포 대 150 308 840 1,437 739 1,168 1,112 1,591 27 29 2,868 4,533

부 경 대 321 429 2,066 2,829 37 311 3,225 4,262 109 247 5,758 8,078

부 산 대 80,236 2,288 138 5,963 4,605 598 10,603 2,564 106,995

서 울 대 31,444 72,545 6,344 63 6,480 447 5,194 70,638 193,155

순 천 대 2,932 5,932 137 1,404 2,350 3,423 5,419 10,759

안 동 대 1 36 8 216 2 2 2,788 5,988 1,468 13,590 5,886 17,432 588 1,574 10,741 38,838

전 남 대 1,012 4,268 1,112 102 2,830 3,278 14,196 1,172 27,970

전 북 대 2 273 73 149 2 144 329 1,717 51 610 2,700 5,901 899 3,076 4,056 11,870

제 주 대 470 857 109 652 3,386 4,038 14 24 2,900 4,172

창 원 대 309 431 12 16 597 1,425 4 58 2,166 4,084 155 186 3,243 6,200

충 남 대 3 215 50 55 120 276 20 187 3,159 5,319 10 68 5,369 7,486 98 298 8,829 13,904

충 북 대 2 128 316 341 7 7 1,733 2,843 23 181 1,570 2,479 1,032 3,772 4,683 9,751

한국교원대 1 292,310 779 1,069 24 4,303 1,919 2,302 884 4,411 870 990 47 203 4,524 305,588

한국해양대 407 1,323 1,160 3,762 6,652

금오공과대 15 22 345 960 125 1,065 2,350 5,852 2 2 2,837 7,901

서울산업대 229 266 5,205 6,001 196 507 5,075 8,296 6 8 10,711 15,078

진주산업대 894 2,196 80 766 1,871 2,831 2,845 5,793

충 주 대 42 64 1,823 5,120 375 2,150 1,859 3,956 12 13 4,111 11,303

한국방송통신대 6 29 112 175 682 2,244 115 670 2,137 4,385 353 662 3,405 8,165

한국체육대 15 15 15 15

한 경 대 2,523 3,058 98 754 900 1,533 3,521 5,345

한 밭 대 27 43 1,475 3,053 1,292 8,768 6,344 14,796 248 568 9,368 27,228

KAIST

소 계 2,369 116,894 190 373,617 4,470 14,806 609 11,511 49,376 106,839 8,874 56,596 69,988 174,603 22,310 119,928 157,099 973,595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 2 4,426 6,218 181 2,406 770 3,197 195 579 5,572 12,400

공주교육대 1 2 316 994 44 505 125 495 312 851 798 2,847

광주교육대 1,302 1,302 7,270 7,270 8,572 8,572

대구교육대 190 384 15 449 402 1,007 607 1,840

부산교육대 285 285 874 884 1,159 1,169

서울교육대 1 10,000 37 55 12,13 3,236 309 2,529 31,12 5,829 4,671 11,649

전주교육대 35 508 42 42 250 406 49 69 375 1,025

진주교육대 169 1,336 1,767 880 17 4,169

청주교육대 25 170 6 52 250 480 290 784

춘천교육대

소 계 1 10,000 169 40 59 7,792 14,433 597 7,750 13,053 20,448 556 1,516 22,044 44,455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1 56 428 516 21 56 3,877 7,330 162 2,012 3,041 4,394 54 83 7,604 14,447

인 천 대 1 1 58 71 2,188 4,375 1,310 2,023 518 832 54 54 4,129 7,356

경 찰 대 1,327 5,630 1,515 8,472

공군사관학교 417 2,813 629 5,042 1,174 3,176 2220 11031

국군간호사관학교 50 271 23 57 235 528 308 856

육군사관학교 3 249 1 176 289 289 7,725 7,727 751 751 4,314 4,314 13,083 13,506

해군사관학교 7,300 556 860 1,375 2,269 1,931 10,429

한국예술종합학교 5,277 7,208 20,655 22,639 65 204 3,431 5,648 11,693 12,725 41,121 48,424

한국전통문화학교 1,595 3,374 44 502 1,949 4,675 9 12 3,597 8,563

소 계 25 306 1 176 5,705 7,724 368 416 36,507 57,156 3,540 17,081 16,037 27,351 11,810 12,874 73,993 123,084

합 계 2,394 117,200 192 383,793 10,175 22,699 1,017 11,986 93,675 178,428 13,011 81,427 99,078 222,402 34,676 134,318 253,136 1,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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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구축 현황 (단위 : 레코드수)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단  행  본 연 속 간 행 물 비  도  서 기 사 색 인 (건수) 원문 DB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국외서 계

대

학

교

강 릉 대 178,841 53,315 232,156 2,671 1,740 4,411 3,742 1,332 5,074 39,504 41,397 80,901 2,350 2,350

강 원 대 462,051 143,069 605,120 9,660 5,066 14,726 15,278 7,051 22,329 2,008 2,008 2,282 2,282

경 북 대 483,401 328,482 811,883 16,826 8,543 25,369 17,136 2,557 19,693 1,334,693 302,487 1,637,180 57,287 57,287

경 상 대 338,036 160,278 498,314 7,381 3,039 10,420 4,416 26 4,442 1,388 19,819 21,207

공 주 대 336,177 77,576 413,753 7,642 1,797 9,439 5,318 5,089 10,407 39,554 39,554 6,649 4,603 11,252

군 산 대 168,504 40,096 208,600 3,761 1,467 5,228 3,142 1,779 4,921 3,303 217,545 220,848 5,677 596 6,273

목 포 대 144,453 73,627 218,080 944 1,614 2,558 1,856 994 2,850 461 461 3,999 3,999

부 경 대 214,718 67,064 281,782 6,519 1,491 8,010 5,735 53 5,788 7,390 7,390 7,783 2 7,785

부 산 대 412,926 234,756 647,682 10,064 8,060 18,124 40,564 6,666 47,230 2,340,534 63,767

서 울 대 465,621 869,861 1,335,482 14,271 31,123 45,394 10,132 35,441 45,573 119,350 8,202,762 8,322,112 517,190

순 천 대 431,448 74,054 505,502 22,512 13,087 35,599 21,018 4,196 25,214 23,775 7,807 31,582 2,024 24 2,048

안 동 대 218,843 51,644 270,487 5,973 1,774 7,747 7,191 3,550 10,741 21,386 21,386 9,267 9,267

전 남 대 353,093 190,476 543,569 9,207 5,611 14,818 8,633 2,604 11,237 23,460 23,460

전 북 대 352,133 164,060 516,193 7,927 4,992 12,919 3,713 1,901 5,614 97,098 2,625 99,723 18,027 18,027

제 주 대 398,045 118,333 516,378 8,577 2,475 11,052 3,010 1,684 4,694 62,921 62,921 10,712 10,712

창 원 대 109,841 29,630 139,471 6,276 1,549 7,825 2,032 851 2,883 288,831 288,831 5,045 5,045

충 남 대 395,143 176,594 571,737 10,218 5,313 15,531 6,132 4,238 10,370 11,065 761,411 772,476 40,284 222 40,506

충 북 대 196,602 73,434 270,036 6,970 2,626 9,596 3,115 1,383 4,498 395,127 430,200 825,327 19,195 19,195

한국교원대 161,470 30,030 191,500 8,526 1,701 10,227 3,881 195 4,076 70,119 273 70,392 2,282 4,226 6,508

한국해양대 90,636 65,659 156,295 3,779 988 4,767 2,971 1,171 4,142 2,5819 25,819 3,787 3,787

금오공과대 91,126 23,101 114,227 3,500 613 4,113 2,420 616 3,036 3,433 3,433

서울산업대 323,053 85,036 408,089 12,191 9,422 21,613 10,513 4,565 15,078 82,004 395 82,399 4,966 4,966

진주산업대 67,021 32,704 99,725 203 257 460 3,013 3,013

충 주 대 154,623 13,562 168,185 662 514 1,176 2,512 1,354 3,866 30,278 30,278 559 559

한국방송통신대 130,108 52,450 182,558 2,470 1,135 3,605 9,394 6,144 15,538 1,397 1,397 661 101,12 10,773

한국체육대 2,433 2,433

한 경 대 232,055 24,961 257,016 10,820 495 11,315 5,345 5,345 51,099 5,635 56,734 1,732 1,732

한 밭 대 131,646 43,940 175,586 1,877 561 2,438 8,233 700 8,933 550 550

KAIST

소 계 7,041,614 3,297,792 10,339,406 201,427 117,053 318,480 210,445 96,140 306,585 2,681,354 10,019,572 15,041,460 234,444 19,785 835,186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89,875 8,979 98,854 2,448 184 2,632 2,921 2,921 57,585 57,585 1,717 1,717

공주교육대 86,807 4,468 91,275 173 5 178 610 188 798 7,209 7,209 22,232 22,232

광주교육대 116080 4812 120,892 3270 51 3,321 6651 271 6,922 5000 5,000 533 533

대구교육대 95,017 9,661 104,678 3,985 495 4,480 607 607 135,701 17,256 152,957 2,361 2,361

부산교육대 105,963 7,033 112,996 7,019 1,219 8,238 1,650 1,650 69,871 1,316 71,187 1,296 1,296

서울교육대 924 241 1,165 4,411 259 4,670 5,699 3,911 9,610

전주교육대 81,821 8,088 89,909 2,594 71 2,665 597 597 130,354 16,114 146,468 607 607

진주교육대 75,153 7,523 82,676 2,951 160 3,111 29,442 29,442 1,653 1,653

청주교육대 153897 12867 166,764 10200 1094 11,294 569 215 784 3197 3,197 652 652

춘천교육대 98,986 5,045 104,031 4,264 85 4,349 22,213 22,213 1,077 1,077

소 계 903,599 68,476 972,075 37,828 3,605 41,433 18,016 933 18,949 466,271 38,597 504,868 32,128 32,128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52,073 82,371 334,444 5,141 2,305 7,446 6,497 1,086 7,583 8,679 2,287 10,966 568 568

인 천 대

경 찰 대 75,667 27,903 103,570 8,845 3,984 12,829 4,137 4,335 8,472 37,793 28,318 66,111

공군사관학교 145,662 38,560 184,222

국군간호사관학교 33,720 2,421 36,141 240 240 566 15 581 62 62

육군사관학교 125,212 70,612 195,824 2,171 375 2,546 11,892 84 11,976 2,925 2,925

해군사관학교 141,578 55,911 197,489 2,895 614 3,509 2,148 745 2,893 16,450 1,645 18,095 33,154 33,154

한국예술종합학교 29 29 18,065 18,718 36,783 2,642 3,811 6,453

한국전통문화학교 23,587 9,390 32,977 435 79 514 2,872 754 3,626 36,711 5,641 42,352 174 174

소 계 797,499 287,168 1,084,667 19,727 7,357 27,084 28,141 7,019 35,160 120,685 56,609 177,294 36,538 3,811 40,349

합 계 8,742,712 3,653,436 12,396,148 258,982 128,015 386,997 256,602 104,092 360,694 3,268,310 10,114,778 15,723,622 303,110 23,596 9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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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현황 (2007회계년도)

  가. 단행본(단위 : 책수)

          구 분
 대학별

국   내   서 국   외   서 전자책(e-book) 계
구 입 수증 계 구 입 수 증 계 구 입 수 증 계 구 입 수 증 계

대

학

교

강 릉 대 10,487 10,473 20,960 2,759 2,013 4,772 15,000 15,000 28,246 12,486 40,732

강 원 대 31,046 18,463 49,509 1,676 1,319 2,995 3,346 3,346 36,068 19,782 55,850

경 북 대 64,397 15,046 79,443 17,208 4,998 22,206 10,217 10,217 91,822 20,044 111,866

경 상 대 7,204 15,324 22,528 15,486 8,315 23,801 1,902 1,902 24,592 23,639 48,231

공 주 대 24,219 19,707 43,926 2,322 2,821 5,143 26,541 22,528 49,069

군 산 대 17,696 20,180 37,876 847 8,335 9,182 1,140 1,250 2,390 19,683 29,765 49,448

목 포 대 13,849 2,029 15,878 423 423 254 254 14,526 2,029 16,555

부 경 대 19,550 6,049 25,599 5,438 1,791 7,229 1,365 1,365 26,353 7,840 34,193

부 산 대 24,418 16,839 41,257 7,092 2,484 9,576 1,895 1,895 33,405 19,323 52,728

서 울 대 36,880 53,117 89,997 28,085 49,477 77,562 16,196 233,597 249,793 81,161 336,191 417,352

순 천 대 19,372 3,954 23,326 3,592 3,592 3,310 3,650 6,960 26,274 7,604 33,878

안 동 대 20,829 3,676 24,505 805 283 1,088 21,347 21,347 42,981 3,959 46,940

전 남 대 30,469 10,843 41,312 11,051 3,820 14,871 1,944 1,944 43,464 14,663 58,127

전 북 대 42,063 16,067 58,130 7,436 2,673 10,109 970 970 49,499 19,710 69,209

제 주 대 13,778 15,440 29,218 4,534 1,001 5,535 15,000 15,000 33,312 16,440 49,752

창 원 대 15,151 6,050 21,201 613 572 1,185 2,300 2,300 18,064 6,622 24,686

충 남 대 22,189 14,511 36,700 10,178 13,363 23,541 1,501 1,501 33,868 27,874 61,742

충 북 대 36,444 11,090 47,534 3,893 2,631 6,524 40,337 13,721 54,058

한국교원대 9,649 9,509 19,158 537 1,878 2,415 1,903 1,903 12,089 11,387 23,476

한국해양대 12,935 7,188 20,123 1,108 301 1,409 38 38 14,081 7,489 21,570

금오공과대 6,645 2,245 8,890 1,300 82 1,382 970 970 8,915 2,327 11,242

서울산업대 12,990 2,745 15,735 2,485 0 2,485 3,160 3,160 18,635 2,745 21,380

진주산업대 5,765 3,069 8,834 2,412 145 2,557 8,177 3,214 11,391

충 주 대 7657 3,271 10,928 1,930 386 2,316 9,587 3,657 13,244

한국방송통신대 34,066 2,867 36,933 1,793 570 2,363 10,330 10,330 46,189 3,437 49,626

한국체육대 3,074 1,311 4,385 293 6 299 3,367 1,317 4,684

한 경 대 15,269 2,843 18,112 1,793 1,793 17,061 2,843 19,904

한 밭 대 12,511 3,113 15,624 1,094 1,395 2,489 170 170 13,775 4,508 18,283

KAIST

소 계 570,602 297,019 867,621 138,183 110,659 248,842 113,288 239,467 352,755 822,072 647,144 1,469,216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4,848 4,657 19,505 385 86 471 15,233 4,743 19,976

공주교육대 7,499 1,123 8,622 76 76 7,575 1,123 8,698

광주교육대 6,036 2,192 8,228 94 94 1,505 400 1,905 7,635 2,592 10,227

대구교육대 7,929 4,270 12,199 702 153 855 8,631 4,423 13,054

부산교육대 6,365 4,803 11,168 167 273 440 6,532 5,076 11,608

서울교육대 7,139 2,899 10,038 630 630 7,669 2,899 10,568

전주교육대 5,746 4,770 10,516 104 104 645 1,000 1,645 6,495 5,770 12,265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9,533 700 10,233 412 30 442 9,945 730 10,675

춘천교육대 13,653 6,152 19,805 93 93 13,746 6,152 19,898

소 계 78,748 31,566 110,314 2,663 542 3,205 2,150 1,400 3,550 83,461 33,508 116,969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0,594 5,571 26,165 5,091 2,440 7,531 1,530 1,530 27,215 8,011 35,226

인 천 대 21,374 4,310 25,684 1,332 308 1,640 15,883 15,883 38,589 4,618 43,207

경 찰 대 2,185 1,269 3,454 693 20 713 2,878 1,289 4,167

공군사관학교 3,395 4,099 7,494 219 119 338 325 405 730 3,939 4,623 8,562

국군간호사관학교 1,560 311 1,871 73 23 96 1,633 334 1,967

육군사관학교 1,248 3,787 5,035 577 845 1,422 113 113 1,825 4,745 6,570

해군사관학교 4,578 5,124 9,702 578 2,345 2,923 451 451 5,670 5,702 11,372

한국예술종합학교 5,464 1,745 7,209 2,944 605 3,549 635 635 9,043 2,350 11,393

한국전통문화학교 6,282 15,155 21,437 1,503 801 2,304 272 272 8,063 15,956 24,019

소 계 66,680 41,371 108,051 13,010 7,506 20,516 19,096 518 19,614 98,855 47,628 146,483

합 계 716,030 369,956 1,085,986 153,856 118,707 272,563 134,534 241,385 375,919 1,004,388 728,280 1,73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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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속간행물(단위 : 종수)

          구 분
 대학별

국  내 국  외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대

학

교

강 릉 대 389 542 931 342 6 348 731 548 1,279

강 원 대 655 2,147 2,802 592 144 736 1,247 2,291 3,538

경 북 대 923 3,169 4,092 1,327 180 1,507 2,250 3,349 5,599

경 상 대 293 425 718 727 40 767 1,020 465 1,485

공 주 대 574 1,055 1,629 423 423 997 1,055 2,052

군 산 대 101 270 371 280 32 312 381 302 683

목 포 대 211 211 226 226 437 437

부 경 대 530 3,672 4,202 515 1,470 1,985 1,045 5,142 6,187

부 산 대 785 2,830 3,615 1,413 382 1,795 2,198 3,212 5,410

서 울 대 731 1,455 2,186 3,964 984 4,948 4,695 2,439 7,134

순 천 대 137 450 587 251 26 277 388 476 864

안 동 대 96 143 239 29 29 125 143 268

전 남 대 356 3,448 3,804 813 102 915 1,169 3,550 4,719

전 북 대 219 219 839 839 1,058 1,058

제 주 대 286 555 841 450 18 468 736 573 1,309

창 원 대 388 284 672 346 11 357 734 295 1,029

충 남 대 230 2,055 2,285 773 244 1,017 1,003 2,299 3,302

충 북 대 290 92 382 482 482 772 92 864

한국교원대 219 430 649 257 257 476 430 906

한국해양대 201 178 379 362 3 365 563 181 744

금오공과대 240 208 448 122 1 123 362 209 571

서울산업대 254 140 394 249 249 652 140 792

진주산업대 117 120 237 95 95 212 120 332

충 주 대 114 114 75 75 189 189

한국방송통신대 181 181 267 267 448 448

한국체육대 92 65 157 55 7 62 147 72 219

한 경 대 187 81 268 44 14 58 231 95 326

한 밭 대 206 140 346 98 98 304 140 444

KAIST 1,024 1,024

소 계 9,005 23,954 32,959 15,416 3,664 19,080 25,594 27,618 53,212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61 172 333 73 73 234 172 406

공주교육대 78 148 226 74 74 152 148 300

광주교육대 102 200 302 18 18 120 200 320

대구교육대 155 421 576 136 136 291 421 712

부산교육대 129 138 267 78 78 207 138 345

서울교육대 83 76 159 60 60 143 76 219

전주교육대 123 248 371 50 50 173 248 421

진주교육대 50 72 122 54 1 55 104 73 177

청주교육대 97 50 147 75 5 80

춘천교육대 47 127 174 36 36 83 127 210

소 계 1,025 1,652 2,677 654 6 660 1,507 1,603 3,11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96 449 745 808 43 851 1,104 492 1,596

인 천 대 101 140 241 235 235 336 140 476

경 찰 대 22 144 166 67 67 89 144 233

공군사관학교 69 168 237 27 2 29 96 170 266

국군간호사관학교 21 601 622 16 16 37 601 638

육군사관학교 229 1,161 1,390 130 55 185 359 1,216 1,575

해군사관학교 199 863 1,062 25 25 224 869 1,093

한국예술종합학교 81 9 90 230 230 311 9 320

한국전통문화학교 185 256 441 36 43 79 441 79 520

소 계 1,203 3,791 4,994 1,574 143 1,717 2,997 3,720 6,717

합 계 11,233 29,397 40,630 17,644 3,813 21,457 30,098 32,941 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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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도서자료 수집내역

          구 분
 대학별

마이크로필    름 마이크로피    쉬 음반 슬라이드 비디오 카세트 CD 또는 DVD(음영자료) 기 타 계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종수 개수

대

학

교

강 릉 대 12 12 5 36 497 1,090 514 1,138

강 원 대 1 7 124 202 125 209

경 북 대 1,662 1,817 14 37 3 3 10 132 739 1,495 2 13 2,430 3,497

경 상 대 1 1 3 36 652 858 656 895

공 주 대 63 77 2 4 742 1,082 807 1,163

군 산 대 2 6 64 143 1 4 179 389 763 3,482 1,009 4,024

목 포 대 1 1 62 112 1 2 64 115

부 경 대 709 1,054 709 1,054

부 산 대 19 225 1,152 84 1,480

서 울 대 5,424 247 38 1,682 267 7,658

순 천 대 6 2 363 1,044 369 1,046

안 동 대 1,529 1,894 32 210 720 1,682 30 62 1,138 514

전 남 대 8 8 475 475 483 483

전 북 대 10 116 773 2,037 27 143 810 2,296

제 주 대 6 22 351 419 357 441

창 원 대 4 14 1 10 475 851 480 875

충 남 대 9 9 1,493 1,625 1,502 1,634

충 북 대 238 238

한국교원대 4 34 4 34

한국해양대 155 155 7 7 512 512 674 674

금오공과대 756 1,544 756 1,544

서울산업대 828 1,293 828 1,293

진주산업대 1 14 75 287 76 301

충 주 대 65 65 185 220 250 285

한국방송통신대 5 5 11 122 203 581 219 708

한국체육대 15 15 15 15

한 경 대 6 52 2 10 219 417 227 479

한 밭 대 3 3 29 239 983 2,070 1,015 2,312

KAIST

소 계 1,664 1,842 5,424 18 298 1,936 2,824 115 838 12,134 24,460 823 4,053 15,517 36,405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5 51 17 790 319 959 351 1,800

공주교육대 16 209 16 209

광주교육대 440 440

대구교육대 17 58 17 58

부산교육대 277 278 277 278

서울교육대 25 42 20 83 439 967 484 1,092

전주교육대 2 13 2 13

진주교육대 5 20 2 30 3 15 10 65

청주교육대 122 122

춘천교육대

소 계 45 113 39 903 1,073 3,061 1,157 4,077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 2 19 39 2 2 486 553 509 596

인 천 대 1 1 865 1,448 866 1,449

경 찰 대 50 221 271

공군사관학교 18 61 244 542 262 603

국군간호사관학교 83 236 83 236

육군사관학교 14 14 183 183 1,062 1,064 1,259 1,261

해군사관학교 124 124 259 345 383 469

한국예술종합학교 8 224 249 416 565 1,599 290 290 1,112 2,529

한국전통문화학교 194 266 8 127 326 1,256 528 1,649

소 계 10 226 1 1 1,465 2,307 211 423 3,025 5,816 290 290 5,002 9,063

합 계 1,664 1,842 5,424 28 524 1 1 3,446 5,244 365 2,164 16,232 33,337 1,113 4,343 21,676 4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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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고려사 디지털문화예술강좌

로앤비LawnB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국역)조선왕조실록
진안진 발굴보고서 DB

한국문화사대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산업규격KS Web 
DBPIA(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
KoreaA2Z(동방미디어)

KRPIA(누리미디어)
KSDC DB(한국사회과학)

MMPIA
강 릉 대 ○ ○ ○ ○ ○

강 원 대 ○ ○ ○ ○ ○ ○ ○ ○ ○ ○ ○

경 북 대 ○ ○ ○ ○ ○ ○ ○ ○ ○ ○ ○ ○ ○ ○

경 상 대 ○ ○ ○ ○ ○ ○ ○ ○

공 주 대 ○ ○ ○ ○ ○ ○ ○ ○

군 산 대 ○ ○ ○ ○ ○ ○ ○ ○ ○ ○ ○

목 포 대 ○ ○ ○ ○ ○ ○ ○ ○

부 경 대 ○ ○ ○ ○ ○ ○ ○ ○ ○

부 산 대 ○ ○ ○ ○ ○ ○ ○ ○ ○ ○ ○

서 울 대 ○ ○ ○ ○ ○ ○ ○ ○ ○ ○ ○ ○ ○ ○ ○

순 천 대 ○ ○ ○ ○ ○ ○ ○ ○ ○ ○ ○

안 동 대 ○ ○ ○ ○ ○ ○ ○ ○ ○

전 남 대 ○ ○ ○ ○ ○ ○ ○ ○ ○ ○ ○ ○ ○ ○ ○

전 북 대 ○ ○ ○ ○ ○ ○ ○ ○ ○ ○ ○ ○

제 주 대 ○ ○ ○ ○ ○ ○ ○ ○ ○

창 원 대 ○ ○ ○ ○ ○ ○ ○ ○ ○ ○ ○

충 남 대 ○ ○ ○ ○ ○ ○ ○ ○ ○ ○ ○ ○

충 북 대 ○ ○ ○ ○ ○ ○ ○

한국교원대 ○ ○ ○ ○ ○ ○ ○ ○ ○ ○

한국해양대 ○ ○ ○ ○

금오공과대 ○ ○ ○ ○ ○ ○

서울산업대 ○ ○ ○ ○ ○ ○ ○ ○ ○ ○ ○

진주산업대 ○ ○ ○ ○

충 주 대 ○ ○ ○ ○

한국방송통신대 ○ ○ ○ ○ ○

한국체육대

한 경 대 ○ ○

한 밭 대 ○ ○ ○ ○ ○

KAIST

경인교육대 ○ ○ ○ ○ ○ ○ ○ ○ ○

공주교육대 ○ ○ ○ ○ ○ ○

광주교육대 ○ ○ ○ ○

대구교육대 ○ ○ ○ ○ ○ ○

부산교육대 ○ ○ ○ ○

서울교육대 ○ ○ ○ ○

전주교육대 ○ ○ ○ ○ ○

진주교육대 ○ ○ ○ ○ ○ ○ ○ ○ ○

청주교육대 ○ ○

춘천교육대 ○ ○ ○ ○ ○ ○ ○

서울시립대 ○ ○ ○ ○ ○ ○ ○ ○ ○ ○ ○ ○ ○ ○ ○

인 천 대 ○ ○ ○ ○ ○ ○ ○ ○ ○ ○ ○ ○ ○ ○

경 찰 대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 ○ ○ ○ ○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 ○ ○ ○ ○

