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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발달하여 왔다. 현재 급

변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대학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

하면서 대학평가의 중요성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학평가의 발전과정을 보면 1992년까지 10년 동

안의 장학적 동료평가의 시기를 거쳐 1994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의 평가인

정제가 도입 시행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주기의 2주기 평가인정제

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학평가의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

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변화와 대학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주기를 단축해

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주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왔다. 또

한 지표와 항목 등에 있어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한

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지표간의 균형을 맞추

거나 오히려 정량보다는 정성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된다는 견해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1)

대학도서관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항목 및 지표 설정의 불합리성, 대학도서관 위

상에 걸맞는 가중치 설정, 정량적 지표의 편중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

다. 상기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던 대학종합평가인

정제가 대학교육 및 대학도서관의 물리적인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질 관리체

제인 정보공시와 대학 자체평가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정보공시와 대학 자체평가

를 법제화하여 대학의 설립목적,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대학발전을 위한 자기진단

과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학사회의 평가시스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

도서관 평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해 보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평가를 통하여 국내 대학들이 교육여건과 내용면에서 국제 경쟁력

을 가진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와 기준

1) 이현청, “대학평가의 현재와 미래,” 교육개발, 제34권, 제3호(200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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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 외국의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최근 동

향의 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외 선진 평가시스템의 발전 동향

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평가시스템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를 함

께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외의 대학도서관평가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평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행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국내 문헌연구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평가의 전반

적인 내용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선진국의 대학도서관 평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국제

기구의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동향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 외 대학도서관 평가 동향과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자체평가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대학도서관 평가 동향의 이론적 배경으로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변화, 대학도

서관 운영환경의 변화로 인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변화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 대학평가가 이루어져왔는데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로 나누어 시행되어 왔다. 1980년대 대학평가는 동료

평가에 의한 자율적 장학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주로 기본 교육여건에 대

한 기관평가에 치중하였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5년 주기의 평가를

시행한 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종합평가(accreditation)체제로 전환하게 되

었다.2) 이에 따라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94년에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대

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간의 협동성 진작, 대학 재정지원

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종합평가인정제를 도입하였다. 제1주기(1994-2000)의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실시로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

는 조성적 목적과 학사운영을 포함한 대학 경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목적

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이현청, 전게 논문,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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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기(2001-2006) 대학종합평가는 21세기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개별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

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3)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대학종합평가는 실시

하지 않고, 대신에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8638호, 2007.10.17)4)으로 모든 대학들

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5)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8492호, 2007.5.25)으로 정보공시제가 도입되

어 법에 규정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 자체

평가의 실시 목적은 우선적으로 대학의 설립목적,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대학발전

을 위한 자기진단과 점검이며, 이를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체평가는 대학이 자기 발전을 위한 진단과 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 진정

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대학의 특성과 발전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 자율 평

가지표 도입과 정보공시 항목에 기반하여 평가지표를 개발․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이를 통하여 내부의 자원배분,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보완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형 평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6)

2.2 대학도서관 평가패러다임 변화

1)운영 환경의 변화

(1) 소장매체의 변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인쇄매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서관 자료가 점차 전자매체자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분야에 따라

서는 전자매체로만 정보가 생산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

장매체의 변화는 도서관 장서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이용 환경과 서비스 이용

3)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편람(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 p.3.  

4)제11조의2(평가) 제1항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
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5)‘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12.18 공포, 

2009.1.1 시행) 제2조(자체평가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성태제 등, 대학 자체평가 모형 개발 연구(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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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정보이용 환경의 변화

각종 통신 기반 시설과 정보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정보이용 환경

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소장 중심의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접근 중

심의 디지털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물리적인 장소로

서의 도서관과 논리적인 개체로서의 도서관7) 개념이 혼재해 있으며, 물리적인 건

물 속에 존재하는 정보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정보자원이 혼재해 있다.8) 이에

따라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개념과 도서관 업무도 전자화된 업무환경으로 변화하

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운영 환경은 책과 인간관계의 함수에서 정보와 네트워크

의 관계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도 ‘지식의 보존’에서 ‘지식

으로의 접근’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9) 따라서 이러한 정보이용 환경의 변

화는 정보서비스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3)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

오늘날 도서관의 업무는 도서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자료의 소장 중

심에서 접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경영관리의 중심이 ‘모든 정보는 도서관으로부터’, ‘모든 정보는 이용자를 위하여’

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10) 이러한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도 기존의 단순 정보제공에서 전문화, 맞춤화되는 서비스로 변화하

고 있다. 최근에는 교수 및 학생들의 강의와 수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학문 영역별 특정 주제의 전문지식을 이수한 사서에 의한 주제전문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 정보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 환경의 변화

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운영마인드나 제도적 측

7) Stuart A. Sutton, Future Service Models and the Convergence of Function : The Reference 

Librarian as Technician, Author and Consultant. In Kathleen Low[ed.]. Roles of Reference 

Librarians : Today and Tomorrow(New York : The Haworth Press, 1996), p.132. 

8) 尾城孝一. “東京工業大學電子圖書館(TDL:Titech Digital Library)の設計と構築-「電子圖書館」を求ぬ

て-”, 大學圖書館硏究, 第58號(2000), pp.1-15. 황영환역. “전자도서관(TDL:Titech Digital 

Library)의 설계와 구축 : 도쿄공업대학의 사례”, 도서관 문화 제42권, 제1호(2001), p.16.

9) 濟賀宣昭, “電子圖書館經營論,” 現代の圖書館, 第36卷, 第4號(1998), p.276.

10) 이상복,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전망과 과제,” 제36차 국공립 대학도서관 도서관․정보학 학술 세미

나   (서울 : 육군사관학교도서관, 200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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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거                   현    재

1.서비스는 도서관 개관시간 중에만 이용가능
많은 서비스들은 하루 24시간, 주 7일(언제나) 이

용 가능

2.개별 이용자에게 제한적인 기술 제공 개별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기술 제공

3.한정된 장소에서 개별 작업만 가능 한 장소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작업 가능

4.도서관서비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변화요구가 연1회 또는 18개월에 

  한번 발생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변화요구가 매달 또는 2-3

달마다 발생-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

5.프린트매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전자매체와 프린트매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6.대부분의 자료가 프린트형태로만 이용가능하며, 

  색인정도만 전자매체로 이용가능

원문이 전자매체로 이용가능하며, 때로는 오직 전

자매체로만 이용 가능한 것이 있음

7.이용자들의 요구, 학습 및 지식수준을 쉽게 파

  악할 수 있음

이용자들은 매우 다양한 정보요구와 학습과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재빨

리 파악하거나 맞추기가 쉽지 않음 

8.이용자들은 적정한 시간을 프린트자료와 색인을 

  찾는데 소비함.

이용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 하드웨어에 

소비함. 

9.복사와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 가능
프린팅, 다운로딩, 기본적인 컴퓨터기술들(자료 입

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서비스에 추가됨

10.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자료구입과 구축을 위한 

   것임

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 등과 관련된 

것에 예산편성이 늘어남

11.도서관투어, 일대일 안내, 유인물등과 같은 전

   통적인 도서관 교육을 제공

소그룹, 가상교육과 같은 이용자교육이 기존의 교

육에 추가됨

12.질적, 양적 계획수립
데이터에 입각한 계획, 전략에 초점을 맞춘 계획

수립

13.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계획이 연간 1-2회
자료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더욱 빈번한 업데이

팅과 많은 비용을 발생시킴

14.직원들을 위한 제한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모든 사람을 위한 확장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15.많은 시간을 프로그램교육에 투자하기보다    

 는 콘텐츠를 찾고 이용하는 법에 투자
더 많은 시간들을 프로그램사용법, 검색법등에 투자

면에서도 환경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운영환경의 변화요인으로 소장매체, 정보이용

환경, 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Todaro11)는 이러한 도서관과 정보환경의

변화모습을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과 오늘날의 도서관을 대비하여 <표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1> 도서관과 정보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11)Julie Todaro, “21st Century Academic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American Associaton  

of State Colleges & University(AASCU) Academic Affairs Winter meeting, February 8, 2008, 

Tempe, Arizona.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issues/future/lita.pdf) [cited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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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직접 참고봉사 직접 참고봉사,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17.고정되어 있고, 컴퓨터에 내장된 휴대성

18.우리가 구입한 (서비스 또는 패키지)것만 제공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정보자원을 선택할 수 있

는 접근을 제공

19.사서에 의해 기획된 콘텐츠
공유된 공간에서 사서, 이용자 등에 의해 기획된 

콘텐츠

20.도서관은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조용한 장소
활기참. 각종장비. 일대일 교수방식의 하드/소프

트웨어

2)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도서관 경영평가의 전모를 도시한 <그림 1>에서 종래에는 투입에서 산출에 이

르는 미시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 대비 산출량을 측정하는 경영의 효과성,

투입자원 대비 산출량을 평가하는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마인드와 기법이 국가 및 지방의

행정기관에도 적극적으로 대입됨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사각지대에

위치하던 도서관의 경영성과 및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는 추세이다.12)

<그림 1> 도서관 평가대상과 경영성과 관계

(출처) 윤희윤,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제38권제3호(2007), p.19

12)윤희윤,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7),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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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적인 정보자원의 직접적인 액세스를 도서관이 제

공하도록 한 이후, 정보의 입수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보 이용의 편의성은 현저히

향상되어 왔다. 예를 들어, 도서관자료의 전자화, 상용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의 이

용 등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의 액세스 지원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도서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용자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적인 도서

관의 서비스 효과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

도서관의 평가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그 계보의 개요를 살펴보면 <그림

2>과 같다. <그림 2> 횡축의 연대는 도서관 평가에 관한 중요한 움직임과 관련을

갖고 있다. 도서관 평가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첫째는 도서관 성과지표에 관한 국제

적인 표준규격인 ISO11620의 제정과 그 활용이며, 둘째는 성과(outcome)측정과

SERVQUAL13) 등 새로운 관점, 평가방법의 도입이다. 전자는 도서관 평가를 정량적

인 지표로 규정한 것으로 향후 평가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만 전

자적인 서비스에 관한 지표는 2003년 11월 ISO/TR 20983(제1판)으로 출간되었는데,

향후 전자적인 서비스의 평가는 이 보고서가 하나의 모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14)

SERVQUAL 행정(정책)평가

ISO11620(1998)

전자도서관
서비스 평가

독서흥미조사
(Chicago학파)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평가연구

전통적인 도서관의 이용/이용자연구

새로운 방법･구조
(틀)로서 평가

전자저널
이용통계

전자자원
서비스의 평가

1930        40        50        60        70        80        90        2000년

이용가능성조사

장서회전율,대출밀도,Orr의평가론, Performance측정,
Planning,･･･

고객만족도
(OUTCOME)

평균이용자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행동,･･･

ISO/TR2098

<그림 2> 도서관 평가론의 계보(개념도)

(출처 ) 岸田和明, “電子的な圖書館サービスの評價ヘの取り組みとその課題,” 情報の科學と技術, 第54卷第4號(2004), P.163.

13)SERVQUAL은 Parasuraman, Zeithaml, Berry가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근거로 보편적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며, LibQUAL+는 Cook, Heath, Thompson이 

SERVQUAL 모형을 문헌정보학 분야에 적합하도록 수정, 개선한 모형임.

14)岸田和明, “電子的な圖書館サービスの評價ヘの取り組みとその課題,” 情報の科學と技術, 第54卷第4號(2004), pp.16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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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평가는 전통적으로 이용자 수나 대출 책수, 소장 자료수 등 투입지표 중심

의 정량적인 평가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결

과, 이용자의 만족도와 같은 성과측정 지표가 중요시 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서비스

의 품질을 측정하는 SERVQUAL, LibQUAL+과 같은 평가기법과 행정(정책)평가의

중요성이 도서관 업무 영역에 활용될 전망이다.

2.3 선행연구

도서관 평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는 공공도서관

이 평가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대학도서관으로 이어져 평가가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고객중심의 개념이 비영리기관인 도서관에 도

입되면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

인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전통적인 도서

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으로 급속히 변모함에 따라서 전자도서관의 성과측

정, 웹 자원 및 전자정보자원의 서비스 측정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15)

대학도서관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

보자원과 시설, 정보서비스, 직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

정보자원 관련 평가로 특정 주제 분야의 장서를 권장도서목록과 대조 평가함으로

써 소장서의 소장률,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구16)17)18)와 대학도서관 장서평가 방법

론에 관한 연구19)가 수행되었다. 또한 평가의 계량화와 표준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경향에 적합한 컨스펙터스(Conspectus)20)를 이용한 새로운 장서평가21)가 시도되

15)박희숙,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8), 

pp.22-23. 

16)이경민,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 관한 연구 : 특히 경영학 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성

균관대 학교 대학원, 1984). 

17)양병훈, 대학도서관장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전남대학교 도서관 정치학ㆍ사회학 집서를 

중심으 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84).  

18)김채옥,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여성학분야 장서평가(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8).  

19)한명환 등, “대학도서관 장서평가 방법론,”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2집(1994), pp.171-190. 

20)컨스펙터스는 기존 장서강도와 장래 수집하고자 하는 장서의 강도에 대한 개요나 요약이다. 

이 개요나 요약은 주제와 분류기호순으로 배열되며, 각 주제별로 기존 장서강도와 장차 수

집하고자 하는 장서 강도에 대한 수준을 ‘0’에서 ‘5’라는 표준화된 기호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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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대학도서관의 시설 기준 평가관련 연구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이론적으

로 정립한 공간구성요소 단위별 소요면적 기준안22)을 근거로 공간구성요소별 소

요면적을 사례를 들어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시설 규모 평가를 위한 최저기준

모형안을 제시한 연구23)가 수행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인적자원, 특히 사서직원 평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고, 다만 대학도서관 직원규모 평가를 위한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24)가 수행

되었다.

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로 초기에는 참고서비스 평가 관련 연구25)26)27)가 주

류를 이루었으나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 중심 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되

면서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28)29)30)31)가 시

도되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도서관의 이용에 따른 전반

적인 만족도와 도서관의 지속적인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32)33)

21)박진희, 컨스펙터스을 이용한 장서평가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7). 

22)손정표, 대학도서관의 직원ㆍ자료ㆍ시설계획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3),  pp.60-66. 

23)손정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시설규모 평가를 위한 최저기준에 관한 고찰 : 대학 설립ㆍ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도서관, 제52권, 제3호(1997), pp.29-47. 

24)손정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직원규모 평가를 위한 최저기준에 관한 고찰,” 사대도협회지, 

제1집(2000), pp.13-31. 

25)노옥순, “참고사서의 단계적 분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29집(1977), pp.83-104. 

26)배순자, “마케팅조사의 결합분석법을 활용한 참고봉사의 평가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21

집(1991),  pp.141-168.  

27)박준식, 문정순, “참고봉사 평가의 이론적 접근:비밀조사법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 제5집

(1993),  pp.89-112. 

28)유재옥, “웹기반 도서관서비스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 제6집(2002), pp.67-87.  

29)이두영, 김희전, “SERVQUAL과 SERVPERF를 이용한 대학도서관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2003), pp.73-91. 

30)김동숙,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라이브퀄 플러스(LibQUAL+) 적용 연구,” 한

국정보관리학회 학슬대회논문집(2006), pp.41-48. 

31)황재영, 이응봉, 김종환, “디지털도서관의 e-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제41권, 제3호(2007), pp.55-79. 

32)김규환, 남영준,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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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되었다.

대학도서관 평가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장서 규모, 시설 면적, 직

원과 같은 투입된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수행되었으나, 점차 산

출과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료포락분석34)(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

구35)36)37)가 수행되었다.

한편 대학도서관의 운영이 물리적인 시설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도서관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웹 사이트의 신뢰성38), 사용

성39)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대학도서관의 평가업무를 주관해 온

대학교육협의회의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척도가 디지털 기반 도서관

운영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40)41)42)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3. 대학도서관 평가의 동향

33)김선애,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만족도와 충성도에 관한 연구: K대학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

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pp.281-299. 

34)자료포락분석은 비영리적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

정할 목적으로 제안된 분석기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 측정도구로 널리 적용되어 왔음.  

35)한두완, 홍봉영, “DEA를 이용한 도서관의 효율성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

(2002), pp.275-286. 

36)김선애, “DEA를 이용한 대학도서관의 효율적 평가: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pp.137-160. 

37)조성한 등, “DEA를 이용한 국립대학도서관 경영효율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

권, 제1호(2009), pp.253-274. 

38)김영기, “AHP를 이용한 웹 사이트 신뢰성 평가 모델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8), pp.51-69. 

39)이응봉, 이주현, “디지털도서관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pp.129-153.

40)윤희윤, “국내 대학도서관의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pp.45-75.  

41)곽병희, 이두영, “디지털 환경에서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한,”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2002), pp.257-296.  

42)곽철완 등,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01),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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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평가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미국 및 국제기구의 대

학도서관 평가 관련 기준과 지표 분석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관련 평가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3.1 한국

1)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평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는 그동안 대학도서관 관련 평가기준의 불합

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한국 도서관 기준43)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표

2>와 같이 새로운 대학도서관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을 독립

영역으로 하여 이용자서비스, 정보화, 자료, 인적자원, 시설, 예산 등 6개 평가부문

으로 나누고, 그 아래 23개의 평가항목과 26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44) 이 대

학도서관 평가기준은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관련 전문가 그룹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안된 평가기준은 첫째, ‘자료’의 평가부문에서 장서수나 연속간행물 구

독 종수 등 투입지표만 제시되어 투입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측

정할 수 있는 산출 지표의 개발이 미흡하며 둘째, ‘시설’의 평가부문에서 현재 대

학도서관이 전통적인 시설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이 공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네트워크 환경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고려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이

용자 서비스’평가 부문에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개선 실적을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개

인화․맞춤화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

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의 개발이 미흡한 실

정이다.

43)한국도서관협회, 한국 도서관 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1).

44)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평가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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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부문       평가항목 및 가중치                  주 요 지 표

1.이용자

 서비스

 (14)

 [23%]

1. 도서관 소장장서 관외대출 실적(3) ․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연간 대출 책수

2. 상호대차, 원문복사 교류실적(3)
․ 최근 3년간 연평균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교류 실적

3. 서비스 개선 실적 (2) ․ 최근 3년간 서비스 개선 실적

4. 이용자 교육의 적절성 (2) ․ 최근 3년간 이용자 교육 방법 및 실적

5. 지역사회 봉사 (2) ․ 최근 3년간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정도

6. 특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혹은 DB

   구축 실적 (2)

․ 최근 3년간 특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혹은

  DB구축 실적

2.정보화

 (10)

 [17%]

1. 정보처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2)
․ 도서관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2. DB 구축 (6)

․ 소장 장서수 대비 서지DB 구축 장서수 비용

․ 자관 구축 전문(Full Text) DB 구축 실적

․ 최근 3년간 연평균 외부 DB 도입 금액

3. 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실적 (2)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동 목록 및 DB 구축

 실적

3. 자료

  (14)

  [23%]

1. 장서확보의 적절성 (4) ․ 재학생 1인당 장서수

2. 장서확충 실적 및 구입 단행본의

  평균 단가 (3)

․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평균 장서증가 

 수 및 구입 단행본의 평균단가

3. 연속간행물 구독 종수 및 종당 평  

  균 단가(5)  

․ 최근 3년간 학과(전공)당 외국 연속간행물

 구독종수 및 종당 평균단가

․ 최근 3년간 학과(전공)당 국내 연속간행물

 입수 종수

4. 비도서자료 구입의 적절성 (1) ․ 최근 3년간 연평균 비도서자료 구입액

5. 장서폐기의 적절성(1) ․ 최근 3년간 증가수 대비 폐기 장서 비율

4. 인적

  자원

  (10)

 [17%]

1. 직원 수의 적절성 (3) ․ 직원 1인당 장서 수와 재학생 수

2. 직원 구성의 적절성 (3)
․ 전체 도서관 직원 수 대비 사서직원 수 비

 율 및 사서자격증 평가지수

3. 전문직 관리자 및 부서장 보임의 

  적절성 (2)
․ 관리자 및 부서장의 전문직 보임 비율

4. 직원 재교육의 적절성 (2) ․ 최근 3년간 연평균 직원 재교육 실적

5. 시설

  (6)

 [17%]

1. 도서관 공간확보의 적절성 (2) ․ 재학생 1인당 도서관 면적(㎡)

2. 열람좌석 확보의 적절성 (1) ․ 열람좌석당 재학생 수

3. 적정환경의 유지 및 이용자 편의

  시설 (3)

․ 냉난방시설을 비롯한 제반 환경 및 각종

 이용자 편의시설

6. 예산

  (6)

 [10%]

1. 도서관 예산의 적절성 (3)
․ 최근 3년간 대학 전체예산(경상예산) 대비 

 도서관예산 비율

2. 자료 구입비 규모 (3) ․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자료구입

총60점

[100%]
      총 23개 항목

<표 2>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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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평가 항목

   정보공시항목

      (13개)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수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수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학교발전 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교수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그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산태 등에 관한 사항

   대학자체 개발

   평가항목(9개)

  14.교수․학습, 학생 지원

  15.학생교육 연구성과 실적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자체평가 모형’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여 왔던 대학종합평가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8638호, 2007.10.17 공포)으로 모든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

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체제가 변화되었다.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 구성원들이 자기

대학을 평가해 봄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대학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발

전 방안을 스스로 찾아 볼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학 자체평가의 기본 방

향은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공시항목)을 필수지표로 자

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선택지표) 등을 대학 스스로 채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대학자체 평가모형’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13개

정보공시 항목과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 운영결과 및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중앙일보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정보공시 항목 외에 9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대학 자체평가 항목을 총 22개로 구성하였다. 13개의 정보공시 항목과 대

학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한 9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표 3>와 같다.45)

<표 3> 대학 자체평가 평가항목

45)성태제 등, 대학 자체평가 모형개발 연구(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pp.1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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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의평가

  17.대학 만족도 및 평판도

  18.행정서비스

  19.경영목표 수립 및 실행

  20.국제화

  21.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22.복지 및 문화시설

(출처) 성태제 등, 대학 자체평가 모형개발 연구,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p.184.

상기 자체평가 모형이 확정된 자체평가 항목이 아니더라도, 대학도서관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12번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으로 종전의 대학교육협의

회의 ‘대학종합평가편람’중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가중치가 17점(3.4%)46)인 점을

상기할 때, 자체평가에서도 대학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대학도서관 관련 자체 평가항목을 개발할 때 대학도

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 구성원들의 관심

과 노력이 요구된다.

3.2 일본

1)일본 대학기준협회 ‘대학설치기준’

일본의 대학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인정시스템은 오늘날까지 많은 변천을 하고

있다. 대학평가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미국의 평가인정방식 도입으로 1947년에 창

설된 ‘대학기준협회’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대학기준협회’는 대학의 최소한의 기준

인 ‘대학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교와 회원이 되려고 하는 대학에 적용하였다. 1956

년 문부성령에 의하여 대학의 설치인가를 위한 ‘대학설치기준’이 정해진 이후, ‘대

학기준’은 협회의 회원교로서 대학에 요구되는 기준으로서 계속적인 개정을 하여

왔다.

