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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도서관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회원 대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교도서관(이하 “회장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국가 대학도서관정책에 대한 건의와 연구
② 도서관간의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사업
③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④ 도서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⑤ 도서관 직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⑥ 도서관 관련 조직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⑦ 회보, 편람, 정책자료 등의 간행물 출판 
⑧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도서관(이하 "회원관"이라 한다)은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는 국공
립대학도서관 중에서 본회에 가 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얻은 도서관으로 한다.
② 신입 도서관이 정식 회원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
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을 부여받는다. 
③ 본회의 회원관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도서관은 회원자격을 중지한다. 다만,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다시 회

원자격을 유지 한다.
④ 법률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본회 회원관의 정체성(국공립기관으로서의)



420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35輯

이 바뀌어도 해당 회원관이 본회의 탈퇴를 원하지 않는 한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⑤ 회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회의 회원관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관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
③ 이사 20명 내외
④ 감사 2명
⑤ 사무국장 1명
⑥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자격과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교의 관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기관이사와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구성비는 60% 대 40%로 한다. 
기관이사는 회원관의 관장 중에서, 실무이사는 회원관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는 회원교의 관장 혹은 과장 또는 팀장 이상 직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
출 한다. 
④ 사무국장은 화장교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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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회장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며,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
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경리와 회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 활동
을 지원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본회에는 안건의 발의, 심의, 혹은 의결을 위해 총회, 이사

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절 총 회 -  
제1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
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관의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14일전까지,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 계획의 승인 
⑤ 이사회의 부의사항 
⑥ 신입회원관의 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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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결권의 대리)  

① 총회는 재적 회원관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관은 본회가 정한 서면위임장에 의해 서면 또
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또한 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안으로 회원관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절 이사회 -  
제1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혹은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① 총회가 위임한 사안
② 총회에 부의할 사안
③ 신규 사업의 심의
④ 예산과 결산 심의
⑤ 각종 규정의 심의
⑥ 각종 포상의 심의
⑦ 기타 중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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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와 의결권 대리)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본회가 정한 서면위임장에 의해 서면 또
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또한 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안 중에서 경미한 사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1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이때 이사는 기관이사와 실무이사를 균형있게 위촉한다). 운
영위원의 임기는 회장교의 임기와 함께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①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안
③ 신규 사업 계획의 수립
④ 예산과 결산(안)의 수립
⑤ 각종 규정과 포상 관련 사안
⑥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사안    

- 제4절 분과위원회 -
제2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회장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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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 무 국  

제24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처리를 위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기부금 또는 찬조금
  ③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한다. 
제27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 1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 전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포   상   

제28조(목적)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회원관에
서 장기한 근속한 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목적으로 포상한다. 

제29조(대상과 자격) 포상의 대상과 자격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① 공로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본회 회원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
② 감사패: 본회 또는 회원관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제30조(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통 (제29조 1,2항 해당자) 
② 경력증명서 1통 (제29조 1항 해당자)  

제31조(심사 및 시상)
① 대상자는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시상은 총회 또는 정기 세미나 등에서 행하며,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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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상의 기준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협의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정 1979. 05. 25(제28차 총회) 
1차 개정 1981. 05. 08(제30차 총회) 
2차 개정 1982. 06. 18(제32차 총회) 
3차 개정 1984. 06. 29(제36차 총회) 
4차 개정 1989. 07. 07(제41차 총회) 
5차 개정 1992. 07. 11(제44차 총회) 
6차 개정 1997. 07. 14(제49차 총회) 
7차 개정 2001. 12. 21(제53차 총회)  
8차 개정 2010. 06. 22(제62차 총회) 
9차 개정 2012. 07. 01(제64차 총회) 
10차 개정 2013. 06. 27(제65차 총회)
11차 개정 2014. 06. 19(제66차 총회)
12차 개정 2016. 06. 9(제68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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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포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공립대학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장기근속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 자격) 대상과 자격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①공로상 : 본 협의회 회원 도서관에 30년 이상 사서직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 하거나 

정년퇴직 하는 자, 또는 협의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②공로상은 일금30만원 상당(2014년6월19일 개정) 

③감사패 또는 공로패 : 본 협의회 또는 회원 도서관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제3조(제출서류)  

①이력서 1통(제2조 ①항 해당자) 

②공적조서 1통(제2조 ①항, ②항 해당자) 

③경력증명서 1통(제2조 ①항 해당자)  

제4조(심 사)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제5조(시 상) 시상식은 총회 또는 세미나 등 본 협의회 행사시에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포상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포상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2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7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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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2호, 2015.3.2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

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

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

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

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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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

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의 추진방법

  3.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4.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5.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

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

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

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

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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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2.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3.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4.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

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

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3222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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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47호, 2015.9.25.,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

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

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

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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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서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

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

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

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

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3. 대학도서관의 시설·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6547호,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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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서의 배치기준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치된 

사서의 수가 별표 1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

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서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018년 9월 28일

  2.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 2017년 9월28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확보된 도서관자료의 수가 별표 2에 따른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018년 9월 28일

  2.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 2017년 9월28일

제3조(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대학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5

조제2항 및 그에 따른 학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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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산출기준 최소 배치기준 인원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

가 5만권 이상인 경우 

 1. 전문대학: 사서 2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3

명 이상

학생 수가 1천명 미만이거나 장서 

수가 5만권 미만인 경우

 1. 전문대학: 사서 1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2

명 이상

 비고

  1. “학생 수”란 학부과정 재학생 수와 대학원과정 재학생 수를 합한 

수를 말하고, “장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자료 

중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및 전자자

료(전자책에 한정한다)의 총수를 말한다. 