한국전통문화학교 ○ ○ ○ ○ ○ ○ ○ ○ ○ ○

6. 전자정보(전자저널, 웹 DB, CD-ROM Database) 구독 현황

(2008. 3. 1 현재)

  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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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기타

강 릉 대

강 원 대

경 북 대 기업정보 TS 2000, Kstudy(일제하정책사료총서)

경 상 대

공 주 대

군 산 대

목 포 대

부 경 대

부 산 대 조선일보아카이브, 한국역사문화조사자료DB

서 울 대 학술정보원(E-Article), 북다이제스트, 조선일보 아카이브

순 천 대

안 동 대 북토피아 문학학술DB

전 남 대

전 북 대 한국현대사통합데이터베이스, 사이버어학(일본어), e-Article(학술교육원), 한국브리태니커온라인

제 주 대 KISValue, 학지사 WEB DB

창 원 대

충 남 대 삼성디자인넷, CBT-Korea, 한국역사문화조사자료, 삼일 세무/회계 정보시스템 ASP 서비스, 한국현대사통합데이터베이스

충 북 대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지방사자료총서, 삼국사기, 창작과비평(창간호-116호)

한국교원대 학지사(뉴논문)

한국해양대 KR-CON, 대한민국영문법령집

금오공과대

서울산업대
7,9급,행정고시 공무원 동영상강좌, 문화재발굴보고서 강릉대학교 박물관외 11종, 월간 과학동아, 문학저널, 현대문학외 4종, CBT Korea(Toeic,

TOEFL), 한국학의 관문

진주산업대

충 주 대

한국방송통신대 학지사(뉴논문), Quantiwise

한국체육대 KISS

한 경 대

한 밭 대

KAIST web db 20종, 전자저널 8,856종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E-article, 뉴논문(학술논문원문서비스)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학술교육원 e-article / (주) 학술교육원

서울교육대 학지사(뉴논문), E-article(학술교육원)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KIS-Value, FnGuide, 택스넷, 로앤비, 한국현대사통합DB, 북한학술지, 뉴논문, 상장협, 토플토익모의테스트, 윈글리쉬닷컴

인 천 대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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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외 

구 분

대학별
ACM
Portal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AIP
(American
Institute of
Pysics)

AMS
(American
Mathematica
l Society)

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ASTM
BIOSIS
Previews

BIP
(Books in
Print)

BP
(Blackwell
Publishing)

Cell Press

CSA
(Cambridg
e Scientific
Abstracts)

CUP
(Cambridge
University
Press)

EBSCO
host
Package

EMBO
Journal

강 릉 대 ○ ○ ○ ○ ○

강 원 대 ○ ○ ○ ○ ○ ○ ○ ○ ○

경 북 대 ○ ○ ○ ○ ○ ○

경 상 대 ○ ○ ○ ○ ○ ○ ○ ○ ○

공 주 대 ○ ○ ○ ○

군 산 대 ○ ○ ○

목 포 대 ○ ○

부 경 대 ○ ○ ○ ○ ○ ○ ○ ○

부 산 대 ○ ○ ○ ○ ○ ○ ○ ○ ○ ○ ○ ○

서 울 대 ○ ○ ○ ○ ○ ○ ○ ○ ○ ○ ○ ○ ○ ○

순 천 대 ○ ○ ○ ○ ○

안 동 대 ○ ○ ○

전 남 대 ○ ○ ○ ○ ○ ○ ○ ○ ○

전 북 대 ○ ○ ○ ○ ○ ○ ○ ○ ○ ○

제 주 대 ○ ○ ○ ○ ○ ○ ○

창 원 대 ○ ○ ○

충 남 대 ○ ○ ○ ○ O ○ ○ ○

충 북 대 ○ ○ ○
+EMBO
Report

한국교원대 ○ ○ ○ ○ ○

한국해양대 ○

금오공과대 ○ ○ ○

서울산업대 ○ ○ ○ ○ ○ ○ ○

진주산업대 ○

충 주 대 ○ ○ ○ ○ ○

한국방송통신대 ○ ○

한국체육대

한 경 대

한 밭 대 ○ ○ ○

KAIST 213 48 440 8 120 797 9

경인교육대 ○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

서울교육대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 ○ ○ ○ ○ ○ ○ ○ ○

인 천 대 ○ ○ ○ ○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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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학별
Emerald ERIC Hein

Online
ICPSR DB

IEL
(IEEE/

IEE Electronic
Library)

IOP
(Institute
of Physics)

ITS
MARC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JDDS
Data
(제인
연감)

JSTOR
LION

(Literature
Online)

LNCS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LWW

강 릉 대 ○ ○

강 원 대 ○ ○ ○ ○ ○

경 북 대 ○ ○ ○ ○ ○ ○

경 상 대 ○ ○ ○ ○ ○ ○

공 주 대 ○ ○

군 산 대 ○

목 포 대

부 경 대 ○ ○ ○ ○ ○ ○

부 산 대 ○ ○ ○ ○ ○ ○ ○ ○ ○ ○ ○ ○

서 울 대 ○ ○ ○ ○ ○ ○ ○ ○ ○ ○

순 천 대 ○ ○ ○ ○

안 동 대 ○ ○

전 남 대 ○ ○ ○ ○ ○ ○ ○ ○ ○

전 북 대 ○ ○ ○ ○ ○ ○

제 주 대 ○ ○ ○ ○ ○

창 원 대 ○ ○ ○ ○

충 남 대 ○ ○ ○ ○ ○ ○ ○

충 북 대 ○ ○

한국교원대 ○

한국해양대 ○

금오공과대 ○ ○ ○

서울산업대 ○ ○ ○ ○ ○

진주산업대 ○ ○

충 주 대

한국방송통신대 ○ ○

한국체육대

한 경 대 ○

한 밭 대 ○ ○ ○

KAIST 1,740 49 1 420

경인교육대 ○

공주교육대 ○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

서울교육대 ○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 ○ ○ ○ ○ ○ ○

인 천 대 ○ ○ ○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

해군사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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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MathSciNet MD Consult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Nature NAXOS Music Library OCLC

OUP
(Oxford University Press)

Ovid PDU(PTDT+DDOD)
Philosopher's Index

PML
(ProQuest Medical Library)

Project Muse
ProQuest ARL(Academic Research 
Library)

RSC
(Royal Society of Chemistry)

강 릉 대 ○ ○ ○

강 원 대 ○ ○ ○ ○ ○ ○ ○ ○ ○

경 북 대 ○ ○ ○ ○ ○ ○ ○ ○

경 상 대 ○ ○ ○ ○ ○ ○ ○ ○

공 주 대 ○

군 산 대

목 포 대 ○ ○ ○

부 경 대 ○ ○ ○ ○ ○

부 산 대 ○ ○ ○ ○ ○ ○ ○

서 울 대 ○ ○ ○ ○ ○ ○ ○ ○ ○ ○ ○ ○ ○ ○

순 천 대 ○ ○ ○ ○ ○

안 동 대 ○ ○

전 남 대 ○ ○ ○ ○ ○ ○

전 북 대 ○ ○ ○ ○

제 주 대 ○ ○ ○ ○ ○ ○ ○

창 원 대 ○ ○ ○ ○

충 남 대 ○ ○ ○ ○ ○ ○ ○ ○ ○

충 북 대 ○ ○ ○ ○ ○

한국교원대 ○ ○ ○

한국해양대 ○ ○

금오공과대

서울산업대 ○ ○ ○ ○ ○

진주산업대

충 주 대

한국방송통신대 ○ ○ ○

한국체육대

한 경 대 ○ ○

한 밭 대 ○

KAIST 25 194

경인교육대 ○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서울교육대 ○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 ○ ○ ○ ○ ○ ○ ○ ○ ○

인 천 대 ○ ○ ○

경 찰 대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육군사관학교 ○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

한국전통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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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Safari Tech Books Online eBook
Sage Science Science Direct SciFinder Scholar Scopus Source OECD Springer Verlag Taylor&Francis Ulrich's web Web of Science Westlaw Wiley InterScience WIPS

강 릉 대 ○ ○ ○ ○

강 원 대 ○ ○ ○ ○ ○ ○ ○ ○ ○

경 북 대 ○ ○ ○ ○ ○ ○ ○ ○ ○ ○

경 상 대 ○ ○ ○ ○ ○ ○ ○ ○

공 주 대 ○ ○ ○ ○

군 산 대 ○ ○

목 포 대 ○ ○ ○ ○ ○

부 경 대 ○ ○ ○ ○ ○ ○

부 산 대 ○ ○ ○ ○ ○ ○ ○ ○ ○ ○ ○

서 울 대 ○ ○ ○ ○ ○ ○ ○ ○ ○ ○ ○ ○ ○

순 천 대 ○ ○ ○ ○ ○ ○ ○ ○ ○ ○

안 동 대 O O

전 남 대 ○ ○ ○ ○ ○ ○ ○ ○ ○ ○

전 북 대 ○ ○ ○ ○ ○ ○ ○ ○ ○

제 주 대 ○ ○ ○ ○ ○ ○ ○ ○

창 원 대 ○ ○ ○ ○

충 남 대 ○ ○ ○ ○ ○ ○ ○ ○ ○ ○ ○

충 북 대 ○ ○ ○ ○ ○ ○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 ○ ○ ○

금오공과대 ○ ○

서울산업대 ○ ○ ○ ○ ○

진주산업대 ○ ○

충 주 대 ○ ○

한국방송통신대 ○ ○ ○

한국체육대

한 경 대 ○ ○ ○

한 밭 대 ○ ○ ○

KAIST 2 1,800 1 1 1,200 1,101 1 420 1

경인교육대 ○ ○ ○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서울교육대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 ○ ○ ○ ○ ○ ○ ○

인 천 대 ○ ○ ○ ○ ○

경 찰 대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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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기타
강 릉 대 Kluwer Academic Publishers

강 원 대 ASME, SAFARI, ACADIA

경 북 대 AMA, AR, Beck-online, CAJ, d1-Law, EEBO, Jane's Tech., Jurist, LLBA, S.Karger,

경 상 대 Eurolaw, Beckonline, Le Doctrinal Plus, JSTEJ, Mary Ann Libert, NRC, Walter de Gryuter, ASM

공 주 대

군 산 대

목 포 대 Community of Scholars, Academic-One file, CSA Illumina Collection

부 경 대

부 산 대 ASM,, Beckonline, CINAHL, BritishMarc, CMMC, Halsbury's Law Direct, IWA, OSA ,PsycArticles, SAE, CAJ, AMA, Current Protocols, The Cochrane Library

서 울 대 AACR, AIAA meeting paper, Annual Reviews, Brill, BAS online, ARTstor, CAB abstracts, Caliber, Crossfire, EEBO, ECCO, IOS, NRC, MESHarpe, PAO,
PsyArticle, SIAM

순 천 대

안 동 대 BSP(Business Source Premier)

전 남 대 Beck-Online / D1-Law

전 북 대 Brill, Juris Spectrum, JJAP, LISA, PAO,,CAJ, PNAS, D1-Law, iSinLaw, OCLC e-Book, Britannica Online

제 주 대 OCLC netLibrary, ASM(American Society of Microbiology), SocIndex Full Text, CSA BioOne1, iSinoLaw, ECC전자저널

창 원 대

충 남 대
Agricola, AIAA Meeting Paper, BMJ, CAAJ, IWA Publishing, Jane's Technology&Intelligence, JURIS, LEXIS/NEXIS JP, LISAnet, PreQuest Nursing & AHS,
PsycINFO, SAE Digital Library, Thime MedicalPackage

충 북 대 Juris Spectrum / D1-law / AGRIS / CrossFire / Harrison / Kluwer Law / Nature Publishing Group / eClinics / ASM / Springer E-journal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Jane's Transport Library Online

금오공과대 OSA

서울산업대 IWA Publishing, MIT Press, Wilson Art Full Text

진주산업대 Cos Scholar universe

충 주 대

한국방송통신대 Proquest ABI, Proquest Agriculture Journal, Infortrac(Expanded Academic ASAP)

한국체육대 Sport Discus

한 경 대

한 밭 대

KAIST 기타(AIAA, ANNUAL REV. ASM, ECS, IOS, IWA, MARY ANN LIBERT, OSA, SIAM, SPIE) 등 222종(프로시딩5,200종)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서울교육대 Ebsco ASP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JURIS, Westlaw JAPAN, OSA, JPSJ, Electrochemical Society-ECO

인 천 대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Community of Scholars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Grove Art Online, Grove Music Online, FIAF Plus Full Text

한국전통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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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E-CIP(신간도서목록) Ebsco's A to Z(저널명검색) EndNote DDR(저널목차검색)
EJS(아티클검색) 기타

강 릉 대

강 원 대 ○ ○ ○

경 북 대 ○ ○

경 상 대 ○

공 주 대 ○ ○

군 산 대 ○ ○

목 포 대 ○

부 경 대

부 산 대 ○ ○ ○ RefWorks

서 울 대 ○ ○ ○ ○ ○

순 천 대 ○

안 동 대 ○ ○

전 남 대 ○

전 북 대 ○ ○ J2M/메타서치/Linking

제 주 대 ○

창 원 대

충 남 대 ○ ○

충 북 대 ○ ○ PELIS AtoZ (PPI)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

금오공과대

서울산업대 ○ ○ ○ ○

진주산업대

충 주 대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체육대 ○ ○ ○ ○ ○

한 경 대

한 밭 대 ○

KAIST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서울교육대

전주교육대 ○ ○ ○ ○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

인 천 대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다. 정보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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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문정보 보유현황(학위논문, 보고서, 기타 등)

(2008. 3. 1 현재)

           구 분
 대학별 단행본 학위논문 대학간행물 고서 보고서 기타 소계 서비스저널수 기사수

대

학

교

강 릉 대 916 1,434 2,350 대학내

강 원 대 8,035 1,192 9,227 대학내․외

경 북 대 33,222 12,351 104,135 11,800 161,508 대학내

경 상 대 10,126 1,325 2,610 14,061 대학외

공 주 대 6,961 33 4,506 11,500 대학내․외

군 산 대 1,900 36 4,024 349 6,309 학내외

목 포 대 2,173 461 704 3,338 대학내

부 경 대 12 7,773 7,372 15,157 대학외

부 산 대 22,032 72 18,687 16,200 6,848
(기록관사진자료)

63,839 보존용 및 대학내․외

서 울 대 84,848 17,925 10,958 403,459 517,190 대학내․외

순 천 대 2,048 2,048

안 동 대 1,528 2,399 126 5,214 9,267 대학내

전 남 대 22,326 4 660 474 23,464 대학내․외

전 북 대 20,218 5,565 67 25,850 대학내․외

제 주 대 4,353 41 6,790 11,184 대학외

창 원 대 2,499 22 2,548 5,069

충 남 대 21,640 73 16,408 2,385 40,506 대학내․외

충 북 대 11,361 7,834 19,195
대학내․외(학위논문)

대학내(간행물)

한국교원대 5,316 4,252 32,014 2,247 10,868 54,697 대학내,외

한국해양대 2,185 1,324 278 3,787 대학내/외

금오공과대 9 2,092 12 1,318 2 3,433 대학내·외

서울산업대 3,043 2 1,921 4,966 보존용

진주산업대 484 6 1,896 28 1 2,415 대학외

충 주 대 660 660 대학외

한국방송통신대 636 98 6 1397 2,137

한국체육대 2,433 2,433 대학내

한 경 대 600 40 1,132 1,772 대학외

한 밭 대 1,641 550 6 2,197 대학내․외

KAIST 22,869 22,869 공개

소 계 7,614 303,225 353 152,483 137,659 7,491 433,603 1,042,428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717 7 3,923 5,647 대학내․외

공주교육대 22,521 1 22,522 대학외

광주교육대 533 5,000 5,533 대학외

대구교육대 148 1,126 5 1,087 2,366 대학내

부산교육대 1,296 3 1,299 대학외

서울교육대 1,335 1,298 1,716 4,349 대학외

전주교육대 713 3 723 1,439 대학외와 보존용

진주교육대 586 4 1,067 1,657

청주교육대 689 1,020 1,709 대학내

춘천교육대 655 36 691 대학외

소 계 148 31,171 59 14,118 1,716 47,212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6,463 2,539 9,002 대학외

인 천 대 17,283 17,283 대학외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94 2,182 762 3,038 대학내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3,452 3,452 대학내

해군사관학교 1,948 7,048 39 30,481 14,183 53,699 교내

한국예술종합학교 121 3,811 3,932 대학내 및 보존용

한국전통문화학교 11 5 71 87 174 로그인시 이용가능

소 계 2,053 33,102 801 33,020 71 21,533 90,580

합 계 9,815 367,498 1,213 199,621 137,659 7,562 456,852 1,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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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년간 장서등록 및 제적 자료수

(2007 회계연도)

           구 분
 대학별

등   록   자   료   수 제적자료수국  내  서 국  외  서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구입 수증 계 국내서 국외서 계

대

학

교

강 릉 대 10,487 10,473 20,960 2,759 24,013 26,772 13,246 12,486 25,732

강 원 대 43,845 18,293 62,138 1,793 1,355 3,148 45,638 19,642 65,280 41 41

경 북 대 54,635 13,326 67,961 17,157 4,998 22,155 71,792 18,234 90,026

경 상 대 21,066 15,592 36,658 17,161 8,315 25,476 38,227 23,907 62,134

공 주 대 24,219 19,556 43,775 2,354 2,786 5,140 26,573 22,342 48,915

군 산 대 17,696 20,186 37,882 847 8,335 9,182 18,543 28,515 47,058

목 포 대 15,021 2,029 17,050 423 423 15,444 2,029 17,473

부 경 대 19,550 6,049 25,599 5,438 1,791 7,229 24,988 7,840 32,828

부 산 대 25,993 19,652 45,645 11,355 2,818 14,173 37,348 20,508 57,856

서 울 대 40,320 54,062 94,382 43,960 50,651 94,611 84,280 104,713 188,993 175 38 213

순 천 대 19,372 3,954 23,326 3,592 3,592 22,964 3,954 26,918 2,369 2,369

안 동 대 19,961 8,555 28,516 975 244 1,219 20,936 8,799 29,735

전 남 대 30,469 10,843 41,312 11,051 3,820 14,871 41,520 14,663 56,183 65,543 22,361 87,904

전 북 대 42,063 16,067 58,130 7,436 2,673 10,109 49,499 18,740 68,239

제 주 대 13,778 15,440 29,218 4,534 1,001 5,535 18,312 16,441 34,753

창 원 대 15,151 6,050 21,201 613 572 1,185 15,764 6,622 22,386

충 남 대 22,189 14,511 36,700 10,178 13,363 23,541 32,367 27,874 60,241

충 북 대 36,444 11,090 47,534 3,893 2,631 6,524 40,337 13,721 54,058

한국교원대 10,020 6,769 16,789 980 1,878 2,858 11,000 8,647 19,647 62 19 81

한국해양대 12,935 7,737 20,672 1,108 672 1,780 14,043 8,409 22,452

금오공과대 7,292 2,245 9,537 1,713 82 1,795 9,005 2,327 11,332

서울산업대 12,990 2,745 15,735 2,485 2,485 15,475 2,745 18,220

진주산업대 4,765 3,069 7,834 2,412 145 2,557 8,177 3,214 11,391

충 주 대 8516 1566 10,082 956 422 1,378 9472 1988 11,460

한국방송통신대 34066 2867 36,933 1793 570 2,363 35,859 3,437 39,296

한국체육대 3,074 1,311 4,385 293 6 299 3,367 1,317 4,684

한 경 대 20,751 2,787 23,538 1,586 1,586 22,337 2,787 25,124

한 밭 대 12,511 3,113 15,624 1,094 1,395 2,489 13,605 4,508 18,113

KAIST

소 계 599,179 299,937 899,116 159,939 134,536 294,475 760,118 410,409 1,170,527 68,190 22,418 90,608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4,848 4,657 19,505 385 86 471 15,233 4,743 19,976

공주교육대 7,499 1,123 8,622 76 76 7,575 1,123 8,698

광주교육대 6,036 2,192 8,228 94 94 6,130 2,192 8,322

대구교육대 7,929 4,270 12,199 702 153 855 8,631 4,423 13,054

부산교육대 6,365 4,803 11,168 167 273 440 6,532 5,076 11,608

서울교육대 7,451 2,899 10,350 1,354 121 1,475 8,805 3,020 11,825

전주교육대 5,746 4,737 10,483 126 126 5,872 4,737 10,609

진주교육대 5,585 2,132 7,717 179 16 195 5,764 2,148 7,912

청주교육대 9,533 700 10,233 412 30 442 9,945 730 10,675

춘천교육대 13,653 6,152 19,805 93 93 13,746 6,152 19,898 746 211 957

소 계 84,645 33,665 118,310 3,588 679 4,267 88,233 34,344 122,577 746 211 957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0,594 5,571 26,165 5,091 2,440 7,531 25,685 8,011 33,696

인 천 대 17,868 1,950 19,818 2,916 2,916 20,784 1,950 22,734

경 찰 대 2,185 1,269 3,454 693 20 713 2,878 1,289 4,167

공군사관학교 3,395 4,099 7,494 219 119 338 3,614 4,218 7,832 1,922 1,922

국군간호사관학교 1,560 311 1,871 73 23 96 1,633 334 1,967

육군사관학교 1,248 3,787 5,035 577 845 1,422 1,825 4,632 6,457 1,578 1,204 2,782

해군사관학교 4,578 5,124 9,702 578 2,345 2,923 5,156 7,469 12,625

한국예술종합학교 8,314 1,745 10,059 14,820 605 15,425 23,134 2,350 25,484

한국전통문화학교 5,921 2,617 8,538 1,398 107 1,505 7,319 2,724 10,043

소 계 65,663 26,473 92,136 26,365 6,504 32,869 92,028 32,977 125,005 3,500 1,204 4,704

합 계 749,487 360,075 1,109,562 189,892 141,719 331,611 940,379 477,730 1,418,109 72,436 23,833 9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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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현황

1. 대학 총예산(단위 : 천원)

(2007 회계연도)

          구 분 대학별 국     고 기  성  회 기     타 계 비    고

대

학

교

강 릉 대 55,080,106 40,273,278 95,353,384

강 원 대 123,132,858 96,685,292 8,779,336 228,597,486

경 북 대 123,786,765 125,589,105 5,951,000 255,326,870

경 상 대 86,403,240 64,575,237 150,978,477

공 주 대 61,061,289 58,217,330 119,278,619

군 산 대 39,835,134 31,317,605 71,152,739

목 포 대 37,126,989 29,681,762 321,397 67,130,148

부 경 대 69,016,023 65,922,174 134,938,197

부 산 대 119,487,376 117,718,970 237,206,346

서 울 대 98,512,924 198,186,526 479,603,915 776,303,365
국고에 인건비(160,478,238

천원) 불포함

순 천 대 36,859,350 26,417,077 63,276,427

안 동 대 30,793,234 25,273,003 56,066,237

전 남 대 135,507,000 92,063,840 227,570,840

전 북 대 97,099,000 79,187,000 176,286,000

제 주 대 74,615,139 37,649,937 112,265,076

창 원 대 36,726,290 36,001,748 72,728,038

충 남 대 98,005,177 94,192,679 192,197,856

충 북 대 78,936,488 63,178,800 142,115,288

한국교원대 46,147,471 25,259,986 302,248 71,709,705

한국해양대 38,815,160 24,272,565 63,087,725

금오공과대 20,969,585 21,917,921 42,887,506

서울산업대 39,589,133 50,074,805 89,663,938

진주산업대 19,752,552 18,089,007 37,841,559

충 주 대 2,128,000 30,368,000 18,374,000 50,870,000

한국방송통신대 1,262,380 126,800,000 128,062,380

한국체육대 20,149,721 11,977,785 32,127,506

한 경 대 21,202,864 24,568,253 45,771,117

한 밭 대 26,480,157 30,498,191 56,978,348

KAIST 2,200,000 560,000 2,760,000

소 계 1,640,681,405 1,646,517,876 513,331,896 3,800,531,177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8,763,959 11,356,917 30,120,876