1991년 ‘대학설치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나서 일본의 대학은 교육․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대학설치기준’에 의

하여 일정한 정도 확보될 수 있었던 교육․연구의 질을 각 대학이 스스로 유지해

46)‘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정보지원체제’ 평가부문의 도서관 관련 평가 항목(15점)과 

‘대학 경영 및 재정’영역 아래의 ‘예산편성 및 집행’ 항목의 평가지표로 설정된 ‘도서구입비 규

모(2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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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대하

여 검토하는 ‘자체점검․평가’ 활동이 행해진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다.47)

일본의 ‘대학설치기준’은 대학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가

지고 있는 법령으로서 제8장(교지, 교사 등의 시설 및 설비)의 제36조(교사 등 시

설), 제37조2(교사의 면적), 제38조(도서 등 자료 및 도서관)48) 등에서 상세한 규정

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관련 규정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에서

의 도서관 관련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제38조의 내용은 우리나라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중 교육기본시설에서 도서관의 공간운

영지침이 간략히 언급되었던 것에 비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고 상세한 도서관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러운 규정이다. 특히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요 요

소인 자료구성과 업무체계, 공간설정, 좌석운영 등의 기초적 운영여건에 대하여 일

반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 표현이 도서관운영의 일반 원칙만을 제기하는데 머물면서, 자료 수집량

과 공간구성 및 직원배치, 좌석비율 등에서 구체적인 수량적인 기준을 포기하고

있는 점은 과거의 기준과 많은 차이를 가지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38조 각항의

표현에서 이들 규정이 해당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혹은 “～에 노력한다”와 같이

일반적인 운영원칙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대학도서관 시설, 자료, 직원의 운

영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49)

47)허귀진 등, 국내외 대학평가의 동향(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pp.86-89. 

48)제38조(도서 등 자료 및 도서관)

  1.대학은 학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서 도서, 학술잡지, 시청각자료, 기타 교육연구에 필요

한 자료를 도서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2.도서관은 전항의 자료 수집, 정리 및 제공을 행하는 외에 정보의 처리 및 제공서비스템을 

정비하여 학술정보의 제공에 노력하는 것과 함께 전항의 자료 제공에 관하여 다른 대학의 

도서관 등과 협력에 노력하도록 한다.

  3.도서관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원, 기타 전임직원을 두도록 

한다.

  4.도서관에는 대학의 교육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모의 열람실, 레퍼런스룸, 정리

실, 서고 등을 갖추도록 한다.

  5.전항의 열람실에는 학생의 학습과 교원의 교육연구를 위해 충분한 수의 좌석을 갖추도록 한다.  

49)한윤옥, 김환식, 정현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서울 :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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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활동 영역 활 동  항 목

이용자 
서비스

자료제공서비스
 - 열람(관내 이용) - 신착도서 및 잡지 전시 
 - 자료대출 - 지정․추천도서
 - 문헌복사 - 자료제공  - 지역주민에의 서비스 

참고조사 
정보검색서비스

 - 서지소재조사 - 문헌 및 사항조사 
 - 레퍼럴서비스          - 정보검색(온라인 및 CD-ROM 등) 

정보발신봉사
 - 신착자료안내(목차, SDI 등) 
 - 오리지날 DB 제공      - 도서관 활동정보 BBS, 전자메일 봉사

상호대차
 - 타기관과의 협력 - 현물대차
 - 문헌복사 - 학내 상호협력  

시설 및 설비 
이용

 - 시설제공(자습실, AV, 자료실 등) 
 - 설비제공(OHP, AV기기, Computer 등)

이용지원
 - 이용안내(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이용안내 등)
 - 이용지도     - 강연, 전시회
 - 안내사인(관내 안내도, 자료배치도, 서가표시 등) 

서비스 
기반업무

자료선정수집
 - 출판정보의 파악           - 자료선정
 - 발주, 수증, 교환 - 검수 등의 처리, 등록
 - 분담수집협정(학내, 지역, 전국)

자료조직
 - 목록데이터 작성(기술목록, 전거파일, 분류, 주제어 등)
 - OPAC(온라인 열람목록)의 구축
 - OPAC DB 유지

배치보존  - 배치결정과 배가 - 개가도서 및 참고도서의 관리

2)일본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대학도서관 자기점검․평가지침’

일본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대학도서관 자기점검 ․평가지침은 대학도서관의

자기 점검․평가 활동을 실시할 때 지표가 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나타냈다. 평가

지침의 구성은 <표 4>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활동을 「이용자서비스」 「서비스

기반 업무(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원 및 환경 정비)」및 「경영

계획」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 활동 영역과 활동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각

활동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평가 대상을 열거함과

아울러 점검 방식 및 평가의 시점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점검 방식이나 평가의

시점은 각각의 대학 도서관의 활동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시를 제시하였다.50) 본 평가지침의 특징은 이용자 중심의 세밀한 평가

영역과 항목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전통적인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지표의

구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의 개발은 미흡하였다.

<표 4> 일본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자기점검․평가지침

50)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自己評價基準檢討委員會, “國立大學圖書館における自己點檢․評價についてよりよ

き實施に向けて提言," 大學圖書館硏究, 第42號(1993),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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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고관리 - 보전결정과 재배치
 - 자료열화보존 대책(제본, 보수, 방충, 탈산처리 등)

공동보존  - 분담보존협정(학내, 지역, 전국)

정보제공
시스템의 도입

 - 신기술 및 이용동향 파악 - 뉴미디어(CD-ROM 등)수집
 - 기타 DB 선정, 수집, 계약- 온라인서비스, 벤더 등과 계약

정보제공 
환경의 정비

 -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 - DB 검색시스템(OPAC 포함)
 - 네트워크 접속 - 게이트웨이의 확보
 - 팩스네트 - 메뉴얼 정비

정보발신체제정
비

 - 오리지날 DB 작성(각종 학내 정보와 문헌정도 등)
 - 도서관 BBS, 전자메일시스템

시설정비
 - 공간계획과 배분 - 건물
 - 설비

경영계획

기본계획
 - 기본개념설정, 장래계획서(기능, 시설, 조직운영, 계획 등)
 - 연간계획서 - 예산요구, 외부자료

운영조직
 - 도서관장 - 도서관조직
 - 위원회 활동(운영, 자기평가, 전문위원회 등)
 - 규정, 규칙류의 정비 - 도서관협의회 등 참가

인사

 - 조직편성 - 업무의 개선
 - 채용 - 인사이동
 - 연수 - 메뉴얼 정비
 - 현장환경정비 - 정기건강진단
 - 방재훈련

      예산  - 집행계획의 작성 - 예산관리

    홍보활동  - 출판계획(도서관보 등)   - 학내 홍보지 참가

3) 일본 사립대학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자기점검․평가방법 지침’

일본 사립대학도서관협회는 1995년에 자기점검․평가방법지침 작성위원회를 발

족시키고 1996년부터 도서관의 자기점검․평가 활동을 개시하여 3년간에 걸쳐서

자기점검․평가방법 지침을 완성하였다.

자기점검․평가방법 지침은 각 도서관이 자기 점검․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점검 과제를 예시하고, 점검방법과 분석․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고 해설한 것이

다. 본문은 2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는 「자기 점검․평가 방법」, 2부는「대조

표」로 되어 있다. 「자기 점검․평가 방법」은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지원, 도서관의 공개, 이용자교육, 참고서비스, 전자정보서

비스, 관내 이용․대출, 접근성, OPAC, 도서관 상호협력 등 9개 평가부문으로 되

어 있다.51)

반면에 대조표는 <표 5>와 같이 서비스, 정보자원, 시설․설비, 직원, 조직․운

51) 杉山誠司, “私立大學圖書館におけろ經營改革としての自己點檢․評價活動,” 現代の圖書館, 第38卷, 第1號

(2000),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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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항 목                중 항 목     소항목

 Ⅰ. 서비스

  1. 서비스의 기본 개념
  2. 정보서비스
  3. 도서관이용서비스
  4. 컴퓨터서비스 
  5. 장서관리
  6. 도서관협력, 협력체제의 정비, 협력내용
  7. 이용자 교육서비스
  8. 홍보 활동 

      5  
      4
      7
      5
      3
      8
      2
      4

 Ⅱ. 정보자원
  1. 수집, 장서구축
  2. 조직화
  3. 보존․제적

      3  
      9
      5

 Ⅲ. 시설․설비

  1. 시설의 설계
  2. 이용자를 위한 시설․설비
  3. 도서관 활동을 위한 시설․설비
  4. 도서관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설비와
    운용․유지개선

  5. 방재․안전

      2
      3
      2
      2

      1

 Ⅳ. 직원

  1. 도서관 직원의 구성․ 배치
  2. 도서관 직원의 자질
  3. 관리자
  4. 도서관의 자주성과 직원의 윤리
  5. 도서관 직원의 교육․연수
  6. 도서관 직원의 지위

      7
      4
      4
      2
      3
      2

 Ⅴ. 조직․운영

  1. 대학에서 도서관의 위치 부여
  2.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침
  3. 도서관 운영체제의 정비
  4. 도서관 재정
  5. 자기점검 및 평가

      3
      4
      5
      3
      3

      계                27 항목     105항목

<표 5> 일본 사립대학도서관협회 자기점검 및 평가방법 대조표

영, 등 5개 대항목 아래에 중항목․소항목․점검세목․점검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도서관 활동 전반에 걸쳐서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점검의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52)

일본 사립대학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의 자기점검․평가 방법 지침은 도서관

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

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평가항목으로 전자정보서비스,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 도서

관 상호협력, 도서관 공개 등의 평가항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3 미국

52) 私立大學校圖書館協會, 自己點檢․評價手法ガイドライン( 東京 : 同協會 自己點檢․評 價手法ガイ

   ドライン 作成委員會,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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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대학평가인증제’

대학평가인정제란 어떤 대학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성취수준과 품질이 동료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인정기구가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인정기구 회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사회

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53)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는 6개의 지역별 종합평가와 70여 개의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된 특징은 첫째, 평가기구가 비정부적인 조직(NGO)이라는

점 둘째, 평가기준의 주안점을 개별 대학의 독자성․다양성에 기초한 자체 발전 노력의

확인에 두고 있다는 점 셋째, 현지 방문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 등이다. 즉, 미

국의 평가인증에 있어서 진정한 목표는 정기적인 자기 진단과 평가 전문기구에 의한 현

지 방문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54)

미국의 평가인정기관의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과 기준은 각 지역별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약간 상이하다. 예를 들어,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의 경우, ‘도서관 및 기타 교육시설’ ,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의 경우, ‘도서관, 컴퓨터 및 학습시설’ 등이다. 미국 지역별 대학평가인정협의회

의 평가인정기준에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을 대학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모든 평가인정기준들이 예외없이 목적기반 평가모형(goal-based assessment

model)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학의 모든 단위기관들과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대학의

사명과 목적의 달성을 지원하는데 맞춰져야 하며 대학 평가는 그런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대학이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최소기준을 제시해주는 평가인정기준은 초기

에는 정량적 기준의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성적 기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생의 학습 성과(student learning outcomes)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도서관의 교수 역할(teaching role)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정보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킨 원격교육 또는 전자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평가인정

기준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섯째,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기준의 규범성과 구체성이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5)

53)서혜란, “미국의 대학평가인정기준에 나타나는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의 최근 경향,” 한국비블

리아, 제15권, 제2호(2004), pp.255-270. 

54)정진위 등, 대학평가 국제비교 연구(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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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도서관협의회의 ‘대학도서관기준’

1979년 미국도서관협의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대학도서관기준’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1989년에 특별

위원회인 대학도서관 기준검토위원회는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을 개정하였다.

이 기준에는 대학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대학도서관의 중요성, 각 대학교의

개별적인 특성과 그러한 특성을 지닌 대학교에 봉사하는 대학도서관의 개별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준은 목적과 목표의 설정, 목적 개발에 고려해야 할

요소, 성과의 측정과 여망의 성문화, 평가기준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평가기준의 항목은 기획, 예산의 적절성, 인적자원의 적절성, 장서의 적절성,

건물 및 비품의 적절성, 장서의 접근성과 구득성, 보존과 보전, 자원 활용, 봉사의

적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56)

한편 미국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은 1959년

제정된 이래 세 차례 개정하였으며, 2000년 1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대학도서관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은 학사학위 및 석

사학위 수준의 학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에 적용하도록 제정되었는데,

이 기준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의 대학도서관 기준들이 재정지원, 공간, 자료, 직원활동과 같은 자원

과 프로그램의 투입지표에 크게 의존한데 반하여 새로운 기준은 투입지표에 병행

하여 산출과 성과지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둘째, 도서관과 사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제

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의 측정은 대학의 사명에 명

시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이 기준은 도서관 계획․평가․성과평가, 서비스, 이용자교육, 정보자원,

접근, 직원, 시설,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 관리, 예산 등 10개 평가부문으로 세

분화시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57)

55)서혜란, 전게논문, pp.261-265.

56)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 

Evaluation of Performanc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Vol.50, No.8(1989). 

pp.679-691.(이병목 역, “미국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국회도서관보, 제29권, 제5호 (1992), 

   pp.59-73.)

57)ALA, ACRL,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2000 Edition" 

   <http://www.ala.org/acrl/guides/college.html>[cited 200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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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도서관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문화된

대학도서관 평가기준보다도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와 같은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에서 인증한 ‘고등교육

도서관 기준’58) ‘대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지침’59) ‘대학도서관 미디어자원

지침’60)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중 ‘고등교육 도서관 기준’

은 2000년에 제정된 ‘대학도서관기준’과 비교하여 4가지 중요한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전문기관에서 대학원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에 적용

되도록 제정되었다.

둘째, 도서관 기준과 주요 원칙은 개별 도서관의 설립목적 범위내에서 개별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셋째, 이 기준은 도서관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

추었다.

넷째, 이 기준은 동료기관 및 종단적 비교를 위한 비교항목을 제공하여 타 기관

과의 비교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이 기준에는 도서관 운영의 개별 요소 및

정보서비스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질의형식 뿐만 아니라

정량적, 정성적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다.61)

미국 ‘고등교육 도서관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질의형식을 빌어 운영

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상기에서 예시한 기준 및 지침은 질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 도서관 기준’과 ‘대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지침’은 대학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수량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62)

이는 미국 도서관기준의 운영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초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양

적기준에 집착하여 오다가, 어느 정도 대학과 이에 소속된 대학도서관의 활동이

다양한 시기에 이르면 개별도서관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서 질적기준

을 포함하는데 노력하였고, 마침내는 양적 기준의 유동적 속성을 이유로 질적 기

58)ALA, ACRL,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2004),”

   <http://www.ala.org/ala/acrl/acrlstandards/standardslibraries.html>[cited 2008.10.17]

59)ALA, ACRL, “Guidelines for University Library Services(2005),”

   <http://www.ala.org/ala/acrl/acrlstandards/standardslibraries.html>[cited 2008.10.17]

60)ALA, ACRL, “Guidelines for Media Resources in Academic Libraries(2006),"

    <http://www.ala.org/ala/acrl/acrlstandards/standardslibraries.html>[cited 2008.10.17]

61)ALA, ACRL,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op. cit., p.1

62)곽동철, 윤정옥, 곽철완,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서울 : 문화관

광부, 2007), pp.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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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 비 고

 투입

  장서
  소장 장서비율   정규 학생 및 교수 대비

  연간 장서 증가율           "

  예산

  자료구입비 비율           "

  도서관 예산중 인쇄물 구입비 비율   

                마이크로폼 구입비 비율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   

  도서관 예산중 정규직 인건비 비율   

                파트타임 인건비 비율

                근로장학생 인건비 비율

  도서관 예산중 기타 운영예산 비율  네트워크인프라, 설비

  직원   도서관 정규직원 비율  정규 학생 및 교수 대비

  시설
  도서관 공간 비율           "

  도서관 좌석 비율           "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교육 참석 비율   이용자교육 대상학생 대비

  컴퓨터 비율  정규 학생 및 교수 대비

 산출

  장서   자료대출 비율           "

 이용자

 서비스

  상호대차 요청 비율           "

  상호대차에서 대여받는 비율           "

  상호대차에서 자료대여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성공비율, 비용 
          "

  상호대차에서 자료를 대여하여 주는데

  소요되는 시간, 성공비율, 비용  
          "

  참고질의 비율           "

준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63) 그대신 다른 동료기

관과 비교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투입, 산출척도로 제시하여 자관의 상대적인 강

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기준을 이용하여 비슷

한 규모의 타 대학도서관과 비교함으로써 자관의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고등교육 도서관기준’에서 나타난 비교 항목은 투입, 산출영역의 7개 평

가항목에서 17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미국 고등교육 도서관기준의 비교항목

(출처) ALA, ACRL,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2004.

3.4 국제기구

63)한윤옥, 김환식, 정현태, 전게서,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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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이용자 인식   일반     이용자 만족

  이용자

  서비스

  일반

    서비스 대상자의 이용률 

    이용자당 비용

    서비스 대상자당 방문횟수

    방문당 비용

  자료제공

    자료의 이용 가능성 

    요구된 자료의 이용가능성

    요구된 자료의 소장률

    요구된 자료의 일정 기간내 이용가능성 

    서비스 대상자당 관내 이용수

    자료 이용률 

  자료검색
    폐가서고에서 평균 자료검색 시간

    개가제에서의 평균 자료검색 시간

  자료대출
    장서회전율 

    서비스 대상 인구당 대출수

1)ISO 도서관 성과지표

국제표준기구(ISO) 산하의 기술위원회(ISO/TC46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및 소위원회(SC8 : Stati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의 주도로 제정된 ‘ISO

11620’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기준 그 자체이며, 후반부는

부록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5개 영역중 2개 영역(서비스

촉진, 인적자원의 활용가능성 및 이용)을 제외하고, 3개의 영역(이용자 인식, 이용

자 서비스, 기술서비스 업무)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7>과 같은 성과지표가 포함

되어 있다.64)

이 국제 규격의 주요한 목적은 도서관에서 성과지표의 사용을 권장하며, 성과

평가 실시방법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데 있다. 이 국제 규격은 도서관 성과지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관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직 사용 경험이 없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 규격을 어

떻게 수용하면 좋은가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65)

<표 7> ISO 도서관 성과지표

64) 윤희윤, “국내외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의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8권, 제3호(2001), p.242.

6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1620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Library Performation Indicators(Geneve : ISO, 1998), 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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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인구당 대출 자료수

    대출 1건당 비용

    직원 1인당 대출수

  도서관 상호대차     도서관 상호대차 속도

  참고봉사     정답률

  정보탐색
    서명검색의 성공률

    주제검색의 성공률

  시설

   시설의 이용 가능성 

   시설의 이용률

   좌석 점유율

   컴퓨터시스템의 가용성

  기술서비스

   업무

  자료수집    수서의 평균 소요시간

  자료정리    정리의 평균 소요시간

  편목    종당 편목비용

영역 항목 성과지표

 공공서비스

  일반   서비스 대상자의 전자적 서비스 이용율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전자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율

  문헌검색

  접속(session)당  다운로드된 문헌수  

  데이터베이스 접속당 비용

  다운로드된 문헌당 비용

2) ISO 전자도서관 성과 지표

국제표준화기구 제46 전문위원회의 제8분과(TC46/SC8)에서는 ISO11620에 포함

되지 않았던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지표를 Technical Report ISO/TR 20983

으로 2003년에 발표하였다. ISO/TR 20983 기술보고서는 <표 8>과 같이 전자도서

관서비스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평가항목은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문헌검색, 참고서비스, 이용자교육, 시설, 인적자원의 유용성과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6)

<표 8> ISO 전자도서관 성과지표

66)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TR 20983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Performance Indicators for electronic library service( Geneve :

    IS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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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된 접속율

  원격 OPAC 접속비율

  전체 이용자중 가상이용자 비율

  질의, 참고서비스   전자적으로 제출된 정보질문의 비율

  이용자 교육   1인당 전자서비스 이용교육 참석율 

  설비 

  1인당 이용가능한 단말기 이용 시간

  공공 접근 단말기당 이용자수

  단말기(workstation) 이용률

  인적자원의

 유용성과 이용

  직원교육   직원 1인당 정규 IT 관련 교육에 참석한 회수 

  직원배치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는 사서직의 비율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일반적 도서관

이용 및 시설

 1. 이용률

 2. 요구 대비 개관 시간

1. 도서관 잠재적인 이용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

2. 이용자 요구 개관시간 대비 실제 개관 시간

장서의 질  3. 전문가의 점검 3. 전문가의 체크리스트나 서지에 열거된 자료중

<표 9> IFLA 성과지표

3) IFLA 성과 지표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학술도서관에서 성과측정을 위한 국제적인 지침은 IFLA의

대학도서관 및 일반 연구도서관 부회의 연구그룹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동 연구그

룹은 지침 개발을 위하여 IFLA의대학도서관 및 일반 연구도서관 부회가 승인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지침 개발에 착수하였다. 첫째, 학술도서관을 중심

으로 하며 둘째,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포함하며 셋째, 모든

유형의 학술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넷째, 효율성이 아닌 효과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다섯째, 이용자 중심적인 지표의 개발에 집

중하며 여섯째, 도서관의 부분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전

체적인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67) 그리하여 7개 평가영역의 17개

의 평가지표를 <표 9>과 같이 발표하였다.

IFLA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된 성과

지표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분배, 관리를 고려한 지표를 개발

하지 못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67)Roswitha Poll and Peter te Boekhorst, Measuring Quality : International Guideline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n Academic Libraries(München : K. G. Saur, 1996), pp. 7-8.



대학도서관 평가 동향과 과제  / 31

 4. 장서이용

 5. 주제별 장서이용

 6. 이용되지 않는 자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율

4. 전체장서 대비 특정기간 동안의 문헌 이용 비율 

5. 전체 대출자료중 특정 주제 자료의 비율

6. 일정기간 동안 대출되지 않은 문헌의 비율

목록의 질
 7. 항목 검색

 8. 주제 검색

7. 목록에 기입된 자료중 이용자가 검색한 자료수의 비율

8. 이용자가 찾는 주제와 부합한 자료수의 비율

자료의 이용

가능성

 9. 수서 속도

10. 정리 속도

11. 이용가능성

12. 문헌제공시간

13. 상호대차속도

9. 자료의 출판일과 도서관에 입수된 일자간의 소요기간

10. 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일자와 서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자간의 기간

11. 요구자료 대비 제공된 자료 수

12. 필요한 절차 시작에서 자료이용까지 소요 되는 시간

13. 상호대차를 통하여 요청한 자료에 대한 일정 기간내

   제공된 비율 

참고서비스 14. 정확한 응답률 14. 참고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비율

원격 이용 15. 원격이용 건수 15.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된 건수

이용자 만족

16. 이용자 만족

17. 원격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

16. 일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17. 원격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IFLA 성과지표 초판이 발표된 이래 10년 동안 도서관 서비스 뿐만 아니라 학

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서관들은 전자적 혹은 웹기반의 정

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므로 성과측정은 전자적 자원과 서비스

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도서관 평가에 있어서도 전통적 형태와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결합하여야 한다.

