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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신, “통합의 당위성과 향후 방향”,  대학교육, 통권147호(2007. 5/6), p.49.

1.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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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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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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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계속]

6

이영호, “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대학경쟁력과 대학평가”, 대학교육, 통권146호(2007.3/4), p.30.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세계화

1.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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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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계속]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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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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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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

도서
관수

구분
관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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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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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주요 국가별 대학도서관 현황 비교
윤희윤, 대학도서관이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자료집 강원도 양양, 2008.7.9-10),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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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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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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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주요 국가별 지식 축적량 상대크기
신태영. 2003.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0-21.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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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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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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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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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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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œ 전문 사서직의 지속적 감소 및 비정규 인력의 증가

œ 지식정보자원 유형(매체)의 다양화(전자출판물 포함)

2.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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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기구나 단체 미흡 [현재 법적 단체 등록 추진중]

œ 도협, 국중, 기획단 ⇒ 문광부/공공(도)중심, 법적 기구

œ 국대도협, 사대도협, 전대도협 ⇒ 임의단체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문제점 (계속)



116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19

대학도서관 단체 현황 (이형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경과보고자료, 2007.12.12. ) 

˜ 대학도서관 단체별 회원현황

˜ 대학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

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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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설립과정 (이형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경과보고자료) 

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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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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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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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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 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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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대해 2008년 2월부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식 논의 시작)

⇒ 최종적으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라는 명칭으로 합의함.

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계속)

2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설립 과정(계속)

˜ 단체등록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œ 공공도서관협의회, 의학도서관협의회 ⇒ 문화관광부

œ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œ 대학도서관단체 ⇒ 단체등록 및 ‘도협’과의 관계?

˜ STIMA처럼 소관 행정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 등록을 하면서, 한국도서관
협회와의 관계 유지·발전]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원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의 회원기관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등 상생 방안 강구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법인 등록할 예정이며, 

4월 15일부터 KERIS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활동 중임.  

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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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계속)

▣ 기본방침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한다. 
-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창립 후에도 근간 기구로 존속한다.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회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에서 역할

을 분담한다.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창립된 후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통합한다. 

▣ 조직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ucla.or.kr] 참조

24

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계속)

▣ 구성

• 회원관 : 3개 대도협의 기존 회원관은 자동으로 대도연 회원관이 되며,        신규 회
원관은 3개 대도협에 가입함으로서 대도연 회원관이 됨.

• 총회 : 국도협 51개 관, 사도협 121개 관, 전도협 66개 관, 계 238개 회원관의 대의원
으로 구성

• 이사 : [당연직]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소계 5명), [위촉직] 국대도협
4명, 사대도협 4명, 전대도협 2명, 회장추천 4명 (소계14명) 총계 19

• 회 장 :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

• 부회장 : [당연직]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장 3명

• 감사 : [당연직] 3개 대도협의 감사 3명

• 사무총장 :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1명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ucl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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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계속)

▣ 기능

• 사무처 : 기획조정, 예산회계, 일반행정(문서수발, 서무, 회의관리, 행사관리) 
등

• 법제연구사업단 : 저작권법 개정, ‘온라인디지털자료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안) 수정, 대학도서관진흥법’(가칭) 입안 등

• 전자자료공동구매사업단 : 구매 Consortium 개선 (Big Deal 개선, DB의 가격 및
가치 검증, 표준 License계약서 작성 등) 

• 학위논문공동이용사업단 :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운영 등

• 교육출판사업단 : 사서심화교육(전문사서교육), 연합회지 (반년간) 출판, ‘대학도
서관 Directory’ (연감)출판, 단행본 출판, 세미나 개최 등

• 상호대차사업단 : 원문복사서비스, 실물대차 등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ucla.or.kr] 참조

26

3. 대학도서관 단체의 법인화와 역할 정립 (계속)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ucl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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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도서관 평가 절차

- 먼저 대학도서관의 평가에서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
장 장서, 자료구입비, 사서직원수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통계 지표를 비교?분석하고, 

- 그 다음에 각각의 평가 요소별로 대학 본부로부터의 지원을 유
도하는데 목적을 둔 경영지원 통계 지표를 도출하여 적용하고, 

- 마지막으로 상기 모든 평가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한 후 그 결과
를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설문지 작성 등 대학도서관과 사서직원을 괴롭히지 않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며, 

