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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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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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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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홍보 실태 및 발전 전략 / 15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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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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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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