초판에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2개의 지표만 포함했지만, 개정판에서는 전

자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7개의 지표를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는 전통적서비스와 전자서비스의 품질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초판과 관련하

여 다른 이슈는 다음과 같다. 비용/효과성에 관한 요구, 일하는 장소와 회합의 공

간으로서 도서관, 도서관의 교수 역할, 외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의 기능, 직원의

중요성 등이다.

초판의 17개 지표중 6개 지표는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무에서 적용하기 너

무 어려워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전자서비스를 포함하여 최신의 지

표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편람은 도서관서비스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서 고안되었으며, 편람에 나타난 40개의 지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

었다.

첫째, 대학과 공공도서관에 일반적으로 제공된 모든 영역의 자원과 서비스를 포함

한다.

둘째, 새로운 전자적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서비스도 고려하며,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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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정보자원, 인프라

 1 .학습과 연구 공간으로서 

   도서관

 1. 1인당 이용공간

 2. 1인당 좌석

 3. 요구 대비 개관 시간

 2. 소장 장서

 4. 1인당 정보제겅 비용

 5. 요구자료의 이용가능성

 6. 거절된 접속(sessions) 비율

 7. 상호대차에 있어 요청 대비 접수 비율

 8. 즉시 이용가능성

 3. 직원  9. 직원수

 4. 웹사이트 10. 홈페이지로부터 직접 접근

 서비스 이용

 1. 일반사항

 1. 서비스 대상 인구비율

 2. 이용자 만족도

 3. 도서관 방문자수

 2. 학습과 연구 공간으로서 

   도서관
 4. 좌석 이용률

 3. 소장 장서

 5. 1인당 다운로드한 콘텐츠수

 6. 장서회전율

 7. 이용되지 않은 장서 비율

 8. 1인당 대출수

 9. 외부이용자의 대출 비율

 4. 정보서비스
10. 1인당 이용자교육 참석 횟수

11. 1인당 참고봉사 횟수

 5. 문화 활동 12. 1인당 이벤트 참석횟수

 서비스 효율성  1. 일반사항

 1. 이용자당 비용

 2. 방문당 비용

 3. 이용당 비용

 4. 직용 비용 대비 자료입수 비용 비율

통합된 지표로 두 지표를 결합한다.

셋째, 편람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검증된 지표를 선정한다.

넷째, 개발되거나 잠재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지표(BSC)에서 기술한 서비스

품질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68).

IFLA 성과지표의 세부내역은 <표 10>와 같다.

<표 10> IFLA 성과지표(개정판)

68) Roswitha Poll and Peter te Boekhorst, Measuring Quality : International Guideline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n Academic Libraries, 2nd rev.ed(München : K. G. Saur, 

2007),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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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장자료 비용
 5. 입수 문헌 처리당 비용

 6. 다운로드당 비용

 3. 업무처리/속도

 7. 수서업무 처리 속도

 8. 정리업무 처리 속도

 9.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원의 생산성

10. 대출업무 속도

11. 상호대차업무 속도

 4. 업무처리/신뢰성
12. 정확히 답변한 참고질의 비율

13. 배가의 정확성

 도서관 잠재력

    과 발전

 1. 전자서비스
  1. 전자도서 대비 입수도서 지출 비율

  2. 전자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도서관 직원 비율 

 2. 직원 개발   3. 직원 1인당 교육훈련 참석 시간 

 3. 예산
  4. 특별 기부나 수입에 의한 도서관 예산 비율 

  5. 도서관에 할당된 기관 예산 비율

3.5 논의 사항

상기에서 국내외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동향을 분석해 보았다. 올해부터 실시

되는 대학자체 평가의 대학도서관 부분과 관련한 논의 사항과 향후 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자체평가 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수치화된 정량적 지표와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의 조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도서관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유지되었

던 최소기준의 양적 표현들이 자율적인 대학교육의 다양한 현실을 규정하는데 도

움이 되지않는다는 자성과 함께 효율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양적

인 기준을 삭제하고, 질적지표로 대체 되었다.69) 따라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의 조화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자체평가 시점,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일관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70) 특히 평가기준의

69)한윤옥, 김환식, 정현태, 전게서, pp.89-107.

70) 성태제, 황인성,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 운영 종합보고서(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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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경우처럼 서술적인 질적 표현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낙후된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량적인 양적 기준설정을 통하여

질적 성장을 견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평가 방법에서도 대학

의 규모별, 설립주체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넓은 의

견수렴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대학도서관의 수준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 구성원들이 자기 대학을 평가해 봄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

금 대학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규모가

비슷한 타 대학도서관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자관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모와 설립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비교 평가항목을 개발하

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도서관 자체 평가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 평가담당자를 위한 안정적인 연수시스템이 개발하여 지원하여

야 할 것이다.71)

다섯째, 대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교수와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

을 인식할 때 학습 성과와 도서관을 연계시키는 평가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하여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지만 대학도서관

이 대학의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척도가 많이

개발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의 강

화와 그에 따른 사서의 가르치는 기능을 강조하는 평가기준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72)

4. 결 론

오늘날 대학평가는 양적 평가에서 질 관리 평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

며, 새로운 정보환경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학사회의 교육 및 연구 환경도 급속히

71)성태제 등, 전게서, pp.246-247.

72)서혜란, 전게논문,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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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된 대학사회의 환경에 부합하

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 평가시스템의 문제점과 동

향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미국, 일본, 국제기구 등 선진국의 평가시스템의 기준

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대학도서관 평가시스템의 발전과 관련하여 논

의하여야 할 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해 오던 대학종합평

가는 2006년 2주기 평가로 마무리되고, 2008년 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의2항에 명시된 ‘대학 자체평가’가 2009년 1월부터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 평가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평가제도가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

평가방법, 항목의 설정, 평가척도 개발 등 대학도서관 관련 실무자,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도서관 평가와 관련하여 지역별 평가인정협의회의 평가인정기준과

미국도서관협회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ACRL)에서 생산한 각종 대학도서관

관련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관련 전체적인 흐름은 초기의 정량적인

평가기준에서 서비스 품질 평가와 같은 정성적인 평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기준의 기술도 수량적인 기술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대학의 다양성을 반영하

기 위하여 서술적인 질적 표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1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공포된 대학설치기준의 일부 개정

을 통하여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정량적 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질적 기준으로 대

체되었다. 이는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유지되었던 최소기준의 양적 표현들이 개

성적이고 자율적인 대학교육의 다양한 현실을 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성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에서 질적 기준으로 변화

하고 있다.

ISO, IFL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평가기준의 흐름은 학술정보의 생성,

관리, 이용,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자

적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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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지표와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상기와 같은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국내외 평가시스템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자체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논의 사항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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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서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인 각종 기록정보를 최선의 환경 아래 수집하고 조직

해둔 최고의 백과사전이며, 도서관목록은 이 사전에 수록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와 연결해주는 고리이다(김태수 2004, 3).

따라서 도서관의 목록은 도서관이 보유한 지식자원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수많은 자료와 정보자원들 중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검색과 집중이

라는 목록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록상의 표목 및 접근점 제어를 담

당하는 전거 업무는 그 중요성과 필수성 면에서 목록 부서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정보환경의 변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책자 형태를 중심으로 하던 도

서관의 자원은 점차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록

관이나 박물관 등 이제는 물리적 매체보다는 지식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

게 개념화해서 연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관련 정보, 유사 정보, 연계 정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검색

접근점으로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전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거 작업은 전거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전거레코드의 작성과 수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목록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단일 도서관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일 도서관에서 이러한 작

업을 각각 수행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일일 것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거제어 개선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

라 전거제어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내 대학도서관의 협력적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전거의 개념

커터(Cutter)는 1876년 서지시스템의 목적에 대해서 최초로 명확하게 언급하였

다. 커터에 따르면 서지시스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Cutter 1876, 10; Svenonius

2000, 15).

1)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서명, 주제로 도서를 검색하도록 돕는다.

2)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해당 저자, 주제,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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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지적으로) 판에 관해서, (문학적 또는 주제적)특성에 관해서 도서 선택을

지원한다.

커터는 이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근거해서 목록에 접근할 때 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그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탐색목적(finding

objective)'으로, 이용자가 직접 저자, 표제 또는 주제로 알고 있는 문헌을 찾는 것

이다. 두 번째 목적은 ‘집중목적(collocating objective)'으로 이용자는 유사한 정보

에 접근하기는 하지만, 해당 저자, 해당 주제, 또는 해당 장르의 모든 문헌의 집합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선택목적(choice objective)'으로 이용

자가 많은 양의 유사한 문헌과 직면하고, 여러 저작의 판 중에서 효과적으로 선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정한 루베츠키(Lubetzky)의 목적을 수용한 파리

원칙(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held in Paris, CCP)에서 채택한 목록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Svenonius 2000, 15-16).

1) 목록은 도서관이 특정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효과적인 도구이어

야만 한다

(a) 저자와 표제 또는

(b) 만일 저자가 책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표제만으로 또는

(c) 저자나 표제가 확인하는데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면, 표제를 적절히

대치할 만한 것으로

2) (a) 특정 저자의 저작 그리고

(b) 특정 저작의 특정 판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목록은 특정 문헌을 소장하는지와 특정 저자의 여러 저작을 모으고 이를 식별

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목록의 기능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집서 중에서 특정 문헌의 식별과 검색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저자의 모든 저

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의 집중기능이다. 그런데 목록의 역사를 보면 16세기

이래 목록의 주된 기능으로 특정 문헌의 검색기능이 두 번째 기능에 비해 더 중

요한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특정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문헌에 기

재된 서지정보가 검색의 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능은 특

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이나 번역서의 집중기능으로서, 서

구에서 특히 중요시된 기능이다(김태수 2004, 5-6).

1997년에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의 후원 아래 연구 그룹은 서지적 목적

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였다(Svenonius 200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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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find), 이용자가 언급한 탐색 기준에 상응하는 개체를 찾는 것

2) 식별(identify), 개체를 확인하는 것

3) 선정(select),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체를 선택하는 것

4) 획득, 습득(obtain), 기술된 개체에 접근을 획득하거나 습득하는 것

이러한 서지적 목적의 검색 기능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색인작업’을 하게 된

다. 색인은 색인생성자와 이용자 간의 약속이다. 만일 ‘김소월’로 색인을 했는데

이용자가 저자명을 ‘소월’ 또는 ‘김정식’으로 검색한다면 자료를 찾을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인명, 단체명, 서명, 주제명, 지리명, 총서명 등에 대하여 모든 표현을

수집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표표현(전거형 : authority)과 상이한 표현(이형 :

variant)을 선정하여 전거레코드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검색의 재현율을

높이게 된다.

즉, 전거레코드란 채택표목과 그 표목의 결정근거가 되는 정보원이나 전거형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기술하고, 그 채택표목으로 혹은 채택되지 못한 표현

으로부터의 보라참조, 도보라참조지시 혹은 설명참조를 기술하며, 표목형의 속성

이나 참조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기술한 기록이다. 따라서 전거파일이란 일군의

서지레코드 내에서 표목의 형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택표목과 참조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거레코드의 집합이다. 전거작업이란 기존 전거데이터를 유지, 보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거데이터를 수집․검증하여 전거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며, 채택된 형식을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거작업

은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최석두 1993, 235).

- 전거를 신규로 작성하는 과정 (전거레코드와 전거파일의 작성)

- 작성된 전거레코드군을 하나의 전거파일내에 모으는 과정

- 서지파일과 연결함으로써 전체로서 전거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

- 전거파일과 전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과정

- 전거파일과 전거시스템을 평가하는 과정

전거레코드는 서지 파일 또는 도서관 목록 레코드에 대한 통제된 접근점으로

사용될 개체 이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전거레코드는 도서관에서 접근점으로

사용될 선호되는 형태 또는 표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표현(이형) 및 참

조로 사용될 관련 접근점을 포함한다. 추가로 전거레코드는 접근점(예, 개인, 단체

명, 저작, 개념 등)과 관련된 개체를 포함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관련 접근점에

의해서 대표되는 개체와 다른 개체간의 관련성을 갖는다. 전거레코드는 어떤 접근

점을 작성할지, 목록 기관의 접근점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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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IFLA의 GARR(Guidelines for Authority

Records and References)와 같은 엄격한 지침에 따라서 전거데이터를 구성(IFLA

UBCIM Working Group on FRANAR 2005, 1)하므로 전거레코드의 일관성을 유

지하고 있다.

3. 전거제어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3.1 FRAD 개념모형

도서관 목록의 기계가독 형태인 MARC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뿐만 아니라 정

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와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개발에 대

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IFLA의 국제서지제어 및 국제 MAR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이하 UBCIM) 프로그램과 IFLA 서지제어분과(IFLA

Division of Bibliographic Control)의 후원 하에 1990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서지

레코드에 관한 세미나에서, 서지레코드가 지녀야 할 기능상의 요건을 정의하기 위

한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에 대

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FRBR 연구의 목적은 서지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와 이

레코드의 이용자 요구를 관련짓기 위하여 분명하게 정의되고 구조화된 틀을 제공

하며, 국가서지기관이 작성한 레코드에 대한 기초수준의 기능을 권고하는 것이다

(IFLA Study Group on the FRBR 1998, 7).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1997년 FRBR 모형이 발표되었고, FRBR의 모형에 기

반해서 전거제어 부분을 위한 모형이 2005년 6월 ’전거레코드의 기능적 요

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Record, 이하 FRAR)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전거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과 번호표시에 관한 실무진(Working

Group on Functional Requiremtns and Numbering of Authority Records)이

IFLA의 서지 제어분과(Division of Bibliographic Control)와 IFLA UBCIM에 의

해서 199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위임된 업무 중의 한가지인 서지 시스템에 기반

을 두고 있는 FRBR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면서 전거레코드의 기능적 요건을 정의

하는 첫 번째 위임 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5, iii).

그러나 모형의 초점이 전거레코드 전체가 아니고 전거데이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명칭 변경 및 내용 보완을 통해 2007년 4월에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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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이하 FRAD) 초안(Draft)을 발표하

였다.

FRAD 개념모형의 주요 목적은 전거제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거데이터에

대한 기능상의 요건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전거데이터 공유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

하는 것이다. 모형은 어떻게 패키지(예를 들면 전거레코드에서)화되었는지 무관하

게 데이터에 중점을 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념 모형의 목적은 첫째, 이

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거레코드 수록 데이터의 참조를 명확하게 밝

히고 조직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전거레코드가 도서관 안팎의 영역에서 국제적으

로 공유되고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돕기 위함이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1).

FRBR 모형 개발자는 개인과 단체를 별개의 개체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장

점임을 알게 되었다. 목록자는 전통적으로 전거레코드를 통해서 개인과 단체에 대

한 이름을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개인과 단체를 개체로 설정하면 이름을

제어할 때 유연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고, 만일 개인과 단체를 속성으로 설정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redundancies)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들 개체

에 대한 이름은 전거레코드에서 제어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거레코드나

서지 레코드, 소장레코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속성보다는 오히려 개체로 이들을

처리한 FRBR 결정은 전거데이터의 개념적 모형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추가로 이

모형에서는 이름(names)과 식별기호(identifier)를 개체로써 설정함으로써 전거데

이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개체와 이들 개체에 대한 제어형 접근점이 기초하게 될

이름/식별기호 간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1).

전거데이터의 개념 모형의 기본 원리는 [그림 1]과 같다. 간단하게 기술하면,

FRBR과 같이 서지 개체는 이름/식별기호로 식별된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어

디든 목록 과정에서 이름과 식별기호는 제어형 접근점을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

(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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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 기본 원리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의 자세한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 

[그림 2]에 표현된 개체들은 전거데이터 사용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을 나타낸다.

FRBR에서 정의된 10가지 개체인 개인,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

념, 대상, 사건, 장소 외에 전거데이터에서 추가된 개체인 가족을 포함해서 전거데

이터가 초점을 두고 있는 개체는 도표의 상반부에 표현되어 있다. 도표의 하반부

에는 개체를 식별하는 이름, 개체에 부여된 식별기호, 전거 파일에서 등록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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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별기호에 기초한 제어형 접근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어형 접근점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두개의 개체인 규칙과 기관을 강조하고 있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4-7).

전거데이터 이용자의 범위는 첫째, 전거파일을 구축 및 유지하는 전거데이터 작

성자이며, 둘째는 도서관 목록, 국가 서지 등의 전거파일에 직접 접근하거나 제어

형 접근점(전거형, 참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거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이용자에게 해당되는 네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50).

∘ 탐색(Find). 진술한 기준에 맞는 개체를 탐색한다(즉 해당 개체의 속성이나

관계를 탐색기준으로 사용하여 개체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는

속성과 관계를 사용해서 서지개체 세계를 항해한다.

∘ 식별(Identify). 개체를 식별한다(즉 표현된 개체와 탐색된 개체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복수의 개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는 제어형 접근점으로 사용된 이름의 형태를 검증한

다.

∘ 관계설명(Contextualize). 개인, 단체, 저작 등을 관계 속에 놓는다; 복수의

개인, 단체, 저작 등 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한다; 개인, 단

체 등과 그 개인, 단체 등을 식별하는 이름(예를 들어 종교적

이름 대 세속적 이름) 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한다.

∘ 근거제시(Justify). 전거데이터 구축자가 제어형 접근점이 기초하고 있는 이

름이나 이름의 형태를 선택한 근거를 제시한다.

FRAD의 개체-관계 모형은 전통적 도서관 환경(과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레코드 구조의 형식적 요소들) 부분에 있는 전거레코드와 다르게 만들어,

FRBR 모형과 마찬가지로 전거레코드에 수록된 정보 및 그 정보와 외적 개체(개

인, 단체, 저작 등)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정보가 이용자 과제를 어떻게 지원하

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전거파일 구조에서부터 벗어

나 개체-관계 모형이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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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서관에서의 접근점과 전거레코드

[그림 3]은 이름이나 식별기호가 제어형 접근점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때 그리고

이어서 그 접근점이 전거레코드나 참조레코드에서 전거형 또는 상이한 형으로 전

거파일에 등록되거나 일반적인 설명레코드에서 설명표목으로서 등록될 때 작용하

는 형식적 혹은 구조적 개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그림 3]은 전거형, 참

조 및 레코드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개체인 규칙과 기관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이름 및 식별기호 개체와 형식적 또는 구조

적인 개체(제어형 접근점, 전거형태, 이형, 설명표목, 전거레코드, 참조레코드, 일반

설명레코드)들 간의 관계와 규칙 및 기관 개체 간의 관계도 표현하고 있다. 특정

이름과 식별기호는 제어형 접근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제어형 접근점

은 이름과 식별기호에 기초할 수 있다. 제어형 접근점은 하나 이상의 전거레코드

나 참조레코드 “에 등록”되는 전거형이나 이형“으로 등록”될 수 있고, 일반적인

설명레코드“에 등록”되는 설명표목“으로 등록”될 수도 있다. 또한 [그림 3]은 제어

형 접근점이 전거형, 이형, 또는 설명표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전거파일의 레코드

“에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거형은 이형 또는 다른 전거형에

서 “참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거형, 이형이나 설명표목은 규칙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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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될 수 있고, 이 규칙은 또 기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칙은 전

거레코드, 참조레코드나 일반적인 설명레코드(즉 그것의 형식과 구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전거레코드, 참조레코드 또는 일반적인 설명레코드는 기관에 의해 “구

축”, “복사”, “수정”, 또는 “발행”될 수 있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61-63).

이상으로 개체-관계 중심으로 FRAD 모형을 살펴보았다. IFLA에서는 서지레코

드와 관련된 관계유형에 기반한 FRBR을 발표하여 서지적 개체간의 관계 및 개념

을 모형화했고, FRAD 개념모형을 통해 전거데이터에 대한 서지개체와 이름, 식

별기호 및 제어형접근점 간의 관계 및 개념모형을 완성하였다. FRBR과 FRAD와

같은 개념적인 데이터 모형은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고, 저장할 것인가, 어떤 관계

를 설정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록과 전거제어에 있어서 개

념모형을 도입하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목록과 검색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서에게는 목록과 전거제어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FRBR과 FRAD의 개념 모형은 2009년 상반기에 발표될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토대가 되었다.

3.2 ISADN

전거데이터의 국제적 상호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식별기호로 국제표준전거데

이터번호 ISADN(International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 이하 ISADN)

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1970년부터 이뤄져왔다.

IFLA(1999)의 전거 공유와 관련하여 최소수준전거레코드와 ISADN을 위한 실

무진(The Working Group on Minimal Level Authority Records and ISADN)은

국제적인 전거정보의 공유가 도서관 및 국가 서지 기관의 목록 작성 비용을 줄이

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제시하면서, 국제적으로 모두 동일한 전거형을 사용하는

IFLA의 국제서지통정(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의 목적은 실현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목록자는 이용자에게 익숙한 이름형을 사용하고 그들이 대학 목록에

서 찾기 가장 적절한 형태 및 읽기 편한 문자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실무진은 국제적으로 전거데이터의 공유를 용이하도록 각 국가서지기관

(National Bibliographic Agency, NBA)이 2-3년내에 전거파일을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토록 해주고, IFLA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엇이 이용 가능하지 무엇이 제한사

항인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각 기관에서 생성한 연

관된 전거레코드를 링크하는 번호 메카니즘인 ISADN을 사용하는 것이 검색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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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ISADN에는 전거레코드 작성기관 및 개체의 국적, 해당 저자가 주로 사용한 언

어 등이 포함되며, 특정 시스템의 레코드번호도 포함된다. 이 번호는 컴퓨터 시스

템에서 자동으로 구축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김태수 2004; Bourdon 1993).

frBN fr fre 123456 * frBNfrfre2506

여기서,

frBN: 전거레코드 작성기관(fr은 프랑스, BN은 Bibliotheque Nationale)

fr: 개체의 국적(fr은 프랑스)

fre: 원전에 사용된 언어(fre는 프랑스어)

123456: 작성기관의 전거파일에 포함된 전거레코드의 일련번호

*: 다른 전거레코드와의 연결

frBNfrfre2506: 앞의 레코드와 연결된 전거레코드의 ISADN

ISADN과 같은 번호 개념은 개체를 구별하는데 유일한 식별이 되어 중복성을

피할 수 있고, 번호는 언어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게 번호를 사용한 전거레코드 간의 연결 개념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Tillett(2008,

1-11)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개체들이 기

록관, 박물관, 출판사, 저작권관리기관 등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

를 갖는 각 개체 영역 간의 식별에 문제가 많을 것이며, 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부구조가 필요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전거파일의 통제어휘는 검색의 정확률과 재현율 향상에 기여하

는데, 도서관에 목록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를 번호로 링

크하면서 이름의 표시 형식을 좀 더 잘 통제하게 되었지만, 전거레코드에서 언어

와 문자를 사용해서 표목은 표시되어야 하고, 또한 서지데이터를 교환할 때도 번

호 대신 문자열로 보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으로 식별기호의 사용이 용이하고, URL과 리졸버(resolvers)가 디지털 개체에

연결이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적인 전거 공유를 실현하는데 숫자 외에 네트

워크 환경을 이용한 클러스터인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모형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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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IAF

Tillete에 의해 주장된 가상의 국제전거 파일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이하 VIAF) 개념은 국가나 지역의 전거파일을 연계하는 형태이

며, 실제 파일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전거파일을 연결한 연계시스템이다.