공주교육대 12,077,622 7,477,154 19,554,776

광주교육대 12,877,890 7,484,803 20,362,693

대구교육대 17,742,970 8,658,121 26,401,091

부산교육대 13,987,369 7,801,825 21,789,194

서울교육대 14,715,295 8,508,664 249,374 23,473,333

전주교육대 11,545,408 5,423,698 16,969,106

진주교육대 13,362,550 6,338,211 19,700,761

청주교육대 10,009,562 6,451,940 16,461,502

춘천교육대 10,721,274 6,714,000 17,435,274

소 계 135,803,899 76,215,333 249,374 212,268,606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35,108,500 73,586,041 108,694,541

인 천 대 48,474,964 24,888,816 73,363,780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48,500,000 48,50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34,351,018 30,521,362 64,872,380

한국전통문화학교 15,540,506 1,304,654 16,845,160

소 계 146,866,488 91,823,332 73,586,041 312,275,861

합 계 1,923,351,792 1,814,556,541 587,167,311 4,325,0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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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예산 (단위 : 천원)
(2007 회계연도)

           구 분
 대학별 국   고 기 성 회 기    타 계 비  율예산1/2(%) 비  고

대

학

교

강 릉 대 113,352 1,289,886 1,403,238 1.47

강 원 대 325,104 1,941,454 551,046 2,817,604 1.23

경 북 대 736,748 4,807,188 460,000 6,003,936 2.35

경 상 대 224,325 1,924,339 850,000 2,998,664 1.98 특별예산 8억5천 포함

공 주 대 253,924 1,289,528 1,543,452 1.29

군 산 대 114,800 748,175 862,975 1.21

목 포 대 140,730 620,941 761,671 1.14

부 경 대 318,665 1,356,145 1,674,810 1.24

부 산 대 451,436 3,562,971 4,014,407 1.69

서 울 대 1,166,240 1,495,308 6,095,372 8,756,920 1.13

순 천 대 281,818 878,017 1,159,835 1.83

안 동 대 137,303 800,503 937,806 1.67

전 남 대 452,299 2,444,912 2,897,211 1.27

전 북 대 322,780 2,877,211 3,199,991 1.82

제 주 대 395,653 1,303,678 1,699,331 1.51

창 원 대 176,000 666,210 842,210 1.16

충 남 대 353,700 2,887,325 200,000 3,241,025 1.68

충 북 대 316,990 1,790,243 2,107,233 1.48

한국교원대 185,480 645,249 830,729 1.16

한국해양대 213,744 657,967 871,711 1.38

금오공과대 261,820 802,214 1,064,034 2.48

서울산업대 162,614 924,552 1,087,166 1.21

진주산업대 118,000 341,590 459,590 1.21

충 주 대 144,270 308,352 460,993 913,615 1.8

한국방송통신대 312,880 949,500 1,262,380 0.98

한국체육대 349,374 349,374 1.09

한 경 대 100,000 441,636 541,636 1.18

한 밭 대 235,200 558,058 793,258 1.4

KAIST 15 15 기타 2명

소 계 8,015,890 38,662,526 8,617,411 55,095,827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6,960 293,100 300,060 0.99

공주교육대 56,132 126,340 182,472 0.93

광주교육대 29,406 213,529 242,935 1.19

대구교육대 32,664 256,618 289,282 1.09

부산교육대 45,300 152,638 197,938 0.90

서울교육대 62,858 224,660 287,518 1.22

전주교육대 29,400 208,430 237,830 1.40

진주교육대 38,280 128,630 166,910 0.85

청주교육대 31,459 176,290 207,749 1.26

춘천교육대 201,886 201,886 1.16

소 계 332,459 1,982,121 2,314,580 1.09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156,114 1,196,065 2,352,179 2.16

인 천 대 1,293,204 253,364 1,546,568 2.1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153,963 153,963

국군간호사관학교 50,373 50,373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165,000 165,000 0.34

한국예술종합학교 830,000 201,000 1,031,000 1.58

한국전통문화학교 360,000 1,000 361,000 2.14

소 계 2,852,540 1,611,478 1,196,065 5,660,083

합 계 11,200,889 42,256,125 9,813,476 63,27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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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구입비(단위 : 천원) 
(2007 회계연도)

           구 분
 대학별

단 행 본 연속간행물 전자저널 및Web DB 비도서자료 기   타 계 비  율
예산1/3(%)구입액 % 구입액 % 구입액 % 구입액 % 구입액 % 구입액 %

대

학

교

강 릉 대 406,167 56.5 199,732 27.8 76,675 10.8 35,048 4.9 717,622 100.00

강 원 대 563,002 28.7 496,864 25.3 895,194 45.7 5,752 0.29 176 0.01 1,960,988 100.00 0.85

경 북 대 1,784,970 41.8 1,265,766 29.6 957,730 22.5 166,670 4.0 88,322 2.1 4,263,458 100.00

경 상 대 1,373,514 50.55 687,172 25.29 490,420 18.05 60,000 2.21 106,113 3.90 2,717,219 100.00 1.80

공 주 대 529,166 52.52 257,652 25.57 212,706 21.11 8,105 0.80 1,007,629 100.00 0.84

군 산 대 344,686 47 146,902 20 240,010 32 9,632 1 741,230 100.00 1.04

목 포 대 236,210 46.28 139,147 27.26 134,465 26.35 578 0.11 510,400 100.00 0.76

부 경 대 621,650 41.4 514,454 34.2 348,992 23.2 17,754 1.2 1,502,850 100.00 1.11

부 산 대 885,872 24.3 1,081,407 29.7 1,644,751 45.2 24,327 0.7 3,301 0.1 3,639,658 100.00 1.53

서 울 대 1,637,195 24.57 3,346,912 50.23 1,611,076 24.18 66,704 0.96 6,661,887 100.00 0.86

순 천 대 343,547 38.4 120,163 13.4 399,954 44.6 32,532 3.6 896,196 100.00

안 동 대 340,734 43 316,495 40 121,496 16 4,507 1 783,232 100.00 1.37

전 남 대 746,706 30.63 451,238 18.51 1,203,641 49.37 13,793 0.56 22,378 0.92 2,437,756 100.00 1.07

전 북 대 1,337,956 46 440,432 15 1,059,270 36 17,549 0.61 14,449 0.5 2,869,656 100.00 1,63

제 주 대 316,946 31.4 197,080 19.6 463,076 46.0 30,697 3.0 1,007,799 100.00

창 원 대 342,204 51 135,049 20 187,411 28 6,336 1 671,000 100.00 0.92

충 남 대 838,557 30.7 962,408 35.2 868,223 31.8 61,774 2.3 2,730,962 100.00 1.42

충 북 대 691,063 42 359,173 21.8 594,746 36 3,122 0.2 1,648,104 100.00 1.16

한국교원대 162,439 26.26 271,492 43.89 183,174 29.62 1,419 0.23 618,524 100.00

한국해양대 206,744 31.8 333,000 51.3 100,000 15.4 10,000 1.5 649,744 100.00 1.03

금오공과대 205,869 39.38 127,501 24.40 140,949 26.96 48,433 9.26 522,752 100.00 1.22

서울산업대 430,457 43.4 195,788 19.7 330,536 33.3 33,000 3.3 2,500 0.3 992,281 100.00 1.1

진주산업대 339,000 73.72 56,131 12.20 36,870 8.01 10,000 2.17 442,001 100.00

충 주 대 283,963 51 105,420 19 130,040 23 40,000 7 559,423 100.00

한국방송통신대 571,900 45.3 241,880 19.2 328,600 26.0 120,000 9.5 1,262,380 100.00

한국체육대 54,600 54.9 29,160 29.3 15,766 15.8 99,526 100.00 0.3

한 경 대 314,233 78 22,274 5.6 53,281 13.2 12,941 3.2 402,729 100.00 0.88

한 밭 대 257,200 39.3 90.000 13.8 232,800 35.9 26,000 4.0 48,000 7.0 564,090 100.00

KAIST 200,000 7.4 1,500,000 55.6 1,000,000 37 2,700,000 100.00

소 계 16,366,550 35.9 14,000,782 30.7 14,061,852 30.9 866,673 1.9 285,239 0.6 45,581,096 100.00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84,354 67.99 38,173 14.08 47,315 17.45 1,298 0.48 271,140 100.00 0.90

공주교육대 100,000 63.6 30,000 19.1 12,000 7.6 10,000 6.4 5,260 3.3 157,260 100.00

광주교육대 75,347 52.5 30,118 21.0 25,303 17.6 12,724 8.9 143,492 100.00 0.7

대구교육대 98,496 57.9 57,369 33.7 13,527 7.95 754 0.45 170,146 100.00

부산교육대 91,410 55.2 44,838 27.1 23,700 14.3 5,858 3.54 750 0.46 165,556 100.00 0.76

서울교육대 126,581 61.1 30,000 14.5 37,780 18.2 12,789 6.2 207,150 100.00 0.86

전주교육대 69,725 50.2 48,958 35.2 19,847 14.3 323 0.2 138,853 100.00 0.8

진주교육대 105,662 70.2 32,633 21.7 12,252 8.1 150,547 100.00 0.76

청주교육대 65,000 61 25,000 23 5,000 6 11,000 10 106,000 100.00 0.64

춘천교육대 106,500 74 24,600 17 12,000 8 900 1 144,000 100.00 0.83

소 계 1,023,075 61.8 361,689 21.9 208,724 12.6 54,746 3.3 6,910 0.4 1,654,144 100.0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655,050 35.3 647,285 34.9 525,310 28.3 27,900 1.5 1,855,545 100.00 1.7

인 천 대 564,590 51.3 158,850 14.5 346,407 31.5 30,153 2.7 1,100,000 100.00 1.5

경 찰 대 100.00

공군사관학교 70,000 45 27,243 17.8 12,904 8.5 4,250 2.9 39,566 25.8 153,963 100.00

국군간호사관학교 24,200 54 5,661 13 6,422 33 36,283 100.00

육군사관학교 70,000 36 56,789 30 48,600 25 9,829 5 7,195 4 192,413 100.00

해군사관학교 72,000 53.3 23,000 17 10,000 7.4 15,000 11.1 15,000 11.1 135,000 100.00 0.28

한국예술종합학교 231,341 52 66,884 15 73,278 16 67,441 15 5,489 2 444,433 100.00 0.68

한국전통문화학교 190,000 73.2 13,362 5.2 40,000 15.4 16,000 6.2 259,362 100.00

소 계 1,877,181 44.9 999,074 23.9 1,062,921 25.5 170,573 4.1 67,250 1.6 4,176,999 100.00

합 계 19,266,806 15,361,545 15,333,497 1,091,992 359,399 51,412,239 100.00



예산 현황 / 321

4. 국내외 자료구입비 (단위 : 천원)
(2007 회계연도)

       구 분
 대학별

단 행 본 연속간행물 전자저널및Web DB 비도서자료 기   타 계 비  율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계

대

학

교

강 릉 대 147,847 258,320 37,803 161,929 11,640 62,035 35,048 232,338 485,284 33 67 100

강 원 대 429,700 133,302 59,319 437,545 96,825 798,369 4,475 1,277 176 590,495 1,370,493 30.11 69.89 100

경 북 대 503,212 1,121,702 45,094 1,167,779 150,000 4,670 72,115 863,615 25,978 18,852 796,399 3,176,618 20 80 100

경 상 대 362,497 1,011,017 16,180 670,992 36,200 454,220 50,000 10,000 67,204 38,909 532,081 2,185,138 19,58 80.42 100

공 주 대 432,964 96,202 45,511 212,141 37,500 175,206 8,105 524,080 483,549 52 48 100

군 산 대 267,775 76,911 8,892 138,010 35,471 204,539 9,632 321,770 419,460 100

목 포 대 206,609 29,601 35,076 104,071 32,000 102,465 578 273,685 236,715 54 46 100

부 경 대 291,792 329,858 33,306 481,148 58,987 290,005 17,754 401,839 1,101,011 26.7 73.3 100

부 산 대 474,575 411,297 71,343 1,010,065 95,173, 1,549,578 24,327 3,301 668,719 2,970,940 18.4 81.6 100

서 울 대 492,241 1,145,602 66,855 3,280,908 121,250 1,489,826 24,364 41,710 704,710 5,957,191 100.

순 천 대 269,099 74,448 12,550 107,613 46,870 353,084 20,555 11,977 349,074 547,122 39 61 100

안 동 대 295,858 44,876 25,552 290,943 75,580 45,916 4,507 401,497 381,735 51 49 100

전 남 대 406,476 340,230 17,198 434,040 71,753 1,131,888 7,378 6,415 7,148 15,230 509,953 1,927,803 21 79 100

전 북 대 476,987 860,969 27,233 413,199 105,782 953,488 2,971 14,578 10,449 4,000 623,422 2,246,234 21,725 78.275 100

제 주 대 184,615 132,331 30,698 166,382 32,985 30,697 278,996 728,804 18 72 100

창 원 대 305,540 36,664 23,500 111,549 23,307 164,104 6,336 358,683 312,317 53.45 46.55 100

충 남 대 342,912 495,645 30,155 932,253 131,742 736,481 40,574 21,200 545,383 2,185,579 25 75 100

충 북 대 529,410 161,653 28,620 330,554 40,925 553,821 3,122 602,077 1,046,028 37 63 100

한국교원대 135,891 26,548 20,528 250,964 23,179 159,995 204 1,215 179,802 438,722 29.07 70.93 100

한국해양대 120,000 68,744 6,000 327,000 30,000 70,000 10,000 166,000 465,744 28 72 100

금오공과대 89,523 116,346 16,963 110,538 6,600 134,349 48,433 161,519 361,233 30.90 69.10 100

서울산업대 193,706 236,751 21,504 174,284 95,553 234,983 33,000 2,500 346,263 646,018 35 65 100

진주산업대 119,000 110,000 16,096 40,035 36,870 1,000 136,096 186,905 55 56 100

충 주 대 140,228 143,735 15,420 90,000 48,240 81,800 38,000 2,000 241,888 317,535 43 57 100

한국방송통신대 112,567 94,865 78,400 158,400 95,000 132,000 120,000 405,967 385,265 51.3 48.7 100

한국체육대 38,000 16,600 7,560 21,600 13,400 2,366 58,960 40,566 59 41 100

한 경 대 216,581 97,652 9,944 12,330 17,500 35,781 5,856 7,085 249,881 152,848 62 38 100

한 밭 대 187,200 70,000 34,500 55,500 22,800 210,000 26,000 48,000 318,500 335,500 49 51 100

KAIST 3 17 3 17 100

소 계 7,772,805 7,741,869 841,800 11,691,772 1,556,265 10,167,856 644,453 981,650 164,756 76,991 10,980,080 31,092,374 100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66,977 17,377 14,183 23,990 22,524 24,790 1,155 143 204,839 66,300 75.55 24.45 100

공주교육대 85,000 15,000 9,000 21,000 12,000 10,000 5,260 121,260 36,000 77.1 22.9 100

광주교육대 72,575 2,773 15,938 14180 12,204 13,099 11,344 690 112,061 30,742 78 22 100

대구교육대 83,831 14,666 17,110 40,258 13,527 754 115,222 54,924 67.7 32.3 100

부산교육대 88,480 2,930 25,488 19,350 11,200 12,500 5,858 750 131,776 34,780 79.6 20.4 100

서울교육대 94,935 31,646 12,000 18,000 7,556 30,224 9,591 3,198 124,082 83,068 59.8 40.2 100

전주교육대 62,754 6,971 16,539 32,419 19,847 323 9,463 39,390 72 28 100

진주교육대 96,717 8,945 11,750 20,883 12,252 120,719 29,828 80 20 100

청주교육대 40,000 15,000 12,000 23,000 5,000 11,000 68,000 38,000 67 33 100

춘천교육대 104,426 2,074 10,200 14,400 12000 900 127,526 16,474 89 11 100

소 계 895,695 117,382 144,208 227,480 128,110 80,613 50,025 4,031 6,910 0 1,134,948 429,506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17,300 437,750 26,925 620,360 120,910 404,400 27,900 393,035 1,462,510 21.2 78.8 100

인 천 대 457,056 107,534 10,053 148,797 127,574 218,833 30,153 624,836 475,164 56.8 43.2 100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20,000 4,200 3,720 1,941 6,422 23,720 12,563 65 35 100

육군사관학교 24,160 45,840 14,410 42,379 11,385 37,143 9,267 563 7,195 66,417 125,925 35 65 100

해군사관학교 46,000 26,000 16,000 7,000 10,000 10,000 5,000 10,000 5,000 82,000 53,000 60.7 39.3 100

한국예술종합학교 98,748 132,593 46,146 20,738 17,963 55,315 59,871 7,570 5,489 222,728 221,705 50 50 100

한국전통문화학교 120,000 70,000 6,566 6,796 40,000 16,000 182,566 76,796 70.4 29.6 100

소 계 983,264 823,917 123,820 848,011 317,832 732,113 153,191 13,133 17,195 10,489 1,595,302 2,427,663

합 계 9,651,764 8,683,168 1,109,828 12,767,263 2,002,207 10,980,582 847,669 998,814 188,861 87,480 13,710,330 33,949,5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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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일  반  열  람  실 자  료  실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평    일 토 요 일 일요일

대

학

교

강 릉 대 05:00-익일01:00 05:00-익일01:00 05:00-익일01:00 09:00-18:00 휴뮤

강 원 대 05:00-24:00 05:00-24:00 05;00-24:00
학기중 09:00-21: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경 북 대 06:00-02:00 06:00-02:00 06:00-02:00 08:00-21:00 08:00-13:00 08:00-17:00

경 상 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학기중 09:00-21:00

중앙도서관

09:00-13:00
휴관

방학중 09:00-18:00 기타자료실 휴무 휴관

공 주 대 05:00-24:00 05:00-24:00 05:00-24:00
학기중:09:00-21:00

휴무 휴무
방학중:09:00-18:00

군 산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18:00 09:00-18:00

목 포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0:00 휴실

부 경 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09:00-21:00 휴무 휴무

부 산 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학기중 09:00-21:00 학기중 09:00-13:00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09:00-18:00 방학중 휴관 방학중 휴관

서 울 대 00:00-24:00 00:00-24:00 00:00-24:00 09:00-21:00 09:00-17:00 13:00-17:00

순 천 대 05:00-24:00 05:00-24:00 05:00-24:00 09:00-20:00

안 동 대
평상시 06:00-24:00 학기중 09:00-20:00

휴무 휴무
시험기간 06:00-02:00 방학중 09:00-18:00

전 남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기중 09:00-20:00 09:00-13:00 휴무

전 북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기중09:00-20:00 학기중 09:00-13:00

휴관
방학중09:00-18:00 방학중 휴관

제 주 대 00:00-24:00 00:00-24:00 00:00-24:00 09:00-20:00 휴무 휴무

창 원 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09:00-20:00

충 남 대 05:00-23:00 05:00-23:00 05:00-23:00
방학중 09:00-17:30

학기중 09:00-20:00

충 북 대 05:00-24:00 05:00-24:00 05:00-24:00
학기중 09:00-20:00

토요일 09:00-13:00 휴관
방학중 09:00-18:00

한국교원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0:00 휴무 휴무

한국해양대

제1,2열람실

06:00-24:00

제3열람실

00:00-24:00

00:00-24:00 00:00-24:00

09:00-20:00

시험기간

09:00-21:00

휴관

금오공과대 06:00-익일02:00 06:00-익일02:00 06:00-익일02:00
학기중 09:00-20: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서울산업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2:00 09:00-13:00 휴무

진주산업대 24시간 24시간 24시간 09:00-21:00 - -

충 주 대 05:00-24:00 05:00-24:00 05:00-24:00 09:00-21:00 휴무 휴무

한국방송통신대 07:00-22:00 07:00-22:00 07:00-22:00 09:00-20:00 09:00-18:00 09:00-18:00

한국체육대 08:00-23:00 08:00-23:00 08:00-23:00 09:00-21:00 휴관 휴관

한 경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09:00-21:00 휴관

한 밭 대 24시간 24시간 24시간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9:00-13:00

방학중 휴관
휴관

□ 서비스 현황

1. 개관시간
(2007.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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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일  반  열  람  실 자  료  실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평    일 토 요 일 일요일

KAIST 24시간 24시간 24시간 09:00-24:00 09:00-17:00 13:00-20:00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21:00 휴실

공주교육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09:00218:00

광주교육대 06:00-22:00 06:00-22:00 06:00-22:00

학기중09:00218:00

(월, 수 -19: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대구교육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09:00-18:00

(화,목,금 20:00)

부산교육대 06:30-23:40 06:30-23:40 06:30-23:40
학기중 09:00-20: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서울교육대 06:00-24:00 09:00-24:00 09:00-24:00
09:00-18:00

09:00-21:00(화)
09:00-17:00

전주교육대 08:00-23:00 08:00-23:00 08:00-23:00 09:00-18:00

진주교육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18:00 학기중 13:30-18:00 휴무

청주교육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19:00 휴실 휴실

춘천교육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1:00 휴관 휴관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4시간 24시간 24시간 09:00-21:00 09:00-13:00 휴실

인 천 대 24시간 24시간 24시간
학기중 09:00-21: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경 찰 대 24시간 24시간 24시간 09:00-20:00 휴무

공군사관학교 08:00-24:00 08:00-24:00 08:00-24:00 08:00-20:00 휴무

국군간호사관학교 24시간 08:00-17:00 휴무 휴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24시간 24시간 24시간 08:00-22:00 08:00 -22:00 13:00-22:00

한국예술종합학교 24시간 24시간 24시간
학기중 09:00-20:00

방학중 09:00-18:00
09:00-17:00 휴실

한국전통문화학교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

기

중

전자정보

자료실

08:00-

18:00

휴무 휴무

문헌정보

자료실

09:00-

21:00

방

학

중

전자정보

자료실

09:00-

18:00

문헌정보

자료실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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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자료수 및 기간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직원 지역주민
자료수 기간(일) 자료수 기간(일) 자료수 기간(일) 자료수 기간(일) 자료수 기간(일)

강 릉 대 30 120 15 60 7 14 15 60 7 14

강 원 대 30 90 10 30 5 10 10 30 3 7

경 북 대 50 180 20 30 10 14 20 30 5 14

경 상 대 20 90 10 30 5 10 10 30 5 10

공 주 대 30 90 10 30 5 10 10 30 - -

군 산 대 20 90 10 30 5 10 10 30 3 20

목 포 대 30 120 8 60 3 14 10 60 3 14

부 경 대 30 90 10 30 3 10 10 30 2 10

부 산 대 50 90 20 60 10 10 20 60 5 14

서 울 대 40 90 20 30 10 14 20 30

순 천 대 20 90 10 30 5 14 10 30 5 14

안 동 대 30 90 10 30 5 14 10 30 3 7

전 남 대 20 60 15 30 5 10 20 60 5 10

전 북 대 20 90 10 30 5 14 10 60 5 14

제 주 대 15 60 10 30 5 7 10 30 5 30

창 원 대 30 90 5 30 3 10 5 30 3 10

충 남 대 30 90 10 30 5 10 20 60 3 10

충 북 대 20 90 10 30 5 10 10 30 3 14

한국교원대 20 60 10 30 5 10 10 30
4(일반회원)

5(평생회원)

10(일반회원)

30(평생회원)

한국해양대 20 90 10 30 3 14 10 30 3 14

금오공과대 20 90 10 30 5 14 10 30 5 14

서울산업대 20 60 5 30 3 7 5 30

진주산업대 20 90 5 14 3 14 10 30

충 주 대 10 30 10 30 5 10 5 60 2 7

한국방송통신대 30 90 10 7 3 7 30 90

한국체육대 20 60 8 14 5 7 10 21 0 0

한 경 대 20 90 5 30 3 10 5 30 2 7

한 밭 대 20 90 10 30 3 10 20 90 3 10

KAIST 30 180 20 30 10 15 20 30

경인교육대 30 60 8 20 5 15 3 10

공주교육대 20 90 10 14 3 7 20 90

광주교육대 30 60 6 15 3 7 10 30 3 7

대구교육대 30 180 7 30 3 10 10 60 3 15

부산교육대 30 180 10 30 3 14 10 30

서울교육대 30 180 10 30 3 10 10 90

전주교육대 20 90 10 30 3 7 3 30

진주교육대 20 180 10 30 2 10 10 30 ○ ○

청주교육대 30 90 5 15 3 7 5 30

춘천교육대 10 60 7 30 3 7 3 7 3 7

서울시립대 20 90 10 21 5 10 10 30

인 천 대 20 90 10 30 5 20 10 30 3 20

경 찰 대 30 90 5 14 5 14

공군사관학교 10 30 10 30 5 15

국군간호사관학교 10 21 5 14 10 21

육군사관학교 20 60 5 15 10 15

해군사관학교 30 60 5 30 5 15 3 15

한국예술종합학교 15 30 7 15 5 10 7 15

한국전통문화학교 20 70 5 10 7 4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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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연간
출입자수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상호대차 건수(문헌복사) 상호대차 건수(단행본)