  2.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

다.

  3.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수 및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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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도서자료 

대학 구분
최소 기본도서 수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전문대학
학생 1명당 30권 

이상
학생 1명당 1권 이상

전문대학 외의 대학
학생 1명당 70권 

이상
학생 1명당 2권 이상

 비고

  1. “도서자료”란 도서관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 

    나.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필사자료 

    다. 전자자료 중 전자책

  2. “기본도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자료의 총수를 말

한다.

  3. “연간 증가 책 수”란 해당 연도에 새로 등록된 도서자료(해당 

대학이 구입한 도서자료에 한정한다)의 수를 말한다.

  4.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5. 도서자료 외의 도서관자료 기준은 학생 수 및 도서관 시설 등을 고

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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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가을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 창립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 1963.02.08. 국립대학교 도서관장회의 개최(도협 사무국)

• 1963.03.30. 제2차 총회 개최(경북대)

• 1963.03.28.∼29. 제3차 총회 개최(전남대)

• 1964.10.16. 제4차 총회 개최(부산대)

“전국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로 개칭 

• 1965.04.17.∼18. 제5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65.11.06.∼07. 제6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66.10.29.∼30. 제7차 총회 개최(전북대)

• 1967.01.27.∼28. 제8차 총회 개최(충남대)

• 1968.10.19.∼20. 제9차 총회 개최(경북대)

• 1969.08.18. 제10차 총회 개최(부산대)

• 1970.08.28. 제11차 총회 개최(전남대)

• 1971.06.11. 제12차 총회 개최(충남대)

• 1971.11.04. 제13차 총회 개최(전북대)

• 1972.04.28. 제14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72.12.20. 제15차 총회 개최(경북대)

충북대 가입

• 1973.06.15. 제16차 총회 개최(부산대)

강원대, 제주대 가입 

• 1973.11.16.∼17. 제17차 총회 개최(제주대)

• 1974.05.03. 제18차 총회 개최(강원대)

• 1974.10.18. 제19차 총회 개최(충북대)

경상대 가입 

• 1975.05.09. 제20차 총회 개최(전남대)

• 1975.10.19. 제21차 총회 개최(경상대)

• 1976.05.17. 제22차 총회 개최(부산대)

• 1976.10.22. 제23차 총회 개최(전북대)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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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17.∼02.16. 제1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7.05.13. 제24차 총회 개최(충남대)

• 1977.08.01.∼27. 제2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7.10.28. 제25차 총회 개최(경북대)

“전국국립대학(교)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개칭 

• 1978.01.11.∼02.04. 제3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8.04.28.∼29. 제26차 총회 개최(서울대)

• 1978.09.11.∼13. 제1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서울대)

• 1978.10.12.∼13. 제27차 총회 개최(강원대)

• 1979.02.12.∼26. 제4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시(서울대 도서관)

• 1979.05.25. 제28차 총회에서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협

의체를 구성하고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초대회장 : 김운태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회원가입 : 강릉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 1979.07.20.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79.08.10.∼11. 제2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경북대)

• 1980.05.12. 회장취임(김운태 서울대 도서관장→최지훈 서울대 도서관장) 

• 1980.09.19.∼20. 제29차 총회 개최(부산대)

창원대, 부산수산대 가입 

• 1981.05.08.∼09. 제30차 총회 개최(경상대)

제30차 총회에서 회칙을 1차 개정하고 협의체 명칭을 “국립대

학도서관협의회”로 개칭

회원가입 : 한국체육대 

• 1981.07.10.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81.07.10.∼11. 제3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전남대)

• 1981.07.20. 회장취임(이영기 서울대 도서관장) 

• 1981.11.20.∼21. 제31차 총회 개최(제주대)

• 1982.06.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행

• 1982.06.18.∼19. 제32차 총회 개최(충남대)

제32차 총회에서 회칙 2차 개정

회원가입 : 순천대 

• 1982.07.23.∼24. 제4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전북대)

• 1982.11.26.∼27. 제33차 총회 개최(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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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서울교육대 가입 

• 1983.01.24.∼25. 제5차 사서실무 연수교육 실지(부산대 도서관)

• 1983.07.01. 제34차 총회 개최(부산수산대)

국립대학도서관보 창간호 발행

한국방송통신대 가입 

• 1983.08.13. 대학간 각종 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

• 1983.09.09.∼10. 제5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충남대)

• 1983.11.25. 제35차 총회 개최(공주사대)

회원가입 :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 1984.06.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계획 수립

• 1984.06.2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집 발행

• 1984.06.29.∼30. 제36차 총회 개최(강릉대)

제36차 총회에서 회칙 3차 개정

회원가입 : 육군사관학교 

• 1984.07.06.∼07. 제6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충북대)

• 1984.12.30. 문교부로부터 학술연구조성비 500만원 받아 “학술잡지 종합목

록의 전산화”에 관하여 연구

• 1985.07.20. 회장취임(이기문 서울대 도서관장) 