최근의 웹(Web)이 정보 찾기에서 많은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VIAF의 목적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저작권관리 기관 등에 목록 비용을 줄이도록 공유를 촉진

하고, 국제적으로 전거레코드의 생성과 유지를 단순화하며,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

어, 문자, 형식으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Tillett 2002, 117).

VIAF는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 독일국립도서관

(Deutsche Nationalbibliothek1), 이하 DNB),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이하 BnF)의 협력 프로젝트로 세 기관의 인명 전거 파일을

가상적으로 합쳐 단일 인명 전거 서비스를 수행한다. 상기 세 기관 및 OCLC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개인 인명 전거 파일을 소급해서 개인 인명

에 전거레코드를 일치시키고 링크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OCLC가 이 연

구를 수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인명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일치시키

고 링크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그 소프트웨어는 DNB와 BnF의

전거레코드를 LC의 관련 전거레코드로 일치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셋째, 전거

레코드가 링크가 되면 공유된 OAI 서버가 전거 파일을 유지하고 이용자가 파일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장 적절한 언어로 표시된 인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이용자는 DNB에서 구축한 형태로 표시된 인

명을 볼 것이고, 프랑스 이용자는 BnF에서 구축한 인명을 볼 것이며, 미국 이용

자는 LC에 의해서 구축된 인명을 볼 것이다. 이용자는 각 나라에서 구축한 인명

레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전거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 어디건 언어

를 초월해서 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다(OCLC 2008).

VIAF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른 국가 전거 파일로부터 전거레코드를 자동적으로

링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VIAF의 잇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VIAF 프로

젝트는 5가지 단계로 구성된다(Tillett 2006, 4).

첫째, DNB의 PND(Personennormdatei)와 LC 전거레코드(LCNAF)로부터 “확장

전거(Enhanced Authority)"를 구축한다. 확장 전거에는 확장 전거레코드와 입수

1)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은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 DDB)으

로 불리다가, 2006년 6월 29일 "독일 국립 도서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

었다(Wikipedi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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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파일에 필요한 특별 운영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적절한 전거레코드의 신원

(identification)을 포함한다.

둘째, VIAF의 초기에는 PND와 LC 확장 전거레코드를 매치하는 매칭 알고리즘

을 개발한다. 이것은 중간 매칭 결과가 매칭을 개선하기 위해서 확장된 전거레코

드에 포함되거나 추출될 수 있는 추가 정보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하면서 첫째

단계와 반복적으로 처리되었다.

셋째, VIAF에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 OAI(Open Archive Initiative)를 구축한다.

넷째, VIAF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참여 기관들의 전거레코드와

서지레코드에 추가 및 수정사항들이 필요하다. 유지관리 시스템은 업데이트에 이

들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 OAI에 의해서 사용된 프로토콜 등을 설계한다.

다섯째, VIAF 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웹에서 이용가능

해야 한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는 유니코드와 다언어, 다문자를 지원

한다. 단순한 HTML 링크를 사용해서 LC 버전의 인명의 사례를 제공하고 매치된

PND 인명을 요구하는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인 요청이 시맨틱 웹 성능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확장 전거레코드 생성에 대한 간략한 도식은 [그림 4]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림 5]에서는 이들 확장 전거레코드가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VIAF 전거레코드

를 구축하는 도식을 보여주고 있다(Tillett 2006, 14-15).

서지레코드서지레코드
서지레코드

전거레코드

파생

전거레코드

확장

전거레코드

[그림 4] 확장 전거레코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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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PND

전거레코드

확장 LCNAF

전거레코드

VIAF

전거레코드

매칭

알고리즘

[그림 5] VIAF 전거레코드 생성 

VIAF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OCLC 2009).

[그림 6] VIAF 검색 : Buck Pearl Sydenstricker, 1892-1973  

검색어 “Buck Pearl Sydenstricker, 1892-1973”에 대해서 함께 VIAF에 참여하

고 있는 4개 기관(스웨덴국립도서관, BnF, LC, DNB)의 전거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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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IAF 검색 상세화면 

또한 [그림 7]의 VIAF 검색 상세화면에서는 검색어 “Buck Pearl Sydenstricker,

1892-1973”에 대해서 VIAF 전거고유번호는 62815884이며, 이형(400's: Alternate

Name Forms), 관련이름(500‘s: Related Names), 관련 저작물(Selected Titles), 출

판국(Countries of Publication), 출판통계(Publication Statistics), 관련 출판사

(Selected Publishers), MARC21 포맷형태, UNIMARC 포맷형태, VIAF ID 생성

기록 등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VIAF 시스템은 전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제적으로 분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각 나라별 언어나 선호하는 문자 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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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LEAF Project

LEAF 프로젝트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전거제어의 잇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연구와 개발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5차 연구

개발기본계획(Fifth Framework) 중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 자금 지원을 받았다. LEAF 프로젝트는 2001년 3월에 시

작해서 유럽 10개국의 도서관, 기록관, 도큐멘테이션, 연구센터, 대학 및 시스템

개발자 등의 15개의 파트너와 함께 했다. 베를린주립도서관(Berlin State Library;

Staatsbibliothek zu Berlin; SBB)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Joanneum Research (Graz, Austria)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Kaiser 2003)

LEAF는 모든 이용자가 국제적인 전거 정보에 고품질의 접근을 제공하는 검색

및 탐색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되었으며,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또는

여타의 기관에서 생성하든, 국가별로 상이하든 상관없이 지역 수준 또는 국가수준

의 인명 전거데이터를 수집하고, 링크하며 접근을 제공하는 모형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용자가 이름 문자열을 탐색하면, 모든 LEAF 데이터공급자(Data

Providers)의 레코드를 탐색하고 이들을 단일의 LEAF 전거레코드로 합친다. 이

레코드가 자동적으로 “중앙인명전거파일(Central Name Authority File)"로 저장되

며 고품질의 국제 수준의 인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Weber 2004, 227).

LEAF는 네트워크 MALVINE로부터 비롯한다. MALVINE(www.malvine.org)은

검색 엔진이며 유럽내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명인의 편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베스트(harvest) 한다. 참여 기관에서 제공

된 정보가 부족하여 이름으로만 검색되어야 했고, 탐색하는 이름이 오직 한 사람

인 경우는 탐색이 가능했으나,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학자들

은 이들을 구별해서 검색하고자 하였다. 식별기호는 국가 전거 파일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즉 생몰년, 직업 등으로 구성했다. 문제는 작은 기관은 이러한 국가 전

거 파일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의 MALVINE 참여자만이 전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Weber 2004, 230).

LEAF는 분산된 인명 전거레코드를 수집하고 자동적으로 의미있는 방법으로 함

께 링크되어서 다양한 기능이 가능토록 하고 다방면의 분석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LEAF 시나리오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Kaiser 2003).

∘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로컬 인명 전거레코드를 정기적으로 LEAF 시스템에

하베스트하고 업로드한다.

∘ LEAF 시스템의 모든 레코드는 하나의 공통된 교환 포맷으로 변환되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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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을 나타내는 레코드는 자동적으로 링크된다.

∘ LEAF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는 탐색과 검색을 할 수 있다.

∘ 검색된 결과는 중앙인명전거파일에 저장한다.

∘ 등록된 이용자는 레코드에 주석을 달 수 있다.

∘ 외부 시스템은 LEAF 서비스를 쿼리할 수 있다.

∘ LEAF는 외부 시스템을 쿼리할 수 있다.

∘ 외부 자원을 LEAF 레코드에 링크할 수 있다.

∘ LEAF에서 검색된 결과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검색변수(search

arguments)로 사용될 수 있다.

LEAF의 잇점은 LEAF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검색 및 LEAF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많은 응용프로그램에서 검색 정확률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사서, 기록관리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한 서지 정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Smith, John”을 이용자가 검색한 경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로컬의

LEAF 데이터공급자 서버들은 “Smith, John"과 관련되어 수많은 전거레코드를 보

유한다. 링크관리자(Linking Manager)를 통해서 이들 레코드들은 아래 [그림 8]과

같이 그룹화된다(Weber 2004, 234-5).

*LAR (로컬 전거레코드 Local 

authority record)

*BL (영국국립도서관 British 

Library)

*SBB (베를린 주립도서관 

Staatsbibliothek zu Berlin)

[그림 8] LEAF 전거제어 운영 사례 (John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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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는 LEAF 데이터공급자의 전거레코드를 수집, 저장, 처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림 9]와 같이 여러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Kaiser 2003).

[그림 9] LEAF 시스템 전체 구조도 

LEAF는 유럽내 다양한 언어 및 기관별 상이한 전거형 사용에 따른 검색의 한

계를 개선하고자 흩어져 있는 이름 전거레코드를 모아서 의미있는 방식으로 자동

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이다. 특히 참여기관이 도서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기록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함으로써 좀더 개선된 방향을

찾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다.

4. 전거제어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전거제어 현황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실정이다. 국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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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된 전거데이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학술․전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도 전거제어를 하는 대학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심각한 것은 일부 전거제어를 하는 대학도서관 조차도 대학도서관 간에 통

일된 전거레코드가 없고, 전거레코드 구축에 있어서 그 적용방식에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어 검색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인명, 일본인명, 중국인명, 미국인명에 대한 서울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이

화여대도서관을 비교해 보고, 아울러 국가전거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국립중앙도

서관 및 미국의 통일된 전거제어를 이끌고 있는 LC와 함께 비교하여 전거제어 현

황을 조사해보았다2).

구분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LC

전거형 이광수,$d1892-1950 이광수 $h李光洙
이광수 $q李光洙, $d 

1892-1950

Yi, 

Kwang-su,$d1892-

이형

춘원,$d1892-1950 カヤマ, ミツロウ 춘원 $ 春園
Lee, Kwang 

Soo,$d1892- 

春園,$d1892-1950 Kayama, Mitsurou Ли, Гвансу Chʻunwŏn,$d1892-

李光洙,$d1892-1950 가야마, 미쓰로 I, Govnag-Su
Yi, 

Chʻunwŏn,$d1892-

Yi, 

Kwang-su,$d1892-
카야마, 미츠로

향산광랑 

$q香山光郞,$d 

1892-1950

Yi, 

Chʻun-wŏn,$d1892-

이광돌,$d1892- 춘원 $h春園 카야마 미쓰로
Kayama, 

Mitsurō,$d1892-

Kayama, 

Mitsurō,$d1892-
경서학인 $h京西學人 Yi, Kwang-su I, Gwansu,$d1892-

고주 $h孤舟 李光洙,$d1892-

보경 $h寶鏡 리광수,$d1892-

장백산인 $h長白山人 이 광수,$d1892-

장백 $h長白

향산광랑 $h香山光郞

Yi, Kwang-su, 

$d1892-1950

[표 1] 한글인명에 대한 전거제어 사례

2) 출처: 연세대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조사는 전화면담과 이메일을 통해서 

수집했으며, LC의 경우는 LC Authorities : Authority Headings Search 

(http://authorities.loc.gov/cgi-bin/Pwebrecon.cgi?DB=local&PAGE=First)을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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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학도서관에서는 한국인명에 대한 전거데이터를 작성하는 반면, 국립중앙

도서관은 한글인명은 전거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교류가 많아

지면서 한국인 작가의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명의 영문

표기도 중요하며, 호나 필명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색을 위해서 한국인에

대한 전거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세대도서관에서는 ‘이광수’의 경우 $h에 한자표기

만을 추가하고 있는데, 서울대의 이광수 인명에 대한 전거레코드는 13개에 이른

다. 한자만으로 동명이인을 식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분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국립중앙 LC

전거형
Murakami, 

Haruki,$d1949-

촌상춘수$h村上

春樹

촌상춘수$q 

村上春樹

무라카미 

하루키,$d1949-

Murakami, 

Haruki,$d1949-

이형

村上春樹,$d1949- ムラカミ, ハルキ 무라카미 하루키
촌상춘수=$h村

上春樹,$d1949-

Murakami, 

Kharuki,$d1949

-

촌상춘수,$d1949-
Murakami, 

Haruki
무라까미 하루끼

Murakami, 

Haruki,$d1949

-

Мураками, 

Харуки,$d1949

- 

무라카미, 

하루키,$d1949-
무라카미, 하루키

Murakami, 

Haruki,$d 1949-

무라까미 

하루끼,$d1949-

村上春树,$d1949

-

하루키,$d1949-
村上春樹,$d1949

- 

[표 2] 일본인명에 대한 전거제어 사례 

일본인명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무라카미하루키’를 대

상으로하여 전거레코드 구축 사례를 조사했다. 서울대도서관은 외국인명의 경우

로마나이즈로 표기해주고 있어, “Murakami, Haruki,$d1949-”를 전거형으로 쓰는

반면, 연세대나 이화여대의 전거형은 ‘촌상춘수’를 사용하고 있다. ‘촌상춘수’ 한글

표기가 서지레코드의 100tag나 700tag에 입력되어 검색 상세화면에 표시된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인명 표기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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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국립중앙 LC

전거형

Lu, 

Xun,$d1881-193

6

노신 $h魯迅
노신 $q 魯迅, $d 

1881-1936

루쉰,$d1881-19

36

Lu, 

Xun,$d1881-193

6

이형

Lu, 

Hsün,$d1881-19

36

Lu, Xun 루쉰
노신=$h魯迅,$d1

881-1936

Lu 

Sün,$d1881-193

6

No, 

Sin,$d1881-1936
루, 쉰 루신

주수인=$h周樹人

,$d1881-1936

Luo, 

Shun,$d1881-19

36

Chow, 

Shoo-jin,$d1881

-1936

루쉰 Lu, Xun
저우수런,$d1881

-1936

Chou, 

Shu-jen,$d1881

-1936

Zhou, 

Yushan,$d1881-

1936

루신 로신 $q 魯迅
루신,$d1881-19

36

Zhou, 

Yushan,$d1881-

19366

魯迅,$d1881-193

6

주수인 

$h周樹人

Lu, Hsun, $d 

1881-1936

로신,$d1881-19

36

Chow, 

Shoo-jin,$d1881

-1936

노신,$d1881-193

6
Lu, Hsun

ロジン,$d1881-

1936

魯迅,$d1881-19

36

루쉰,$d1881-193

6
루우쉰

로진,$d1881-19

36

周树人,$d1881-1

936

주수인,$d1881-1

936

鱼迅,$d1881-19

36

[표 3] 중국인명에 대한 전거제어 사례

중국 인명은 아Q정전의 저자 ‘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대도서관의 경우

중국어 로마나이즈를 2001년 4월부터 Wade-Giles식 로마자표기법에서 Pinyin식으

로 바꾸면서, Wade-Giles식 표기도 이형에 추가하고 있고, Wade-Giles 및 Pinyin

한글음 표기도 이형에 추가하여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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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국립중앙 LC

전거형

Buck, Pearl 

S.$q(Pearl 

Sydenstricker),$d

1892-1973

Buck, Pearl S. 

$q(Pearl 

Sydenstricker), 

$d1892-1973

Buck, Pearl 

S., $d 

1892-1973

Buck, Pearl 

Sydenstricker,$d

1892-1973

Buck, Pearl 

S.$q(Pearl 

Sydenstricker),$d18

92-1973

이형

Walsh, Pearl 

Sydenstricker 

Buck,$d1892-197

3

펄 벅 벅, 퍼얼 S.
Buck, Pearl 

S.,$d1892-1973

Walsh, Pearl 

Sydenstricker 

Buck,$d1892-1973

Buck, 

Pearl,$d1892-19

73

벅, 펄 벅, 펄

Buck, 

Pearl,$d1892-19

73

Bak, 

Bīrl,$d1892-1973

Bok, S. 

P'ol,$d1892-1973
퍼얼 벅

Buck, Pearl 

Sydenstricker

벅, 퍼얼 

S.,$d1892-1973

Bŭk, 

Pŭrl,$d1892-1973

Bak, 

Bīrl,$d1892-1973
벅, 퍼얼 Buck, Pearl

벅, 펄 

S.,$d1892-1973

Bak, 

Pērla,$d1892-1973

벅, 

펄,$d1892-1973
펄 S. 벅 벅, 펄 S.

벅, 펄 시덴스티

커,$d1892-1973

Bak, 

Perl,$d1892-1973

펄 

벅,$d1892-1973
벅, 펄 S.

벅, 

펄,$d1892-1973

Buck, Pearl 

Sydenstricker,$d18

92-1973

퍼얼 

벅,$d1892-1973
퍼얼 S. 벅

 Buck, Pearl 

Comport,$d1892

-1973

Buck, 

Pearl,$d1892-1973

벅, 퍼얼 S.
벅, 펄 컴포

트,$d1892-1973

Bŏk, Pʻŏl 

S.,$d1892-1973

Sedges, John

Sai, 

Chen-chu,$d1892-

1973

벅, 펄 

사이덴스트리커

Sai, 

Zhenzhu,$d1892-19

73

벅, 퍼얼 

사이덴스트라이커

Baka, 

Parla,$d1892-1973

퍼얼 

사이덴스트리커 벅

賽珍珠,$d1892-197

3

[표 4] 미국인명에 대한 전거제어 사례 

미국인명의 사례는 대지의 작가 펄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도

서관에서 전거형에 $d를 사용했으나, 이형에서는 $d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펄벅의 이름 표기는 [그림 7]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유럽도서관들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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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기관별로 서로 통일된

전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즉,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에 서

지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3개 대학도서관이 전거형은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

고 있는데, 이는 서지레코드의 운영상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KERIS에서는

400여개 대학의 종합목록을 구축,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전거형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의 정확률이나 재현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전 세계가 전거 공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도서관 간

의 전거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일부 대학도서관만이 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전거데이터를 보유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검

색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5. 전거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안

우리나라는 미국 LC와 같이 국가대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중에 규모가 큰 일부 대학도서관을 제외하면 전거레코드 구축

하는 대학이 많지 않으며, 구축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자관 중심으로 전거 업

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전거데이터 공유를 위한 대학도서관간 협력은 실질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거데이터 공동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이나

검색 효율성을 위해서 각 대학도서관이 기 구축한 전거를 활용하면서도 현실적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전거제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5.1 전거 클러스터링

도서관 서지구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거데이

터 구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된 전거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전거제어와

상관없이 목록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각 기관별 상이한 전거제어 규칙을 적용하다

보니 분담목록을 통한 전거 노력이나 비용의 절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현실

이다. 따라서 국가 대표 전거형을 구축하여 통일된 전거제어 규칙을 정하고 전거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전거형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더불어 이미 상당량의 기구축 전거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서는 이를 따를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에 보유한 서지레코드 및 전거레코드의 수정작업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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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전거 클러스터링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미 미국에서는 유럽도서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VIAF 전거클러

스터링 기법을 테스트하고 있고, 유럽 국가간에 LEAF 프로젝트도 그러한 연구들

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도 VIAF나 LEAF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전거제어를 구

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IAF나 LEAF는 이미 시범 프로젝트를 상당 기간 동안

진행하여 참여 기관의 데이터를 하베스팅하고 조직화하여 서비스를 하는 등 상당

히 현실성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학도서

관 간 서지데이터의 전거제어를 위해서는 통일된 전거형의 개념을 배제하고 가능

한 모든 접근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 작업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연합체인 대학도서관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전

거데이터 품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 두세 개의 대학도서관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고, 또는 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을 관리하고 있

는 KERIS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거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위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 기타 전거제어 방식의 개선

1) 활동분야에 대한 별도의 서브필드 추가

전거레코드에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몰년을 식별기호로 추가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한다(AACR 22.17 참고). 서양인명의 경우 출생년도만으로도 개

인명을 구분하기 용이하나 동양인명의 경우,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동명이인

이 많아 출생년도만으로 구분하는데 한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년도 외에 월,

일까지을 추가하여 구분하고 있다. 특정한 예로, 학위논문 서지데이터 입력 시 그

많은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생년월일까지 사용하여 전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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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김성수] [인명: 김재명]

김성수, $d1964- 김재명

김성수, $d1964.3- 김재명, $d1953.03.21-

김성수, $d1964.02.18- 김재명, $d1955-

[인명: 이민호] [인명: 이승훈]

이민호 이승훈, $d1968-

이민호, $d1971- 이승훈, $d1968.8-

이민호, $d1971. 7- 이승훈, $d1968.10-

이민호, $d1971.12.25-

이민호, $1978-

이민호, $1978. 2-

[표 5] 서울대도서관 동명이인의 전거 생몰년 표기 사례 

동명이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d에 생몰년을 넣는 경우, 또는 생년월일을 추

가하는 경우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이

용자가 저작자의 생몰년을 모르는데 생년월일까지 알고 검색할 리는 없기 때문이

다. 또한 과거 학술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 저술 활동을 하던 것과 달리 현대

는 출판, 배포가 용이해진 상황에 일반인들의 저술활동도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동

명이인의 처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KOMARC 전거용포맷에서 개인명에 대해 한

자표기 서브필드($h)를 추가하여 수많은 동명이인이나 동의어를 구별하는데 활용

하고 있으나 이는 $h 한자 표기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

도 해당 저자의 한자 표기를 모르는 경우 검색에 혼란과 어려움을 갖게 된다.

AACR에서는 동명이인에 대한 구분을 위하여 식별용어(distinguish term)를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AACR 22.19 참고). 이는 생몰년과 이름의 완전한 형식으로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편목 대상자가 식별기호(예를 들어 직업명 등을 표기함)를

기입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저작의 표제면이나 참고정보원으로 채택한

표시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효(2000, 123-124)는

동명이인의 식별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해당 저장의 활동분야를 별도의 서브 필드

($o)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저자의 생몰년

을 기억하여 동명이인을 식별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들어, 생

몰년은 유일한 식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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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박준식’을 전거키워드파일을 통해 검색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박준식 朴俊植 1948- 문헌정보학 15

박준식 朴俊植 1951- 수학 6

박준식 朴俊植 1958- 공학 3

박준식 1948- 의학 17

박준식 1960- 사회학 11

그러므로 $d의 생몰년 외에 월, 일 등으로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한자표기 및

서브필드를 확장해서(예를 들어 $o) 전공 분야를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전공분야 표기시 어떻게 용어를 규칙화하고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최소 전거데이터 생성

전거데이터는 검색의 정확률과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성이 된다. 또한 서지

의 완전성을 위해서도 제작된다. 그러나 출판과 배포가 용이해진 현대 사회에서

대량으로 쏟아지는 지적생산물에 대해 모두 전거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힘든 상황

이다. 서울대도서관의 경우를 조사한 바, 개인명에 대해서, 전거형만 있고 이형이

없는 레코드의 비율은 43.17%에 이르고 있다.