의뢰 접수 소계 의뢰 접수 소계
강 릉 대 186,700 69,607 765 473 1,238 33 27 60

강 원 대 1,311,071 340,257 187,176 2,227 554 2,781 141 76 217

경 북 대 1,525,243 1,500,855 842,639 4,776 4,208 8,984 287 499 786

경 상 대 891,528 791,690 182,019 3,095 2,312 5,407 157 146 303

공 주 대 525,328 210,131 426 336 762 65 76 141

군 산 대 374,550 98,510 450 237 687

목 포 대 436,500 221,040 65,894 327 98 425 17 14 31

부 경 대 1,383,655 218,635 1,693 813 2,506 56 75 131

부 산 대 1,822,698 402,534 5,345 3,498 8,843 222 177 399

서 울 대 5,506,197 1,294,449 634,630 6,026 16,307 22,333 1,075 589 1,664

순 천 대 339,053 113,372 1,981 172 2,153

안 동 대 432,429 144,143 286 477 763 38 25 63

전 남 대 1,415,700 471,900 2,612 996 3,608 242 143 385

전 북 대 717,518 249,901 5,891 1,298 7,189 21 9 30

제 주 대 543,366 300,565 92,489 726 241 967

창 원 대 315,124 110,478 350 161 511 18 44 62

충 남 대 3,842,868 1,019,262 366,828 3,186 3,503 6,689 326 209 535

충 북 대 2,515,367 401,216 239,140 1,439 932 2,371

한국교원대 491,368 323,273 122,842 1,445 749 2,194 436 52 488

한국해양대 623,908 145,500 87,729 610 182 792 28 32 60

금오공과대 288,000 275,206 71,319 382 150 532

서울산업대 1,800,000 1,357,139 149,318 188 130 318

진주산업대 561,507 61,844 24,442 31 21 52 4 4

충 주 대 322150 166,543 68,543 86 5 91

한국방송통신대 171,109 61,154 14,824 405 73 478 36 81 117

한국체육대 57,114 26,203 13,158 85 93 178

한 경 대 803,410 401,705 78,383 114 15 129

한 밭 대 242,000 81,611 129 42 171 15 18 33

KAIST 336,803 112,206

경인교육대 293,910 160,350 85 17 102 17 14 31

공주교육대 70,854 37 19 56

광주교육대 186,512 41,805 202 18 220 2 8 10

대구교육대 264,979 125,023 64,584 85 77 162 25 21 46

부산교육대 233,138 135,672 49,839 155 113 268 11 13 24

서울교육대 476,935 234,673 242,262 227 267 494

전주교육대 373,456 186,728 61,634 179 90 269 25 9 34

진주교육대 161,127 129,224 66,175 102 52 154

청주교육대 51,106 120 65 185

춘천교육대 391,126 210,874 139,014 74 2 76 73 17 90

서울시립대 1,069,287 773,306 245,923 653 560 1,213

인 천 대 869,731 111,468 170 31 201

경 찰 대 47,801 11,839 13,988 7 9 16

공군사관학교 70,075 30 2 32

국군간호사관학교 8,711 16 16

육군사관학교 46,527 582 28 610 61 61

해군사관학교 394512 215334 81453 15 15 3 3

한국예술종합학교 137,449 156,261 51,966 72 72

한국전통문화학교 14,139 14,139 21,220 22 26 48 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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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대차업무 담당부서 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부  서  명 담 당 자 명 거 래 은 행 온라인 계좌번호

대

학

교

강 릉 대
중앙도서관열람계 황공남

농 협 234-01-057646 (이섭)
치의학도서관 권혁준

강 원 대 정기간행물실 이수진 신한은행 713-04-515150

경 북 대 열람과 연속간행물실 최정희 신한은행 110-206-975056 (최경래)

경 상 대 학술정보운영과 동양학술자료실 박항제 농 협 818-12-467212

공 주 대

자료운영과 정보봉사실 김연심 농 협 450-01-003588

산업과학대학 분관 임영재 농 협 450-12-068410

공과대학 분관 유경호 농 협 467-01-232454

군 산 대 참고연속간행물실 손홍언 신한은행 110-205-987590

목 포 대 연속간행물실 정영균 신한은행 704-03-007241

부 경 대 연속간행물실 최고운 수 협 705-01-175778

부 산 대 정보운영과 장덕수 우 체 국 600585-02-031678

서 울 대 상호대차실 이수옥, 이민경 신한은행 873-03-001268

순 천 대 저널연구자료실 김환빈 농 협 643-12-105601

안 동 대 정기간행물실 윤동원 신한은행 803-01-097743

전 남 대 상호대차실 이병남 우 체 국 501072-01-004606

전 북 대 정보봉사과 고민정 전북은행 529-21-1127514

제 주 대 연속간행물 오안녕 농 협 954-01-023976(제주대도서관)

창 원 대 연속간행물실 차영묵 농 협 848-01-015043

충 남 대 학술정보팀 박정이, 민지은 하나은행 660-276458-00207(예금주:서정기)

충 북 대 정기간행물실 양승관 농 협 304-02-611782

한국교원대 종합정보자료실 연미정 우 체 국 301309-01-002443

한국해양대 학술정보과 정보봉사계 허차영 농 협 904-01-002484

금오공과대 열람팀 최선혜 농 협 785-01-068524

서울산업대 참고자료실 윤일섭 우 체 국 013367-01-005983

진주산업대 수서열람팀 이상재 경남은행 523-07-0101257

충 주 대 연속간행물실 한남희 우 체 국 301291-01-010292

한국방송통신대 정보관리계 이상주 우 체 국 013201-01-008458

한국체육대 종합정보자료실 이규범 국민은행 777-01-0034-408

한 경 대 열람팀 박희인 농 협 191-01-192431

한 밭 대 문헌정보팀 이은숙 우 체 국 312579-02-112459

KAIST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교육과정자료실 김미경 농 협 320-02-065081

공주교육대 자료운영팀 김창길 우 체 국 312462-01-003399

광주교육대 정보자료과 김명희 광주은행 051-107-005214

대구교육대 정기간행물실 신동근 대구은행 262-05-000037-5

부산교육대 참고․연속간행물실 김정미 우 체 국 600916-01-001030

서울교육대 열람팀(초등교육자료실) 이호선 우 체 국 014225-02-047530

전주교육대 정보개발계 김민선 우 체 국 402214-01-001481

진주교육대 수서팀 안형근 농 협 130-01-001987

청주교육대 참고열람실 장은량 신한은행 100-017-949954

춘천교육대 정기간행물실 문인규 신한은행 719-01-013951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사서과 열람팀 최홍걸 우리은행 849-185155-13-001

인 천 대 참고자료실 김청자 농 협 1325-01-000583

경 찰 대 정기간행물실 서한숙 우 체 국 104372-02-037402

공군사관학교 참고자료실 최은숙 우 체 국 9000902-01-008411

국군간호사관학교 김상길 우 체 국 311712-01-000403

육군사관학교 연속간행물실 권오도 농 협 989-01-000812

해군사관학교 해양/군사자료실 조현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아카이브실 유현순 국민은행 093-21-0733-103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술정보관 운영실 전연섭 우리은행 260-018750-12-001



통계 작성자 / 327

□ 통계 작성자 

        구 분
 대학별 직  급 성  명 전화(직) FAX E-mail

대

학

교

강 릉 대 기능직 정 훈 (033)640-2579 642-7016 jhoon@kangnung.ac.kr

강 원 대 사서주사 이위창 (033)250-8016 250-5205 awclee@kangwon.ac.kr

경 북 대 사서서기보 김정윤 (053)950-6513 950-6533 jeungyn88@knu.ac.kr

경 상 대 사서주사보 주은옥 (055)751-5098 759-8542 jueunok@gshp.gnu.ac.kr

공 주 대 사서주사보 이지언 (041)850-8705 850-8706 ljued@kongju.ac.kr

군 산 대 사서주사 송창엽 (063)469-4177 466-2088 cysong@kunsan.ac.kr

목 포 대 교육행정주사보 강명숙 (061)450-2882 453-6439 prems@mokpo.ac.kr

부 경 대 사서주사보 이현제 (051)629-6703 629-6707 leehj@pknu.ac.kr

부 산 대 사서서기 조현주 (051)510-1831 513-9787 libme@pusan.ac.kr

서 울 대 사서주사보 최미순 (02)880-1375 885-8977 choims@snu.ac.kr

순 천 대 사서서기 정해선 (061)750-5012 750-5015 shiny20s@sunchon.ac.kr

안 동 대 사서주사보 김용욱 (054)820-5238 820-5690 youkim@andong.ac.kr

전 남 대 사서주사보 이주 (062)530-3532 530-3529 j2lee@jnu.ac.kr

전 북 대 사서주사보 이수자 (063)270-4405 270-3468 sooja@chonbuk.ac.kr

제 주 대 사서주사보 오병헌 (064)754-2204 755-6401 ohbyung@cheju.ac.kr

창 원 대 사서주사보 김필순 (055)213-2404 2420 kps@changwon.ac.kr

충 남 대 사서주사 최승국 821-6018 823-4520 skchoi@cnu.ac.kr

충 북 대 사서주사보 김춘식 261-2062 273-2805 cs016@chungbuk.ac.kr

한국교원대 사서주사 권혜정 (043)230-3819 231-8824 known@knue.ac.kr

한국해양대 사서주사보 정은실 410-4074 404-3989 jeonges@hhu.ac.kr

금오공과대 사서주사 김난희 (054)478-7162 478-7166 nhkim@kumoh.ac.kr

서울산업대 7급 최영석 970-6156 970-6952 cys454@snut.ac.kr

진주산업대 사서주사보 박성준 (055)751-3197 751-3199 sejupark@jinju.ac.kr

충 주 대 기성회 정윤미 (043)841-5061 743-3084 jymlsj@hanmail.net

한국방송통신대 기성회직 이원재 (02)3668-4382 410-6649 BU20@knou.ac.kr

한국체육대 7급 오해옥 410-6642 410-6649 hooh@knsu.ac.kr

한 경 대 사서서기 이향순 (031)670-5186 670-5458 fricewater@hknu.ac.kr

한 밭 대 기성회직 이병주 (042)821-1386 822-3517 bychu@hanbat.ac.kr

KAIST 선임기술원 노시경 (042)869-2235 869-2230 rohsik@kaist.ac.kr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사서주사보 김찬용 (032)540-1142 540-1346

공주교육대 사서주사보 박지영 (041)850-1322 850-1577 pamin75@gjue.ac.kr

광주교육대 6급 임미양 (062)520-4071 520-4065 yang@gnue.ac.kr

대구교육대 사서주사 박명남 (053)620-1442 620-1440 kim0765@dnue.ac.kr

부산교육대 사서서기보 오태수 (051)500-7152 500-7139 grayfire@bnue.ac.kr

서울교육대 기능직 유재기 (02)3475-2241 3475-2577 youjai@snue.ac.kr

전주교육대 사서서기 김민선 (093)281-7033 281-7038 sebin97@jnue.ac.kr

진주교육대 사서주사보 안형근 740-1361 740-1365 anhg@cue.ac.kr

청주교육대 사서주사 전종길 299-0661 299-0669 junjg@cje.ac.kr

춘천교육대 기능직 이상춘 (033)260-6304 260-6310 lsc@cnue.ac.kr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사서7급 이현지 (02)2210-2282 2217-0296 nowsati@uos.ac.kr

인 천 대 사서서기 박윤분 (032)770-8082-3 770-8084 della67@incheon.ac.kr

경 찰 대 사서주사보 서용근 (031)284-5250 283-8393 ykseo@police.ac.kr

공군사관학교 7급 김중곤 (043)290-6145 297-6661 infoofficer@afa.ac.kr

국군간호사관학교 사서주사보 김상길 (042)878-4591 861-8132 afna1967@hanmail.net

육군사관학교 7급 홍미화 2197-6813 979-0605 kmalibrary@kma.ac.kr

해군사관학교 7급 조현칠 (055)549-1174 miskoo@hanmail.net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서서기 안승문 (02)7469-102 7469-109 asmoon1@mcst.go.kr

한국전통문화학교 사서주사보 강인순 (041)830-7133 830-7139 angzng@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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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33) E-Mail

圖書館

學術情報課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敎育行政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保

技能職

技能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李鉉謨

姜宇相

吳正國

權赫俊

金振文

金惠貞

權載衡

黃公南

韓至誠

金振九

全燦俊

李美晶

崔元奎

鄭 勳

沈明子

權銀愛

金奎喆

總括

課業務總括

閱覽業務主務

齒醫學分館業務主務

收書整理業務主務

連續刊行物業務主務

庶務主務

單行本室 相互貸借

國內書整理

論文․中國書整理

秘書室

西洋書․日本書整理

電算擔當

會計,庶務

貸出 /返納

貸出 /返納

電算擔當

640-2576

2577

2589

2810

2580

2586

2578

2584

2581

2581

2581

2002

2512

2579

2587

2587

2511

phmlee@kangnung.ac.kr

kws@kangnung.ac.kr

jkoh@kangnung.ac.kr

hjkwon@kangnung.ac.kr

jmkim@kangnung.ac.kr

kim1564@kangnung.ac.kr

kwonjh@kangnung.ac.kr

libhgn@kangnung.ac.kr

hjseong@kangnung.ac.kr

kimjgu@kangnung.ac.kr

cjjun@kangnung.ac.kr

emje@kangnung.ac.kr

choiwonk@kangnung.ac.kr

jhoon@kangnung.ac.kr

smj012@kangnung.ac.kr

unae92@kangnung.ac.kr

kckim97@kangnung.ac.kr

原州分館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金東完

梁美正

李度娫

分館總括

收書/電算

整理/相互貸借

760-8201

8204

8205

kdw@wonju.ac.kr

mjyang@wonju.ac.kr

los1206@wonju.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33) E-Mail

圖書館

學術情報

支援課

(춘천)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技能職

期成會職

李庚秀

李英雨

金鍾弼

李善子

朴潤瑾

李明淑

康聖男

崔濟勳

總括

課業務 總括

收書主務

連續刊行物․學術DB

購入

收書․契約業務

登錄

會計․庶務

250-8002

8003

8005

8005

8004

8011

8004

8017

kslee@kangwon.ac.kr

redfox@kangwon.ac.kr

kimjp@kangwon.ac.kr

leesj@kangwon.ac.kr

parkyg@kangwon.ac.kr

leems@kangwon.ac.kr

kangsn@kangwon.ac.kr

chjjh@kangwon.ac.kr

江陵大學校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FAX : (033) 642-7016

江原大學校(春川)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 2동 192-1)

FAX : (033) 251-2700

江原大學校(三陟)

 245-71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가(산 253번지)

FAX : (033) 57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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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洪金礎

丁美也

尹炳一

元貴熙

金慧佺

廳舍管理

整理主務

西洋書整理

東洋書整理

東洋書整理

8006

8007

8007

8007

8007

pslam@kangwon.ac.kr

myjeong@kangwon.ac.kr

illyoun@kangwon.ac.kr

ghee@kangwon.ac.kr

june@kangwon.ac.kr

圖書館

學術情報

運營課

(춘천)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

姜慶愛

李渭昌

朴正植

林基豊

申起凡

金壯賢

李月桂

李鍾燁

金南敬

李秀軫

金炯珏

蔡洙龍

鄭秀澈

課業務 總括

情報․參考奉仕 主務

課庶務

自律事物函管理

音映資料․讀書認證

藏書室 主務

論文資料.西洋書單行本

論文資料.西洋書單行本

連續刊行物 主務

連續刊行物

電算情報 主務

法學分館

醫學分館

8008

8016

8019

8019

8013

8009

8015

8015

8014

8014

8018

6505

8020

kkang@kangwon.ac.kr

wclee@kangwon.ac.kr

jspark@kangwon.ac.kr

likipu@kangwon.ac.kr

cbrt@kangwon.ac.kr

kimjanh@kangwon.ac.kr

wklee@kangwon.ac.kr

joun8282@kangwon.ac.kr

nkkim@kangwon.ac.kr

lsj0223@kangwon.ac.kr

anarchi@kangwon.ac.kr

c1460sy@kangwon.ac.kr

scjung@kangwon.ac.kr

圖書館

收書․閱覽팀

(삼척)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技能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車長爕

朴建鎬

金道鉉

洪鉉杓

鄭賢姬

陳淵範

金勳振

李泰現

業務總括

收書․閱覽業務 總括

收書․閱覽業務

閱覽業務

連續刊行物

閱覽業務

閱覽業務

閱覽業務․讀書認證

570-6271

6272

6272

6276

6274

6275

6276

6277

cjs@kangwon.ac.kr

ghpark@kangwon.ac.kr

hyunkd@kangwon.ac.kr

hong1025@kangwon.ac.kr

jhh@kangwon.ac.kr

jybym@kangwon.ac.kr

khj279@kangwon.ac.kr

maxtailee@kangwon.ac.kr

整理․電算팀

(삼척)

司書主事

司書書記補

期成會職

任香淳

朴記誾

白鎔晶

整理․電算業務總括

整理業務

電算業務

570-6273

6273

6278

hsim11@kangwon.ac.kr

kieun@kangwon.ac.kr

yjbaik@kangwon.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3) E-Mail

圖書館

收書

整理課

館長

課長

司書主事補

技能職

技能職

技能職

技能職

司書主事補

南權熙

邊台鉉

黃明淑

朴台石

朴正圭

白萬基

朴晟濬

金永勳

總括

課業務總括

會計

物品管理, 一般庶務

冷煖房機

冷煖房機

電氣業務

收書 主務

950-6510

6511

6512

6512

6532

6532

6531

6513

khnam@knu.ac.kr

thbyun@knu.ac.kr

mshwang@knu.ac.kr

parkts@knu.ac.kr

parkjg@knu.ac.kr

mgback@knu.ac.kr

sejpark@knu.ac.kr

kimyh@knu.ac.kr

慶北大學校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FAX : (053) 950-6533



會員校 職員 名簿  / 333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補

期成會職

李南淑

安昌淑

金英植

金正允

李亮九

國外書收書

國內書收書

資料登錄

資料登錄

資料登錄

6513

6513

6513

6513

6513

nslee@knu.ac.kr

ssahn@knu.ac.kr

youngsik@knu.ac.kr

jeungyun88@knu.ac.kr

ygulee@knu.ac.kr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技能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金明愛

金辰注

朴英姬

金炫更

金美惠

李承兒

全美羅映

朴明洙

徐英姬

李守馥

東西洋書分類 主務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東西洋書分類, 編目

6391

6392

6392

6516

6516

6515

6515

6515

6515

6516

makim@knu.ac.kr

kimjj@knu.ac.kr

yhpark@knu.ac.kr

hgkim@knu.ac.kr

mhkim@knu.ac.kr

salee02@knu.ac.kr

rajeon@knu.ac.kr

parkms@knu.ac.kr

yhsuh@knu.ac.kr

leekhe@knu.ac.kr

助敎

司書書記補

朴美星

林基榮

電算室 主務

電算

6525

6525

mspark@knu.ac.kr

impussiant@knu.ac.kr

閱覽課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助敎

期成會職

司書主事補

技能職

朴正相

鄭珉鎭

李鐘國

申榮蘭

金英壽

金東勳

崔正姬

權嬉娗

李明熙

鄭美京

金赫珍

課業務總括

連續刊行物室 主務

受驗資料室 主務

連續刊行物室

學術誌支援센터

寄贈刊行物

相互貸借

學位論文室 主務

課庶務

電子資料室 主務

電子資料室

950-6517

6528

6528

6528

6523

6488

6522

6524

6518

6713

6712

jspark002@knu.ac.kr

mjjeong@knu.ac.kr

jklee@knu.ac.kr

yrshin@knu.ac.kr

kimys@knu.ac.kr

ddhkim@knu.ac.kr

ida@knu.ac.kr

hjkwon@knu.ac.kr

mhelee@knu.ac.kr

mkjeong@knu.ac.kr

soma0807@knu.ac.kr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期成會職

沈世香

金賢貞

朴順伊

金京愛

中央貸出室 主務

貸出 및 返納

貸出 및 返納

貸出 및 返納

6519

6484

6484

6484

shimsh@knu.ac.kr

hyunjung@knu.ac.kr

parksy@knu.ac.kr

kyakim@knu.ac.kr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助敎

李相炤

李卓熙

柳貞姬

李京禧

張炳任

李在九

語文學資料室

人文科學資料室 主務

自然科學資料室 主務

社會科學資料室 主務

參考資料室 主務

古書室 主務

6487

6520

6489

6485

6521

6894

leesj@knu.ac.kr

leeth@knu.ac.kr

libryu@knu.ac.kr

khlee@knu.ac.kr

bijang@knu.ac.kr

aedam@knu.ac.kr

醫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期成會職

李相範

卞麗善

李善珠

業務總括

醫學分館 主務

相互貸借, 資料整理

423-0918

6530

6530

leesb@knu.ac.kr

ysbyeon@knu.ac.kr

sjulee@knu.ac.kr

齒醫學分館
分館長

助敎

權五源

裵永活

業務總括

齒醫學分館 主務

660-6800

6914

owkwon@knu.ac.kr

yhbae@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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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補

金孝信

朴贊植

業務總括

法學分館 主務

950-5457

6528

hyoshin@knu.ac.kr

62echo@knu.ac.kr

大學紀錄館 司書主事 崔明淳 大學紀錄館 主務 6461 choims@knu.ac.kr

尙州大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

期成會職

期成會職

朴相植

朴甲用

金蓮順

鄭壬卓

趙玉守

崔晶圭

金萬植

金惠京

業務總括

收書, 整理業務

國內資料室, 學位論文

企劃, 行政, 電算業務

參考業務, 連續刊行物

貸出業務

整理業務, 行政

整理業務, 電算業務

(054)

530-1112

1611

1621

1612

1622

1623

1613

1614

parkss@knu.ac.kr

kypark@knu.ac.kr

kimys8@knu.ac.kr

itjoung@knu.ac.kr

librarian@knu.ac.kr

scjk@knu.ac.kr

kimms@knu.ac.kr

hkkim2002@knu.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5) E-Mail

圖書館

學術情報

支援課

文 泉 閣

館長

課長

敎育行政主事

技 能 職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金男香

黃永祚

李瓊嬉

林松煥

許乧子

金聖圭

朱恩玉

鄭任姬

文英娥

李政喜

總括

課業務 總括

庶務主務

庶務

庶務

收書主務

收書,企劃

整理主務

資料分類編目

漢籍資料室, 資料分類編目

751-5096

5100

5115

5115

6049

5098

5099

5101

5118

5162

nhkim@gnu.ac.kr

yjhwang@gnu.ac.kr

ghlee@gaechuk.gnu.ac.kr

ll5853@hanmail.net

herdj@gaechuk.gnu.ac.kr

kimsung@gaechuk.gnu.ac.kr

jueunok@gaechuk.gsnu.ac.kr

jihee@gaechuk.gnu.ac.kr

yamoon@gaechuk.gnu.ac.kr

lejehe@gaechuk.gnu.ac.kr

學術情報

運營課

課長

司書主事

司書書記

期成會職

司書主事

電算主事補

期成會職

司書主事

技 能 職

技 能 職

司書主事補

技能 職司書主

事補

期成會職

司書主事

金南希

姜弘求

張桓碩

姜蓮花

柳寅翰

金聖均

金賢周

白明喜

申英淑

張璿翼

河萬出

千相德

朴美淑

朴彰勳

柳瑩晊

課業務 總括

運營係, 大學史資料館主務

貸出返納室 業務

貸出返納室 業務

미디어情報係 主務

情報處理室 業務

멀티미디어資料室 業務

主題情報係 主務

社會科學資料室 業務

社會科學資料室 業務

人文學資料室 業務

人文學資料室 業務

自然科學資料室 業務

自然科學資料室 業務

學術情報係 主務

751-5102

5105

5104

5103

6563

5108

6557

5109

5106

5106

5097

5117

5110

5107

6560

namhkim@gnu.ac.kr

kanggh@gaechuk.gnu.ac.kr

hsjang@gnu.ac.kr

kangyo@gaechuk.gnu.ac.kr

ryuinhan@gaechuk.gnu.ac.kr

buti@gnu.ac.kr

hyunju@gaechuk.gnu.ac.kr

baegmh@gaechuk.gnu.ac.kr

sinysook@gaechuk.gnu.ac.kr

jangsi@gaechuk.gnu.ac.kr

hamachul@gaechuk.gnu.ac.kr

cd1000@gaechuk.gnu.ac.kr

mspark@gaechuk.gnu.ac.kr

hun@gaechuk.gnu.ac.kr

ryuyjil@gaechuk.gnu.ac.kr

慶尙大學校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FAX : (055)759-8542



會員校 職員 名簿  / 335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兪受希

朴恒濟

歐美學術資料室 業務

東洋學術資料室, 相互貸借

6556

6559

ysohee@gaechuk.gnu.ac.kr

hspark@gaechuk.gnu.ac.kr

醫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羅在範

鄭光水

朴英嬉

醫學分館 業務 總括

醫學分館 主務

醫學分館 業務

750-8215

751-8777

750-8493

jbna@gnu.ac.kr

kwangsu@gaechuk.gnu.ac.kr

yungha@gaechuk.gnu.ac.kr

法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申宰昊

朴明淑

姜鶴二

法學分館 業務 總括

法學分館 主務

法學分館 業務

751-6682

6218

6218

jaehoshin@unitel.co.kr

soungeun@gaechuk.gnu.ac.kr

kahayi@gaechuk.gnu.ac.kr

海洋科學

分館

分館長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李尙昱

趙興來

秋奉秀

金美淨

海洋分館 業務 總括

海洋分館 主務

整理業務

資料整理

640-3136

3062

3014

3061

lwjhk@gshp.gnu.ac.kr

chohr@gaechuk.gnu.ac.kr

bschoo@gaechuk.gnu.ac.kr

kmj@gaechuk.gnu.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1) E-Mail

資料支援課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白旭鉉

金聖子

孫貴榮

權蒓昌

李載順

李知彦

金賢洙

總括

課業務 總括

企劃․豫算業務

庶務·會計業務

整理業務

整理業務

整理業務

850-8700

8690

8691

8703

8701

8705

8702

whbaek@kongju.ac.kr

sjkim@kongju.ac.kr

son@kongju.ac.kr

sckwon@kongju.ac.kr

soonee@kongju.ac.kr

ljued@kongju.ac.kr

s1502549@kongju.ac.kr

資料運營課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書記

期成會職

金聖子

趙學壽

姜尹圭

趙誠允

趙命洙

金成浩

李蓮姬

金蓮心

金鍾壽

申長澈

課業務 總括

貸出室業務

貸出室業務

貸出室業務

貸出室業務

古典資料室

電算業務

連續刊行物室業務

連續刊行物室業務

連續刊行物室業務

8690

8686

8685

8708

8696

8687

8707

8899

8699

8694

sjkim@kongju.ac.kr

hscho@kongju.ac.kr

kangsan@kongju.ac.kr

eve007@kongju.ac.kr

joms@kongju.ac.kr

kim3001@kongju.ac.kr

yhlee@kongju.ac.kr

simkim@kongju.ac.kr

korkim@kongju.ac.kr

jcshin@kongju.ac.kr

産業科學

大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李鍾完

鄭鎭熙

任英宰

金東美

分館業務 總括

企劃․收書

整理․貸出

連續刊行物․庶務

330-1070

1071

1075

1076

ljw@kongju.ac.kr

jhjung@kongju.ac.kr

yjim@kongju.ac.kr

pig4840@kongju.ac.kr

公州大學校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FAX : (041) 850-8706 자료지원과, 850-8146 자료운영과