• 1985.11.15.∼16. 제37차 총회 개최(목포대)

회원가입 : 인천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 1985.12.20.∼21. 제7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경상대)

• 1986.05.31. 국립대학도서관보 제4집 발행

• 1986.08.22.∼23. 제38차 총회 개최(한국해양대)

회원가입 : 광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 1986.08.28.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86.12.19.∼20. 제8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부산대)

• 1986.12.29. “국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방안”문교부 건의

• 1987.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5집 발행

• 1987.07.24.∼25. 제9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강원대)

• 1987.08.21. 제39차 총회 개최(군산대)

회장취임(박병호 서울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여수수산대 

• 1988.01.22.∼23. 제10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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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6집 발행

• 1988.07.23.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88.08.05. 협의회 이사회 개최(창원대 도서관)

• 1988.08.05.∼06. 제40차 총회 개최(창원대)

회원가입 : 전주교대, 제주교대 

• 1988.08.19.∼20. 제11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한국교원대)

• 1989.01.21.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89.02.17.∼18. 제12차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개최(서울대)

• 1989.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7집 발행

• 1989.06.30.∼07.01. 제13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LC MARC 작성편람 발행

• 1989.08.07.∼ 08. 제41차 총회 개최(안동대)

회칙개정(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회원가입 : 부산공업대  

• 1989.08.18. 소장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작성을 위한 제1차 실무자 회의, US 

MARC 및 입력용지 작성요령 설명 및 실습(서울대 도서관)

• 1989.10.12.∼14. 소장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작성을 위한 제2차 실무자 회의, US 

MARC 및 입력용지 작성요령 설명 및 실습(서울대 도서관)

• 1989.12.19. 제1차 종합대학교 도서관장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0.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서양서 : 인문․사회․예능편) 발행

• 1990. 국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계획 발행

• 1990.02.15.∼16. 제14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전남대)

• 1990.02.08. 제2차 종합대학교 도서관장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0.08.0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8집 발행

• 1990.08.13.∼14. 제42차 총회 개최(한국교원대)

회장취임(선우중호 서울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대전공업대 

• 1990.08.24.∼25. 제15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전북대)

• 1990.10.30. 제1차 도서관 업무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0.12.11. 국립대학 도서관장 협의회 창립 총회(서울대 문화관)

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위원회 설립

• 1991.01.20.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발간(서양서 편)(기술과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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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1.31. 제2차 도서관 업무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1.02.01.∼02. 제16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남대)

• 1991.03.23. 제1차 대학도서관전산화 추진위원회 개최

• 1991.03.29. 제3차 도서관 업무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1.07.1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9집 발행

• 1991.07.19.∼20. 제43차 총회 개최(순천대)

회장취임(오주환 경북대 도서관장)

회원가입 : 서울시립대 

• 1991.08.09.∼10. 제17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북대)

• 1991.10.17.∼18. 서울대, 대학도서관 정산화 국제세미나 개최

• 1991.11.02. 제1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1.11.07.∼08. 제2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전남대)

• 1991.12.06. 제2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경북대 도서관)

• 1991.02.14. 제3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1.02.14.∼15. 제18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상대)

• 1992.04.10. 제4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부산대 도서관)

• 1992.05.13.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북대 도서관)

• 1992.06.2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0집 발행

• 1992.07.10. 제44차 총회에서 회칙개정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로 개칭

회원가입 : 금오공대, 삼척산업대, 상주산업대, 서울산업대 

• 1992.07.10.∼11. 제44차 총회 개최(서울시립대)

• 1992.08.21.∼22. 제19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부산대)

• 1992.08.28. 제5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전남대 도서관)

• 1992.11.06.∼07. 제3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강원대)

• 1992.11.13. 제6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1992.12.16. 제9차 차관자금의 배분비율 결정

      ― 도서관 주선산기 등 장비도입비 : 53%

      ― 전산원 캠퍼스망(LAN) 설치비 : 47%

• 1992.12. 대학도서관전산화 기반조성을 위한 건의서 채택

• 1993.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서양서) 발행

• 1993.02.19.∼20. 제20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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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2.26. 교육부가 서울대 도서관을 “대학도서관 정산화 운영기관”으로 지정

제7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 1993.04.09. 제2차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1993.04.15.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1993.04.21.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 경인지역 목록 실무자회의(서울

대 도서관)

• 1993.05.14.∼15. 제8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경상대 도서관)

• 1993.06.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1집 발행

• 1993.06.16. 제1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운영협의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3.06.22. 제2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운영협의회 개최(서울대 호함교수회관)

• 1993.07.01. 협의회 이사회 개최(전북대 도서관)

• 1993.07.02. 회장취임(이경재 전남대 도서관장)

• 1993.07.02.∼03. 제45차 총회 개최(전북대)

• 1993.07.27. 일어․ 중국어 ․로마자 표기 책자 각 회원 도서관에 배포

• 1993.07.29.∼30. 제21차 도서관․ 정보하 학술세미나 개최(제주대)

• 1993.08.05. 국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건의서 제출(교육부 및 국회)

• 1993.09.03. 제9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전북대 도서관)