(2009. 4. 현재, 건수)

개인명 전거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 합계

이형 존재 전거형만 존재

184,068 139,831 22,348 3,366 24,031 63 373,707 

[표 6] 서울대도서관 전거데이터 구축 현황 

이형이나 참조도 없는 전거데이터를 만들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은 비효

율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형이 없는 전거데이터는 작성을 하지 않는 방

법이 있을 것이며, 또는 전거레코드 008 tag 32번째 자리의 동명이인의 표기 ‘b'를

사용하여 전거데이터 작성 및 정확성을 기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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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각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서지레코드는 상호 공유되고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렇

게 공유 활용되는 서지레코드를 검색하는 이용자는 이미 다양한 웹 검색엔진에

익숙하여 어떤 형태의 저자명을 검색하든 검색 재현율이 높기를 바란다. 서지레코

드가 종합목록상에서 수집, 보존, 공유, 활용되는 상황에서 전거제어는 필수불가결

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에 구축한 전거레코

드를 모두 무시하고 새로운 전거형에 따라 전거레코드를 구축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거클러스터링을 통한 다양한 전거형을 인정하면서 협력

형 전거데이터를 구축․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거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이를

수집 및 배포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토콜의 적용 또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전거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자동 기법을 개발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테스트 시스템을 개

발하여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개인명

외에 단체명, 통일서명 나아가 주제명(subject authority record)에 대한 전거데이

터 수집, 공유,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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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 도서관 소장 자료 중 오손 및 파손된 도서, 부적당한 도서 또는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폐기(제적)함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

료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도서관BSC 혁신활동 성과제고, 효율적인 제정운영,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 필요성

1. 효율적인 도서관 소장공간 활용

• 자료 증가에 따른 자료 소장공간 확보의 어려움

- 장서 증가량 : 10만권/년

• 밀집서고 5실, 지하보존서고 3실, 연속간행물실 모빌렉 운영으로는 증

가하는 장서의 소장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2 장서의 최신성 유지

• 노후자료의 증가로 신간 자료를 계속 입수하더라도 최신 자료의 탐색

시간이 지연

3. 장서관리 비용 절감

• 장서의 비대화로 장서관리에 드는 시간, 인력, 각종 유지 비용이 증가

4. 국립대학 평가기준에 대비

• 도서관 장서폐기에 대한 평가가 국립대학 평가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므

로 이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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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추진 경과

- 2007. 12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 37호 공고

- 2008. 2 : 경북대학교도서관 자료폐기 및 제적 운영세칙(안) 마련

- 2008. 2 :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 세칙 통과

- 2008. 6 : 1차 자료폐기(제적) 심의회의 개최

- 2008. 8 : 학위논문 디스켓 및 CD 폐기 - 4,815종

- 2008. 9 : 경북대학교 도서관 자료폐기 및 제적 운영세칙 개정

(예규 제397호)

- 2008. 9 : 도서관 장서폐기위원회 개최

- 2008. 10 : 2차 자료폐기(제적) 시행 - 6,731책

- 2008. 10 : 복본 및 폐기자료 전시회 개최

- 2008. 12 : 자료폐기(제적) 업무매뉴얼 작성

- 2008. 12 : 각 자료실별 3차 폐기(제적)자료 선별작업 진행

III. 사업추진 실적

1. 경북대학교도서관 자료폐기 및 제적 운영세칙(안) 마련

2. 학위논문 디스켓 및 CD 폐기

- 학위논문 원문제공서비스(dcollection) 실시

- 본교 석ㆍ박사 학위논문 디스켓 및 CD 4,815종을 폐기(제적)

3.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폐기

인문학자료실 503책

어문학자료실 500책

사회과학자료실 500책

자연과학자료실 502책

참고자료실 504책

연속간행물실 366책

의대분관 3,856책

합  계 6,731책

4. 복본 및 폐기자료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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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본 400책, 폐기자료 2,000여책

• 본교 직원 및 학생 476명에게 800여책 배부

5. 자료폐기(제적) 업무매뉴얼 작성(첨부 3)

•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확보를 위하여 실제 자료폐기(제

적) 업무 수행에 있어 대상자료의 선정에서부터 도서관DB를 완전히

삭제하기까지 폐기(제적)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상세하게 체크ㆍ검토

서술하여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료폐기(제적)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의 효율 높임

6. Global 100 KPI Project 성과달성에 기여

• 자료폐기(제적)업무를 통하여 도서관 KPI의 고객만족도 향상과 혁신

활동의 성과제고, 혁신을 통한 예산절감율 등의 성과달성에 기여

7. 향후 자료폐기(제적) 계획

• 연간 2만여책 폐기(제적) 목표로 설정 시행

• 지하보존서고 3실의 25만여책 순차적 폐기

IV. 사업추진 효과

1. 자료실 공간 확보

1) 공간 기준 및 소요공간

가. 현재 도서관 공간(구관) : 20,4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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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고 공간 기준

• 2련 양면(6단) 기준(600책)

: 개가제 서고 서가 1개당 소요면적 : 5.3㎡

: 113권/㎡

다. 소요공간

• 250만권(단행본)으로 가정한 도서관 소요공간

: 22,123㎡ = 2,500,000 여책 / 113책

• 도서관 공간은 20,460㎡(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

: 도서관 전체 공간을 서고화하여도 1,700㎡ 부족

- 최소한 192,000여책의 공간 부족

• 서고 공간마련의 어려움으로 지하보존서고 3실에 25만여책 이관

보관

• 연간 필요공간 : 장서 10만책 증가시 885㎡/년 필요

(서가166대)

2) 공간확보

가. 6,731 책을 폐기하여 서가 11대 분량의 60㎡의 공간 확보

나. 연간 2만책 폐기시 서가 33대분 177㎡의 공간을 확보

다. 연간 약10만권의 장서증가에 의해서 요구되는 공간의 20%를 자료 폐

기를 통하여 확보

2. 서가구입 예산절감

가. 연차 증가량 기준으로 매년 166대의 서가가 필요

나. 6,731여책 분량의 자료를 폐기하여 서가 11대 구입비용 420여만원의

예산 절감

• 연간 2만책 폐기시 서가 33대 구입비용 1,300 여만원 절감

- 연간 서가구입비의 20% 절감효과

3. 자료의 재이용도 제고

폐기자료와 각 기관에서 우리도서관에 기증한 자료 중 복본자료와 함께 전

시회를 열어 이용자들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800여책을 배부함으로서 자

료 재이용의 효과를 가져옴

4. 효율적인 장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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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유용한 자료들을 보존하고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자료를 폐기함으로서 장서

개발의 효율성 증가

5. 효과적인 장서관리 및 인적자원관리

신간자료로 대체되는 서가의 증가로 사서가 노후자료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노력을 이용자봉사에 기울이므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장서관리와 도서

관인적자원관리에 효과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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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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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

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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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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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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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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경북대학교도서관 자료폐기 및 제적 운영세칙

제정 2008. 10. 6 예규 제397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북대학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규정 제

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

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오손 및 파손된 도서, 부적당한

도서 또는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공 식적으로 제거

하는 일을 말한다.

②“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등록대장

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료) 경북대학교 도서관규정 제3조1항에서 규정한 모든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선정) ①자료의 폐기 및 제적자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1. 간행된 지 20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이용가

치가 상실된 자료 (단, 주제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참고자료 중 10년 이상 된 교양서적, 여행자료, 교통자료, 법전 및 규

정집 등 신속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

3. 정기간행물 자료 중 5년 이상 경과된 교양지, 매년 갱신되는 사보 등

의 자료

4. 15년 이상 된 일반자료 중 이용되지 않는 복본이 있는 경우 1부만 남

기고 처리한다.

5. 전항 1,2,3항의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6.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한 자료

7.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된 자료

8.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도서관장은 전항의 경우에 적합한 자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서관팀장

및 각 자료실 담당자로 구성된 폐기자료 선정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범위)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제 4조 7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기) ①매년 1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장은 전항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원부작성) ①해당 각 실의 담당자는 폐기 및 제적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원부를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된 폐기 및 제적원부의 사본 및 화일 각1부를 선정팀, 도서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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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 분류목록팀 및 전산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폐기 및 제적하고자 작성된 자료의 수는 제5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반조치) ①폐기 및 제적 담당자는 작성된 목록과 현물도서를 비교

ㆍ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 및 제적된 자료는 반드시 도서원부에 “자료폐기” 혹은 “자료제적”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서지D/B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폐기 및 제적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의 경우 자료의 앞표지의 등록번호

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파손되어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시 파손된 그대로 촬영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④폐기 및 제적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장서통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⑤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원부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

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관) 폐기 및 제적원부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5년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서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폐기

및 제적이 필요한 때에 장서폐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②위원으로 상임위원 2인, 주제별 전문교수 3인, 수서정리과장, 열람과장,

수서팀장, 장서팀장 등 10인 이내를 둘 수 있다.

③위원 중 상임위원과 주제별 전문위원의 경우 도서관장의 추천으로 위촉

한다.

④도서관장은 회의가 열리기 1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한다.

1. 폐기 및 제적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서폐기정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장이 장서 폐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3조(회의소집) 도서관장은 자료폐기 및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해당위원회는 당해 목적을 수행한 이후 자연 해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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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팀장 열람과장 수서정리  
과  장 관장

연번 서   명 등록번호 청구기호 출판년도 사  유 비  고

     자료폐기

     자료제적

[별표1] 자료폐기 및 제적원부

[별표2] 장서폐기 및 제적인

가로 X 세로 : 4㎝ X 1㎝

[별첨3] 자료폐기(제적) 및 배포 관련 도장

자  료  제  적

4cm

1
c
m 자  료  폐  기

4cm

1
c
m

이 도서는 경북대학교도서관

에서 학습용으로 기증하는 도

서입니다.

6cm

2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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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자료폐기(제적) 업무 흐름도 및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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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실별 폐기 및 제적 자료선정

자료실 및 분관은 폐기(제적)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2. 리스트 작성

가. 폐기(제적)하고자 하는 자료를 도서관 D/B와 대조 확인한다.

나. 대조작업을 거친 자료에 대하여 자료폐기(제적)원부 양식에 따라 excel파일

형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한다.

3. 자료배치 및 수합

가. 장서관리팀장은 각 자료실에서 작성된 폐기(제적)원부를 수합한다.

나. 폐기(제적)대상자료를 적정한 공간에 폐기(제적)원부 순으로 배열한다.

다. 배열된 자료를 폐기(제적)원부와 대조하여 재확인한다.

4. 선정회의 개최(내부)

과장, 팀장,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내부 선정회의를 통하여 폐기(제적)

자료로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다.

5. 심사위원 선정

가. 관장은 폐기(제적)대상 자료에 해당하는 분야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나. 장서관리팀장은 관장이 선정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 위촉을 알린다.

다. 심사위원 위촉을 동의하는 위원에게 폐기(제적)자료 원부와 관련 공문을 보

내고 위원들이 가능한 일정에 맞추어 회의일정을 정한다.

라. 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전자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개최

1일전에 위원들에게 시간과 장소,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6. 장서폐기(제적)위원회 회의

가. 관리팀은 회의 1일전까지 회의장 및 안내 등 회의준비를 한다.

나. 관장, 과장, 심사위원, 팀장 등으로 구성된 장서폐기(제적)위원회 회의를 통

하여 적합여부, 처리방안 등을 결정한다.

다. 회의 준비 자료

․ 폐기(제적)자료 원부

․ 자료폐기(제적)동의서

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게 공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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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장결재

가. 장서폐기(제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원부를 보완 정리하여 전자문서를 통

해 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수서등록팀, 분류목록팀, 전산관리팀의 담당자에

게 공람한다.

나. 관장 결재된 폐기(제적)자료 원부는 수서등록팀에 인계하여 등록원부와 함

께 관리하도록 한다.

다. 폐기(제적)자료 원부는 도서원부와 같은 방식으로 제본하여 수서등록팀에서

관리․보관하도록 한다.

8. 대상자료 정리

가. 자료실담당자는 폐기(제적)대상 자료에 폐기(제적)도장을 날인한다.

나. 자료실담당자는 폐기(제적)자료의 서명,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카

메라로 사진촬영을 한다.

다. 해당 자료실에서 촬영된 사진은 장서관리팀장이 수합하여 CD 또는 DVD

등으로 제작한다. 제작된 자료는 수서등록팀으로 인계한다.

9. 도서원부 정리

가. 장서관리팀으로부터 폐기(제적)자료 원부와 폐기(제적)자료 사진촬영 CD 또

는 DVD를 인계받아 보관한다.

나. 수서등록팀 담당자는 장서관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와 수서등록팀에서

진행될 업무 일정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한다.

다. 수서등록팀 담당자는 폐기(제적)대상 자료의 도서원부에 폐기(제적)도장을

날인한다.

라. 원부정리가 완료되면 통계 및 폐기현황을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하여 처리를

완료한다.

10. D/B삭제작업

가. 전산관리팀 담당자는 장서관리팀으로 부터 폐기(제적)자료 원부를 인계받는다.

나. 원부를 인계받으면 원부 인계여부, D/B삭제 업무의 소요기간 등을 내부결재

를 한다.

다. 대상 D/B의 삭제가 완료되면 내부결재를 하여 처리를 완료한다.

11. 대상자료 처리



도서관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폐기 방안 / 85

가. 관리팀 담당자는 장서관리팀장으로부터 폐기(제적)자료의 처리완료를 통보

받으면 대상자료를 처리한다.

나. 폐기물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처리방법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는다.

다. 담당자는 폐기물관리업체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라. 폐기(제적)자료를 처리후 발생하는 수입금은 회계절차에 따라 경리과에 세

입 처리한다.

12. 자료폐기(제적)관련 행사

가. 폐기(제적)되는 자료중 학생, 교직원에게 배부가 가능한 자료는 행사를 기획

하여 배부할 수 있다.

나. 배부대상 자료는 등록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제거하고 표제지에 배포관련 도

장을 날인한다.

다. 배부대상 자료는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고 행사 종료 후 폐기(제적)리스트를

재정리하고 대상자료를 관리팀에 인계한다.

라. 기타 행사관련 진행은 관련팀과 합의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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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갈암 이현일(1627～1704)은 조선조 성리학의 양대 준령을 이루는 퇴계와 율곡의

시대보다 한 세기 뒤인 17세기 말 숙종대에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퇴계와 기대승

사이의 사단칠정 논변은 조선조 성리학의 새로운 수준을 성취하였다는 사실과 사

단칠정의 心性論을 성리학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다음 시대의 철학적 사색에 이정

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1)

갈암이 퇴계와 율곡이라는 두 준령을 지나 한 세기 뒤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사상적 위치가 그의 앞에 놓인 준령들에 대한 거리와 方位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영남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던 그는 퇴계의 성리학적 입장을 추

종하는 이른바 영남학파 내지 퇴계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퇴계와 갈암 사이에는 퇴계의 제자와 그 再傳 제자도 많았으며 이들이 퇴계의

학풍을 존숭하고 계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리학 이론체계에 있어서 퇴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다른 비판적 입장에 대해 재비판하는 역할을 갈암이 처음 담당

하였다는 것은, 그가 性理學史 속에서 단순히 퇴계학파에 속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퇴계학파가 이현일에 이르러 그 성격을 뚜렷이 확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퇴

계의 성리설은 갈암 이후 그의 아들인 密庵 李栽를 거쳐 밀암의 외손인 大山 李

象靖으로 계승되었다. 곧 갈암 → 밀암 이재 → 대산 이상정 → 損齋 南漢朝 →

定齋 柳致明 → 西山 金興洛으로 이어진 퇴계학파 정맥은 韓末 이후로까지 면면

히 계승되었다.2)

『錦陽及門錄』은 葛庵 李玄逸의 문인록으로 여기에 수록된 358명은 그가 평생

에 걸쳐 가르친 제자들이다. 이 문인록에는 개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문인들의 성명⋅자⋅호⋅본관⋅생년⋅과거⋅관력⋅저작 등을 밝히고 있어

문인록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들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인

록이 이들 집단의 전모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단

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인록의 분석은 매우 흥미 있고 중요

한 사료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李玄逸 문인들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학문활동을 살펴보고 문인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인록의 분석에서는 문인록의 서지사항, 수록된 문인들의 거주지별 분포, 성씨별

문인 분포,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등을 살펴보고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350명이 넘는 문인들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1) 琴章泰. 1996. 葛庵 李玄逸의 인물과 사상. 『退溪學派의 思想(1)』, 서울: 집문당. 268.

2) 琴章泰. 1996. 위의 논문.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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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葛庵의 生涯와 學問活動

1) 生涯

한 사람의 자취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생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갈암의 생애를 「행장」과 「연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그

가 지향했던 삶의 방향과 학문적 경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갈암의 생애는

「연보」에 의거 중요사항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27년 1월 11일 寧海 仁良里 本家에서 출생

1633년(7세) 受十九史略

1638년(12세) 受小學

1639년(13세) 受論語

1640년(14세) 判書公과 英陽 石保로 避地

1644년(18세) 聘父人朴氏 玏之女(贈判書) 武毅公毅長之孫 作自敬箴

1646년(20세) 進士合格 罷榜 長男梴出生

1648년(22세) 鄕試合格 次男檥(後出仲氏存齋徽逸) 陪判書公(父) 往安東之金溪 行

拜金鶴沙(應祖) 於榮州里居

1649년(23세) 從存齋先生讀書山房

1652년(26세) 從存齋先生講業于石溪草堂 遊淸凉山

1653년(27세) 判書公과 英陽 首比隱居

1656년(30세) 外叔父張鐵堅 湖西安興島 配所

1657년(31세) 3男栽(號密庵)生

1662년(36세) 4男杺(號弘齋)生 遊江陵

1666년(40세) 爲士林制辨大王大妃爲先王 服制疏

1667년(41세) 與木齋洪公 錦翁金公學培會鏡光書齋

1672년(46세) 哭存齋先生 夫人朴氏卒

1673년(47세) 哭金錦翁學培 築南嶽谷(英陽石保)

1674년(48세) 移居南嶽 薦從仕郞 寧陵參奉 判書公(父)卒 谷洪木齋

1676년(50세) 拜社稷壇參奉

1677년(51세) 宣務郞掌樂院主簿 工曺佐郞 司憲府持平

1680년(54세) 母夫人張氏卒

1685년(59세) 次男檥卒 南嶽草堂成

1686년(60세) 洪範衍義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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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년(62세) 遇潭丁公(時翰)來訪 栗谷四端士情書辨成

1689년(63세) 通政大夫工曺參議(不允) 成均館祭酒(不允) 嘉善大夫禮曺參判 元子

輔養官再疏辭(不允) 大司憲

1690년(64세) 撰遁庵柳公(馨遠)隨錄序

1691년(65세) 吏曺參判(不允) 兵曺參判(不允) 吏曺判書

1694년(68세) 洪原 鏡城安置

1697년(71세) 簒惇典粹語 光陽移配

1698년(72세) 入智異山雙溪寺 寓居安東臨河琴韶 孤山李公(惟樟)來訪 築錦陽 諸

生講學

1701년(75세) 哭李孤山 答丁遇潭書

1702년(76세) 剛正西厓先生年譜

1704(78세) 10월 卒

1718년 奉安寧海仁山書院

1852년 命復官爵

1871년 賜諡文敬

1909년 文集重刊

본관은 載寧, 자는 翼昇, 호는 葛庵⋅南嶽으로 1627(인조 5)년에 영해부 인량

리 본가에서 石溪 李時明의 3남으로 출생하였다.

갈암의 가계는 재령이씨 寧海派로서 그는 영해 입향조인 현령 李璦의 현손으

로, 이애는 세조～경종 연간의 名宦의 한 사람이었던 李孟賢의 여섯째아들로 16

세기 초 숙부 李仲賢의 임지를 따라와 영해부의 대성인 大興白氏에게 장가들어

그 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다.

영해부는 海陸物産이 풍부하여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었다. 지

리적으로도 동해안의 요지로서의 이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리

적 조건은 사회⋅문화적 수준의 상대적 선진 가능성이기도 하였다. 고려 고종

이래 이 곳 토성인 박씨의 성장과 중앙 정계진출3), 李穀의 이곳 김씨가로의 婚

娶, 그리고 불교시대에 있어 懶翁과 같은 명승의 배출 같은 것이 그 가능 여건

이 실현된 단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여말 이래 이곳의 사회⋅문화적 수준은 더

욱 향상⋅확대되었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士族 가문의 共在는 사

회⋅문화적 지위에 대한 선의의 경쟁 풍토를 빚어 갔다.

재령이씨는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 위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곧바로 이 지역

의 명문가로 성장해 갔다. 즉 이애의 아들인 李殷輔를 거쳐 그 아들인 李涵에

3) 衛社功臣 朴松庇, 左僕射 朴得珠, 典法判書 朴元桂 등.



葛庵 李玄逸의 生涯와 『錦陽及門錄』의 內容 考察 / 91

이르러서는 마침내 문과에 오르게 되는 한편, 5남 2녀로 孫勢가 번상하고 그곳

영해와 안동⋅예안의 사족 명가와 結姻하여 사회적 입지가 더욱 상승해 갔다.

그는 鶴峰 金誠一의 형제와도 인척간이었다.

이러한 재령이씨 가문 자체의 조건 위에 특히 이함의 셋째 아들인 석계 이시

명이 전취로 예안의 광산김씨 近始齋 金垓의 사위가 되었고, 후취로는 안동의

안동장씨 경당 張興孝의 사위가 된 것이 가문의 문화와 역량의 비약적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4)

갈암에게는 外傅가 없었다. 원천적으로 외부를 둘 필요가 없었다. 모부인 장

씨의 세심한 敎誨에 뒷받침을 받으며 부친과 중형 존재 李徽逸에게서 기초과정

을 수학하고 학문 역량을 길러 갔다. 9세에 글을 지었으며 중형인 존재에게 학

문적 가르침을 받았다. 18세에 같은 지역의 명문인 무안박씨 집안의 朴毅長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았다. 그리고 이 해 歲除에 自警箴 5편5)을 지어 학문에의 자

세를 가다듬었다.

1646(인조 24)년과 1648년에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

어 복시를 단념하였다. 1652(효종3)년 중형 휘일의 『洪範衍義』 편찬에 참여하였

으며, 1666(현종7)년에는 영남유생을 대표하여 宋時烈의 ‘朞年禮說'을 비판하는 소

를 올렸다. 1674년에 학행으로 명성이 높아지자 寧陵參奉에 천거되었으나 아버지

의 상을 당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1676(숙종 2)년에 社稷署參奉에 제수되었으나 3

년 상이 끝나지 않아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 掌樂院主簿, 이어 工曹佐郞에 임명

되었으나 상경하여 謝恩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어 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

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78년에 工曹正郞⋅持平에 임명되었으며, 외척의 용사와

당쟁의 폐단 등을 논하였다. 1686년에는 『洪範衍義』를 續成하였으며, 1689년 山

林에게만 제수되는 司業에 임명되고, 이어 司憲府掌令⋅工曹參議에 임명되었으며,

이때 仁顯王后 폐비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되지 않았

다.