대학본부의 도서관 지원 유도에 초점을 맞춰 지표를 개발함.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28

대학도서관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출

- 도서관의 기본적인 현황 지표 및 배점 기준
(1) 대학도서관의 소장 장서에 대한 배점 기준 (단위: 권, 2007년도)
(2)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에 대한 배점 기준 (단위: 천원, 2007년도) 
(3)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원 수에 대한 배점 기준 (단위: 명, 2007년도) 

- 대학도서관 경영지원 현황 지표
(1)이용자 1인당 소장 단행본 수(2007년)
(2)이용자 1인당 구독 연속간행물 수(2007년)
(3)이용자 1인당 소장 단행본 증가 비율(2007년-2006년)
(4)대학전체예산 가운데 도서관총예산이 차지하는 비율(2007년)
(5)이용자 1인당 자료구입비(2007년)
(6)대학전체예산 가운데 자료구입비의 증가 비율(2007년-2006년)
(7)대학전체직원 가운데 전체도서관직원이 차지하는 비율(2007년)
(8)사서직원 1인당 담당 이용자수(2007년)
(9)대학전체직원 가운데 사서직원의 증가 비율(2007년-2006년)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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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학도서관의 소장 장서 순위
곽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6), pp.113-130.   
조사대상 전체대학 통계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참조.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계속)

 부록    전국대학도서관의 소장 장서 현황     년  단위 권  

30

대학도서관의 예산 순위
곽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6), pp.113-130.  

조사대상 전체대학 통계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참조.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계속)

 부록    전국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현황     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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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직원수 순위
곽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6), pp.113-130.  

조사대상 전체대학 통계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참조.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계속)

 부록    전국대학도서관의 사서직원 현황     년  단위  명  

32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현황 (장서, 예산, 직원수) 순위
곽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6), pp.113-130.  

조사대상 전체대학 통계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참조.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계속)

 부록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현황 부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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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도서관의 경영지원 현황 순위
곽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6), pp.113-130.    

조사대상 전체대학 통계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참조.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계속)

      대학도서관의 경영지원 순위  

34

대학도서관의 종합 평가 결과 및 순위
곽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6), pp.113-130. 

조사대상 전체대학 통계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참조. 

4.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및 순위 (계속)

 부록         대학도서관의 종합경영현황 부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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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실행

5.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곽동철 윤정옥 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서울 ㅣ 교육인적자원부, 2005),p.94.

36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경쟁력 향상 모형
윤희윤, 대학도서관이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자료집 (강원도 양양, 2008.7.9-10), p60.

5.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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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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계속)

박종배, “학술정보관 미래가치에 대한 단상”, http://blog.naver.com/jbpark1204/12003825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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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및 해결방안은?
김태수, 대학도서관이 정보서비스 전개 방향,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자료집 (강원도 양양, 2008.7.9-10), p28.

곽동철, 도서관의 사명과 이상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269-289..

<질문>
Þ 역할 : (1)  대학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2) 디지털 및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Þ 조직/인력 : (1) 대학도서관 조직 체제 및 운영은 합리적인가?
(2) 대학도서관 인력 구성은 도서관의 역할에 맞게 전문적인가?

Þ 서비스체제/소프트웨어 : (1) 대학도서관은 서비스 지향적인가, 관리 지향적인가?
(2)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가?
(3) 대학 생산 콘텐츠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잘 관리되고 활용되는가?

Þ 하드웨어/공간 : (1) 대학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충분히 오고 싶은 공간인가?
(2) 첨단 IT와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있는가?

<해결방안> 대학도서관의 가치체계 확립 및 시행
Þ Mission (사명 / 존재가치 / 조직이념)
Þ Vision (미래상 / 꿈+목표)
Þ Core Values (핵심가치 / 신조 /신념)

5.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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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은 누가 살려야 하고, 과연 살릴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Þ 우리가, 대학도서관의 구성원이, 대학도서관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산
하기관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분명히 대학도서관을 살릴 수 있다. 

Þ 우선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독자적으로 또는 한국도서관협회등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Þ (1) 대학도서관 현안 사항 공동 대처 및 문제 해결 추구
(2) 대학도서관진흥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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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근무자세에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리자의 리더십은 가장 중요하다.

예: 기러기, 삶의4요소, 리더십, 도서관->돈서관 (긍정적 인식)

5.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