330-1079 산업과학대학분관, 850-6131 영상보건대학분관, 562-8080 공과대학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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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63) E-Mail

圖書館

學術情報支援課

收書팀

整理팀

藏書運用팀

情報支援팀

電子情報팀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 書 主 事 補

司書記技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8

司書書記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書記

司書主事

金在璇

閔承官

宋昌燁

金永喆

金英美

李春雨

趙南水

吉眞姬

金鍾瑞

高敏坤

金太勳

鄭塋大

孫洪彦

李現主

柳玟榮

總括

課業務 總括

收書主務

一般庶務, 會計

國內․外書 收書

西洋書 整理

東洋書 整理

東洋書 整理

貸出․返納室 業務

貸出․返納室 業務

社會․自然科學室業務

人文科學資料室

參考․連續刊行物

參考․連續刊行物

電算業務

469-4175

4176

4177

4178

4178

4181

4182

4182

4180

4179

4183

4184

4185

4186

4187

kingjs@kunsan.ac.kr

minsk@kunsan.ac.kr

cysong@kunsan.ac.kr

yckim@kunsan.ac.kr

ymkim@kunsan.ac.kr

cwlee@kunsan.ac.kr

jns@kunsan.ac.kr

jhkil@kunsan.ac.kr

kjs@kunsan.ac.kr

minkon@kunsan.ac.kr

kth@kunsan.ac.kr

young@kunsan.ac.kr

heshon@kunsan.ac.kr

goodhj@kunsan.ac.kr

ymy@kunsan.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61) E-Mail

圖書館

學術情報支援課

館長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敎育行政主事補

尹漢鏞

朴寅淳

李鉉雲

鄭玲均

金廷容

金日鎬

姜明淑

總括

課業務總括

收書主務

連續刊行物室, 相互貸借

資料室總括

木浦캠퍼스 圖書館

契約, 會計

450-2880

2881

2884

450-2891

2893

270-1633

2882

hyyoon@mokpo.ac.kr

inspark@mokpo.ac.kr

qncjsl@mokpo.ac.kr

hyunlee@mokpo.ac.kr

ykchung@mokpo.ac.kr

ilhokim@mokpo.ac.kr

prems@mokpo.ac.kr

映像保健

大學分館

書主事補

期成會職

金仁玉

具光書

分館業務 總括

貸出室業務

850-6131

6132

io719@kongju.ac.kr

gksjc@kongju.ac.kr

工科大學

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權奭兜

沈仁仙

張生翼

劉京洪

分館業務 總括

企劃․收書

貸出室業務

連續刊行物․庶務

550-9059

521-9060

9062

9061

sukdo@kongju.ac.kr

simis@kongju.ac.kr

sijang@kongju.ac.kr

khyu@kongju.ac.kr

群山大學校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

FAX : (063) 466-2088

木浦大學校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FAX : (061) 453-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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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期成會職

契約職

契約職

安吉燁

千旻正

辛星淑

安準植

丁淳和

金庾中

朴祈援

整理

整理

資料대출

整理, 電算

資料대출

謄錄

庶務, 施設

2888

2887

2894

2896

2895

2885

2883

angy27@mokpo.ac.kr

iouv31@mokpo.ac.kr

astro@mokpo.ac.kr

ahnjs@mokpo.ac.kr

jsh@mokpo.ac.kr

yj1912@hanmail.net

pkw671@mokpo.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1) E-Mail

圖書館

學術情報課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補

技能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曺東九

裵正漢

姜鳳女

朴康壽

朴潤基

吳洪穆

李時卓

張素娟

崔靖昊

片海粲

郭性龍

具貞淑

李俊昊

李炫制

張晧喆

朱甲淵

林京美

崔고운

朴喜京

李允貞

金順喜

安相炳

鄭銀熙

總括

學術情報課 總括

資料開發室팀장

멀티미디어室팀장

單行本室팀장(工學)

連續刊行物室팀장(工學)

建築圖書館팀장

連續刊行物室팀장

單行本室팀장

資料組織室팀장

東洋書整理

連續刊行物,相互貸借(工學)

학술DB,西洋學術誌

收書業務(國內)

電算業務

西洋書整理

收書業務(國外)

東洋學術誌,相互貸借

單行本貸出返納

東洋書整理

庶務業務

學位論文整理

單行本貸出返納(工學)

629-6700

6701

6702

6714

5250

5254

5257

6718

6723

6708

6709

5255

6719

6703

6715

6710

6704

6720

6722

6711

6705

6712

5251

jdg@pknu.ac.kr

baejh@pknu.ac.kr

bnkang@pknu.ac.kr

kspark@pknu.ac.kr

parkyk@pknu.ac.kr

jijonohm@pknu.ac.kr

stlee@pknu.ac.kr

syjang@pknu.ac.kr

choijh@pknu.ac.kr

hcpyon@pknu.ac.kr

yong4u@pknu.ac.kr

tianmimi@pknu.ac.kr

lee0420@pknu.ac.kr

leehj@pknu.ac.kr

hcjang@pknu.ac.kr

kyjoo@pknu.ac.kr

kmlim@pknu.ac.kr

guchoi@pknu.ac.kr

phk77@pknu.ac.kr

lyj5194@pknu.ac.kr

hiks@pknu.ac.kr

ani@pknu.ac.kr

euni1202@pknu.ac.kr

釜慶大學校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FAX : (051) 629-6707

釜山大學校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FAX : (051) 513-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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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1) E-Mail

圖書館 館長 李熙悅 總括 510-1801 libdir@pusan.ac.kr

情報 課長 李節子 情報開發課業務總括 1806 jjlee@pusan.ac.kr

開發課 敎育行政主事 朴玄燮 庶務全般 1830 panijin@pusan.ac.kr

司書主事 金銀珠 國內書整理 1808 eunek@hanmail.net

司書主事 金秀善 電算全般 1821 sseonkim@pusan.ac.kr

司書主事 張淑姬 整理全般 3822 changsh@pusan.ac.kr

司書主事 張英男 收書全般 1805 jangyn@pusan.ac.kr

司書主事 洪性哲 企劃弘報全般 1820 hsc264@pusan.ac.kr

司書主事補 姜汀勇 單行本收書 1803 joykang@pusan.ac.kr

司書主事補 金秀珍 庶務/物品 1822 sojkim@pusan.ac.kr

司書主事補 李晳基 國內書整理 1825 cyberlee@pusan.ac.kr

司書主事補 張香子 西洋書整理 1808 hjchang@pusan.ac.kr

司書主事補 辛周營 西洋連續刊行物收書 1804 jyashin@pusan.ac.kr

司書主事補 鄭載薰 東洋連續刊行物收書/寄贈 1823 nomon@pusan.ac.kr

司書主事補 黃銀珠 連續刊行物整理 3822 ejohwang@pusan.ac.kr

司書書記 曺賢珠 企劃弘報 1831 libme@pusan.ac.kr

司書書記補 金旺鍾 電算 1832 do1st@pusan.ac.kr

期成會職 金銀頃 庶務/文書管理 1802 eke@pusan.ac.kr

期成會職 都良嬉 庶務/會計 1822 dylee@pusan.ac.kr

期成會職 裵珍善 國內書整理 1807 jsbai@pusan.ac.kr

期成會職 尹鉉姬 國外書整理 1807 hyunhee@pusan.ac.kr

期成會職 許成京 單行本收書/登錄 1399 skheo1@pusan.ac.kr

助敎 催德洙 電算 1817 sean0910@pusan.ac.kr

情報 課長 李東文 情報運營課業務總括 510-1809 lib007@pusan.ac.kr

運營課 司書主事 李善姬 課庶務/課企劃 1800/1301 1225lee@pusan.ac.kr

司書主事 李哲燦 人文社會科學資料館連續刊行物 3350 cclee@pusan.ac.kr

司書主事 丁英姬 語文學資料館 1302 jungyh@pusan.ac.kr

司書主事 崔末姬 科學技術資料館連續刊行物 1813 mhchoi@pusan.ac.kr

司書主事補 金京淑 科學技術資料館/敎育 1810 ksokim@pusan.ac.kr

司書主事補 李正姬 人文社會科學資料館/敎育 1814 jounghee@pusan.ac.kr

司書主事補 林貞姬 藝體能資料館 1812 jh0205@pusan.ac.kr

司書主事補 張德洙 相互貸借 1815 dsjang@pusan.ac.kr

司書主事補 張恩榮 멀티미디어센터 1305 jangey@pusan.ac.kr

司書主事補 張和玉 科學技術資料館 1815 hjchang@pusan.ac.kr

司書書記 孫成東 貸出/返納 1308 ssd1005@pusan.ac.kr

期成會職 李恩海 貸出/返納 1811 yehlee@pusan.ac.kr

期成會職 余允善 貸出/返納 1304 yooun@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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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成會職 鄭惠承 人文社會科學資料館連續刊行物 1307 hssjung@pusan.ac.kr

醫學 圖書館長 林英卓 醫學圖書館 總括 240-7295 limyt@pusan.ac.kr

圖書館 司書主事 李壽賢 業務全般 7707 suhyun@pusan.ac.kr

司書主事補 朴鉉禹 連續刊行物 7708 hwpark1@pusan.ac.kr

司書書記 鄭英珠 相互貸借 7709 yjung@pusan.ac.kr

法學 圖書館長 安元河 法學圖書館 總括 510-1021 ahn@pusan.ac.kr

圖書館 司書主事 李時采 業務全般 1582 sclee41@pusan.ac.kr

司書書記 金貞伊 法學資料開發/敎育 1579 jyikim@pusan.ac.kr

期成會職 余允善 貸出/返納/學位論文原文DB拘縮 1583 yooun@pusan.ac.kr

나노생명과학 圖書館長 白在崶 나노생명과학圖書館總括 350-5210 jbbaek@pusan.ac.kr

圖書館 司書主事 河宇基 業務全般 350-5211 wkha@pusan.ac.kr

技能職 徐末淑 連續刊行物 5212 msseo@pusan.ac.kr

期成會職 白秀連 貸出/返納 5213 sybaik@pusan.ac.kr

平生敎育院 司書主事 李南京 敎育課程開發 (파견) 1234 naklee@pusan.ac.kr

記錄館 司書主事 張貞順 記錄館 3298 jsjang@pusan.ac.kr

功勞硏修 技能職 白吉同 製本 1310 baekgd@hanmail.net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 話(02) E-Mail

圖書館

收書整理課

館長

課長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

朴明珍

金成中

金昌根

權光姬

金善姬

柳雲珠

尹文子

金和澤

朴宣姬

朴貞順

朴廷珠

朴賢雨

李成烈

李淑姬

李珠䄷

李泰淳

장신문

崔允範

金賢子

南宮善姬

總括

課業務 總括

課業務 總括 補佐

整理(單行本)

收書(連刊物)

收書(單行本)

收書(寄贈, 資料交換)

收書(連刊物, 電子資料)

收書(單行本)

收書(寄贈, 資料交換)

整理(單行本)

整理(連刊物)

整理(寄贈)

整理(單行本)

整理(連刊物)

整理(連刊物)

整理(單行本)

連續刊行物 管理

整理(單行本)

寄贈, 交換

880-5280

5290

5304

5293

5579

5636

8075

5287

7590

5580

5263

8077

5466

5292

8077

5287

9273

2514

5291

5580

mjinpark@snu.ac.kr

capkimsj@snu.ac.kr

ckkim@snu.ac.kr

kweon@snu.ac.kr

koba@snu.ac.kr

woonju@snu.ac.kr

yunmj@snu.ac.kr

kht@snu.ac.kr

sunhui@snu.ac.kr

psnjs@snu.ac.kr

pjj@snu.ac.kr

hwp@snu.ac.kr

srlee@snu.ac.kr

leesh@snu.ac.kr

jss@snu.ac.kr

taesoon@snu.ac.kr

changsm@snu.ac.kr

choiyb@snu.ac.kr

bohy@snu.ac.kr

felidae@snu.ac.kr

서울大學校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FAX : (02) 872-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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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書書記

司書書記補

司書書記補

技能8級

技能8級

技能9級

技能10級

期成會職

契約職

朴鏡浩

金素美

安有炅

金銀植

朴愛信

李知衍

金䎷熙

李載順

李貞禮

收書(單行本)

收書(連刊物)

整理(單行本)

收書(連刊物)

整理(單行本)

收書(連刊物)

收書(單行本)

課 行政業務

整理(單行本)

7592

5286

5292

5286

5263

8071

5284

1402

9273

kimosueky@snu.ac.kr

kimsomi@snu.ac.kr

verseau@snu.ac.kr

kes7658@snu.ac.kr

aeshin@snu.ac.kr

ijerni@snu.ac.kr

blu2cat@snu.ac.kr

leejs@snu.ac.kr

naoze@snu.ac.kr

情報管理課 課長

司書事務官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電算主事補

電算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電算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補

司書書記補

司書書記補

技能7級

張錫一

林相元

金祺泰

金東姬

金美香

朴奉琴

朴永培

朴貞姬

宋浚湧

宋和淑

鄭魯玉

洪順永

姜鍊娥

金根玉

金紀淑

金順玉

馬美景

閔世永

朴鎭晩

裵鍾鶴

劉在娥

李秀玉

林英姬

鄭熙柱

黃英淑

金多英

尹孝珍

李玟京

李允卿

張惠英

趙眞永

具本京

權永美

李智善

金玉道

課業務 總括

課業務 總括 補佐

課業務 總括 補佐

古文獻資料室 運用

電算支援室 運用

中央貸出室 運用

非圖書資料室 運用

單行本資料室 運用

圖書館政策委員會 派遣

參考資料/基礎情報室 運用

相互貸借室 運用

學科專擔 硏究支援室 運用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單行本資料室 業務

電算支援 業務

課 行政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電算支援 業務

電算支援 業務

古文獻資料室 業務

農學圖書館 支援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電算支援 業務

獸醫科大學 圖書室(派遣)

電算支援 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相互貸借室 業務

非圖書資料室 業務

貸出/返納 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學科專擔 硏究支援 業務

製本業務

880-8074

8983

5296

5115

5567

5303

2615

5306

3704-2754

880-5313

9375

7598

5300

5307

5438

8784

5305

5311

5288

5288

5314

4775

5302

5312

1218

5294

5311

5309

5298

5301

5302

5305

5300

2530

5289

csi2010@snu.ac.kr

limsw@snu.ac.kr

ktkim@snu.ac.kr

kddong@snu.ac.kr

hyanggi@snu.ac.kr

pbg1980@snu.ac.kr

pyb@snu.ac.kr

pch@snu.ac.kr

junyong@snu.ac.kr

hsong@snu.ac.kr

jnong@snu.ac.kr

hongsy@snu.ac.kr

quasi@snu.ac.kr

sosung@snu.ac.kr

kkss@snu.ac.kr

kso@snu.ac.kr

mkma@snu.ac.kr

minse@snu.ac.kr

praise@snu.ac.kr

anstls@snu.ac.kr

dbwodk@snu.ac.kr

leesuok@snu.ac.kr

charmy@snu.ac.kr

jeonghj@snu.ac.kr

youngsuk@snu.ac.kr

kdyo28@snu.ac.kr

hyojeon@snu.ac.kr

l22mink@snu.ac.kr

karaba@snu.ac.kr

chychang@snu.ac.kr

irwy@snu.ac.kr

bkku@snu.ac.kr

youngmi@snu.ac.kr

ezeo@snu.ac.kr

ko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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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能8級

技能8級

技能8級

技能10級

助敎

契約職

契約職

契約職

契約職

金憲濟

柳能烈

張姬哲

鄭敞元

金修賢

金英蘭

金榮旼

申沇暻

洪元姬

單行本資料室 業務

製本業務

非圖書資料室 業務

單行本資料室 業務

홈페이지 管理

單行本資料室 業務

單行本資料室 業務

貸出/返納 業務

硏究支援 業務

5299

7597

5298

5307

5438

5299

5307

5301

2530

khje@snu.ac.kr

yungeung@snu.ac.kr

changhc@snu.ac.kr

dbjim@snu.ac.kr

ksan@snu.ac.kr

zoh218@snu.ac.kr

damduck@snu.ac.kr

arisol91@snu.ac.kr

wony0810@snu.ac.kr

行政支援팀 課長

行政事務官

司書主事

行政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8級

技能8級

期成會職

契約職

契約職

李鉉一

李昌宰

金章源

鄭大鉉

金英愛

金元讚

柳良任

崔美順

朱영

金永植

冰在燮

韓花淑

南宮文善

李武基

業務 總括

業務 總括 補佐

司書行政, 閱覽室管理

行政業務

對外協力室 運用

企劃 弘報

藏書基金, 間接硏究費

弘報 統計

對外協力 業務

期成會計

一般會計, BK事業費

人事, 給與 物品管理

附屬室 및 行政業務 補助

廳舍管理

880-5281

5283

5297

5324

9374

5285

5282

1375

9374

5295

7591

8003

5280

5325

suamhilee@snu.ac.kr

leechang@snu.ac.kr

kjwon@snu.ac.kr

napapada@snu.ac.kr

kimya@snu.ac.kr

wckim75@snu.ac.kr

yangnim@snu.ac.kr

choims@snu.ac.kr

yjoo@snu.ac.kr

youngsik@snu.ac.kr

bing@snu.ac.kr

jwon@snu.ac.kr

78ggang@snu.ac.kr

社會科學

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書記補

期成會職

財團司書職

財團司書職

財團電算職

財團司書職

柳弘林

金赫泰

洪周延

宋美卿

余貞淳

全京姬

金東鎬

申明姬

業務 總括

業務總括

收書,相互貸借,硏究支援

整理業務

情報支援室

資料整理, 圖書出納

情報檢索室

行政業務 補助

8249

8248

8870

8871

8245

8246

8244

8247

honglim@snu.ac.kr

hyug@snu.ac.kr

honghong@snu.ac.kr

songmk@snu.ac.kr

jsyeo@snu.ac.kr

khchun@snu.ac.kr

comsi2@snu.ac.kr

shinmong@snu.ac.kr

經營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財團司書職

財團司書職

盧尙奎

柳甲蕃

柳良淑

金三禮

金淵珪

申鎭淑

業務 總括

業務總括

連刊物 收書 整理

收書, 行政業務

單行本 收書 整理

貸出, 相互貸借

6922

8254

6853

6915

6853

6959

srho@snu.ac.kr

ryukb@snu.ac.kr

rys@snu.ac.kr

samrye@snu.ac.kr

lillykyk@snu.ac.kr

shinjin@snu.ac.kr

農學分館 分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8級

技能8級

朴承禹

洪九杓

金鉉埈

朴章杓

鄭惠蘭

金賢美

業務 總括

業務總括

行政業務, 收書

收書 및 整理, PC管理

連刊物 整理 및 運營

貸出, 相互貸借

4737

4773

4774

4775

9041

9040

swpark@snu.ac.kr

gphong@snu.ac.kr

hyunjoon@snu.ac.kr

jangpyo@snu.ac.kr

ran@snu.ac.kr

hyunmee@snu.ac.kr

法學分館 分館長 鄭肯植 業務 總括 5326 hs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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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 話(061) E-Mail

圖書館 館長 梁烍基 總括 750-5000 ysk@sunchon.ac.kr

學術情報課 課長 金永炫 課業務總括 5010 kyh@sunchon.ac.kr

司書主事 沈明燮 學術情報支援팀장 5016 sms@sunchon.ac.kr

司書主事 裵今杓 學術情報서비스팀장 5020 kpbae@sunchon.ac.kr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8級

財團司書職

財團司書職

財團司書職

財團司書職

崔根完

蔡宗秉

金玉洙

柳順英

金那英

尹세喜

安珠延

金熙暻

業務總括

收書, 行政, 連續刊行物室

整理

貸出

法律文獻索引

法律文獻索引

硏究同參考室

整理

5327

5329

5328

5330

9230

9230

7594

5328

kwc0321@snu.ac.kr

chaejb@snu.ac.kr

oksoo@snu.ac.kr

ysy5891@snu.ac.kr

nykim@snu.ac.kr

shyoon@snu.ac.kr

99ajy@hanmail.net

loveis@nanmail.net

醫學分館 分館長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徐廷旭

李斗榮

安長喜

張俊洙

黃末禮

李靜洙

朴天貞

李銀兒

安志圓

總括

業務總括

連續刊行物室

單行本資料室

收書, 行政業務

相互貸借

行政業務, 收書(單行本)

貸出, 整理 業務

連續刊行物 業務

740-8041

8043

8051

8046

8044

8049

8049

8047

8045

jwseo@snu.ac.kr

pings@snu.ac.kr

anj@snu.ac.kr

jangjuns@snu.ac.kr

hwangmy@snu.ac.kr

suj@snu.ac.kr

lilac@snu.ac.kr

nesilver@snu.ac.kr

splesh@snu.ac.kr

國際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補

司書書記補

財團職員

財團職員

金鍾燮

申승남

朴소담

梁想美

尹晶煜

業務 總括

業務總括

EU 資料, 硏究支援

單行本, 日本硏究所 資料

連續刊行物

880-8976

2532

8502

8502

8508

chongsup@snu.ac.kr
shinsn@snu.ac.kr

serene@snu.ac.kr

smya77@snu.ac.kr

juyoon@snu.ac.kr

齒醫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期成會職

財團職員

李梓鳳

鄭癸明

崔東淑

金恩智

業務 總括

業務總括

連續刊行物室

單行本, 貸出

740-8687

765-5926

740-8621

740-8794

swallow@snu.ac.kr

jgmyung@snu.ac.kr

cds@snu.ac.kr

eunji@snu.ac.kr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室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洪九杓

朴淑禧

趙仙泰

權在哲

金昌燮

羅惠蘭

業務 總括

閱覽, 韓國學資料室

整理, 홈페이지 管理

古典籍 保存, 管理

資料交換

情報化業務

880-2619

5317

5316

5316

5469

5028

gphong@snu.ac.kr

pshee@snu.ac.kr

suntae@snu.ac.kr

kjchol@snu.ac.kr

kcs@snu.ac.kr

rhr1227@snu.ac.kr

順天大學校

 540-742 전남 순천시 중앙로 413

FAX : (061)75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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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書主事 李城林 學科擔當司書 5025 sunglim@sunchon.ac.kr

司書主事 金漢龍 學科擔當司書 5026 hyk@sunchon.ac.kr

司書主事 金貞蘭 收書主務 5011 kjr@sunchon.ac.kr

司書主事補 金渙彬 저널硏究資料 5023 khb@sunchon.ac.kr

司書主事補 李恩慶 學科擔當司書 5028 ek@sunchon.ac.kr

司書主事補 白惠淑 學科擔當司書 5027 bhs@sunchon.ac.kr

司書書記 鄭海善 收書 5012 shiny20s@sunchon.ac.kr

技能八級 蔡順玉 庶務, 物品, 會計 5013 csok@sunchon.ac.kr

期成八級 金善周 電子情報 5018 ksj@sunchon.ac.kr

期成八級 裵宗善 DB構築 5017 bjs@sunchon.ac.kr

期成八級 朴가연 學科擔當司書 5024 tennis@sunchon.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 話(054) E-Mail