임술무옥의 신설을 건의하였고, 6월에는 山林儒賢의 벼슬인 祭酒에 임명되어 經

筵에 참석하였다. 이어 禮曹參判 겸 祭酒⋅元子輔養官에 제수되어 거듭 사임의 뜻

을 표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8월에는 겸직과 함께 大司憲에 올랐고, 9월에는

인현왕후를 위한 소를 올렸으나 왕의 윤허를 얻지 못하고 11월에는 焚黃을 이유

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1690년 吏曹參判⋅世子侍講院讚善에 임명되어 世子冊禮에

4) 李東歡. 2000. 하나의 葛庵論:葛庵集 解題. 『17세기 한 嶺南 道學者의 生涯: 葛庵 李玄逸의 年譜 외』, 

성남: 嶠文會. 11-12.

5) 戒怠惰(게으름을 경계함), 戒戱玩(장난을 경계함), 戒不專(전일하지 못함을 경계함), 戒言動(언동을 경계

함), 戒矜大(잘난 체하는 것을 경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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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였고, 다시 大司憲⋅吏曹參判에 거듭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직 상소를

내었다. 1692년에 다시 大司憲에 임명되었으며, 경신⋅임술무옥의 신설을 건의하

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어 兵曹參判⋅資憲大夫⋅右參贊⋅吏曹判書에 연이어 임

명되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갑술환국 때 趙嗣基를 신구하다가 함경도 홍

원현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서인 安世徵의 탄핵을 받아 종성에 圍籬安置되었으며,

유배지에서 글을 가르치며 『愁州管窺錄』을 완성하였다.

1697년에 호남의 光陽縣으로 유배지가 바뀌었고, 1698년에 葛隱里로 이배되었으

며, 1699년에는 放歸田里의 명이 내렸다. 1700년에는 안동의 임하현 琴詔驛에 이

거하였다가, 여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錦陽에서 집을 짓고 諸生을 강학하였

다. 1701년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석방명을 환수하였으나 압송되지는 않았다. 1704

년에 仁德里로 이거하였다가 금소로 돌아와 금양에서 죽었다.

1710년에 죄명이 풀리고 이듬해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718년 영해의 仁山書

院에 제향되었으며, 1853(철종 4)년에 다시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871(고종

8)년에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환수되었으며, 1909년에 관직과 시호

가 모두 회복되었다. 영남학파의 거두로 李滉의 학통을 계승하여 이황의 理氣互發

說을 지지하고 李珥의 학설을 반대하였다.

저서로는 『葛庵集』, 『栗谷四七辨』, 『四端七情書辨』, 『尊周錄』, 『忠節

錄』, 『永慕錄』, 『新編八陣圖』, 『愁州圖』, 『洪範衍義』, 『愁州管窺錄』,

『惇典粹語』 등이 있다.

2) 學問活動

갈암 이현일은 퇴계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학파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당대 성리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갈암이 살았던 17세기 말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당

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속하며, 사상적으로는 학파의 발전기에 속한다. 사회적으

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란의 폐해를 딛고 조선 사회 내부에 새로운 변

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그가 살았던 시기의 조선사회는 다양한

변모의 기류에 놓여지며, 그의 삶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6)

이 시대는 당파적으로는 기호지역에서 老論과 소론으로 갈라졌지만 노론이 주

도하였고, 영남지역은 남인으로 일치되어 있었으나, 결국 기호지역의 노론과 영남

6) 윤천근. 1994(11-12). 갈암 이현일의 삶과 의식세계. 『안동』, 안동: 사랑방. 3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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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남인 상에 정치적 대립이 과열되어 갈등의 소용돌이에 정국도 휘말려든

상황이었다. 당쟁은 동인, 서인의 붕당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동인은 金孝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황과 조식의 문인이 많이 속하여

있었고, 서인은 沈義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이 많이

속하여 있었다. 1575년부터 인조반정(1623년)까지는 동인의 세력이 우세하였다. 그

러므로 정권을 담당하였던 동인은 1589년경에 남북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남인은

이황 계열이 주로 속하고, 북인은 曺植 계열이 주로 속한다.

그가 살던 시대는 바로 서인의 천하였다. 그러니 남인에 속하는 그가 출세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과거 보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던 것은 이

러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진다. 20세와 22세에 아버지의 명을

받고 시험을 보아서 초시에 합격하지만, 출세에 뜻이 없었으므로 복시를 포기하였

다. 과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역경』 연구에 몰두하다가 42세 되던 해에 아버지

의 명으로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다.

이렇듯 갈암은 과거와는 무관한 의식을 갖추고 있었고, 출사에도 별 뜻을 품고

있지 않았다. 아무래도 당시가 당쟁의 시대라는 점과 그의 개인적 취향 같은 것들

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그는 벼슬하는 것 보다 학문에 몰두하

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기사환국 이후 남인정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서인정권 시절에 보인 그의 벼슬과 과거에 대한 무관심은 아

마 당쟁으로 인한 출로의 봉쇄라는 점과 무관한 것이라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7)

조선왕조의 당쟁은 주로 지역적 연계성과 학문적 연계성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

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같은 지역 사람들이나 같은 학문적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당파로 묶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황의 학

맥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인에 속하였고, 나중에는 남인에 속하였던 것이

다. 그러므로 당파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남인과 서인 사이의 경쟁은 결국 학파

적 대립의 양상을 띠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사상적 입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다툼

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현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상적 입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이황 계열의 학맥을 이어받은 적통에 속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8)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대왕대비 조씨의 상복제도 문제로 宋時烈과 許穆 사이

에 己亥禮訟이 일어났다. 당시 영남유림들이 송시열의 期年(1년) 服說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고자 할 때, 그는 40세로 이 상소문을 지어 3년 복설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의례논쟁에 뛰어 들기도 하였다. 1674년 숙종의 즉위와 함께 남인의

7) 윤천근. 1994(11-12). 위의 논문. 35 : 18-19.

8) 윤천근. 1994(11-12). 위의 논문. 3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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禮說이 채택도면서 송시열이 유배되고 정권도 남인에게 넘어왔다.

1676년 그의 나이 50세 때 父喪에 거상중이었는데 사직서참봉 벼슬이 내려오면

서 그에게 벼슬길이 열려 仕宦期가 시작되었다. 42세 때 아버지의 명으로 과거시

험을 한차례 보았던 일이 있지만, 그는 오직 학문에만 뜻을 두고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그러나 51세 때 장악원주부에 제수되면서부터 벼슬길에 나사, 이듬해 사

헌부지평에 거듭 제수되자 5조목의 상소를 올렸다. ① 正學을 밝혀 大本을 세울

것, ② 忠諫을 받아들여 壅蔽를 제거할 것, ③ 紀綱을 떨쳐 風俗을 권장할 것, ④

公道를 넓혀 王法을 바르게 할 것, ⑤ 民情을 살펴 實惠를 행할 것 등으로 임금

자신의 마음과 임금의 신하에 대한 과제, 정부의 임무와 백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

하였다.9)

53세 때 筍子가 ‘임금을 배에 백성을 물에’ 비유한 데 따라, 숙종이 지은 「舟水

圖說」을 조목별로 광범한 문헌을 검토하고 수집하여 체계화한 『御製水舟圖說發

揮』를 지어 올림으로써 經世論에 대한 그의 인식을 폭넓게 보여 주고 있다.

庚申換局(1680)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尹鑴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는 마침

母喪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초야에 물러나 있는 시기에 학문에 관심을 집중하여

『洪範衍義』를 완성하고 율곡의 성리설에 대한 비판이론을 전개하였다. 끊임없이

사퇴 상소를 올리지만 그 해에 成均 司業으로 시작하여 공조참의⋅이조참의⋅성

균제주를 거쳐 대사헌에 이르는 빠른 승진을 하였다. 經筵에서 수시로 임금에게

進講하여 도학적 이념에 근거하여 정치하는 도리를 밝혔으며, 67세에는 이조판서

에까지 올랐다.10)

그러나 이듬해 甲戌換局이 일어나 소론이 등장하면서 閔妃가 복위되고 張妃는

嬪으로 격하되었으며, 노론과 소론이 득세하면서 경쟁하고 남인은 권력에서 완전

히 말려나고 말았다. 68세의 노령인데도 함경도 鐘城에 유배되어 圍籬安置당하였

다. 이 북변의 유배지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학문에 전념함으

로써, 이곳에서 성리학사의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69세 때는 『愁州管窺錄』을

저술하여 퇴계설을 옹호하고 여러 성리학자들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71세 때는 『惇典粹語』를 편찬하여 인륜규범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그 해에 光陽

으로 유배지를 옮겨 남북의 끝으로 유배지를 전전하였다. 이처럼 그의 仕宦활동은

남인의 정치적 성쇄와 일치하는 것이다. 74세에 유배에서 완전히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안동 琴韶에 옮겨 살았다. 77세 때 『退溪先生言行通錄篇目』을 정하여

『退溪言行錄』의 새로운 정리작업을 계획하였고, 『尊周錄』을 편집하여 排淸義

理를 드러내려고 노력함으로써 그의 학문과 이념에 두 주제인 퇴계학의 계승과

9) 『葛庵集』, 卷2. ‘辭免持平兼陳五條疏’.

10) 금장태. 1996. 위의 논문. 2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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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청의리론의 발휘를 추구하고 있다.11)

3. 錦陽及門錄 의 編成體制

이 급문록의 원본은 확인할 수 없으나 2001년 嶠文會에서 편찬한 『17세기 한

嶺南 道學者의 生涯: 葛庵 李玄逸 年譜 외』에 수록되어 있다. 수록 내용을 살펴

보면, 범례 9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본 내용과 己酉續錄, 癸丑續錄이 추록되어 있

다. 내용별 수록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록인명 비고

본 내용 294

기유속록 30

계축속록 34

계 358

개인별 기재내용을 보면 인적사항인 성명⋅자⋅호⋅본관⋅거주지⋅생년⋅친족

관계⋅과거⋅관직⋅문집유무, 저술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과거⋅관직⋅

문집유무 등은 해당자만 적었으며, 몰년은 밝히지 않았다.

4. 錦陽及門錄 의 分析

급문록에 기재된 이들은 모두 갈암이 평생 동안 가르친 제자들로 안동을 중심

으로 한 영남 유림의 구성원들이며, 문인 각자의 성향과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

로 파악한다면 당시 영남 유림사회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

에서는 문인록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여 갈암과 교유한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는데

그치고자 한다.

錦陽及門錄 에 기재된 내용은 ① 성명, ② 자, ③ 호, ④ 본관, ⑤ 친적관계, ⑥

거주지, ⑦ 생년, ⑧ 과거, ⑨ 문집유무, ⑪ 저술관계 등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재된 내용 중 분석에 의미가 없는 자와 호, 저술관계를 제

외 한 ① 거주지별 분포, ② 성씨별 문인 분포, ③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④ 사승

11) 금장태. 1996. 위의 논문.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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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을 분석하여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1) 居住地別 門人分布

여기에서는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현일의 문하로 모여들었는

가 하는 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이현일의 지역적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표 1〉거주지별 문인분포

거주지
문인수 지역수 문인수(%)

각 도별 세부지역별

강원도 원주 4 1

경상남도

거창, 단성, 밀양, 산청, 삼가, 영

산, 의령, 진주, 창녕, 초계, 하동, 

함안

38 12

경상북도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

화, 상주, 선산, 성주, 순흥, 영양, 

영주, 영천, 영해, 예천, 의성, 청

도, 청송, 칠곡, 현풍

186 20

안동 74 1

대구 - 4 1

울산 - 1 1

서울 - 9 1

평안북도 정주 1 1

함경남도 종성, 홍원 3 2

황해도 장단 2 1

기재안된 것 36 -

계 358 42

거주지별 문인 분포를 살펴보면, 358명 중 거주지가 확인된 3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리인 영해와 안동지역의 문인들(영해 20명, 안동 74명)의

숫자가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봉화⋅선산⋅순흥⋅영양⋅예천⋅의성⋅청송 등 안동

과 가까운 영남의 기타 지역의 문인들(186명)이 많았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학파

가 지역 중심으로 형성된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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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수 성씨별 성씨수 문인수 소계

34명 의성(김) ⋅재령(이) 2 68

29명 안동(권) 1 29

11명 한양(조) 1 11

10명 금성(박) 1 10

9명 전주(류)⋅창원(황) 2 18

8명 광산(김)⋅오천(정)⋅전주(이) 3 24

6명 남양(홍)⋅여강(이)⋅영천(이) 3 18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영남 남부 지역인 거창⋅산청⋅진주⋅창녕⋅함양⋅하동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함경남도 종성과 홍원 지방(3

명)의 문인들이 있는 것은 유배 때의 문인으로 보인다. 소수이지만 서울과 대구,

황해도에서도 이현일의 문인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씨는 봉화유곡, 의성김씨는 안동의 금소⋅천전⋅금계⋅신덕⋅임하 등에

많이 분포도어 있으며, 전주류씨는 임동에, 풍산류씨는 하회에, 재령이씨는 영양

석보와 영해에, 한양조씨는 영양 주곡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2) 姓氏別 門人分布

성씨별 문인분포에서는 본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13명을 제외한 345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본관이 확인된 성씨는 96개 성씨로 성씨별 문인수는 평균 3.7

명 정도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인의 대부분은 소수의 성씨에 속해

있다. 하단의 55개 성씨에 속하는 문인(문인수 1～2명)은 모두 73명인데, 성씨별

평균은 1.3명 정도인데 비하여 상단의 14개 성씨에 속하는 문인(문인수 5명 이상)

은 모두 183명으로 성씨별 평균은 13명이나 된다. 이 같은 성씨별 분포 양상은 당

시 안동일대 유림의 분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단에 있는 의

성김씨⋅재령이씨⋅안동권씨⋅금성박씨⋅전주류씨⋅창원황씨 등의 문인들이 많은

것은 이들이 결혼을 통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후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문인수 10명 이상인 상위권 성씨에 속한 문인

들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성씨별 문인분포

12) 어느 문인록을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비슷하게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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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연안(이 1 5

4명
거창(신)⋅광산(이)⋅성산(이)⋅성주(도)⋅아주

(신)⋅옥산(장)⋅팔계(정)⋅풍산(류)⋅ 8 32

3명

문화(류)⋅밀양(박)⋅반남(박)⋅벽진(이)⋅봉화

(금)⋅부림(홍)⋅성산(김)⋅순흥(안)⋅안동(김)

⋅월성(이)⋅인천(채)⋅전의(이)⋅진성(이)⋅진

주(강)⋅청주(정)⋅축산(전)⋅파평(윤)⋅포산

(곽)⋅하산(조)

19 57

2명

경주(이)⋅곡강(배)⋅남천(홍)⋅남평(문)⋅선산

(김)⋅성산(배)⋅성산(여)⋅안흥(이)⋅야성(송)

⋅영천(박)⋅예천(임)⋅월성(손)⋅의춘(옥)⋅임

성(백)⋅평산(신)⋅풍산(김)⋅풍양(조)⋅함양

(박)

18 36

1명 열거 생략 37 37

본관이 기재되지 않은 것 - 13

계 96 358

문인록에 가장 많이 등재된 성씨는 의성김씨와 재령이씨로 모두 각각 34명에

달한다. 그 다음이 안동권씨(29명)로 이들의 세거지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

니라 입향조 때부터 혈연관계를 맺어 두 집안에서는 서로 간에 사제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의성김씨는 金璡의 후손(천전과 금계)들이, 재령이씨는 이현일

의 후손들로 영해와 영양의 석보에, 안동권씨는 權橃의 후손(봉화 유곡)이 많고,

한양조씨는 영양 주곡에, 금성박씨는 영해에 주로 세거하고 있었다. 문인들의 혈

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부자관계】

金台重 - 金命錫, 金鼎錫

權德輝 - 權重道

權斗굉 - 權萬

權斗寅 - 權蒲, 權謩
朴潭 - 朴龍相

朴來鳳 - 朴泰斗

愼致中 - 愼命翊, 愼聖翊

尹有孫 - 尹憲周

李玄逸 - 李挺, 李栽, 李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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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관계】

權斗經 - 權斗紀, 權斗굉, 權斗緯

都萬甲 - 都萬鍾, 都萬祉

朴文周 - 朴文夏

朴潭 - 朴潚

朴來鳳 - 朴岐鳳

裵正徽 - 裵益徽

白暄 - 白暾

安鍊石 - 安老石

李德玄 - 李德齊

李世瑗 - 李世寶

李之炫 - 李之煜, 李之경

張五相 - 張命相, 張廷相

鄭來陽 - 鄭東陽

金昌錫 - 金昌鎬

金恒重 - 金履重

洪相文 - 洪相民

洪游聖 - 洪游敬

黃壽岡 - 黃壽崙

먼저 의성김씨에서는 부자관계인 김태중 - 김명석, 김정석이 있으며, 안동권씨

의 권두인 - 權蒲, 權謩가, 거창신씨에서는 愼致中 - 愼命翊, 愼聖翊이, 李玄逸 -

李梴, 李栽, 李檥 등 3형제가 있다.

형제관계에서는 봉화 유곡에 세거한 안동권씨의 權斗經 - 權斗紀, 權斗굉, 權斗

緯 형제가, 대구에 거주했던 성주도씨의 都萬甲 - 都萬鍾, 都萬祉 형제, 영해에 거

주했던 재령이씨의 李之炫 - 李之煜, 李之경 형제 등 부자나 형제 관계인 문인이

65명이나 되었다. 같은 성씨의 문인들 중에는 부자⋅형제⋅숙질 등 혈연관계가 밀

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이현일의 문인들 중에는 형제가 함께 문인인 경우가 약 60명 내외가

되며 부자가 함께 문인인 경우도 있다. 그밖에 숙질이나 종질⋅종형제 관계인 문

인들도 상당수 많았다. 또한 재종이나 친인척까지 고려한다면 이현일의 문인들은

거의 지연이나 혈연 등으로 이중⋅삼중 관계가 있는 사회 집단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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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거 관직 성명 과거 관직

정도항 교관 류경하 참봉

안연석 군수 정계 참봉

조봉징 군수 성문하 참봉

이덕화 군수 장만걸 참봉

김원섭 대사간 이화익 참봉

박숙 동추 박민효 참봉

이규년 목사 주건 참봉

이익년 목사 이정철 참봉

홍승 병조정랑 김수연 진사,문과 참봉,참판

김성좌 문과 부사 정중기 참의

손만래 부사 김한벽 천감역

권세항 부사 이광정 진사 천세마

3) 科擧 合格者 數와 官職

조선 시대는 과거의 합격 여부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이현일 자

신도 1646(인조 24)년과 1648년에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복시를 단념하였다. 관직으로는 여러 관직을 거쳐 大司憲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兵曹參判⋅資憲大夫⋅右參贊⋅吏曹判書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문인들 중 사

마 및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과거 합격자 수

구분 합격자수 비고

사마 48

문과 18 양시합격자 7명 포함

계 66

문인록의 기사를 보면 소과와 대과를 구분하지 않고 사마⋅생원⋅진사, 문과로

만 표기하였다. 과거 합격자 수는 사마시 합격자가 48명(13.4%), 문과 합격자가

15명(5.03%)으로 전체는 66명으로 문인 전체에서 18.4%밖에 되지 않지만 당시 학

문과 벼슬이 높은 이현일를 구심점으로 하여 문과나 사마에 합격한 인물들이 주

축이 되어 17세기 중엽 영남 유림의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양시에 모두 합격한 문인은 권두기, 권두경,

권두굉, 권만, 조덕린, 김여건, 김수연이다. 문인들 중에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문인들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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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두휘 문과 부윤 김우태 천참봉

류맹휘 문과 부윤 김세선 천참봉

황수일 사간 이만 천참봉

신몽삼 세마 김태중 천참봉

김여건 생원,문과 수찬 류후장 천참봉

김효기 문과 승지 이지확 천참봉

나학천 승지 권두경 진사,문과 천현감,수찬

정우주 승지 권상정 첨정

김시경 승지 송현석 첨지

조덕린 진사,문과 승지,부응교 김명석 첨지중추부사

이성징 안동부사 강찬 첨추

도이망 진사 영해부사 강여관 첨추

신익황 逸주부 임근명 통정대부

이유 장령 권두기 생원,문과 특평,현감,집의

배창 장사랑 김간 판결사

김이옥 장사랑 이형상 판결사

이재 장악원주부 채헌징 필선

황수의 문과 정랑 박태두 문과 현감

윤제하 정랑 홍유경 현감

전명삼 정랑 오시형 현감

여성거 정언 홍집 현감

김창석 문과 정언,도사 류후광 현감

권두굉 진사,문과 정자 이지경 현감

채팽윤 제학 박안도 현감

이두망 제학 류세장 현감

이덕현 좌랑 류세창 현감

이기명 좌랑 홍천령 현감

홍상민 주부 윤유손 현감

김순의 증대사헌 원치도 현감

박래봉 증대사헌 홍백원 현감

권만 진사,문과 증이조참의,의병장 윤동로 현령

박신윤 증좌랑 이삼달 현감

정만양 증지평 이주명 형조좌랑

배면 증참의

이성중 직장

권두인 진사 참봉

홍상문 참봉

이만기 참봉

〈표 4〉에 수록한 관직은 문인록 기사에 있는 그대로 분석한 것이다. 관직을

받은 문인은 총 95명으로 정상적인 과거를 통해서 품직을 받은 문인은 사마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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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록숫자 비고

墓表 1

제문 중복 15건 포함
書 64

祭文 50

계 115

문과 14명이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보면, 사마시에 합격하고 관직을 받은 문인은

김여건(수찬)과 조덕린(승지⋅부응교), 도이망(영해부사), 김수연(참봉⋅참판), 이광

정(천세마), 권두경(천현감⋅수찬), 권두기(특평⋅현감⋅집의), 권두굉(정자), 권만

(의병장, 증이조참의), 권두인(참봉)이다.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을 받은 문인은 김

성좌(부사), 류두휘(부윤), 류맹휘(부윤), 조덕린, 김수연, 권두경, 권두기, 권두굉,

권만, 박태두(현감) 등이다. 기타 증직된 문인은 김원섭(대사간), 이규년(목사), 이

익년(목사), 채팽윤(제학), 이두망(제학), 김간(판결사), 이형상(판결사), 이주명(형

조좌랑) 등이 있다.

4) 師承關係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제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제관계는 이현일과

의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였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금까지 편찬된

모든 문인록이나 사우록, 급문록을 보면 학문적 관계를 기술하는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사용한 용어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는 점이 문제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전통사회에서 학문적

교류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전문성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인격적 만남

을 중요시 한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거기다가 문인록 편찬자들이 문인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13) 이 분석에서는 문인록에 사제

관계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 『갈암집』의 만시, 만사, 書, 표묘 등을 분석하여 사

제관계를 파악하였다.

이현일과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243명으로 67.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배알이나 왕래 등 사제간이라가 보다 교유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115명으로

32.12%를 차지하고 있다. 문인록의 기사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

들을 문인으로 볼 수 있다. 문인록에는 묘표와 書, 제문 등이 〈표 5〉과 같이 실

려 있다.