• 1993.10.19. 서울대 의대 도서관 증축 개관식 및 MEDLARS 가동식

• 1993.11.05.∼06. 제4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협의회 총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 1993.11.11. 사서사무관 준비 모임 세미나 개최

• 1993.12.03. 제10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충북대 도서관)

• 1993.12.10.∼12. 대학도서관 전산화 워크샾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4.01.28.∼29. 제11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4.02.18. 제2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위원회 개최(서울대 교수회관)

• 1994.02.18.∼19. 제22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교원대)

• 1994.02.25. 제2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협의회 개최(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1994.03.24.∼25. 제12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경북대 도서관)

• 1994.06.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2집 발행

• 1994.06.10.∼11. 제13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4.07.14. 협의회 이사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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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밀양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산업대, 공군사관학교 

• 1994.07.15.∼16. 제46차 총회 개최(제주대)

밀양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산업대, 공군사관학교 가입

• 1994.08.18. 제3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협의회 개최(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 1994.08.19.∼20. 제23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릉대)

• 1994.08.31. 제3차 대학도서관 전산화 운영협의회 개최(서울대 호함 교수회관)

• 1994.09.09.∼10. 제14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전남대 도서관)

• 1994.11.04.∼05. 제5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경북대)

• 1994.12.02.∼03. 제15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부산대 도서관)

• 1995.02.17.∼18. 제24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공주대)

• 1995.03.24.∼25. 제16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1995.04.21. 제2차 사서서기관․ 사무관 회의 개최(서울대)

• 1995.04.24. 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위원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5.05.22. 제1차 대학도서관 전산화사업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5.05.24. 제2차 대학도서관 전산화사업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5.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3집 발행

• 1995.07.13. 회장취임(김중하 부산대 도서관장) 

• 1995.07.13.∼14. 제47차 총회 개최(창원대)

회장취임(김중하 부산대 도서관장)

• 1995.08.11.∼12. 제25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군산대)

• 1995.10.13.∼14. 제17차 목록분과위원회 개최(제주대 도서관)

• 1995.11.10.∼11. 제6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충남대)

• 1996.02.09.∼10. 제26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부산대)

• 1996.02.28. 대학도서관 전산화 실무협의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1996.05.10. 회원가입 :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 1996.05.10.∼11. 제48차 총회 개최(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가입

• 1996.06.25.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4집 발행 

• 1996.12.13. 제5차 사서서기관․ 사무관 회의 개최(부산대)

• 1997.02.21.∼22. 제27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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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강릉대학교 학술정보시스템(ISKUL) 가동식

제6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서울대)

• 1997.05.30. 국립대학 도서관보 제 15집 발행

• 1997.07.03.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상대 도서관)

• 1997.07.04.∼05. 제49차 총회 개최(경상대)

회장취임(권용주 전북대 도서관장)

제46차 총회에서 회칙 6차 개정(표창규정 삽입)

회원가입 : 인천대 

• 1997.08.22.∼23. 제28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안동대)

• 1997.11.14.∼15. 제8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전북대)

• 1997.12. 국공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서 제출

• 1998.02.20.∼21. 제29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목포대)

• 1998.03.19. 제7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전북대)

• 1998.06.3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6집 발행

• 1998.07.03.∼04. 제50차 총회 개최(충북대)

• 1998.08.21.∼22. 제30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창원대)

• 1998.10.13. 제8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충남대)

• 1998.10.30.∼31. 제9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경상대)

• 1999.02.26.∼27. 제31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해양대)

• 1999.06.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7집 발행

• 1999.06.24. 협의회 이사회 개최(서울대 도서관)

• 1999.06.24.∼25. 제51차 총회 개최(서울대)

회장취임(김종석 충남대 도서관장) 

서울대 전자도서관 시스템 가동

• 1999.08.20.∼21. 제32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해양대)

• 1999.09.01. 회장취임(전길웅 충남대 도서관장)

• 1999.11.12.∼13. 제10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충북대)

• 1999.12.28.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2000.02.18.∼19. 제33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시립대)

• 2000.04.27. 제9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순천대)

• 2000.06.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8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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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9. 협의회 이사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2000.06.29.∼30. 제52차 총회 개최(강원대 도서관)

• 2000.08.25.∼26. 제34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대전산업대)

• 2000.09.01. 회장취임(이규승 충남대 도서관장) 

• 2000.11.03.∼04. 제11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총회 개최(부경대)

• 2000.11.10. 협의회 이사회 개최(충남대 도서관)

• 2001.06.29.∼30. 제53차 총회 개최-제12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인천시립대)

회장취임(최진범 경상대 도서관장) 

• 2001.08.24.∼25. 제36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육군사관학교) 

• 2001.09.01. 회장취임(권기훈 경상대 도서관장) 

• 2001.11.09. 제11차 사서서기관 ․ 사무관회의 개최(충남대)

• 2001.12.21.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상대 도서관)

• 2001.12.31. 회칙개정(간사, 서기→사무국장, 총무로 개칭) 

• 2002.02.18.∼19. 제37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방송통신대)

• 2002.05.1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20집 발행

• 2002.05.31. 제12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경상대)

• 2002.06.28. 협의회 이사회 개최(부경대 도서관)

• 2002.06.28.∼29. 제54차 총회 개최(부경대)