圖書館

學術情報課

收書팀

DB管理팀

貸出/參考팀

定期刊行物팀

電子情報팀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主事

司書主事

期成會職

期成會職

司書主事

技能8級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文泰鉉

尹承準

李長雨

金用旭

尹大煥

金賢淑

裴秀京

朴成國

全南姬

沈相五

金慈英

尹東原

權寧植

盧聖卓

李修珍

總括

學術情報課業務總括

收書・人事

庶務・會計・物品

東洋書 分類

東洋書 分類・整理

西洋書 分類・整理

貸出室全般

貸出室業務管理

貸出・返納

參考資覽室・古書室管理

相互貸借

製本・學位論文

電算業務 全般

電子情報室 管理

820-5237

5387

5238

5239

5240

5240

5241

5314

5242

5243

5807

5443

5246

5728

5724

moon48@andong.ac.kr

ysj@andong.ac.kr

zjangwu@andong.ac.kr

youkim@andong.ac.kr

dhyun@andong.ac.kr

kimhs@andong.ac.kr

sk0121@andong.ac.kr

skpark@andong.ac.kr

nami@andong.ac.kr

soshim@andong.ac.kr

kimjy@andong.ac.kr

dwyun@andong.ac.kr

yskwon@andong.ac.kr

robabo@andong.ac.kr

sujin80@andong.ac.kr

所 屬 職位 姓 名 擔當業務 電話(062) E-Mail

圖書館

學術情報支

援課

館長

課長

行政主事

曺勝鉉

尹泳赫

鄭均永

總括

課業務 總括

行政主務

530-3510

3520

3521

chosh@chonnam.ac.kr

yhyoon@chonnam.ac.kr

kyjeong@chonnam.ac.kr

安東大學校

 760-749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FAX : (054) 820-5690

全南大學校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FAX : (062) 53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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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員

暖房員

衛生員

管理員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 書 員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文正姬

李相昊

朴正求

徐玟宇

申東榮

李 珠

羅玉丰

金善아

朴晟鎭

金明子

徐香善

林呂振

姜昌愛

張點子

金昌求

金孝淑

行政

機械施設

文書受發

廳舍管理

收書主務

單行本

連續刊行物

收書

寄贈資料

整理主務

整理

整理

整理

整理

整理

整理

3522

3526

3528

3538

3531

3532

3533

3533

3532

3541

3545

3544

3543

3542

3544

3546

moonjh@jnu.ac.kr

sangh@jnu..ac.kr

binu114@naver.com

dyshin@chonnam.ac.kr

j2lee@chonnam.ac.k

obnah@chonnam.ac.kr

kimsa@chonnam.ac.kr

kinc00@chonnam.ac.kr

myungj@chonnam.ac.kr

hssuh@chonnam.ac.kr

bulls@chonnam.ac.kr

cakang@chonnam.ac.kr

jjjang@chonnam.ac.kr

kcglib@chonnam.ac.kr

ppoosook@chonnam.ac.kr

學術情報運

營課

課長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書記

司書員

助敎

계약직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 書 員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張兌奎

朱晟希

宋敬坤

鄭鍊培

趙炳贊

姜永根

高美惠

金善아

崔淑京

李麟吉

李炳湳

李秀貞

朴秀鉉

明善美

崔時華

李現南

丁大根

金笑珍

李幸喆

黃善米

朴貴煥

曺恩貞

尹瑞英

黃演燮

朴末淑

裴殷井

課業務 總括

整理․分館業務總括

藝體能系列

貸出返納

古書

文學系列

經營系列

文學系列

自然科學系列

電算

相互貸借

社會科學系列

敎育學系列

貸出

技術科學系列

電子資料

返納

語文學系列

醫學分館(連續刊行物)

醫學分館(單行本)

法學分館

法學分館

法學分館

農學分館

麗水分館(收書)

麗水分館(連續刊行物)

530-3560

3540

3564

3571

3573

3577

3561

3578

3565

3552

3535

3562

3563

3572

3566

3551

3576

3578

220-4051

220-4052

2280

2290

2299

2045

061-659-260

1

tgjang@chonnam.ac.kr

snobhee@chonnam.ac.kr

kksong@chonnam.ac.kr

ybjeong@chonnam.ac.kr

bccho@chonnam.ac.kr

ygkang@chonnam.ac.k

mhko@chonnam.ac.kr

kimsa@chonnam.ac.kr

skchoi@chonnam.ac.kr

iglee@chonnam.ac.kr

bnlee@chonnam.ac.kr

crystal2@chonnam.ac.kr

suhyun@chonnam.ac.kr

smmyung@chonnam.ac.kr

sihwa@chonnam.ac.kr

hnlee@chonnam.ac.kr

jdk319@chonnam.ac.kr

sojin@chonnam.ac.kr

leehc@chonnam.ac.kr

smhwang@chonnam.ac.kr

ghpark@chonnam.ac.kr

ejcho69@chonnam.ac.kr

virgo90@chonnam.ac.kr

yshwang@chonnam.ac.kr

msp1008@chonnam.ac.kr

queen@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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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書員

司書員

事務員

事務員

事務員

李나래

金나리

丁淑賢

崔賢貞

南末鉉

麗水分館(整理)

麗水分館(相互貸借)

麗水分館(行政)

麗水分館(貸出返納)

麗水分館(電算)

2611

2603

2604

2602

2605

2610

skywing@chonnam.ac.kr

nrkim@chonnam.ac.kr

jungsuk@chonnam.ac.kr

hjshalom@chonnam.ac.kr

maro3612@chonnam.ac.kr

所屬 職名 姓名 擔當業務 電話(063) E-Mail

圖書館

情報

開發課

館長

課長

行政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

技能職

李鍾德

呂寅述

賓重秀

李秀子

黃奉夏

李海珍

鄭圭鍾

鄭石淳

權愛璟

崔五順

梁淨垠

吳世哲

金秀惠

蔡洙任

總括

課業務總括

庶務팀장

資料購買

一般庶務

物品管理

收書팀장

單行本收書

連刊物收書

整理팀장

東洋書整理

東洋書整理

東洋書整理

西洋書整理

270-3451

3452

4404

4405

3456

3465

4406

3457

3471

3469

3817

3470

3816

3467

jdlee@chonbuk.ac.kr

yeo@chonbuk.ac.kr

bjs@chonbuk.ac.kr

sooja@chonbuk.ac.kr

hwang@chonbuk.ac.kr

lhj@chonbuk.ac.kr

kjchong@chonbuk.ac.kr

jss6337@chonbuk.ac.kr

kyk0602@chonbuk.ac.kr

choi@chonbuk.ac.kr

yje@chonbuk.ac.kr

lucky537@chonbuk.ac.kr

tokijuice@chonbuk.ac.kr

zztt35@chonbuk.ac.kr

圖書館

情報

奉仕課

課長

司書主事

司書書記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司書主事

司書書記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期成會職

李瑛福

趙汽衍

金하나

安採鉉

安京萬

吳慧珉

朴裕子

高珉淨

丁敏淑

林吉禮

河泰鍾

趙修慶

林鉉娥

金貞美

課業務總括

貸出팀장

貸出室

自然科學室팀장

人文科學室

社會,藝 ․體能室

連續刊行物室팀장

連續刊行物室

學位論文室

古書室

전자정보팀장

전자정보원관리

電算室 소관업무

멀티미디어실 운용관리

3453

3459

3466

3479

3463

3460

3461

3464

3458

3462

3485

4407

4408

3467

yblee@chonbuk.ac.kr

ckyoun@chonbuk.ac.kr

egghana@chonbuk.ac.kr

chahn@chonbuk.ac.kr

manak33@chonbuk.ac.kr

ohm2969@chonbuk.ac.kr

pyj@chonbuk.ac.kr

kkakdugi22@chonbuk.ac.kr

chungms@chonbuk.ac.kr

lkl77@chonbuk.ac.kr

cla@chonbuk.ac.kr

skcho@chonbuk.ac.kr

huri77@chonbuk.ac.kr

jungmi@chonbuk.ac.kr

醫學

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金漢郁

金榮壽

朴点順

分館業務總括

分館팀장

分館업무

3481

3482

3473

hanukkim@chonbuk.ac.kr

kimys1@chonbuk.ac.kr

pjs@chonbuk.ac.kr

全北大學校

 561-75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FAX : (063) 27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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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醫學

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期成會職

朴秀貞

吳 琁

鄭杜泳

分館業務總括

分館팀장

分館업무

4029

4008

4708

soopark@chonbuk.ac.kr

sun529@chonbuk.ac.kr

wjd@chonbuk.ac.kr

法學

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契約職

申洋均

裵文淑

金容美

李詩仙

分館業務總括

分館팀장

分館업무

分館업무

2664

3455

4409

4656

sign@chonbuk.ac.kr

moonsook@chonbuk.ac.kr

jesuskim@chonbuk.ac.kr

onlysun0914@chonbuk.ac.kr

益 山

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書記

金明坤

具眞會

吳星勳

分館業務總括

分館팀장

分館업무

850-0591

0592

0593

kmyuko@chonbuk.ac.kr

god@chonbuk.ac.kr

whitecrow@chonbuk.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64) E-Mail

圖書館 館長 高成孝 總括 754-2201 dinkyksh@cheju.ac.kr

收書整理科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敎育行政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梁大玉

徐允珍

左宗錫

李明熹

金美伶

金利璟

吳炳憲

許晶任

李貞孝

夫祥赫

金仁順

高香淑

李榮淑

課業務 總括

收書 業務

整理 業務

登錄 業務

電算 業務

一般庶務/會計 業務

收書 業務

整理 業務

整理 業務

施設, 消防 業務

登錄 業務

整理 業務

登錄 業務/一般庶務

2202

2206

2211

2205

2214

2203

2204

2212

2212

2210

2207

2211

2207

ydo@cheju.ac.kr

syoonjin@cheju.ac.kr

jjsaou@cheju.ac.kr

mhjeju@cheju.ac.kr

mrk1261@cheju.ac.kr

kek7355@cheju.ac.kr

ohbyung@cheju.ac.kr

hjiuem@cheju.ac.kr

idaho@cheju.ac.kr

boosh@cheju.ac.kr

kimis3610@cheju.ac.kr

shg2003@cheju.ac.kr

youngsuk@cheju.ac.kr

資料管理課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技能職

期成會職

張次熙

吳性宗

姜權益

洪益俊

梁仁實

姜良淑

課業務 總括

鄕土資料 業務

閱覽 業務

멀티미디어資料室/

參考資料室 業務

返納業務

貸出 業務

2215

2229

2216

2224

2221

2220

jchdo@cheju.ac.kr

sjoh@cheju.ac.kr

kkkawi@cheju.ac.kr

hong46@cheju.ac.kr

yang1@cheju.ac.kr

seawater@cheju.ac.kr

法學分館 司書主事補

司書書記補

期成會職

吳榮起

吳안녕

梁蓮花

法學分館 業務 總括

海外學會誌

大學論文/國內學會誌

2228

2226

2225

oyk@cheju.ac.kr

pandora@cheju.ac.kr

yeonhwa@cheju.ac.kr

醫學分館 分館長

司書主事補

金榮實

秦雨奭

醫學分館 業務 總括

醫學分館 業務

1101

3805

sill@cheju.ac.kr
jinws@cheju.ac.kr

濟州大學校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로 66번지

FAX : (064) 755-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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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大學校
敎育大學
圖書館
司書팀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書記

事務員

鄭光中

秦昌男

金信永

洪女玉

圖書館業務 總括

圖書運用企劃및情報化

整理 및 參考奉仕

資料貸出 書庫整理

720-0812

0742

0743

0744

jeongkj@cheju.ac.kr

banya@cheju.ac.kr

grace@cheju.ac.kr

hong@cheju.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5) E-Mail

圖書館

學術情報課

圖書館長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契約職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司書主事

期成會職

司書主事

期成會職

申坪雨

劉敬鍾

蔣熙靑

金苾順

尹三燮

趙 玎

尹榮蘭

朴美香

朴貞善

曺旼志

鄭圭映

金昌男

車泳黙

魚晶淑

陳炯權

朴正欽

朴敏奎

成容來

總括

課業務總括

庶務主務, 企劃, 會計

一般庶務, 物品管理

收書.整理主務,單行本 收書

整理

受贈(交換),整理

整理

貸出主務, 藏書管理

返納

貸出

連續刊行物主務,

連續刊行物 收書

連續刊行物(國外),

電子저널, 相互貸借

連續刊行物(國內)

情報管理主務, 參考資料管理

電算

大學記錄館業務

資料館시스템,情報公開

213-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8

2407

2409

2411

2410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pwshin@changwon.ac.kr

kjyoo@changwon.ac.kr

subin@changwon.ac.kr

kps@changwon.ac.kr

ssyun@changwon.ac.kr

eos@changwon.ac.kr

yyr@changwon.ac.kr

pmh@changwon.ac.kr

pjs@changwon.ac.kr

jmj5567@changwon.ac.kr

jkyoung@changwon.ac.kr

suan@changwon.ac.kr

cym@changwon.ac.kr

jeong@changwon.ac.kr

jinhk@changwon.ac.kr

adena@changwon.ac.kr

pmg@changwon.ac.kr

ylsung@changwon.ac.kr

所 屬 職 名 姓 名 主要擔當業務 電話(042) E-Mail

收書

整理課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韓福姬

金相泰

李明均

申鉉錫

崔光彦

總括

課業務 總括

會計, 庶務 主務

會計

物品

6010

6012

6015

6015

6016

hanbh@cnu.ac.kr

kt1839@cnu.ac.kr

mklee@cnu.ac.krr

sinhs@cnu.ac.kr

chojyn@cnu.ac.kr

昌原大學校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FAX : (055) 213-2420

忠南大學校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FAX : (042) 82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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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補

期成會織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孫旼廷

崔承國

陸相玉

李鏞洛

梁炳吉

文景綠

申貞仙

朱鉉云

沈海敬

朴章淑

金兌子

李柱鉉

庶務

收書業務 主務

國外書 收書

國內書 收書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 파견

整理業務 主務

國外書 整理

國內書 整理

國內書 整理

國外書 整理

電算弘報 主務

電算弘報

6016

7207

6017

6018

6019

6031

6032

6031

6030

6024

6025

mjson@cnu.ac.kr

skchoi@cnu.ac.kr

soyook@cnu.ac.kr

fudagury@cnu.ac.kr

bgyang@cnu.ac.kr

krmoon@cnu.ac.kr

jssin@cnu.ac.kr

hujoo@cnu.ac.kr

hksim@cnu.ac.kr

parkjs@cnu.ac.kr

tjkim@cnu.ac.kr

zelator@cnu.ac.kr

資料

運營課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契約職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補

司書主事

契約職

南美希

李殷鍾

都振宣

文柱現

朴美羅

朴春圭

柳常熙

宋圭南

孔貴花

田英姬

孫基順

李常浩

朴正貳

閔智夽

金春玉

梁賢雅

課業務 總括

資料運營業務 主務

貸出, 返納

貸出, 返納

貸出, 返納

古書

人文․社會科學資料

講義支援 專擔

學術情報業務 主務(國外)

學位論文

連續刊行物(國內)

連續刊行物收書

自然科學資料/相互貸借

相互貸借

電子資料 主務

電子資料 業務輔助

6014

6023

6021

6021

6022

6028

7201

7202

6036

7206

7204

7205

7203

7205

6026

6026

namhee0121@hanmail.net

eujlee@cnu.ac.kr

jinseon@cnu.ac.kr

mpaul@cnu.ac.kr

mlpark@cnu.ac.kr

ckpark@cnu.ac.kr

shyoo@cnu.ac.kr

kyuddong@cnu.ac.kr

kwkong@cnu.ac.kr

yhjeon@cnu.ac.kr

son17@cnu.ac.kr

leesh706@cnu.ac.kr

parkjy@cnu.ac.kr

jemin@cnu.ac.kr

cokim@cnu.ac.kr

ship007@nate.com

農學

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契約職

南相運

吳達壽

趙유리

農學圖書館 業務 總括

農學圖書館 主務

農學圖書館 業務 輔助

6029

6029

6033

swnam@cnu.ac.kr

dalsoo@cnu.ac.kr

yuriyuri20@hanmai.net

法學

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契約職

金載鎬

李衍

趙敏娥

法學圖書館 業務 總括

法學圖書館 主務

法學圖書館 業務 輔助

8844

8502

8503

kjh5829@cnu.ac.kr

leeyon@cnu.ac.kr

ma0614@hanmai.net

醫學

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契約職

梁俊榮

李根喜

李定姬

醫學圖書館 業務 總括

醫學圖書館 主務

醫學圖書館 業務 輔助

580-8152

8156

8156

jyyang@cnu.ac.kr

kunhee@cnu.ac.kr

thisy@cnu.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3) E-Mail

忠北大學校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번지(개신동)

FAX : (043) 27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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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書館

資料支援課

館長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書記

勁勞務職

勁勞務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助敎

敎育行政主事

技能職

期成會職

金仁經

南潤範

姜東錫

朴鍾祐

金封希

鄭相京

李知炫

鄭太浩

朴順姬

金星銀

金春植

金度祐

金明九

延淑嬉

金在元

總括

課業務總括

收書主務

國外書 收書

國內書 收書/寄贈

整理主務

整理(國外書)

整理(國內書)

整理(國內書)

企劃/電算主務

企劃/電算

電算

庶務主務

會計

庶務/物品

261-2880

2884

2918

2885

2885

2887

2886

2886

2887

2062

2062

2062

2881

2808

2808

ikkim@chungbuk.ac.kr

nampya@chungbuk.ac.kr

dskang@chungbuk.ac.kr

jwpark@chungbuk.ac.kr

bongya@chungbuk.ac.kr

skjeong@chungbuk.ac.kr

milkystory@chungbuk.ac.kr

reonhar00@naver.com

natural@chungbuk.ac.kr

sekim@chungbuk.ac.kr

cs016@chungbuk.ac.kr

wingowin@chungbuk.ac.kr

mkkim@chungbuk.ac.kr

s3456@chungbuk.ac.kr

k8070@chungbuk.ac.kr

資料運營課 課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技能職

勁勞務職

勁勞務職

司書主事

司書書記

司書主事

技能職

司書書記

勁勞務職

技能職

尹順根

李相敦

禹相雲

李英美

李炳國

韓和辰

文用分

李慶子

潘惠貞

梁承寬

魚知秀

全民浩

宋在文

李知英

金炯燮

鄭會金

課業務總括

貸出/返納 主務

貸出

主題資料室 主務

科學技術資料室

語文學資料室

語文學資料室

人文科學資料室

西洋書資料室

定期刊行物室 主務

定期刊行物室

學位論文室 主務

學位論文室

電子情報室/返納

電子情報室/返納

螢雪館

261-2883

2889

2888

2896

2897

2892

2892

2889

2898

2891

2891

2893

2893

2894

2894

2895

skyun@chungbuk.ac.kr

lsdon@chungbuk.ac.kr

yngwie94@chungbuk.ac.kr

young123@chungbuk.ac.kr

leebyk@chungbuk.ac.kr

hjhan@chungbuk.ac.kr

ansdydqns@chungbuk.ac.kr

rkdmfdl1@nate.com

joung1@chungbuk.ac.kr

yangsk@chungbuk.ac.kr

happyejs@chungbuk.ac.kr

mhjun@chungbuk.ac.kr

song211@chungbuk.ac.kr

ivy79s@chungbuk.ac.kr

noel3573@chungbuk.ac.kr

joung1@chungbuk.ac.kr

醫學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勁勞務職

金憲植

尹孝重

金佳姈

業務總括

醫學圖書館 主務

相互貸借

2862

2890

2890

hskim@med.chungbuk.ac.kr

heojung@chungbuk.ac.kr

goromi11@chungbuk.ac.kr

法學圖書館 分館長

司書主事

技能職

金在中

具本決

李寅淑

業務總括

法學圖書館 主務

貸出/返納

2612

2634

2634

kjlee@chungbuk.ac.kr

bonky@chungbuk.ac.kr

sook@chungbuk.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3) E-Mail

韓國敎員大學校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

FAX : (043) 23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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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書館

學術情報課

館長

課長

敎育行政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李南宰

金圭淑

兪泰植

權惠貞

宋周泫

南仙和

全英淑

辛康淑

趙榮順

金學勉

金勝旭

韓美鐘

鄭 明

延美正

梁承萬

金賢植

總括

課業務 總括

會計․庶務主務

收書主務

收書

庶務․物品

敎育硏究情報化室 主務

ERIS

資料整理

資料運用室 主務

第1․第2資料室

貸出․返納

綜合情報資料室 主務

相互貸借

敎育情報資料室 主務

電算

230-3810

3811

3812

3819

3819

3812

3813

3817

3369

3814

3815

3818

3816

3370

3688

3890

namjail@empal.com

kksook@knue.ac.kr

yout@knue.ac.kr

known@knue.ac.kr

jhsong@knue.ac.kr

tjsghk@knue.ac.kr

young88@knue.ac.kr

ksshin@knue.ac.kr

ysj@knue.ac.kr

hmkim@knue.ac.kr

swkim@knue.ac.kr

pocari@knue.ac.kr

jm001@knue.ac.kr

ymj@knue.ac.kr

smyuang@knue.ac.kr

libkim@knue.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1) E-Mail

圖書館

學術情報課

館長 鄭然喆 總括 410-4071 ycjung@hhu.ac.kr

課長 安秉載 課業務總括 4072 abj@hhu.ac.kr

司書主事 全惠淑 國內單行本室, 利用敎育 4073 jhs9@hhu.ac.kr

司書主事 李正熙 連續刊行物, 學術誌選定 4082 ljh54@hhu.ac.kr

司書主事 許鎭泳 登錄, 整理(國外書, 非圖書) 4075 jyhu@hhu.ac.kr

司書主事 許且寧 參考․論文資料, 相互貸借 4080 free@hhu.ac.kr

司書主事 金娥瑩 企劃, 國際交流, 廳舍․物品管理 4073 hope@hhu.ac.kr

司書主事 權泳錄 貸出室, 視聽覺洞, 스터디룸 4075 yrkwon@hhu.ac.kr

司書主事補 鄭銀實 庶務, 會計, 收書(國內書) 4074 jeonges@hhu.ac.kr

司書主事補 金志殷 登錄, 整理(國內書) 4075 lady817@hhu.ac.kr

司書主事補 全幸順 登錄, 整理(國內書) 4075 jhs3860@hhu.ac.kr

司書主事補 李南姈 貸出․返納 4077 nly84@hhu.ac.kr

司書主事補 丁吉昌 海洋資料, 外國單行本室 4076 feel@hhu.ac.kr

司書書記 金重鶴 電子情報, 電算 4085 jhkimlib@hhu.ac.kr

期成會織 閔好任 連續刊行物, Web D/B 4082 evergreen@hhu.ac.kr

韓國海洋大學校

 606-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 번지

FAX : (051) 404-3989

金烏工科大學校

 730-701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FAX : (054) 478-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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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5) E-Mail

圖書館 院長

司書主事

金羽中

金淑煥

總括

收書閱覽팀 總括

751-3310

3190

wjkim@jinju.ac.kr

shkim@jinju.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4) E-Mail

圖書館

收書整理팀

閱覽팀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吳明勳

金蘭姬

孫昌植

韓敬淑

朴恩熙

李在喆

鄭己娟

李柄姬

崔善惠

總括

收書․整理業務 總括

收書業務

整理業務

庶務․學位論文業務

閱覽業務 總括

電子情報室 業務

蓮續刊行物 業務

貸出返納․相互貸借

478-7161

7162

7163

7164

7165

7167

7173

7170

7168

ohmyung@kumoh.ac.kr

nhkim@kumoh.ackr

csson@kumoh.ac.kr

hks@kumoh.ac.kr

peh00@kumoh.ackr

leejc@kumoh.ac.kr

kyjeong@kumoh.ac.kr

bhlee@kumoh.ac.kr

uni1130@kumoh.ac.kr

서울産業大學校

 139-743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

FAX : (02) 970-6952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2)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技能 8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技能 8

期成會 8

韓賢愚

崔鎔周

趙貴衡

崔榮錫

鄭姬順

鄭英淑

朴誠喜

河成九

尹馹燮

朴榮鎬

徐晶晧

千珠瑛

尹芝熙

辛承旼

總括

情報支援팀 業務總括

圖書購入

行政業務, 國內外刊行物構入

圖書登錄, 裝備, 記錄物管理

情報整理팀 業務總括

分類,目錄(西洋書,비圖書)

分類,目錄(東洋書)

情報奉事팀 業務總括

參考業務, 相互貸借

連續刊行物 및 論文管理

멀티미디어실管理

(서버,PC管理및維持保守)