〈표 5〉문인들의 글

13) 김종석. 앞의 논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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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들이 수록한 글을 파악해 보면, 총 115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서

찰이 164명으로 제일 많으며 제문이 55명, 표묘가 1명 등이다. 이들 글들은 모두

고인의 학덕을 기리고 서거를 슬퍼하는 것들이다. 문인들이 쓴 제문은 피차의 관

계를 확인하는 사회적인 중요성도 있겠으나 원래 미사여구로 시종하고 대동소이

하여 그 분량에 비해서 사료로 쓸 내용이 적음은 유감이라 하겠다. 이현일의 문하

에는 창설 권두경과 하당 권두인, 고산 이유장, 옥천 조덕린,

금헌 백돈, 해은 박기봉, 칠탄 김세흠, 회양당 권상정, 밀암 이재, 항재 이숭일 등

당대 영남을 대표하는 퇴계학통의 계승 학자들이 많았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많은 문인록이 편찬되었으나 이 문인록에는 358명의 문인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문인록에 기재된 내용 중 분석에 의미가 없는 자와 호, 저술관

계를 제외한 거주지별 문인분포, 성씨별 문인분포,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사승관

계 등을 분석하여 문인들의 성격을 밝혀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별 문인분포 분석에서는 358명 중 거주지가 확인된 322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리인 영해와 안동지역의 문인들(영해 20명, 안동 74명)

의 숫자가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봉화⋅선산⋅순흥⋅영양⋅예천⋅의성⋅청송 등

안동과 가까운 영남의 기타 지역의 문인들(186명)이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

이 영남 남부 지역인 거창⋅산청⋅진주⋅창녕⋅함양⋅하동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함경남도 종성과 홍원 지방(3명)의 문인들이

있는 것은 유배때의 문인들로 보여 진다. 소수이지만 대구, 황해도에서도 문인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성씨별로 보면 문인들은 96개 성씨로 분산되어 있으며 문인 중 183명은

14개 성씨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안동 일대의 명문가이며, 부자나 형제

⋅숙질⋅종형제 등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과거급제와 관직을 살펴보면, 사마시 합격자가 48명(13.4%), 문과 합격자

가 15명(5.03%)로 전체는 66명으로 문인 전체에서 18.4%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관직을 받은 사람은 사마 10명, 문과 14명이다.

넷째, 사제관계를 보면, 갈암과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243명으로 67.8%

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배알이나 왕래 등 사제간이라가 보다 교유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115명으로 32.12%를 차지하고 있다. 문인록의 기사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

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문인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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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암의 문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퇴계 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었음은 물론, 안동 일대의 영남 유림을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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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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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계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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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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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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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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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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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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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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임시단체

? 대표성 부족

? 취약한 조직

한
국
한
국
한
국
대
학
도
서
관
연

대
학
도
서
관
연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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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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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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전략적 경영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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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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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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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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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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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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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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정보서비스 

현황과 제문제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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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도서관의 개념을 기

존의 소장중심에서 접근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소장에서 접근중심으로의 변

화는 매체의 수용 및 서비스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장중심에서

는 자료를 선별하고 구입하여 비치하고 열람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이 대부분 인

력에 의존하던 반면에, 접근중심에서는 컨소시엄 가입내지는 직접구매에 따른

대량의 원문DB의 보유와 라이센스의 획득, 해당정보의 게시로 특징 지워지며,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시 되지 않는다.

접근중심이라는 의미는 정보원의 소유여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용자

들은 접근중심적인 장서구성으로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

여 원문DB를 이용하거나, 상호대차서비스의 이용, 기타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가상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은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기존의 소유 중심의 도서관서비스에서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

여 도서관 사서 및 도서관 게시판을 통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주 수단이었

다면 접근중심이라는 의미는 가상의 인터넷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도서관에서 정보의 획득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도서관 홈페이지의 구성과 정보의 배치, 정보의 류별 분류와 전체적인 안내,

직관적인 접근, 적절한 가이드의 제공, 이용에 따른 에러의 적절한 처리 등은 접

근중심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접근중심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보, 보다 좁게 원문DB가

제공되는 정보들이라고 할 때, 도서관에서 획득하여 제공하는 정보에는 자체에서

구입한 정보로 자체의 정보기기에 소장하여 제공하는 학술정보, 자체에서 구입하

였으나 외부DB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학술정보, 외부 컨소시엄에 가입하여 획득한

학술정보, 국내외의 무료제공 학술DB를 연결한 학술정보들로 실제 정보의 위치보

다는 라이센스의 획득에 따라 서비스되는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중심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도서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

인한다. 전자정보 또는 디지털콘텐츠라고 표현되는 학술정보들은 인터넷이라는 가

상의 공간에서 라이센스에 의하여 그 소유 및 이용 권한이 관리되고, 그 콘텐츠는

대규모의 DB로 구성되어 있어, 도서관으로서는 소장유무가 아닌 라이센스 보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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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건단위 획득 및 관리가 아닌 수만에서 수십만건 단위의 대규모 DB 관리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도서관을 변화시키

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도서관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아직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부

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평가 또는 유용성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대부분은 도서관 홈페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 또는 시스템에

서 수집된 데이타를 분석하는 웹사이트의 유용성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도서관 전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주요 메뉴와 기능들, 제공하는 서비스, FAQ와 질의응답과 같은 이용자와의 커뮤

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하거나, 표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소장도서검색, 간행물검색, 기사색인 검색, 참고질문제기, 희망도서신청과

같은 특정주제에 대한 성공률과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이용편의성을 측정하는 연

구가 있다.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로는, 사용자의 로그파일분석, 시

점추적, 마우스 궤적추적과 같은 정보기기에서 축적된 데이타를 활용하여 이용자

가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남긴 흔적을 추적하는 연구가 있다. 시스템의 로그를 분

석하거나 이용자의 흔적을 추적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는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보다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한 연

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는 정보화초기에 홈페이지 서비스의 개량화를 목적으로 이루어

진 연구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그 결과

에 따라 홈페이지의 품질향상에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최근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는 DB원문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도서관 홈페이지는 초기에는 소장도서검색과 같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단순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도서관의 이용안내나 소개와 같은 부수적인 정보를 주로

제공하여 홈페이지 자체가 도서관이거나 주된 이용목적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도서관 홈페이지 자체가 정보를 가진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함에 따라 이용층

및 제공정보가 확대되었고, 또한 각종 DB의 검색, 다양한 원문DB의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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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

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중 전자저널 및 웹DB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25개 대학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의 학술정보제공 현

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술정보DB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의 분류와 메

뉴구성, 각 DB별 가이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록에 제시한 4개 대학 도서관에 대한 비교는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교의

전체에 대한 비교 분석에 앞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본고와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

어 부록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실제로도 1억 이상 DB 구독 대학이 20여개 대학이

훌쩍 넘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비교는 가능했으나 홈페이지에서의 구체적인 서

비스현황을 다루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의 의미로 4개

대학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를 부록으로 제시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학술정보DB를 비교 또는 대조함에 있어 많은 대학들이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

자정보원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자체에서 구축한 원문을 포함하여 독립된 학술정

보DB를 별도로 유지하거나, DB단위로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국내외에서 도입하여

제공하는 원문DB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장 자료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원문DB를 포함하였다.

주 대상은 원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DB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외학술정

보의 경우 색인․초록을 제공하는 DB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원문DB라고 함은 주

로 원문을 제공하는 학술정보DB를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국외학술정보의 경우 초

록 등의 서지정보도 포함하였다.

부수적으로 전자정보의 범주에 여러 대학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는 인터넷 참고

정보원과 인터넷 강좌에 대해서도 포함하였다.

2. 대학도서관 제공 원문DB1) 비교 분석

현재의 대학도서관은 소장도서검색 또는 색인검색과 같은 종래의 소장여부의

학술정보에서 원문DB의 직접적인 제공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제, 종수, 매체, 이용대상 등, 날이 갈수록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1) 전자장보나 학술정보, 디지털컨텐츠 등 많은 표현이 있으나 본고에서의 일반적인 표현은 전자정보 

또는 원문DB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서지나 초록DB, 인용DB, FACT DB, 때에 따라서는 인

터넷 강좌나 동영상 등도 분석 범위에 포함되나 주 대상은 원문DB로 제목이나 내용중에 주로 원

문DB를 사용하고 또다른 용어로 학술정보, 전자정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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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연도 구입액 %
국내 국외

금액 종수 금액 종수

서울대
2007 1,971,094 32.9 237,028 14 1,734,068 50(51)

2008 1,611,076 24.18 121,250 15(18) 1,489,826 51(67)

부산대
2007 2,499,577 58.66 45,650 7 2,453,970 39(40)

2008 1,644,751 45.2 95,173 11(13) 1,549,578 42(55)

전남대
2007 1,061,015 48.93 73,650 15 987,365 34((36)

2008 1,203,641 49.37 71,753 15 1,131,888 34(36)

강원대
2007 718,373 47.8 61,215 11 657,158 29(31)

2008 895,194 45.7 96,825 11 798,369 32(35)

경북대
2007 758,081 24.2 51,300 13 706,781 30(35)

2008 957,730 22.5 72,115 14(16) 863,615 30(38)

경상대
2007 482,150 25.6 33,300 8(10) 448,850 29(39)

2008 490,420 18.05 36,200 8 454,220 30(38)

전북대
2007 895,468 42.6 169,854 11(23) 725,614 29(39)

2008 1,059,270 36 105,782 12(16) 953,488 29(39)

충남대
2007 802,119 30.98 95,550 11(13) 706,569 34(41)

2008 868,223 31.8 131,742 12(18) 736,481 35(48)

충북대
2007 538,882 39.1 35,835 8(12) 503,047 15(24)

2008 594,746 36 40,925 7(11) 553,820 16(26)

서울시립대
2007 500,000 27.33 108,550 14 391,450 37(40)

2008 525,310 28.3 120,910 15(25) 404,400 34(38)

제주대
2007 347,531 40 53,987 293,544

2008 463,076 46.0 32,985 9(11) (430,091) 27(33)

대학도서관에서 원문DB와 관련된 학술정보 카테고리로는 원문DB 자체와 원문

DB들간의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검색과 메타검색, 해당DB링크, 저널리스팅 등과

외부Access를 제공하는 프락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대학별 전자저널 및 웹DB 구독 현황

<표 1> 전자저널 및 웹DB 구독 현황(4억이상 ∼ )2)

(단위 : 천원)

2)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5집. 2007.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6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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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07 961,299.09 38.01 87,810.82 13.2 873,492.36 37.6

2008 937,585.18 38.64 84,150.91 14.7 851,434.18 41.18

대학명 연도 구입액 %
국내 국외

금액 종수 금액 종수

공주대
2007 183,524 22.7 85,000 4 98,524 6

2008 212,706 21.11 37,500 8 175,206 11

군산대
2007 164,402 28.3 17,360 11 147,042 6(8)

2008 240,010 32 35,471 11 204,539 6

부경대
2007 316,239 24.0 57,780 7 258,459 26

2008 348,992 23.2 58,987 9 290,005 25

순천대
2007 318,822 35.2 87,333 12 231,489 19(22)

2008 399,954 44.6 46,870 11 353,084 24

안동대
2007 128,255 17.3 72,572 9(10) 55,683 9(13)

2008 121,496 16 75,580 9(10) 45,916 9(10)

창원대
2007 131,001 23 28,597 9 102,404 15

2008 187,411 28 23,307 11 164,104 15

한국교원대
2007 196,339 44.99 78,750 10 117,589 12

2008 183,174 29.62 23,179 10(11) 159,995 10

한국해양대
2007 100,000 13 36,000 3(4) 64,000 7(8)

2008 100,000 15.4 30,000 4(6) 70,000 8(9)

금오공과대
2007 137,828 30 19,600 7 118,228 9

2008 140,949 26.96 6,600 6 134,349 8(9)

서울산업대
2007 281,000 30 81,000 11(16) 200,000 20(30)

2008 330,536 33.3 95,553 11(16) 234,983 22(25)

충주대
2007 135,625 31 37,625 5 98,000 8

2008 127,890 23 36,640 4 91,250 7

한국방송통
신대

2007 217,000 16.3 67,000 6 150,000 6(11)

2008 328,600 26 95,000 5(7) 132,000 10(13)

한밭대
2007 196,300 31 9,300 6 187,000 9

2008 232,800 35.9 22,800 5 210,000 10

인천대
2007 216,860 28.9 9 8(13)

2008 346,407 31.5 127,574 14 218,833 15

<표 2> 전자저널 및 웹DB 구독 현황(1억 ∼ 4억 미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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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07 194,513.93 26.28 52,147.46 8.28 140,647.54 13.57

2008 235,784.64 27.61 51,075.79 9.21 177,447.43 13.5

표 1-2에서 2007∼2008년도 국공립대학에서 구독중인 전자저널 및 웹DB 구독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메뉴구성과 구독종수에 따른 서

비스구성에 있어서 유의성을 가지고자 1억 ∼ 4억 미만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과

4억 이상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4억 이상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은 11개 대학으로 평균 구독 금액은 2007년과

2008년도 각각 약 10억원에 전체 도서구입 예산중 38% 정도로 전년도와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은 구독 금

액에서 2007년도 1.94억에서 2008년도 2.35억으로, 전체 도서구입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은 26.28%에서 27.61%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4억 이상 지출 대학중 부산

대와 전남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은 인쇄저널을 ScienceDirect의 e-only로 구독하

고 있어3) 이를 제외4)하면 8억 5천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억 이상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 중 2007년도에 비해 구독 예산이 줄어든 대학

은 서울대와 부산대 2개 대학이나 부산대의 경우 2007년도에 e-only 로 구독하고

있는 저널을 일반저널 구독으로 재분류 한 결과로 보인다. 두개 대학이외의 대학

들은 금액에 있어서 소폭 늘어났으며, 특히 제주대는 1억원 이상이 증가하여 2008

년도에 새롭게 4억 이상 구독대학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전체 도서구입 예산중 구독비율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 비율이 높아진

대학은 4개대학으로 나머지 7개 대학은 전체 도서구입 예산중 전자저널과 웹DB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적인 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이 증

가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1억이상 4억 미만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은 14개 대학으로 금액과 비율에서 전

체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이 2007년에 비해 줄어든 대학이 2개대학,

동일한 대학이 1개 대학으로 나머지 11개 대학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도

서구입 예산중 비율이 축소된 대학은 6개대학이고 증가한 대학은 8개 대학이다.

금액은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비율이 줄어든 것은 역시 전체 도서구입예산이 증가

한 결과로 보인다.

표에서 보면 전자저널 및 웹DB 구독비는 대학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

적으로 보면 4억 이상을 구독하는 대학이 평균 38%, 4억 미만을 구독하는 대학이

3)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전북대

4) 구독중인 인쇄저널을 전자저널로 전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쇄저널로 간주하여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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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로, 도서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독종수는 규모

에 따라 11종에서 33종까지 구독하고 있다. 구독종수는 4억이상 지출대학은 국외

DB 평균종수가 2007년도의 37.6종에서 2008년도에 41종으로 증가하였으며, 4억

미만을 지출하고 있는 대학은 13.5종으로 변동이 거의 없다. 4억 이상 지출대학이

국외 DB를 41종 이상 구독하고, 4억 미만의 대학이 13종 정도를 구독한다는 것은

홈페이지에서의 서비스 체계나 양상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도서구입비중 전자저널 및 웹DB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도서관 홈페이지

에서의 서비스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개체로서의 기능이 아

닌 전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되는 전자도서관의 개념에서 볼때 효율

적인 서비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독 종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로 볼 수 있

으며, DB 마다 자체에 많은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종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나. 도서관의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

전자정보를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메뉴상의 명칭은 “전자정보검

색”, “전자도서관”, “전자자료검색”, “디지탈콘텐츠”, “학술정보서비스”, “전자정보”,

“학술정보검색”, “전자정보원”, “전자정보”, “e-Resource”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

다. 이중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전자정보”라는 명칭을 사용

하지만, 비교등에 있어 “소장자료검색”에 대칭되는 의미로 “전자자료검색”, “전자

정보검색”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1) 주메뉴상에 나타난 전자정보 현황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정보와 관련한 메뉴로는 소장자료의 검색을 지원하는

자료검색(통합검색 등)과 전자저널과 웹DB 등을 서비스하는 전자정보(아래 표로

정리), 도서관 서비스 또는 이용자서비스 아래 제공되는 인터넷 정보원, 참고정보

원 등이 있다.

소장자료 검색과 관련한 명칭으로는 “소장자료검색”으로 15개 대학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자료검색”, “통합검색”, “메타검색”, “메타검색(종합검색)”, “검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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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하위메뉴 기능 비 고

자료검색 디지털 콘텐츠 자체 원문 제공 서울대

통합검색 전자자료
국내외 eBook Title 리스팅

및 검색
경북대

메타검색
소장도서 검색, 전자저널,

웹DB 등
충북대

통합검색 전자저널(+NDSL) 소장저널, 전자저널 검색 서울시립대

자료검색 메타검색 메타검색 기능

메타검색(종합검색) 소장자료검색 포함 순천대

소장자료검색 전자자료검색 대학

소장자료검색 전자정보검색
안동대, 창원대, 충주대,

한국방송통신대, 인천대 (5)

검색서비스 전자도서관 전남대(1)

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표 3> 소장자료 검색의 하위메뉴에 포함된 전자정보와 관련한 기능

소장자료검색은 대체로 도서관에 실물자료가 소장된 자료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eBook Title 검색이나 소장저

널+전자저널 검색 기능을 부여하고 메뉴명칭도 “통합검색”으로 부여하고 있다. 메

타검색을 “소장자료검색”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메타검색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볼 때 재고가 필요한 명칭이다.

주메뉴 명칭으로는 “e-Resource”, “전자자료검색”, “전자도서관”, “전자정보검

색”, “디지털콘텐츠”, “학술정보검색”, “전자정보”, “전자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전자자료검색”이라는 명칭으로 7개 도서관, “전

자정보검색”이라는 명칭으로 6개 대학이 사용하고 있다. 편의상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명칭을 “소장자료검색”으로 전자정보 명칭을 “전자자료검색”으로 하여 소장

자료검색과 전자자료검색 간의 주메뉴상의 매칭내용을 표에 정리하였다.

<표 4> 소장자료 검색과 전자자료 검색과의 매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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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검색 전자자료검색
전북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금오공과대 (5)

소장자료검색 전자도서관 경상대, 충북대 (2)

자료검색 디지탈콘텐트 충남대 (1)

소장자료검색 학술정보서비스 한밭대 (1)

통합검색 전자정보검색 강원대(KNU), 서울시립대 (2)

통합검색 전자자료검색 경북대 (1)

통합검색 전자정보 한국교원대 (1)

자료검색 전자도서관 공주대 (1)

소장자료검색 학술정보검색
군산대(메뉴명칭이 메인페이지와

다름) (1)

자료검색 e-Resource 서울대 (1)

소장자료검색 전자정보원 서울산업대 (1)

소장자료검색 메타검색(종합검색)
순천대(메타검색에 소장자료 검색

기능 추가 → 종합검색) (1)

“소장자료검색 ↔ 전자정보검색”, “소장자료검색 ↔ 전자자료검색”의 매칭이

각 5개 도서관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보검색 또는 전자자료검색이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소장자료검색에 대한 대칭관계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소장자료검색과 전자정보검색 또는 전자자료검색이 서로 대칭의

관계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장자료검색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도서관의 자료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전자정보는 홈페이지 자체가 완전한 원문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서관으로서

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소유했느냐와 라이센스를 확보했느

냐의 차이도 있다.

따라서 소장자료검색과의 대칭되는 용어로서의 전자정보검색이나 전자자료검색

이라는 명칭은 기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전자정보는 소유가

아닌 라이센스 확보중심이라는 점, 서지위주가 아닌 원문위주라는 점 등을 감안하

면 하나의 “전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정보를 나타내는 메뉴의 명칭으로 두가지 외에 “전자도서관”, “디지털콘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정보서비스 현황과 제문제 고찰 / 137

츠”, “학술정보서비스”, “전자정보”, “학술정보검색”, “e-Resource”, “전자정보원”

등이 쓰이고 있다. 물론 각각의 명칭마다 도서관에서 부여한 의미가 있겠지만 전

자정보라는 근본 개념에 충실한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통합검색”을 주메뉴 명칭으로 사용한 대학중 경북대는 도서관 소장 eBook을

MARC DB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은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을 제

공하고 있다. “통합검색 ↔ 전자정보검색” 또는 “통합검색 ↔ 전자자료검색”의 매

칭은 의미의 중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메타검색”을 주메뉴로 두고 있는 도서관과 기능에 소장자료검색 기능을 부여

한 도서관도 있다. 하지만 메타검색5)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실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외부의 데이타를 검색하고 결과를 가져와서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메타검색은 라이센스를 가진 외부 DB에 대한 검색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메타검색에 소장자료검색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메타검색(종합검색)”으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메타검색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쓰이는 취지는 라이센스를 가진 외부DB에 대

한 검색결과 제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자 중에 이런 의미

를 알고 쓸 수 있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

다.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 또는 DB교육 등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석율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메타검색에 대해서 익숙하

지 못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메타검색이라는 메뉴를 접했을 때 도서관이 본

래 의도했던 취지가 전달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메타검색이라는 의미는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학내발간자료에 대한 원문DB를 전자자료로 간주하고 전자자료란 취지의 키워

드를 부여하는 것과 이에 대한 검색을 “소장자료검색” 또는 “전자자료검색”에서

제공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터넷참고정보원”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인터넷 참고정보원에 대해서는 “참고정보원”, “인터넷참고정보원”, “온라인

참고정보원”, “인터넷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메뉴상에서는 “전

자정보”, “도서관서비스”, “관련사이트”, “이용자서비스” 아래에 있다.