• 2002.07.10. 한경대학교 회원교 가입 

• 2002.08.26.∼27. 제38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대)

• 2002.11.29. 제13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공주대)

• 2003.02.25.∼26. 제39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부산대)

• 2003.06.20.∼21. 제55차 총회 개최(공주대학교)

회장취임(이광래 강원대 도서관장)

• 2003.07.01. 한국예술종합학교 회원교 가입

• 2003.08.12.∼13. 제42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전남대)

• 2003.08.13.∼14. 제40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 2003.10.06. 제14차 사서서기관․ 사무관회의 개최(서울대)

• 2003.12.04.∼05. 제7차 국립대학도서관 40년사 편집회의(강원대학교)

• 2004.06.29.∼30. 제56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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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8. 제43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전북대)

• 2004.10.21. 제16차 사서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충북대)

• 2004.07.29.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 ․ 전송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05.05.08. 회장취임(박봉우 강원대 도서관장)

• 2005.06.17.∼18. 제57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목포대)

• 2005.07.01. 회장취임(장공자 충북대 도서관장)

• 2005.08.18.∼19. 제44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남대) 

• 2005.09.22. 제17차 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제주대)

• 2006.02.03. 임원회의 회의록(충북대)

• 2006.02.09.∼10. 제45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금오공과대학교)

• 2006.05.08.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 2006.06.20. 협의회 이사회 개최(공주대학교)

• 2006.06.22. 회원가입 : 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청)

대학 통합으로 회원교 제적 : 밀양대학교, 여수대학교

회원교명 변경 : 삼척대학교→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 2006.06.22.∼23. 제58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한국해양대)

• 2006.07.13. 제46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충북대)

• 2006.09.01. 회장취임(김인경 충북대 도서관장)

• 2006.09.22. 제18차 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서울대)

• 2007.02.15.∼16. 제47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대)

• 2007.05.10.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 2007.06.21.∼22. 제59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군산대)

회원가입 : KAIST

• 2007.07.01. 회장취임(박명진 서울대 도서관장)

• 2007.08.09.∼10. 제48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원대)

• 2007.10.05. 제19차 서기관 ․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공주대학교 도서관)

• 2008.01.24.∼25. 제49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제주대)

• 2008.03.01. 대학통합으로 회원교 제적 : 상주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 2008.03.20.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KUCLA) 창립배경 및 추진경과(서울대)

• 2008.05.26. 회장취임(김완진 서울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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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9.∼20. 제60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강릉대)

• 2008.08.01. 회장취임(서경호 서울대 도서관장)

• 2008.08.21.∼22. 제50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교원대)

• 2008.10.14.∼25. 제20차 서기관 ․사서사무관 회의 개최(부경대)

• 2009.01.15.∼16. 제51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원대)

• 2009.04.01. 회장취임(김종서 서울대 도서관장)

• 2009.06.25.∼26. 제61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부산대)

• 2009.07.01. 회장취임(남권희 경북대 도서관장)

• 2009.08.20.∼21. 제52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 2009.09.01. 회장취임(김문기 경북대 도서관장)

• 2009.11.13.∼14. 제21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강원대)

• 2010.04.02.∼03. 제22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순천대)

• 2010.06.22.∼23. 제62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충남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회원 가입

• 2010.12.21.∼22. 제53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경북대)

• 2011.04.22.∼23. 제23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경상대)

• 2011.06.23.∼24. 제63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창원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회원 가입

• 2011.07.01. 회장취임(홍성식 전남대 도서관장)

• 2011.11.24.∼25. 제54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대)

• 2012.05.18. 제24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한국교원대)

• 2012.06.28.∼29. 제64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전남대)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 회원 가입

• 2012.10.25.∼26. 제55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강릉원주대)

• 2013.01.04. 회장취임(마재숙 전남대 도서관장)

• 2013.06.20.∼21. 제65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안동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회원 가입

• 2013.07.01. 회장취임(이제환 부산대 도서관장)

• 2013.10.17.∼18. 제56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공주대)

• 2014.02.21. 제25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목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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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회장취임(김기혁 부산대 도서관장)

• 2014.04.17. 협의회 이사회 개최(경북대)

• 2014.06.19∼02. 제66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전북대)

• 2014.08.28. 제26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제주대)

• 2014.10.01.∼02. 제57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한국교통대)

• 2015.04.24. 제27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경북대)

• 2015.06.04∼05. 제67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순천대)

• 2015.07.01. 제19대 회장취임(이상귀 전북대 도서관장)

• 2015.10.15.∼16. 제58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군산대)

• 2016.01.22.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전북대)

• 2016.04.21.∼22. 제28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전남대)

• 2016.06.09∼10. 제68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제주대)

• 2016.10.13.∼14. 제59차 도서관 ․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서울대)

• 2016.11.05. 제19대 회장취임(박승제 전북대 도서관장, 제19대 잔여 임기)

• 2017.01.16.∼17.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제주대)

• 2017.04.20.∼21. 제29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충남대)

• 2017.06.08∼09. 제69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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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회장교
회  장  교 회          장 비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김운태 도서관장 : 1979.05.25.∼1980.05.11.

  최지훈 도서관장 : 1980.05.12.∼1981.07.19.