東洋書資料室 貸出返納管理

西洋書資料室 貸出返納管理

別館資料室 貸出返納管理

970-6155

6156

6156

6156

6156

6157

6157

6158

6160

6161

6979

6159

6163

6164

hhwoo@snut.ac.kr

choi55@snut.ac.kr

ch908@snut.ac.kr

cys454@snut.ac.kr

jhs1127@snut.ac.kr

sook@snut.ac.kr

asdf1756@snut.ac.kr

ha8756@snut.ac.kr

sup@snut.ac.kr

pyh@snut.ac.kr

hoho@snut.ac.kr

haruharu@snut.ac.kr

yjh@snut.ac.kr

skysms@snut.ac.kr

晉州産業大學校

 660-758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FAX : (055) 75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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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契約職

契約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李相才

朴潤貞

朴京煜

金淑旼

安美子

姜相五

陣泰錫

朴聖埈

定期刊行物 管理

收書, 庶務業務

大學出版府 運營

閱覽,貸出,利用子 管理

大學出版 編輯,複寫

整理팀 總括

整理,大學博物館 管理

圖書館電算시스템 管理

3196

3191

3194

3193

3194

3192

3183

3197

sjlee@jinju.ac.kr

yjpark@jinju.ac.kr

kwpark@jinju.ac.kr

kimsm@jinju.ac.kr

mjan0072@jinju.ac.kr

sokang@jinju.ac.kr

chin@jinju.ac.kr

sejupark@jinju.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2)
E-Mail

中央圖書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 9級

學士管理職(電算)

金外淑

權世準

金美英

趙光彙

李善華

總括

圖書館資料 收書 및 運營

國內書收書 및 登錄, 豫算

寄贈/交換 資料 收書, 登錄,

國外書/電子/非圖書資料收書및登錄

3668-4380

4388

4381

4392

4392

kimos@knou.ac.kr

kdjp@knou.ac.kr

shinemy@knou.ac.kr

cho@knou.ac.kr

good@knou.ac.kr

忠州大學校

 380-702   주소 충북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

FAX : (043) 841-5067

 368-70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24번지 

FAX : (043) 820-5094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5) E-Mail

圖書館

整理係

收書係

閱覽係

館長

司書主事

司書書記

司書主事

期成會職

司書主事

期成會職

司書主事補

金柄茂

金恩喜

金胤植

權五石

鄭允美

徐東喆

韓南熙

姜正哲

業務總括

整理業務總括

整理業務

收書 整理業務總括

收書․庶務業務

閱覽業務總括

相互 連續刊行物業務

電算業務

멀티미디어情報室

841-5060

5062

5062

5061

5061

5063

5064

5065

bmkim6@cjnu.ac.kr

ehkim@cjnu.ac.kr

ynkim@cjnu.ac.kr

oskwon@cjnu.ac.kr

ymjung@cjnu.ac.kr

dcseo@cjnu.ac.kr

nhan@cjnu.ac.kr

jakang@cjnu.ac.kr

曾坪分館 分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趙 載 敏

金 國 年

全 柄 直

金 宣 興

整理, 閱覽

收書業務

整理, 閱覽

820-5090

5098

5091

5097

jmjo@cjnu.ac.kr

knkim@cjnu.ac.kr

bjcheon@cjnu.ac.kr

seohb@cjnu.ac.kr

韓國放送通信大學校

 110-791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FAX : (02) 743-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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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士管理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 10級

學士管理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 8級

技能 9級

學士管理職

契約職

李元宰

曺永善

梁貴順

元柔順

李 爀

李相俊

李喜淑

梁行孝

朴昭炫

李相柱

韓美月

庶務 및 物品管理

圖書分類 및 編目

學術情報시스템構築 및 管理

東西洋書 分類, 編目

學術情報시스템 운용

圖書館 藏書 管理

藏書管理, 連續刊行物

情報資料室 貸出, 返納

資料貸出,返納

相互貸借

東西洋書 分類, 編目

4381

4391

4392

4384

4383

4387

4385

4389

4386

4390

4383

lafolie@knou.ac.kr

sun@knou.ac.kr

blue98@knou.ac.kr

orlando@knou.ac.kr

cabodaroca@knou.ac.kr

lsj@knou.ac.kr

knoulhs@knou.ac.kr

yhh830@knou.ac.kr

sunf@knou.ac.kr

leesjoo@knou.ac.kr

comichan@knou.ac.kr

서울第1地域

北部別館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學士管理職

技能8級

技能8級

申仁錫

高顯哲

崔炳煥

朴永權

李春玉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資料出納

資料出納

圖書室 運用

4606-740

741

742

980-4936

4936

shin@knou.ac.kr

koh@knou.ac.kr

choigoro@knou.ac.kr

park98@knou.ac.kr

junghi@knou.ac.kr

서울第2地域

西部別館

司書主事

學士管理職

學士管理職

司書主事補

金楠燮

曺圭一

金美賢

尹俊秀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資料出納

圖書室 運用

8403-741

742

742

383-2880

pinetree@knou.ac.kr

libso@knou.ac.kr

sky19@knou.ac.kr

yunjs@knou.ac.kr

釜山地域
司書主事補

學士管理職

金榮澲

金仁淑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51-361-9901

902

yepkim@knou.ac.kr

kins61@knou.ac.kr

大邱慶北地域
技能 8級

學士管理職

具起範

孫裕翼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53-606-6682

681

gookbeom@knou.ac.kr

sonyiik@knou.ac.kr

仁川地域
司書主事

技能8級

金賢淑

金榮姬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32-451-7121

122

kimhs@knou.ac.kr

kimyh@knou.ac.kr

光州全南地域 技能8級 鄭承範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62-973-5104 jsb0524@knou.ac.kr

大田忠南地域 司書主事補 姜敏求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42-822-8041 minkoo@knou.ac.kr

蔚山地域 學士管理職 金明柱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52-246-9765 gayeun@knou.ac.kr

京畿地域
司書主事

學士管理職

李文成

尹美子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31-296-9685

685

ims5907@knou.ac.kr

yunmija@knou.ac.kr

江原地域
學士管理職

學士管理職

禹東洽

鄭恩寧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33-240-6655

656

woodong@knou.ac.kr

jungey26@knou.ac.kr

忠北地域
司書主事補

學士管理職

金洪宇

許相道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43-262-1888

888

kimhu@knou.ac.kr

sangdo@knou.ac.kr

全北地域
學士管理職

學士管理職

金聖喆

姜明希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63-254-8223

223

kimscs@knou.ac.kr

kang6012@knou.ac.kr

慶南地域
技能8級

學士管理職

朴倫永

元燦燮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55-762-5110

113

yypark@knou.ac.kr

wonknou@knou.ac.kr

濟州地域 學士管理職 李明春
圖書館 運用

資料出納
064-741-8830 chunlm@knou.ac.kr

敎育媒體開發院 司書書記 鄭燦明 資料室 運用 02-3668-4809 jcm@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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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31) E-Mail

館長 洪允淳 總括 670-5038 yshong@hknu.ac.kr

收書整理팀 司書主事 金正烈 收書整理팀業務總括 5039 jykim@hknu.ac.kr

司書主事補 崔贊鎭 整理 5050 jini@hknu.ac.kr

司書書記 李香順 收書 5186 fricewater@hknu.ac.kr

閱覽팀 司書主事 尹熙晶 閱覽팀業務總括 5042 hyuntwo@hknu.ac.kr

期成會職 金秀賢 人文社會科學資料室 5041 silvia@hknu.ac.kr

期成會職 朴熙寅 純粹技術科學資料室 5460 heein@hknu.ac.kr

期成會職 尹敬珍 藝術語文學資料室 5040 kj0216@hknu.ac.kr

韓國體育大學校

 138-763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15번지

FAX : (02) 410-6649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2) E-Mail

學術

情報院

院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張甲錫

李容熙

李圭範

吳海玉

金基東

總括

收書, 分類, 整理總括

電算, 閱覽總括, 連刊物

一般庶務, 整理

閱覽, 貸出, 返納, 連刊物

410-6511

6641

6645

6642

6646

jang@knsu.ac.kr

yhlee@knsu.ac.kr

gblee@knsu.ac.kr

hooh@knsu.ac.kr

tktj@knsu.ac.kr

韓京大學校

 456-74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167(석정동 67)

FAX : (031) 670-5458

한밭大學校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FAX : (042) 82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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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 E-Mail

學術情報處

學術情報

開發팀

學術情報

運營팀

經營大學

圖書館

처장

팀長

팀長

서울캠퍼스

尹鉉洙

李美榮

孫暒基

李惠英

李京燦

李在敏

蘇敏鎬

鄭求植

金光熙

梁基洪

洪昌秀

이봉기

辛明錦

趙增淑

盧時京

兪炫暻

李敬卨

金幸蘭

總括

팀 總括

시스템裝備運營

시스템運營管理

電子文書/記錄管理

KOASAS運營

팀業務 總括

貸出/返納 業務

定期刊行物收集

定期刊行物 管理

國外受書.整理擔當

圖書館 敎養分館 運用

參考情報 奉仕

國內 受書.整理擔當

圖書館 企劃 行政業務

定期刊行物 奉仕

定期刊行物收集/奉仕

國外受書.整理擔當/貸出

042-869-2010

4499

4491

4495

4493

4494

2229

2221

2226

2224

2222

2228

2223

2225

2235

2227

02-958-3216

958-3217

hyoon@kaist.ac.kr

leemy@kaist.ac.kr

sck1168@kaist.ac.kr

hye@kaist.ac.kr

leekchan@kaist.ac.kr

jm2@kaist.ac.kr

MinhoSo@kaist.ac.kr

kusikjung@kaist.ac.kr

kwanghikim@kaist.ac.kr

gihongyang@kaist.ac.kr

hongchangsoo@kaist.ac.kr

leebongki@kaist.ac.kr

mkshin@kaist.ac.kr

chojeungsuk@kaist.ac.kr

rohsik@kaist.ac.kr

snowkid@kaist.ac.kr

kslee@business.kaist.ac.kr

hrkim@business.kaist.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2) E-Mail

圖書館

情報支援팀

〃

館長

司書主事

期成會職

田斗先

李秀夏

李秉珠

總括

情報支援業務總括

資料寄贈,庶務

821-1387

1379

1386

duchon@hanbat.ac.kr

Isha@hanbat.ac.kr

bychu@hanbat.ac.kr

電子情報팀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全賢九

金明錫

李賢玉

電子情報業務總括

連續刊行物室運營

電子資料室運營

821-1385

1384

1871

hgjeon@hanbat.ac.kr

mskim@hanbat.ac.kr

Ihozzang@hanbat.ac.kr

文獻情報팀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安泰根

李恩叔

李眞兒

文獻情報業務總括

整理(國內書)

整理(國外書)

821-1383

1381

1382

tgann@hanbat.ac.kr

joalee@hanbat.ac.kr

jini@hanbat.ac.kr

KAIST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과학로335)

FAX : (042) 869-2230

京仁敎育大學校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9-12

FAX : (032) 540-1346

 430-040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산6-8

FAX : (031) 47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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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主要擔當業務 電話(032) E-Mail

學術情報院

仁川캠퍼스

文獻情報팀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技 能 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朴寅基

尹英姬

趙南信

金燦容

金美璟

金惠卿

金順眞

金娟花

總括

仁川캠퍼스 業務總括

一般資料室整理業務

收書,電算,庶務

敎育課程資料室

閱覽業務

整理業務

閱覽業務

540-1140

1141

1143

1142

1145

1149

1442

1441

pigko@gin.ac.kr

yun24@gin.ac.kr

nsj@gin.ac.kr

cykim@gin.ac.kr

kmk332@gin.ac.kr

khk5015@gin.ac.kr

rarebook@gin.ac.kr

hwa95@gin.ac.kr

京畿캠퍼스

文獻情報팀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技能職

張基泰

韓芝蓮

任載玉

鄭善慶

林玄眞

京畿캠퍼스 業務總括

收書, 庶務

整理業務

閱覽業務

一般資料閱覽室

031-470-6141

6142

6143

6146

6144

kygy@gin.ac.kr

jyh@gin.ac.kr

ljo@gin.ac.kr

jungsk@gin.ac.kr

morsola@gin.ac.kr

公州敎育大學校

 314-71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번지

FAX : (041) 850-1577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1)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期成會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機能職

機能職

別定職

徐在千

朱珽秀

朴志英

金嬨鈺

金昶吉

朴孝淑

金星惠

白景璨

朴英煥

總括

收書.主務

庶務,整理

一般庶務,整理

閱覽係總括,貸出.返納

定期刊行物

貸出.返納

貸出.返納

電子資料室

850-1320

1321

1322

1327

1323

1323

1324

1325

1326

sjc491@naver.com

joo@gjue.ac.kr

pamin75@gjue.ac.kr

ahsi24@gjue.ac.kr

chang703@gjue.ac.kr

hspark@gjue.ac.kr

hea@gjue.ac.kr

hea@gjue.ac.kr

ywhpark@gjue.ac.kr

光州敎育大學校

  500-703 광역시 북구 필문로 53(1-1)

FAX : (062) 520-4065



會員校 職員 名簿  / 357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3)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技能職

技能職

金商奎

朴明南

申東根

金鎭旭

李銀玉

梁恩娥

尹正模

吳在燮

金慶嬰

總括

收書․整理業務 總括

電算․閱覽業務 總括

學科圖書․電子情報室

庶務․整理業務

定刊․學位論文室

貸出․返納業務

敎育資料室

貸出․返納業務

620-1441

1442

1445

1449

1443

1444

1448

1446

1447

skkim@dnue.ac.kr

kim0765@dnue.ac.kr

sksghm@dnue.ac.kr

kjwook@dnue.ac.kr

eunok@dnue.ac.kr

french75@dnue.ac.kr

jmyun@dnue.ac.kr

ojs@dnue.ac.kr

kyk@dnue.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1) E-Mail

學術情報關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補

司書主事

司書書記

期成會職

孔琪和

柳浚正

徐炳烈

吳太守

許玉珠

金貞美

金京姬

總括

企劃․收書業務總括

整理業務

收書․庶務業務

閱覽業務總括

參考奉仕, 相互貸借

貸出․返納業務

500-7150

7151

7153

7152

7155

7158

7156

kkhwa@bnue.ac.kr

jjryu@bnue.ac.kr

brseo@bnue.ac.kr

grayfire@bnue.ac.kr

ogher@bnue.ac.kr

jungmi@bnue.ac.kr

khkim@bnue.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62) E-Mail

圖書館 院長

部長

司書主事

期成會職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技能職

姜聲慄

朴光烈

林美良

林勝熏

徐捧仁

朴現貞

金明熙

崔榮花

總括

管理課總括

庶務

情報資料科總括

整理,閱覽

整理,閱覽,相互貸借

整理,閱覽

520-4070

4071

4072

4074

4075

4076

4077

ksryool@hanmail.net

grpark@gnue.ac.kr

yang@gnue.ac.kr

shlim@gnue.ac.kr

biseo@gnue.ac.kr

hj@gnue.ac.kr

myung@gnue.ac.kr

ysw@gnue.ac.kr

大邱敎育大學校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8동 1797-6

FAX : (053) 620-1440

釜山敎育大學校

 611-736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263

FAX : (051) 500-7139

서울敎育大學校

137-74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

FAX : (02) 3475-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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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2)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

技能職

曺孝姙

郭炳熙

朴鍾禮

金侑中

李鎬宣

金映學

金英淑

盧承熙

羅堤鏞

柳在基

總括

電子情報室管理, 利用者敎育

收書整理業務 總括

閱覽業務 總括

務初等敎育資料室管理, 相互貸借

電子情報室 管理, 電算

貸出室 管理

初等敎育資料室管理, (休職中)

整理(國內書, 國外書)

收書(國內書), 庶務

3475-2240

2247

2241

2244

2245

2247

2243

2245

2242

2241

cholee@snue.ac.kr

kwak@snue.ac.kr

pjsjs@snue.ac.kr

jini@snue.ac.kr

lhs@snue.ac.kr

clis@snue.ac.kr

dayon@snue.ac.kr

rsh@snue.ac.kr

youjai@snue.ac.kr

youjai@snue.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63) E-Mail

敎育情報院

情報開發係

情報運營係

院長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司書主事

技能職

技能職

金優榮

宋寶敬

金珉仙

姜錫

金蓮禮

李容求

李斗禮

總括

企劃, 收書業務總括, 電

算業務總括

學位論文室, 定期刊行物室,

一般論文室,相互貸借業務

庶務, 裝備, 收書

閱覽業務總括, 分流, 非

圖書資料整理, 單行本資料室

貸出室, 敎育資料室, 어린

이圖書館

整理, 單行本 資料室,

電子情報室

281-7122

7032

7033

7034

7035

7037

7036

wykim@jnue.ac.kr

bksong@jnue.ac.kr

sebin97@jnue.ac.kr

skang@jnue.ac.kr

yeonrk@jnue.ac.kr

younggu@jnue.ac.kr

drlee@jnue.ac.kr

全州敎育大學校

 560-75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89번지

FAX : (063) 281-7038

晋州敎育大學校

 660-756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FAX : (055)740-1365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5) E-Mail

情報資料館

收書팀

閱覽팀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甫

司書主事

司書主事甫

司書主事甫

朴鐘緖

裵亭烈

安亨根

朴柱榮

崔蒼林

金昌林

總括

收書, 行政

收書, 相互貸借

閱覽

整理, 電算

整理, 連續刊行物

740-1350

1360

1361

1370

1374

1371

parkjs@cue.ac.kr

jybae@cue.ac.kr

anhg@cue.ac.kr

jypark@cue.ac.kr

crchoe@cue.ac.kr

crkim@cue.ac.kr



會員校 職員 名簿  / 359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3)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技能職

期成會職

趙容勳

全鍾吉

高景洙

金敬培

金溶子

張銀良

總括

庶務, 收書

東洋,西洋書整理

電算

貸出

參考, 論文, 定刊室

299-0660

0661

0664

0662

0668

0663

yhcho@cje.ac.kr

junjg@cje.ac.kr

koks1@cje.ac.kr

baek2@cje.ac.kr

kyj1303@cje.ac.kr

bisang@cje.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33)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技能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金尙郁

李載爀

文寅圭

孫燦洙

李相春

金京美

龍仁同

總括

收書・整理業務總括

閱覽業務總括, 企劃

收書,參考資料室

整理, 庶務, 物品

貸出, 電算

整理,登錄

260-6300

6301

6306

6305

6304

6302

6303

poforest@cnue.ac.kr

now@cnue.ac.kr

moonig@cnue.ac.kr

son@cnue.ac.kr

lsc@cnue.ac.kr

bobpul79@cnue.ac.kr

yid@cnue.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2) E-Mail

中央圖書館 館長 朴泳珪 總括 2210-2282 nosmpark@uos.ac.kr

司書課 課長 金正圭 課業務 總括 2282 kjk7007@uos.ac.kr

地方司書主事 白善基 電子情報業務 總括 2781 bsk100@empal.com

地方司書主事 全郁鎭 收書業務 總括 2282 juj@uos.ac.kr

地方司書主事 李康姬 整理業務 總括 2297 ganghilee@uos.ac.kr

地方司書主事 崔洪杰 閱覽業務 總括 2283 choi-yoyo@hanmail.net

地方司書主事補 金花子 西洋書 分類․目錄 2297 pio0207@naver.com

地方司書主事補 宣明化 圖書館시스템,홈페이지管理 2781 pegasus7@uos.ac.kr

地方司書主事補 鄭燦弼 定期刊行物室 業務 2284 ktongil21@uos.ac.kr

地方司書主事補 崔秀姸 休職 2282 imcsy@uos.ac.kr

地方司書主事補 李賢智 庶務 2282 nowsati@uos.ac.kr

地方電算主事補 梁基雄 電算業務 2185 ygw@seoul.go.kr

淸州敎育大學校

 361-17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30(수곡동)

FAX : (043) 299-0669

春川敎育大學校

 210-703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55(석사동339번지)

FAX : (033) 260-6310

서울市立大學校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

FAX : (02) 2217-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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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司書主事補 朴姬貞 電子情報資料 購入 2185 parkwith91@uos.ac.kr

地方司書書記 朴商美 貸出室 業務 2283 yunhs@uos.ac.kr

地方司書書記 金賢和 定期刊行物室 業務 2284 satary@uos.ac.kr

地方司書書記補 李知恩 貸出 및 閱覽證 發給 2283 ilmare2v@uos.ac.kr

機能職(司書) 崔浩惶 國外書 購入 2282 chh@uos.ac.kr

大學行政職 孫蘭珠 電子圖書館 管理 5426 srj@uos.ac.kr

大學行政職 李英喜 閱覽室 管理 2283 hee@uos.ac.kr

大學行政職 張始恩 東洋書 分類․目錄(휴직) 2297 shieun@uos.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32) E-Mail

圖書課 館長

課長

司書主事

敎育行政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 書 書 記

司書書記

學事行政

學事行政

姜利珠

吳長嬉

裵順姬

朴鐘錫

鄭求天

金淸子

鄭朱姸

林美香

朴潤芬

洪賢淑

李娜英

總括

課業務總括

收書主務

電算

멀티미디어실

參考資料室

連續刊行物室

一般資料室

庶務/會計

資料整理

資料整理

770-8080

8081

8082

8085

8086

8089

8087

8088

8082

8083

8083

ljkang@incheon.ac.kr

oye@incheon.ac.k

paish@incheon.ac.kr

jspark@incheon.ac.kr

jkc9000@incheon.ac.kr

chung011_99@incheon.ac.kr

jjy209@incheon.ac.kr

hyangiee5@incheon.ac.kr

della67@incheon.ac.kr

h2010@incheon.ac.kr

nylee@incheon.ac.kr

仁川大學校

 402-749 인천 남구 인천대길 319호

FAX : (032) 770-8084

警察大學校

 446-7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FAX : (031) 283-8393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31)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警衛

司書主事補

電算主事補

技能職

李雄赫

李銀姬

徐漢淑

朴秀眞

徐茸根

金世姬

金銀淑

總括

圖書館運營/收書總括

收書/參考定期刊行物室

庶務

資料分類, DB構築

電算/멀티미디어室

一般資料室

284-5250

5250

5250

5250

5250

5288

5250

crime21c@hanmail.net

ehlee@police.ac.kr

hansuk@yahoo.co.kr

npsj4050@hanmail.net

ykseo@police.ac.kr

angky@police.ac.kr

kes12@police.ac.kr

空軍士官學校

 363-849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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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2)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書記官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事務官

李宗雨

許槿寧

洪美花

吳姸熙

金英美

曺正美

朴純嬿

趙蓮美

金貞林

權五度

趙敬淑

總括

課業務總括, 行政

定刊物/視聽覺資料收書

單行本 收書

資料分類, DB構築

資料分類, DB構築

參考資料室

軍事資料室 運用

圖書貸出, 藏書管理

連續刊行物室 運用

디지털情報室 運用

2197-6810

6812

6813

6826

6814

6825

6820

6823

6824

6822

6815

jmchoi@kma.ac.kr

libra0@kma.ac.kr

miwhahong@kma.ac.kr

oyh406@kma.ac.kr

libkym@kma.ac.k

mjclib@kma.ac.kr

park1561@kma.ac.kr

ymeecho@kma.ac.kr

libkjr@kma.ac.kr

odjm2k@kma.ac.kr

beronica@kma.ac.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3) E-Mail

圖書館 官長

司書事務官

司書事務官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書記補

司書書記補

司書

圖書管理擔當

梁成植

崔銀淑

李美淑

李福任

金重坤

宋美英

羅惠淨

李熙貞

金允換

金東奎

總括

圖書館業務 總括

整理業務 및 豫算 擔當

貸出擔當

連續刊行物 擔當

整理業務 및 電算業務

視聽覺資料 擔當

資料 購入 및 寄贈擔當

貸出擔當

圖書行政業務 處理

290-6140

6143

6178

6142

6145

6178

6146

6144

6142

6141

libbuy@afa.ac.kr

hilib@afa.ac.kr

leej00@afa.ac.kr

infoofficer@afa.ac.kr

songmy@afa.ac.k

bluezoo@afa.ac.kr

jamba8612@afa.ac.kr

calla-k@hanmail.net

eastkyul@yahoo.co.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42) E-Mail

圖書館 館長

司書主事補

朴英淑

金相吉

總括

業務 總括

878-4590

4591

afna1967@hanmail.net

afna1967@hanmail.net

FAX : (043) 297-6661

國軍看護士官學校

 305-153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2호

FAX : (042) 861-8132

陸軍士官學校

 139-7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사서함 77-1

FAX : (02) 979-0605

海軍士官學校

 645-797 경남 진해시 앵곡동 사서함 88-1

FAX : (055) 54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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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55) E-Mail

學術情報館

管理室

收書整理室

閱覽室

館長

司書書記官

司書主事

司書事務官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司書事務官

司書主事補

司書書記補

技能8級

崔英鎬

李五善

具美善

孫順鐶

安相徹

崔英蘭

河武貞

趙顯七

金正愛

金銀貞

總括

管理室長

行政主務

收書整理室長

編目擔當

分類擔當

閱覽室長

閱覽/相互貸借

閱覽擔當

非圖書 閱覽擔當

549-1170

1773

1178

1172

1176

1176

1171

1174

1171

1436

sealiter59@empal.com

sun56@kornet.net

miskoo@hanmail.net

ssh@navy.ac.kr

chull72@hanmail.net

luzdiva8@hanmail.net

n1840522@hanmail.net

johyun72@navy.ac.kr

inforjung@naver.com

ka630526@hanmail.net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話(02) E-Mail

팀장

司書主事補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技能職

技能職

期成會職

期成會職

契約職

契約職

契約職

契約職

契約職

曺在順

文成朱

金玉恩室

安㴍文

崔雯嬉

崔勳

兪賢順

李沅宣

全惠瑛

薛鏡淑

朴瓊南

蘇梅實

趙美賢

業務總括

收書主務

整理主務및멀티미디어실運營

庶務, 會計

整理(樂譜) 및 瑞草洞

校舍圖書館運營

綜合案內데스크運營

整理(寄贈) 및

아카이브실運營

整理(非圖書)

藝術資料室運營

一般資料室運營

民願管理 및 非圖書 整理

連續刊行物室運營

連續刊行物및卒業作品整理

7369-100

7469-101

103

102

280

108

107

281

105

137

104

106

282

soonjo@nl.go.kr

moon64@nfm.go.kr

kes78@nl.go.kr

asmoon1@mcst.go.kr

moonheec@nfm.go.kr

choi111@mcst.go.kr

hsyoo93@mcst.go.kr

leews93@mcst.go.kr

jhyoung@mcst.go.kr

tjf11@mcst.go.kr

knpark@mcst.go.kr

whatever@mcst.go.kr

stephani@mcst.go.kr

所 屬 職 名 姓 名 擔 當 業 務 電 話 E-Mail

學術情報館 館長

司書主事

司書主事補

司書書記

姜大一

全淵燮

姜仁順

文恩濟

總括

圖書館業務總括

寄贈業務全般/行政支援

連續刊行物管理

830-7361

7131

7133

7137

conserva@ocp.go.kr

chunys@nuch.ac.kr

angzng@ocp.go.kr

pangya25@hanmail.net

韓國藝術綜合學校

136-716 서울 성북구 예술길 120-3

FAX : (02) 7469-109

韓國傳統文化學校

323-812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FAX : (041) 83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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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률 제8069호)

∘ 2006.12.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

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

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

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

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

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국민독서활동 지

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

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

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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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

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

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

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

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①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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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

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도서관은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

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

력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

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

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

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

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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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

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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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⑦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

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

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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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 (설치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

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

구소"라 한다)를 둔다.

   ③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

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납본)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

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

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

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

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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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납본대상 자료의 종류·부수와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

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

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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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

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자료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대상 자료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

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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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

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

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

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

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 (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

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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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대학도서관

제34조 (설치)「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

다.

제35조 (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

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6조 (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교도서관

 

제37조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9조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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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전문도서관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

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

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

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 (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

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2조 (준용) 제32조의 규정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

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①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

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

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76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6輯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

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

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

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장 보칙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

화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 (과태료)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자료정가(그 자료가 비

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간행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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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를 제기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

 

         부칙 <제8029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

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

로 본다.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

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

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文化藝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

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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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④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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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

∘일부개정 2007.12.31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요건 및 절차) ①「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

화관광부장관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

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

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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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

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

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

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

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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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

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

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

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

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

互貸借 : 도서관간에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자료 보존 관련 교육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

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지원)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국가대

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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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

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보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제13조 (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

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

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관광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

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

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

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

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

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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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6조 (제출대상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대상과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

하여는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

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

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19조 (공공도서관 사용료)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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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

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식정보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

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제22조 (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

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9963호, 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

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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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

관법」"으로 한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

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

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로 한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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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명)

시설 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 람 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1. 이용자 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

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

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이용자 수가 2만 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

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이용자 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이용자 수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이용

자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라. 그 밖의 향토자료․전산화자료 및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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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 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문고

시설
자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

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 면적

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 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

천 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서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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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외의 박사학

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관

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

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자로

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별표 2]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

공도서관 및 법 제2

조제4호 각 목에 해

당하는 도서관은 제

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

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

명을 더 둔다.

문고 공립문고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직원

을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은 공

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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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

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

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

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

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

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

준 사 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법 제31조제1항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

이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1천500점)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이 표에 따른 도서관 등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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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07.1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인정신청서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

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

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격

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

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

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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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

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

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

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상

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자로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②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자료의 납본서식 등) 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

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

9호서식(3)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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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

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제10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

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

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

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협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

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1호, 2007.4.4>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17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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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라 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약칭 KUCL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도서관(이하 ‘회원관’이라 함)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도서

관 정책을 공조하고, 직원의 지위와 자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여 한국 도서관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발전정책에 대한 공조

2. 회원관 간 협력을 통한 대학도서관의 지위향상 도모

3. 회원관 업무의 표준화 및 협력체계 구축

4. 학술자료의 상호대차, 원문복사 등 서비스협력

5. 학술발표회(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의 주관 및 후원

6. 회보, 연구보고서, 편람 등의출판

7.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

8.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수행함에 있어 회원관 또는 소

속 직원에게는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혜자의 소속, 지위, 성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단체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회원을 두

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회원관은 대학 또는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으로서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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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및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라 함)의 회원관으로 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관이 되고자 하는 도서관은 3개 대학도서관

협의회 중 해당되는 협의회에 입회하고 그 확인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관의 탈퇴는 본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 된다. 다만, 탈퇴

한 회원관은 탈퇴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9조(권리 및 의무) 회원관은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회칙에 의한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상벌) ①본회에 크게 공헌한 회원관 및 유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회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

위를 한때,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이사회가 제청하고 총회가 의결

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명처분 된 회원관은 처분된날로부터 3년 이내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③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 사 11인~20인(당연직 이사 포함)

4. 감 사 3인

제12조(회장)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은 1개월 이내에 회장

보궐선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에 미달할 때에

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부회장) ① 부회장은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장관의 도서관장으로 하

고,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장관의 도서관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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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출직 이사는 회원관의 도서관장급 또는 관리자급 중에서 회장과 3개 대학

도서관협의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그 추천 이사 수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추천 이사 수 : 4명

2.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추천 이사 수 : 4명

3.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의 추천 이사 수 : 2명

4. 본회 회장의 추천 이사 수 : 4명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로 선출된 후에 재직하는 도서관의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이사의 직을 계속 유지한다.

제15조(감사) ① 본회의 감사는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감사 중에서 각 협의회

로부터 1명씩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 중 연장자를 수석감사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감사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표

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회원관 당 1인의 대표자(이

하 ‘대의원’이라 함)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회원관의 도서관장급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급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의 관리자급 중 1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

우 대리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총회 개시 이전까지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관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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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장은 총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각 회원관에 문서로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소집특례) ① 제18조 제3항 2호 및 3호에 의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었음

에도 회장이 고의로 요구일로부터 30일 이상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총회

소집권자 모두가 궐위되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관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수석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서 그 의장을 선출한

다.

제20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회장 또는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개시 이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정관 제

36조의 해산에 관한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및 취득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제5장 기구

제1절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제14조에 규정한 이사로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3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의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긴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어 소집을 요구할때

② 회장은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이사에게 문서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의하여 통지된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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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사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

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소집특례) 제23조 제1항 2호 및 3호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음에

도 회장이 고의로 요구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정관 개정 안 심의 및 발의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5회비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관리와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전문위원회

제27조(전문위원회) ① 본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절 사무처

제28조(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종합적 기획업무와 일반적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충분한 대학도서관 근무경력과 대내외 사업추진 및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장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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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당시 조성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하며, 이는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0조(재정) ① 본회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

금으로 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업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이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채권채무자산) 예산 외의 채무의 도입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

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5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다만, 해산에 관한 의결권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② 본회가 해산 될 때는 이사회가 청산위원회가 된다.

제37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①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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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가 한국대학도서

관연합회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이 정관의 이사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및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의 소속 회원관은 본 정관 제8조 제1항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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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 37호

「도서관법」제12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

회가 심의․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6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적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

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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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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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 정 1979. 5. 25 (제28차 총회)

1차 개정 1981. 5. 8 (제30차 총회)

2차 개정 1982. 6. 18 (제32차 총회)

3차 개정 1984. 6. 29 (제36차 총회)

4차 개정 1989. 7. 7 (제41차 총회)

5차 개정 1992. 7. 11 (제44차 총회)

6차 개정 1997. 7. 14 (제49차 총회)

7차 개정 2001. 12. 21(제53차 총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교 도서관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및 중견관리자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약간인

4. 감사 2인

제6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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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보직이 경질되었

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로 하여금 잔임 기간 보임토록 한다.

제3장 임원회

제9조 (임원회 구성) ①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

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1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장이 제안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사 업

제12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도서관 업무개선에 관한 공동연구 및 건의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간행물 출판

3. 실무연수 및 도서관학 세미나 개최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5. 각 대학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6. 도서관업무 전산화 추진에 관한 협의

7. 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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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의

제13조 (총회) ①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개선

3. 감사결과 보고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임원회에 위임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로 한다.

제7장 사무국장 및 총무

제18조 (사무국장 및 총무) ①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

무를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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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회칙은 1979넌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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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포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공립대학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국공립대학도서관에 장기근속한 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자격) 대상과 자격을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① 공로상 : 본 협의회의 회원도서관에 20년 이상 사서직으로 근무하고 명예퇴

직 하거나 정년 퇴직하는 자, 또는 본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② 감사패 : 본 협의회 또는 회원 도서관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제3조 (제출서류)

① 이력서 1통(제2조 1항에 해당자)

② 공적조서 1통(제2조 1항에 해당자)

③ 경력증명서 1통 (제2조 1항에 해당자)

제4조 (심사)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제5조 (시상)

① 시기 : 총회 또는 세미나 등의 본 협의회 행사 시

② 상 : (1) 제2조 1항(공로상) : 공로패와 금지환 순금 3돈

(2) 제2조 2항 (감사패 등) : 감사패 또는 공로패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정 이전에 포상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 것으

로 본다.

③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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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연혁

1962 가을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 창립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1963. 2. 8 국립대학교 도서관장회의 개최(도협 사무국)

1964. 10. 16 “전국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로 개칭

1972. 12. 20 회원가입 : 충북대

1973. 6. 15 회원가입 : 강원대, 제주대

1974. 10. 18 회원가입 : 경상대

1977. 10. 28 “전국국립대학(교)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개칭

1979. 5. 25 제28차 총회에서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초대회장 : 김운태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회원가입 : 강릉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1980. 5. 12 회장경질(김운태 서울대 도서관장→최지훈 서울대 도서관장)

1980. 9. 19 회원가입 : 창원대, 부산수산대

1981. 5. 8 제30차 총회에서 회칙을 1차 개정하고 협의체 명칭을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로 개칭

회원가입 : 한국체육대

1981. 7. 20 회장경질(최지훈 서울대 도서관장→이영기 서울대 도서관장)

1982. 6. 18 제32차 총회에서 회칙 2차 개정

회원가입 : 순천대

1982. 11. 26 회원가입 : 서울교육대

1983. 7. 1 회원가입 : 한국방송통신대

1983. 11 .25 회원가입 :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1984. 6. 29 제36차 총회에서 회칙 3차 개정

회원가입 : 육군사관학교

1985. 7. 20 회장경질(이영기 서울대 도서관장→이기문 서울대 도서관장)

1985. 11. 15 회원가입 : 인천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1986. 8. 22 회원가입 : 광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1987. 8. 21 회장경질(이기문 서울대 도서관장→박병호 서울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여수수산대

1988. 8. 5 회원가입 : 전주교대, 제주교대

1989. 8. 7
제41차 총회에서 회칙개정(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회원가입 : 부산공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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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8. 13 회장경질(박병호 서울대 도서관장→선우중호 서울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대전공업대

1991. 7. 19 회장경질(선우중호 서울대 도서관장→오주환 경북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서울시립대

1992. 7. 10 제44차 총회에서 회칙개정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로 개칭

회원가입 : 금오공대, 삼척산업대, 상주산업대, 서울산업대

1993. 7. 2 회장경질(이병곤 경북대 도서관장→이경재 전남대 도서관장)

1994. 7. 15 회원가입 : 밀양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산업대, 공군사관학교

1995. 7. 13 회장경질(이왕근 전남대 도서관장→김중하 부산대 도서관장)

1996. 5. 10 회원가입 :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1996. 7. 6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통합하여 부경대로 됨

(국립학교설치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 15115호)

1997. 7. 4 회장경질(박인웅 부산대 도서관장→권용주 전북대 도서관장)

제46차 총회에서 회칙 6차 개정(표창규정 삽입)

회원가입 : 인천대

1999. 6. 24 회장경질(김옥배 전북대 도서관장→김종석 충남대 도서관장)

1999. 9. 1 회장경질(김종석 충남대 도서관장→전길웅 충남대 도서관장)

2000. 9. 1 회장경질(전길웅 충남대 도서관장→이규승 충남대 도서관장)

2001. 6. 29 회장경질(이규승 충남대 도서관장→최진범 경상대 도서관장)

2001. 9. 1 회장경질(최진범 경상대 도서관장→권기훈 경상대 도서관장)

2003. 5. 1 회장경질(권기훈 경상대 도서관장→최진범 경상대 도서관장)

2001. 12. 31 회칙개정(간사, 서기→사무국장, 총무로 개칭)

2002. 7. 10. 회원가입 : 한경대

2003. 7. 1. 회장경질(최진범 경상대 도서관장→이광래 강원대 도서관장)

2004. 6. 29 회원가입 : 한국예술종합학교

2005. 5. 8 회장경질(이광래 강원대 도서관장→박봉우 강원대 도서관장)

2005. 7. 1 회장경질(박봉우 강원대 도서관장→장공자 충북대 도서관장)

2006. 6. 22 회원가입 : 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청)

대학통합으로 회원교 제적 : 밀양대학교, 여수대학교

회원교명 변경 : 삼척대학교→강워대학교 삼척 캠프스

2006. 9. 1 회장경질(장공자 충북대 도서관장→김인경 충북대 도서관장)

2007. 6. 21 회원가입 : KAIST

2007. 7. 1 회장경질(김인경 충북대 도서관장→박명진 서울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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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회장교

회 장 교 회 장 비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김운태 도서관장 : 1979. 5. 25～1980. 5. 11

최지훈 도서관장 : 1980. 5. 12～1981. 7. 19

이영기 도서관장 : 1981. 7. 20～1985. 7. 28

이기문 도서관장 : 1985. 7. 29～1987. 7. 28

박병호 도서관장 : 1987. 7. 29～1989. 7. 28

선우중호 도서관장 : 1989. 7. 29～1991. 7. 18

경북대학교 도서관
오주환 도서관장 : 1991. 7. 19～1992. 3. 31

이병곤 도서관장 : 1992. 4. 1～1993. 6. 30

전남대학교 도서관
이경재 도서관장 : 1993. 7. 1～1995. 4. 24

이왕근 도서관장 : 1995. 4. 25～1995. 6. 30

부산대학교 도서관
김중화 도서관장 : 1995. 7. 1～1997. 2. 28

박인웅 도서관장 : 1997. 3. 1～1997. 6. 30

전북대학교 도서관
권용주 도서관장 : 1997. 7 1～1997. 7. 9

김옥배 도서관장 : 1997. 7. 10～1999. 6. 30

충남대학교 도서관

김종석 도서관장 : 1999. 7. 1～1999. 8. 31

전길웅 도서관장 : 1999. 9. 1～2000. 8. 31

이규승 도서관장 : 2000. 9. 1～2001. 6. 30

경상대학교 도서관

최진범 도서관장 : 2001. 7. 1～2001. 8. 31

권기훈 도서관장 : 2001. 9. 1～2003. 4. 30

최진범 도서관장 : 2003. 5. 1～2003. 6. 30

강원대학교 도서관
이광래 도서관장 : 2003. 7. 1～2005. 5. 7.

박봉우 도서관장 : 2004. 5. 8～2004. 6. 30.

충북대학교 도서관
장공자 도서관장 : 2005. 7. 1～2006. 8. 31

김인경 도서관장 : 2006. 9. 1～2007. 6. 30

서울대학교 도서관 박명진 도서관장 : 2007. 7.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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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보 편집 방침

I. 국립대학도서관보 발간방침

1. 국립대학도서관보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2. 발행은 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교에서 주관한다.

II. 논문게재방침

1. 국립대학도서관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투고요령에 따라

본 협회편집위원회에 E-Mail 또는 디스켓과 원고 1부를 보내면 되고, 논문원

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2.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논문의 내

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문집필자와 협의할 수 있다.

3. 본 관보에 기고 논문은 공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다

른 학회지에 기고 또는 투고한 논문은 게재 않는다.

4.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논문 게재 순위는 논문을 접수한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위원회가 편집

방침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채택된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단 총회, 세미나자료

게재 원고는 제외한다.)

III. 투고요령

다음의 원고작성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한다.

1. 논문의 주제는 문헌정보학 및 관련분야에 한한다.

2. 논문의 구성 : 표지, 목차, 국․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가. 표지 : 논문 제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국․한․영문), 주소, 전

화번호, FAX번호 및 E-mail를 주소를 기재한다.

나. 초록 : 국․한․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본문작성 : 가급적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줄 간격 160으로

작성하고,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부득이 한 경우의 필사원고는 200자 원

고지를 횡으로 사용하되, 100매 이내로 작성) 그림은 본문과 분리시켜 제출

하되 반드시 본문에 그림이 들어갈 공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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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림 : 그림은 이미지파일(GIF, JPG, PCX, BMP, WMF)로 제출하거나 원고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려야 한다.(그림

이 전단[가로14㎝]크기 이상일 때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알맞게 선정)

마.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각주”로 표시한다.(중요한 문헌은 본문에 저자

를 소개한다)

4. 교정 : 초교는 저자가, 재교부터는 편찬위원회에서 교정한다.

5. 번역논문 : 번역한 논문인 경우에는 원본을 첨부해야한다.

6. 제출된 원고와 디스켓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IV. 자료작성 및 편집회의

1. 기본자료 취합 검토

2. 논문수록의 적합성 검토

3. 각종 통계 합계기능 보완

4. 전자정보 구독내용 수록 검토

5. 기타는 편집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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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일람표

기  관  명 전화번호 FAX번호
우편번호 주     소

홈페이지 URL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정책관

지식정보기반과

02-2100-6430 2100-6435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내)

http://www.moe.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지식정보센터

02-2118-1114

 (교) 14
2278-4342

100-4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299

http://www.keris.or.kr/

한국도서관협회 02-535-4868 535-5616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http://www.korla.or.kr

국립중앙도서관 02-535-4142 590-0530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http://www.nl.go.kr

국회도서관 02-788-2001 788-2988
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http://www.nanet.go.kr/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043-649-7001

043-

645-1785

390-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내)

http://www.kpula.or.kr/

전문대학도서관

협의회
02-490-7371 2209-6825

131-702
서울시 중랑구 서일대학 길22
(서일대학 도서관 내)

http://www.clib.or.kr/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02-6393-5200 6393-5210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

http://www.kcue.or.kr/

대학도서관연합회 02-888-2891
100-4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2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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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수행과 관련하여 마련된 대학종합평가의

평가기준은 필요한 경우 대학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 다소

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
가
기
준

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유지․발

전시킬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RM 제2006-9-302호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2006년도 대학종합평가의 평가기준

  

Ⅰ. 학부평가기준

6.4 정보지원체제

평가항목

6.4.1 도서 및 정보자료의 확보와 활용 상태는 우수한가? (15)

[ 평가지표 ]

6.4.1.1 재학생(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수는 어느 정도인가? (4)

A. 학생 1인당 65점 이상

B. 학생 1인당 55점 이상~65점 미만

C. 학생 1인당 45점 이상~55점 미만

D. 학생 1인당 35점 이상~45점 미만

E. 학생 1인당 35점 미만

6.4.1.2 최근 3년간 구입한 도서의 질(구입단가)은 어느 정도인가? (2)

A. 도서 권당 16,900원 이상

B. 도서 권당 14,700원 이상~16,900원 미만

C. 도서 권당 12,400원 이상~14,7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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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도서 권당 10,200원 이상~12,400원 미만

E. 도서 권당 10,200원 미만

6.4.1.3 대학구성원의 도서활용 정도는 우수한가? (2)

A. 매우 우수하다.

B. 대체로 우수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미흡하다.

E. 매우 미흡하다.

▶ 평가내용

■ 최근 1년 동안의 도서당 대출 횟수와 학생 1인당 대출 횟수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대학

의 유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6.4.1.4-1 학술지(도서형태) 구독 종수는 어느 정도인가? (1.5)

6.4.1.4-2의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A등급인 경우 학과당 20종 이상~ 15종 이상~ 15종 미만

25종 이상 25종 미만 20종 미만

B등급 이하인 경우 학과당 25종 이상~ 20종 이상~ 15종 이상~ 15종 미만

30종 이상 30종 미만 25종 미만 20종 미만

▶ 유의사항

■ 6.4.1.4-2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리 적용됨.

6.4.1.4-2 대학의 전자저널 구독 종수 및 활용 현황은 어떠한가? (1.5)

A. 매우 우수하다.

B. 대체로 우수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미흡하다.

E. 매우 미흡하다.

▶ 평가내용

■ 전자저널 구독 종수와 활용 현황에 대하여 평가하되, 전자저널 열람 및 출력의 용이성

과 실제 활용 정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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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활용 상태는 양호한가? (2)

A. 매우 양호하다.

B. 대체로 양호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미흡하다.

E. 매우 미흡하다.

▶ 평가내용

■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활용 상태를 평가하되, 비도서 정보자료 활용의 용이성과

실제 활용 정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

6.4.1.6 대학간 정보자료의 공유체제는 적절한가? (2)

A. 매우 적절하다.

B. 대체로 적절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부적절하다.

E. 매우 부적절하다.

▶ 평가내용

■ ①대학간 정보자료 공유체제의 마련 여부, ②정보자료 공유 협정체결 현황, .정보자료

공유의 범위와 내용, ③정보자료 공유의 실적, ④정보자료 공유체제에 대한 홍보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6.4.2 정보처리체제의 구축 상황 및 정보화 예산 활용 실적은 우수한가? (5)

[ 평가지표 ]

6.4.2.1 정보처리체제의 구축 및 활용은 우수한가? (3)

A. 매우 우수하다.

B. 대체로 우수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미흡하다.

E. 매우 미흡하다.

▶ 평가내용

■ ①전산체제 및 LAN시스템의 구축 현황, 전산 관련 직원의 확보 정도, ②행정업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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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평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제외

하고 일반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함.

산화․정보화 수준, ③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정도, ④대학구성원들에 대

한 전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6.4.2.2 최근 3년간 정보화 관련 예산의 집행은 적절한가? (2)

A. 매우 적절하다.

B. 대체로 적절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부적절하다.

E. 매우 부적절하다.

▶ 평가내용

■ ① 집행 예산의 규모, ②예산 집행 내역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6.4.3 정보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은 적절한가? (3)

[ 평가지표 ]

6.4.3.1 정보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은 적절한가? (3)

A. 매우 적절하다.

B. 대체로 적절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부적절하다.

E. 매우 부적절하다.

▶ 평가내용

■ ① 정보화 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②정보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현황, ③정

보화 목표 달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Ⅱ. 대학원 평가기준

6.4 정보지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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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대학원은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6.4.1 도서 및 정보자료의 확보 상태는 우수한가? (6)

[ 평가지표 ]

6.4.1.1 재학생(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수는 어느 정도인가? (3)

A. 학생 1인당 65점 이상

B. 학생 1인당 55점 이상~65점 미만

C. 학생 1인당 45점 이상~55점 미만

D. 학생 1인당 35점 이상~45점 미만

E. 학생 1인당 35점 미만

6.4.1.2-1 대학원 전공(학과)당 정기간행 학술지(도서 형태) 구독 종수는 어느 정도

인가? (1.5)

6.4.1.2-2의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A등급인 경우 학과당 26종 이상~ 19종 이상~ 19종 미만

33종 이상 33종 미만 26종 미만

B등급 이하인 경우 학과당 33종 이상~ 26종 이상~ 19종 이상~ 19종 미만

40종 이상 40종 미만 33종 미만 26종 미만

▶ 유의사항

■ 6.4.1.2-2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함.

6.4.1.2-2 전자저널의 구독 및 활용 현황은 어떠한가? (1.5)

A. 매우 우수하다.

B. 대체로 우수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미흡하다.

E. 매우 미흡하다.

▶ 평가내용

■ 전자저널 구독 종수와 활용 현황에 대하여 평가하되, 전자저널 열람 및 출력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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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 활용 정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

평가항목

6.4.2 도서 및 정보자료의 활용도는 높은가? (4)

[ 평가지표 ]

6.4.2.1 대학원생들의 도서 활용 정도는 우수한가? (2)

A. 매우 우수하다.

B. 대체로 우수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미흡하다.

E. 매우 미흡하다.

▶ 평가내용

■ 최근 1년 동안의 도서당 대출 횟수와 대학원생 1인당 대출 횟수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대학의 유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6.4.2.2 비도서 정보자료 활용 정도는 우수한가? (2)

A. 매우 우수하다.

B. 대체로 우수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미흡하다.

E. 매우 미흡하다.

▶ 평가내용

■ 대학원생들의 비도서 정보자료 활용열람 상황을 평가하되, 활용의 용이성과 실제 활용

정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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