  이영기 도서관장 : 1981.07.20.∼1985.07.028.

  이기문 도서관장 : 1985.07.29.∼1987.07.28.

  박병호 도서관장 : 1987.07.29.∼1989.07.28.

  선우중호 도서관장 : 1989.07.29.∼1991.07.18.

경북대학교 도서관
  오주환 도서관장 : 1991.07.19.∼1992.03.31.

  이병곤 도서관장 : 1992.04.01.∼1993.06.30.

전남대학교 도서관
  이경재 도서관장 : 1993.07.01.∼1995.04.24.

  이왕근 도서관장 : 1995.04.25.∼1995.06.30.

부산대학교 도서관
  김중화 도서관장 : 1995.07.01.∼1997.02.28.

  박인웅 도서관장 : 1997.03.01.∼1997.06.30.

전북대학교 도서관
  권용주 도서관장 : 1997.07.01.∼1997.07.09.

  김옥배 도서관장 : 1997.07.10.∼1999.06.30.

충남대학교 도서관

  김종석 도서관장 : 1999.07.01.∼1999.08.31.

  전길웅 도서관장 : 1999.09.01.∼2000.08.31.

  이규승 도서관장 : 2000.09.01.∼2001.06.30.

경상대학교 도서관 

  최진범 도서관장 : 2001.07.01.∼2001.08.31.

  권기훈 도서관장 : 2001.09.01.∼2003.04.30.

  최진범 도서관장 : 2003.05.01.∼2003.06.30.

강원대학교 도서관 
  이광래 도서관장 : 2003.07.01.∼2005.05.07.

  박봉우 도서관장 : 2004.05.08.∼2004.06.30.

충북대학교 도서관
  장공자 도서관장 : 2005.07.01.∼2006.08.31.

  김인경 도서관장 : 2006.09.01.∼2007.06.30.

서울대학교 도서관

  박명진 도서관장 : 2007.07.01.∼2008.05.14.

  김완진 도서관장 : 2008.05.14.∼2008.07.31.

  서경호 도서관장 : 2008.08.01.∼2009.03.31.

  김종서 도서관장 : 2009.04.01.∼2009.06.30.

경북대학교 도서관

  남권희 도서관장 : 2009.07.01.∼2009.08.31.

  김문기 도서관장 : 2009.09.01.∼2010.09.01.

  예병준 도서관장 : 2010.09.01.∼2011.06.30.

전남대학교 도서관
  홍성식 도서관장 : 2011.07.01.∼2013.01.03.

  마재숙 도서관장 : 2013.01.04.∼2013.06.30.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제환 도서관장 : 2013.07.01∼2014.02.28.

  김기혁 도서관장 : 2014.03.01∼2015.06.30.

전북대학교 도서관
  이상귀 도서관장 : 2015.07.01.∼2016.11.04.

  박승제 도서관장 : 2016.11.05.∼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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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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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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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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를 횡으로 사용하되, 100매 이내로 작성) 그림은 본문과 분리시켜 제

출하되 반드시 본문에 그림이 들어갈 공간 명시한다.

라. 그림 : 그림은 이미지파일(GIF, JPG, PCX, BMP, WMF)로 제출하거나 원고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려야 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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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단[가로14㎝]크기 이상일 때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알맞게 선정)

마.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

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각주”로 표시한다.(중요한 문헌은 본문에 저자

를 소개한다)

3. 교정 : 초교는 저자가, 재교부터는 편찬위원회에서 교정한다.

4. 번역논문 : 번역한 논문인 경우에는 원본을 첨부해야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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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진흥과

044-203-6653 044-203-6875

30119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

동 교육부

http://www.moe.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714-0114 053-714-0198

41061 대구시 동구 동내로 64

http://www.keris.or.kr

한국도서관협회 02-535-4868 02-535-5616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http://www.korla.or.kr

국립중앙도서관 02-535-4142 02-90-0530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http://www.nl.go.kr

국회도서관 02-788-2001 02-788-2988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http://www.nanet.go.kr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02-3277-3141 02-3277-3122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내)

http://lib.ewha.ac.kr

한국전문대학

도서관협의회
031-412-7191 031-412-7149

15263
경기도 오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1
(서울예술대학교 도서관 내)

http://www.seoularts.ac.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919-3800 02-6919-3820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플리스 A동23층)

http://www.kcue.or.kr

대학도서관연합회 02-888-2891 02-2268-1859

04553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4길9 라이온
스빌딩 902호

http://www.kuc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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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 일      자 개  최  장  소 비      고

1 1963.02.08. 도협사무국 1회∼33회는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집 

p.78∼86 회의록 요약 참조2 1963.03.30. 경북대학교 도서관

3 1964.03.28.∼29. 전남대학교 도서관 34차∼42차는 총회 회의록 및 

4 1964.10.16. 부산대학교 도서관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8집 참조

5 1965.04.17.∼18. 서울대학교 도서관

6 1966.11.06.∼07. 서울대학교 도서관

7 1966. 전북대학교 도서관

8 1967.05.27.∼28. 충남대학교 도서관

9 1968.10.19.∼20. 경북대학교 도서관

10 1969.08.18. 부산대학교 도서관

11 1970.08.28. 전남대학교 도서관

12 1971.06.11. 충남대학교 도서관

13 1971.11.04. 전북대학교 도서관

14 1972.04.28. 서울대학교 도서관

15 1972.12.20. 경북대학교 도서관

16 1973.06.15. 부산대학교 도서관

17 1973.11.16.∼17. 제주대학교 도서관

18 1974.05.03. 강원대학교 도서관

19 1974.10.18. 충북대학교 도서관

20 1975.05.09. 전남대학교 도서관

21 1975.10.10. 경상대학교 도서관

22 1976.05.17. 부산대학교 도서관

23 1976.10.22. 전북대학교 도서관

24 1977.05.13. 충남대학교 도서관

25 1977.10.28. 경북대학교 도서관

26 1978.04.28.∼29. 서울대학교 도서관

27 1978.10.12.∼13. 강원대학교 도서관

28 1979.05.25.∼26. 충북대학교 도서관

29 1980.09.19.∼20. 부산대학교 도서관

30 1981.05.08.∼09. 경상대학교 도서관

31 1981.11.20.∼21. 제주대학교 도서관

32 1982.06.18.∼19. 충남대학교 도서관

33 1982.11.26.∼27. 전남대학교 도서관

34 1983.07.01.∼02. 부산수산대학교 도서관

35 1983.11.25.∼26. 공주사범대학교 도서관

36 1984.06.29.∼30. 강릉대학교 도서관

37 1985.11.15.∼16. 목포대학교 도서관 (도림캠퍼스)

38 1986.08.22.∼23.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39 1987.08.21.∼22. 군산대학교 도서관

□ 총회 개최교 순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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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 일      자 개  최  장  소 비      고

40 1988.08.05.∼06. 창원대학교 도서관

41 1989.07.07.∼08. 안동대학교 도서관

42 1990.08.13.∼14.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43 1991.07.19.∼20. 순천대학교 도서관

44 1992.07.10.∼11.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45 1993.07.02.∼03. 전북대학교 도서관

46 1994.07.15.∼16. 제주대학교 도서관

47 1995.07.13.∼14. 창원대학교 도서관

48 1996.05.10.∼11.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49 1997.07.04.∼05. 경상대학교 도서관

50 1998.07.03.∼04. 충북대학교 도서관

51 1999.06.24.∼25. 서울대학교 도서관

52 2000.06.29.∼30. 강원대학교 도서관

53 2001.06.29.∼30. 인천대학교 도서관

54 2002.06.28.∼29. 부경대학교 도서관

55 2003.06.20.∼21. 공주대학교 도서관

56 2004.06.29.∼30. 경북대학교 도서관

57 2005.06.17.∼18. 목포대학교 도서관

58 2006.06.22.∼23.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59 2007.06.21.∼22. 군산대학교 도서관

60 2008.06.19.∼20. 강릉대학교 도서관

61 2009.06.25.∼26. 부산대학교 도서관

62 2010.06.22.∼23. 충남대학교 도서관

63 2011.06.23.∼24. 창원대학교 도서관

64 2012.06.28.∼29. 전남대학교 도서관

65 2013.06.27.∼28. 안동대학교 도서관

66 2014.06.19.∼20 전북대학교 도서관

67 2015.06.04.∼05 순천대학교 도서관  변경(제66차 총회 결정사항)

68 2016.06. 제주대학교 도서관

69 2017.06. 경상대학교 도서관  변경(제66차 총회 결정사항)

70 2018.06.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변경(제66차 총회 결정사항)

71 2019.06.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72 2020.06. 충북대학교 도서관

73 2021.06. 서울대학교 도서관

74 2022.06. 강원대학교 도서관

75 2023.06. 인천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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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 일      자 개  최  장  소 비      고

1 1978.09.11.∼13. 서울대학교 도서관 1회∼4회는 국립대학도서관보

2 1979.08.10.∼11. 경북대학교 도서관 제1집 p.43∼61 요약 참조

3 1981.07.10.∼11. 전남대학교 도서관

4 1982.07.23.∼24. 전북대학교 도서관

5 1983.09.09.∼10. 충남대학교 도서관

6 1984.07.06.∼07. 충북대학교 도서관

7 1985.12.20.∼21. 경상대학교 도서관

8 1986.12.19.∼20. 부산대학교 도서관

9 1987.07.24.∼25. 강원대학교 도서관

10 1988.01.22.∼23. 제주대학교 도서관 1987.08.21.∼22. 제39차 총회에서

11 1988.08.19.∼20.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군산대학교)10차 이후 20차 까지

12 1989.02.17.∼18. 서울대학교 도서관 개최교 결정

13 1989.06.30.∼7.1. 경북대학교 도서관

14 1990.02.15.∼16. 전남대학교 도서관

15 1990.08.24.∼25. 전북대학교 도서관

16 1991.02.01.∼02. 충남대학교 도서관

17 1991.08.09.∼10. 충북대학교 도서관

18 1992.02.14.∼15. 경상대학교 도서관

19 1992.08. 부산대학교 도서관

20 1993.02. 강원대학교 도서관

21 1993.08. 제주대학교 도서관
1992년 제44차 총회(서울시립대학교)
에서 21차∼30차까지 개최교 지정22 1994.02.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23 1994.08. 강릉대학교 도서관

24 1995.02. 공주대학교 도서관

25 1995.08. 군산대학교 도서관

26 1996.02. 부산대학교 도서관 목포대학교 도서관에서 반납

27 1997.02. 순천대학교 도서관 부산수산대학교 도서관에서 반납

28 1997.08.22.∼23. 안동대학교 도서관

29 1998.02.20.∼21. 부경대학교 도서관

30 1998.08. 창원대학교 도서관

31 1999.02. 목포대학교 도서관

32 1999.08.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33 2000.02.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34 2000.08. 대전산업대학교 도서관

35 2001.02.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

36 2001.08.24.∼25.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37 2002.02.18.∼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교 순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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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02.08.27.∼28. 서울대학교 도서관

39 2003.02.25.∼26. 부산대학교 도서관

40 2003.08.13.∼14. 경북대학교 도서관

41 2004.02.26.∼27. 경상대학교 도서관

42 2004.08.12.∼13. 전남대학교 도서관

43 2005.02.17.∼19. 전북대학교 도서관

44 2005.08.18.∼19. 충남대학교 도서관

45 2006.02.09.∼10.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46 2006.07.13.∼14. 충북대학교 도서관

47 2007.02.15.∼16. 서울대학교 도서관

48 2007.08.09.∼10. 강원대학교 도서관

49 2008.01.24.∼25. 제주대학교 도서관

상주대학교 도서관  경북대-상주대 통합으로 반납

50 2008.08.21.∼22.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통합으로 교명 상실시 차 순위 학교에서 

 세미나 개최(제58회 정기총회 결정사항)

51 2009.01.15.∼1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서관

52 2009.08.20.∼21. 경북대학교 도서관

53 2010.12.21.∼22. 경북대학교 도서관

54 2011.11.24.∼25. 서울대학교 도서관

55 2012.10.25.∼26.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56 2013.10.17.∼18. 공주대학교 도서관

57 2014.10. 한국교통대학교 도서관

58 2015.10. 군산대학교 도서관

59 2016.10. 서울대학교 도서관  변경(제66차 총회 결정사항)

60 2017.10. 경찰대학교 도서관  변경(제68차 총회 결정사항)

61 2018.10. 안동대학교 도서관

62 2019.10. 순천대학교 도서관  변경(제66차 총회 결정사항)

63 2020.10. 창원대학교 도서관

64 2021.10. 목포대학교 도서관

65 2022.10.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66 2023.10. 한밭대학교 도서관

67 2024.10.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68 2025.10. 인천대학교 도서관

69 2026.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국공립대학도서관 회원 명부 / 455

번호 회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1 강릉원주대학교 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033-640-2578

2 강원대학교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033-250-8018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2725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칠암동) 055-751-3194

4 경북대학교 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053-950-4662

5 경상대학교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055-772-0505

6 공주대학교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신관동) 041-850-8692

7 군산대학교 54150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063-469-4181

8 금오공과대학교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054-478-7162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2988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
앙대로 333

053-785-1171

10 목포대학교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061-450-2887

11 부경대학교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051-629-6705

12 부산대학교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051-510-1309

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02-970-9032

14 서울대학교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1160

15 서울시립대학교 02504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02-6490-6523

16 순천대학교 57922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061-750-5014

17 안동대학교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054-820-7213

18 울산과학기술원 44919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052-217-1402

19 인천대학교 22012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 032-770-8082

20 전남대학교 61186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062-530-3533

21 전북대학교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063-270-3471

22 제주대학교 63243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1) 064-754-2204

23 창원대학교 5114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055-279-7803

24 충남대학교 34134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042-821-6025

25 충북대학교 28644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043-261-2894

26 한경대학교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67) 031-670-5503

27 한국과학기술원 34141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335 042-350-2222

□ 국공립대학도서관 회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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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교원대학교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043-230-3283

29 한국교통대학교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043-841-5066

30 한국체육대학교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오륜동) 02-410-6642

31 한국해양대학교 49112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051-410-4074

32 한밭대학교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042-821-1870

33 경인교육대학교 21044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 62 032-540-1143

34 공주교육대학교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041-850-1322

35 광주교육대학교 61204 광주시 북구 필문로 53(1-1) 062-520-4075

36 대구교육대학교 42411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19 053-620-1444

37 부산교육대학교 47503 부산시 연제구 교대로 24(거제동) 051-500-7151

38 서울교육대학교 0663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02-3475-2242

39 전주교육대학교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063-281-7033

40 진주교육대학교 52673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055-740-1361

41 청주교육대학교 286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5 043-299-0662

42 춘천교육대학교 24328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26 033-260-6303

43 경찰대학 31539 충남 아산시 황산길 100-50번지 041-968-2057

44 공군사관학교 28187
충북 청원군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335-12
043-297-6394

45 국군간호사관학교 34059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90 042-878-4557

46 국방대학교 10544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05번지 02-300-2411

47 육군3사관학교 38900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호
054-330-3042

48 육군사관학교 01805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사서함 77-1호 02-2197-6813

4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308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02-3668-4393

50 한국예술종합학교 02789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02-746-9101

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041-830-7137

5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62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97 031-400-6405

53 해군사관학교 51704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사서함 88-2-5호
055-549-1066

54 광주과학기술원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062-715-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