5) 키워드 검색 쿼리를 전송하면 서버가 이를 받아 미리 지정한 포털사이트들에 쿼리를 전송하여 각 포털

사이트의 검색결과를 받아 사용자에게 한번에 보여주는 방식이다. (위키백과). 여기서 포털사이트는 

DB를 가지고 있는 서버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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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참고정보원에는 도서관에서 구독한 유료DB와 국내외 유용한 참고정보사

이트, 기타 사이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포함하는 자료가 다양하고 폭넓기 때

문에 도서관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주메뉴상에

서도 카테고리를 분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능에 동일한 분류와 기

능부여가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소통에 적절하다면 명칭과 그 범위에 있어서 일

정한 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소장자료

eBook

전자저널

웹DB

인터넷정보원

학위논문
학회지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Riss4u
NDSL

KESLI

KERIS

KESLI

KERIS

<그림 1> 전자정보 카테고리

주메뉴상에 나타난 전자정보 현황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전자정보의 범위에 포

함시키는 대상 자료와 주메뉴상에 서로 혼재되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에는 자체발간자료 원문들로 학내 발간 논문집

이나 학위논문 원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대와 같이 대학내 소장자료에 대한

원문자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참고정보원은 전자정보로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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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주메뉴 하위메뉴 비고(기능)

서울대 e-Resource
MetaLib, Database, e-Journal, e-Book,

CD-ROM, 참고정보원

부산대 전자자료검색
이용안내, 학술DB/기사, 전자저널, E-Book,

E-Learning, 효원학술정보, CD-NET

전남대 전자도서관

국내학술DB, 외국학술DB, 교내간행물

DB, 전자저널, eBook, CD-ROM자료, 신

간목록서비스, 교외접속서비스

강원대 전자정보검색
전체, 메타검색, e-Book, e-Journal, Web

DB, Trial, 전자자료교외접속

경북대 전자자료검색

전자자원 통합검색, 학위논문/연구업적,

국내D/B, 국외D/B, 국내E-Book, 국외

E-Book, E-Learning(강좌)

경상대 전자도서관

국내학술DB, 해외학술DB, e-Journal,

e-Book, 학술지목록, 미디어자료목록,

전자자원 이용안내, WebDB, 동영상교육

전북대 전자자료검색
메타검색, 전자저널, 학술DB, e-Book, 사

이버학습, 인터넷정보원, 교외접속

충남대 디지탈콘텐트 전자저널, 학술DB, e-Book

충북대 전자도서관
학술정보통합검색, 해외학술정보, 국내학

술정보, Trial 안내, 이용자안내

서울시립대 전자저널

전자정보검색

학술DB소개, 학술DB검색, UOS학위/학술

논문, e-Book, e-Learning, 타기관정보검

색, 교외접속/무선랜

공주대 전자도서관
국외전자저널, 국내 학회지, 본교간행물,

E-Book, VOD 서비스

군산대 학술정보검색
자료검색, 국내원문검색, 외국전자저널,

사이버학습관

와 이용자서비스 또는 도서관서비스 등에 포함한 경우가 있다.

(2) 전자정보의 카테고리 현황

<표 5> 대학별 전자정보 카테고리 현황



140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부경대 전자자료검색

기사메타검색, 전자저널리스트, 전자저널,

학술 WEB DB, e-Book, 학위논문원문,

교내간행물원문

순천대
메타검색(종합검색), 국내학술DB, 국외학술DB,

e-러닝관(VOD), E-Book

주메뉴상

에서 제공

안동대 전자정보검색
학술DB메타검색, Web D/B, e-Book,

학술DB교외접속

창원대 전자정보검색
통합메타검색, e-Journal, e-Book, Web-DB,

CD-ROM, Trial, 전자정보교외접속

한국교원대 전자정보
전체, 메타검색, 국내학술정보, 국외학술정보,

eBook, 교외접속

한국해양대 전자자료검색 교내간행물, 학술DB, 전자저널, E-Book

금오공과대 전자자료검색

통합검색, 메타검색, 전자저널, 학술DB,

E-Book, E-Learning, kit원문, trial, 교외

접속서비스

서울산업대 전자정보원

메타검색, Web Journal(국외DB), Web

Journal(국내DB), Web DB, E-Book(전자

책), CD-NET, 참고정보원, Web DB 교

외접속

충주대 전자정보검색

메타검색, 국내전자저널, 해외전자저널,

Web DB, CD-NET, 학위논문검색, 전자

정보 교외접속

한국방송통신

대
전자자료검색

통합검색, 전자도서, 국내학술DB, 국외학

술DB, 멀티미디어자료, 웹멀티미디어학

습, 우리대학발간자료(원문)

한밭대 학술정보서비스
WebDB, 원문검색, VOD, 전자저널,

E-Book

인천대 전자정보검색
전체, 해외 전자정보, 국내 전자저널, 국내

Web DB, 전자책, 사이버학습관, VOD

“전자정보”를 주메뉴로 하는 카테고리는 대학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정

보들을 하위메뉴(카테고리)로 구성하고 있는데 하위메뉴를 구성하는 기능(명칭)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라이센스를 가진 외부 DB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는 메타검색

ⓑ 라이센스를 가진 국내외 저널에 대한 Titl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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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Z과 같은 ERM을 이용한 관리 포함

ⓒ 라이센스를 가진 저널 목록 리스팅

ⓓ 라이센스를 가진 국내외 DB에 대한 DB명 검색(서울대 ... 일부)

ⓔ 라이센스를 가진 국내외 전자저널 DB에 대한 링크

ⓕ 라이센스를 가진 국내외 웹DB(데이타베이스)에 대한 링크

- 웹DB중 전자저널이 다종인 전자저널 DB

- 전문분야 FACT, 특허, 법률 등

- 참고자료(사전, 백과사전, 명감 등) DB

- 종합DB(한국학의 모든 것 등)

- 각종 강좌와 관련한 DB 등

ⓖ 국내외 단행본 DB(eBook)

- 단행본 DB에 대한 링크

- 단행본 DB의 MARC반입에 의한 검색

ⓗ CD-ROM DB 자료

- 온라인화 DB 자료와의 중복성 여부

ⓘ 자격증, 시험준비와 관련한 인터넷 강좌

ⓙ 각종 VOD 서비스

ⓚ 참고정보원

- 참고정보원과 관련하여 “이용자서비스”, “도서관서비스”, “관련사이

트” 등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

ⓛ 자체 발간 간행물 또는 학위논문 원문

ⓜ 이용안내제공

ⓝ trial 링크 제공

ⓞ 프락시 서버(교외접속 기능)

이상의 하위메뉴(기능)을 조합하여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하위메뉴를 구성

하고 있다. 하위메뉴(기능)중 ⓐ∼ⓕ번 기능은 대부분의 대학이 하위메뉴로 제

공하고 있어 전자정보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

에 해당하는 기능들은 전자정보를 구독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능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도서관 관리 패키지에 포함

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편의상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하위기능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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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번의 기능을 필수기능으로 하고 대학마다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

번 이하의 기능을 부가기능으로 정하여 분석한다.

(가) 메타검색

필수기능으로 선정된 기능들은 모든 대학들이 하위메뉴로 정하고 있으나 그 분

류나 명칭, 기능은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번 기능인 “메타검색”은

“MetaLib”, “메타검색”, “기사메타검색”, “메타검색(종합검색)”, “학술DB메타검색”,

“통합메타검색” 등으로 하위메뉴 명칭을 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라이센

스를 가진 외부DB에 대한 검색”으로 볼 때, 명칭 및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검색은 일반이용자에게는 매우 낯선 용어로 도서관 교육 등에 참여하

지 않은 일반 이용자가 접근해서 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메타검색이란

용어는 취지에 맞는 용어 중 일반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용어

가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대학은 소장자료검색 등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서관에 소장자료검색은 주메뉴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메타검색은 본래

의 취지인 메타검색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 저널 Title 검색과 저널 목록 리스팅

ⓑ∼ⓒ번의 기능과 관련해서 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자저널이나 웹DB(전자저

널을 다수 포함하는 DB)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DB에 포함된 전자저널 종수

또한 수천종을 헤아릴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인쇄저널과

의 관계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자관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전자저널을 관리할 수 있는 ERM 기능(AtoZ 과 같은)도입하거나 도서관리패키

지에서 제공하는 저널리스팅 및 검색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많

은 대학들이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능은 “e-Journal”, “전

자저널”, “전자자원 통합검색”, “전자저널 통합검색”, “학술정보통합검색”, “전자

저널검색”, “외국전자저널(전자저널)”, “국내학술정보”, “국외학술정보”, “해외

전자정보”, “국내 전자저널” 등으로 하위메뉴를 구성하고 있다.

전자저널에 포함되는 기능들은 전자저널로 구성된 DB(KESLI 컨소시엄 포함),

인쇄저널 중 전자저널로 전환된 저널, 전자저널로 구독 계약된 저널, 웹DB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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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저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저널들로 볼 수 있다. 이중 DB형태로 구독이 되는

저널들은 Title 검색에 의한 링크 외에도 해당 DB와의 링크도 고려해야 한다. 관

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한다.

따라서 전자저널의 Title 검색과 관련한 기능은 앞서의 전자저널 범주에 포함

되는 DB나 저널을 대상으로 하고, 검색기능은 A-하에 대한 리스팅, Title 검색,

필요에 따라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쇄저

널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하는데, 전자저널 검색시 또는 인쇄저널 검색시 해당

타이틀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색결과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저널들에

대한 MARC정보를 반입할 필요가 있다.

(다) 전자저널과 웹DB 링크 및 관련 메뉴 구성

기능 ⓓ∼ⓕ번과 관련하여 전자저널은 Title 검색이나 리스팅과 별개로 해당

DB에 따른 특성, 해당 DB에서 제공하는 편의기능과 관련하여 해당 DB에 대한

링크의 제공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웹DB와의 기능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대학마다 DB라는 단일 기능으로 메뉴를 구성한 경우도 있고, 국내-국외를 구

분하여 메뉴를 구성하거나, 전자저널 DB와 Web DB를 구분하여 메뉴를 구성한

경우도 있다. 물론 차하위 메뉴나 탭을 이용하여 보다 세분된 메뉴를 제공하는 대

학도 있다.

① DB 단일기능의 메뉴구성

DB라는 단일 기능으로 메뉴를 구성한 경우에는 “Database”, “전자저널”,

“학술DB → 국내학술DB - 해외학술DB”, “해외학술정보”, “학술DB소개”, “학

술 WEB DB”, “Web DB”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차하위에 국내 - 국외

구분을 추가한 도서관도 있다.

② 국내-국외로 구분한 메뉴구성

국내 - 국외로 구분하여 메뉴를 구성한 예는 “국내학술DB - 외국학술DB”, “국

내D/B - 국외D/B”, “국내학술DB - 해외학술DB”, “해외학술정보 - 국내학술정

보”, “국외전자저널 - 국내학회지”, “국내원문검색 - 외국전자저널”, “국내학술DB

- 국외학술DB”, “국내학술정보 - 국외학술정보”, “Web Journal(국외DB) -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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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국내DB) - Web DB”, “국내전자저널 - 해외전자저널 - Web DB”, “해외

전자정보 - 국내 전자저널 - 국내 Web DB” 등으로 하위메뉴를 구성하고 있다.

국내 - 국외를 구분한 메뉴구성에 있어서는 국외의 의미를 “외국”, “해외”, “국

외”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따라 “DB”를 사용할 수도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국내-국외의 구분

은 정보가 생산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정보는 “국내”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정보는 “국외”로 통일하

는 것이 좋겠다. 또한 국내-국외를 나누면서 “전자저널”, “국내학회지”, “국내원문

검색” 등은 전자저널과 웹DB의 기능이 혼재된 상태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어

로 바꿔주는 것을 권한다.

국내-국외의 하위메뉴 구성의 예를 들면, 하위메뉴명칭은 “국내학술정보”, “국

외학술정보”로 하고 DB의 제공 종수와 범위에 따라 대규모 도서관은 “POP-UP”

메뉴로 보다 세밀한 하위메뉴 또는 태그를 전개하고, 소규모도서관은 하나의 하위

메뉴를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하되 페이지내에서 기능분류로 제시할 수 있겠다.

③ 전자저널과 웹DB로 구성한 메뉴구성

전자저널과 웹DB로 하위메뉴를 구성한 예는 “e-Journal - Web DB”, “국내학

술DB - 해외학술DB - e-Journal”, “해외학술정보 → WEB DB - 전자저널”,

“e-Journal - Web-DB”, “학술DB-전자저널”, “전자저널-학술DB”, “Web Journal

(국외DB) - Web Journal(국내DB) - Web DB”, “WebDB - 전자저널”, “해외 전

자정보 - 국내 전자저널 - 국내 Web DB”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자저널과 웹DB 형식의 하위메뉴 구성은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DB가 전자저

널과 웹DB형식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현재 “전자저

널”로 하위메뉴를 구성했을 때 그 기능은 좁게는 KESLI의 전자저널 컨소시엄으

로 라이센스를 획득한 DB 또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저널출판사와 라이센스 계약

한 DB, 개별 구독 전자저널을 의미하고 넓게는 Agent사가 아닌 저널 출판사 또

는 학회가 직접 운영하여 저널 출판 및 DB 내용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DB로 규

정할 수 있다.

반면 전자저널과 관련한 웹DB는 단행본이나 보고서, FACT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Agent사가 다수의 저널출판사 또는 학회들로부터 전자저널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DB로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DB 수록 저널에 변동성이 있는 DB로 규정

할 수 있다. 또한 웹DB에는 전자저널을 포함하지 않은 DB로 서지DB,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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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단행본, 참고DB 등이 있다.

따라서 전자저널이나 웹DB로 하위메뉴를 구성할 때는 “전자저널”, “웹DB(전

자저널)”, 웹DB(일반)의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구분

이 가지 않는 전자저널이나 웹DB(전자저널)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여 접근성

을 높일 수도 있다. 앞서 “국내-국외”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DB의 종수와 범위,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하위메뉴로 “국내-국외”구분을 구성하거나 하나의 페이지

로 구성하되 적절한 분류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주목할 사실은 전자저널-웹DB 형식의 메뉴구성에서 메뉴구성이나 페이지

내에서의 분류시 DB의 비중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대학의 경우 특정

DB가 아닌 DB내 별도의 아이템들을 따로 분리하여 페이지내에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메뉴구성이나 페이지내에서의 분류에 있어서는 DB나 정보의 비중에 따

라 적절한 분류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전자저널이나 웹DB 하위메뉴에 구독에 의한 라이센스와는 관계가 없는 국내

외 공개DB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DB들로는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yeskisti(학회지), 학위논문 원문DB 등의 원문DB와

특정정보를 보유한 사이트들이 포함된다. 공개된 DB의 경우 다른 메뉴로 구성

하고 있는 참고정보원 또는 인터넷 정보원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웹DB는 전자저널과의 기능상 혼재, 학술정보를 가지는 원문DB, 특정정보를

가진 DB내지는 사이트 등을 포괄하므로,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류가 필

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참고정보원과 인터넷 정보원은 “전자저널 또는 웹DB” 메뉴에 포함되거나 또 다

른 하위메뉴, 도서관서비스나 이용자서비스와 같은 다른 주메뉴상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만큼 참고정보원이나 인터넷정보원에 대한 기능규정이 쉽지 않다는 증빙

일 수도 있다.

(라) 단행본 DB 및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메뉴 구성

① 단행본DB와 관련한 메뉴구성

ⓖ번 기능의 단행본DB와 관련해서는 국내-국외구분과 서지MARC의 자관 반

입에 의한 인쇄본과의 연계성 제공, 단행본 제공 사이트 링크 등에 있어 웹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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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단행본DB는 전자저널을 중심으로 한 DB나

특정 정보를 유지하는 DB와는 이용특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므로 별도의 독립

된 하위메뉴의 구성이 일반적이다.

②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메뉴구성

ⓗ~ⓞ번 기능은 도서관 특성에 따라 도서관마다 제공여부에 있어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자저널이나 웹DB의 부수적인 기능들로 볼 수 있다.

이중 ⑧번의 CD-ROM자료는 현재는 웹DB 또는 원문DB와 기능상 중복되는 예가

많고, 현재의 환경에서 CD-NET환경에 의한 DB 접속이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을 감안한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정보원과 관련하여 하위메뉴를 구성하고 있는 대학들은 국내외 주요사이트

링크, 웹에서 제공되는 참고자료,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공개DB 등을 링크하고

있다. 또한 기능구성에 있어서도 대학마다 “이용자서비스”, “도서관서비스”등의 하

위메뉴로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참고정보원은 정보의 특성에 따라

웹에서 제공되는 참고자료와 공개 원문DB는 전자정보에서 정보의 유형별로 정리

를 하고, 주요기관의 연결은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전자저널이나 웹DB와 관련한 이용안내, trial 링크, 프락시서버접속 등은 “부가

서비스” 정도의 하위메뉴로 정리하거나 DB의 주된 분류나 기능에서 “도움말” 기

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의 검색이나 메타검색의 메뉴 선택시 로그인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고 했으나 볼 수 없어

이번 검토에 포함시키지 못한 도서관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오픈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외부에서는 그 내용이나 목록조차 볼 수 없도록

제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라이센스 문제라면 원문이 열리는 단계에

서의 제한과 같은 소극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다.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안

(1) 서비스 제공 단계(형식)의 정립

현재 웬만한 규모이상의 대학도서관은 작게는 10종 이상에서부터 많게는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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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전자정보DB를 구독하고 있으며, 전자저널의 예만 보더라도 수천종의 저널을

인터넷상에서 원문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링크만으로 이용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에 메타검색에

서와 같이 DB를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툴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한두개의 키워드 입력에 의한 단순검색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나치

게 많은 검색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분류된 DB 링크가 효

과적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전자정보를 서비스하는 단계 또는 방식에는 메타검색과 같은

Article 검색, 라이센스를 가진 전체 저널에 대한 검색과 A-하 순 목록 리스팅

의 제공, 잘 분류된 DB링크와 같은 수단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단계는

“메타검색 - 저널명검색 - DB검색 - DB링크 - DB링크 페이지뷰 작성시 적정

분량의 정보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 저널 Title 검색 및 리스팅(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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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B Title 검색 및 리스팅(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림 4> DB명 리스팅과 페이지뷰(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저널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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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DB명검색은 다수의 국내외 DB를 서비스하는 도서관에서의 서비스의 전형

을 보여준다. 또한 각 저널이나 DB에 대한 링크와 페이지뷰에 있어서 간결하

게 정리된 형태를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라이센스를 가진 자료와의 맵핑 문제도

통합적인 정보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소장자료와 라이센

스를 가진 자료의 연계이용을 위한 맵핑이 고려되어야 할 정보로는 먼저, 인쇄저

널이 있다. 소장하고 있는 인쇄저널과 라이센스를 가진 전자저널, 그리고 인쇄저

널 중 전자저널이 제공되는 저널에 대한 링크의 연계등이 필요하다. 관련 도구로

는 링킹솔류션 등과 같은 ERM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행본 또한 연계서비

스가 고려되어야 할 정보유형이다. 단행본과 eBook DB와의 MARC반입에 의한

연계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5>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의 맵핑(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통합검색 → 연속간행물”에서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의 맵핑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유형은 인쇄저널은 “연속간행물”로 전자저널은 “전자저널”로 표기하고 있으며

전자저널은 URL태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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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확립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정보와 관련한 용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의 다양성은 많은 예산의 투입과 이용에도 불구하고 전자정

보와 그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용어의 확립이 있

어야 한다.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다. 메타검색에서와 같이 이용자가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용어의 채택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기능도 명백히 할 부분

이 있다. 메타검색 메뉴 외에도 메타검색이 주메뉴상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 통

합메타검색과 같은 기능을 혼합한 용어들은 이러한 혼란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국외의 구분도 많은 대학에서 “국내-해외”, “국내-외국”과 같은 표현으

로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대학에서도 메뉴와 메뉴사이, 메뉴와 내용사이에 혼

합하여 사용하는 예도 있음에 비추어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자저널과 웹DB는 다양한 기능과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에 따른다면 혼란은 줄어들 수

있다.

(3) 메뉴구성의 여러 가지 방법

메뉴의 구성은 각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메뉴구성의 예를 제안해보고 메뉴 구성시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한

다.

(가) 하위메뉴로 구성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검색”이나 “전자도서관” 등으로 전자정보와 관련한

주메뉴를 구성하고, 메타검색, 전자저널, 웹DB, eBook 등 전자정보를 구성하고 있

는 주요 기능을 하위메뉴로 구성하는 방법은 많은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고, 그만

큼 보편적인 메뉴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관련 기능들을 하위메뉴로 구성할 때, 하위메뉴상 기능 구분은 출처

에 따라 국내-국외로 구분하거나, 그 기능을 우선하여 전자저널-웹DB-eBook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국내-국외 구분 또는 전자저널-웹DB-eBook으로 1차하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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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를 구성했을 경우 2차하위메뉴 또는 탭으로 다른 구분을 줄 수 있다.

하위메뉴로 구성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기능의 분류, 페이지뷰의 작성

등에 있어서는 대학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학의 특

성을 반영한 메뉴구성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기능이나 용어의

정의, 분류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메뉴상에서 기능들을 분류

하고, 용어를 정의할 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기능이나 용어

의 정의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주메뉴로 구성 : 주메뉴상에 전자정보, 웹DB, 단행본 eBook 등으로 구성

전자정보와 관련된 기능들을 주메뉴상에 구성한 대학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전

자정보가 대학의 자료구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물자료가 아닌 홈페이지

상에서 전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점, 인터넷에 많은 학술정보가 유통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확보한 전자정보가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며 홈페이지의 주메뉴상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한 더 많은 도서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보급되고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6> 주메뉴상에서 메뉴를 구성(순천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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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도서관은 주메뉴상에 전자정보와 관련한 주요 기능을 메뉴로 구성

하였고, 다른 대학도서관들이 주메뉴상에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 “이용자서비스”,

“도서관안내” 등은 사이트메뉴로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적절한 메뉴의 구성

과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 GUI 방식의 접근 메뉴

전자정보 메뉴 선택시 전체적인 정보맵이 뜨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DB를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자관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학술정보맵을 GUI 방식으

로 제공하여, 학술정보 이용에 서툰 이용자들도 손쉽게 필요로 하는 DB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GUI방식은 2D, 3D 방식의 전자정보 네비게

이션 맵의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직관적인 이용에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다.

(라) 메뉴구성시 유의점

- 기능분석에 기초한 메뉴트리의 구성과 용어의 선정

메뉴 구성에 있어서 우선 기능분석에 기초한 메뉴트리의 구성과 용어가 선정되

어야 한다. 대학의 규모와 라이센스를 가진 DB의 주제나 종수에 따라 메뉴트리가

정해진다. 다수의 주제와 다종의 DB를 가진 대학은 해당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DB나 전자저널의 목록 검색과 리스팅을 기본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DB의 종수

가 적은 대학은 홈페이지상의 하위메뉴 또는 1-2차 하위메뉴로 구성할 수도 있다.

소규모의 DB 종수를 구독하는 대학은 하위메뉴 아래에 페이지뷰 형식으로 DB

접근을 제공할 수도 있다.

메뉴트리를 구성할 때 대학의 규모나 구독하고 있는 DB의 종수에 관계없이 특정

DB에 접근하는 경로는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한다. 특정 DB를 클릭하는데 여러 단

계를 거치거나, 페이지뷰에 많은 이미지의 사용이나 상세한 DB해설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페이지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DB의 중요도에 따른 메뉴의 배치 : 핵심기능(주요DB)과 부가서비스를 구분한 메

뉴구성

메뉴트리의 구성은 기능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반영할

때는 핵심기능(주요DB)과 부가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 자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DB를 핵심기능과 부가서비스로 구분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나열하거나 주

메뉴 또는 하위메뉴를 구성하게 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브라우징을

하게 되고 특정 DB나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다. 즉 직관적인 이용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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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전자정보” 메뉴에 있는 기능중 Trial, CD-ROM, 이용안내 등은 전자저널이나

웹DB, eBook과 같은 하위메뉴로 두기 보다는 부가서비스 또는 부가정보로 분류하

여 “부가정보”의 2차하위메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라이센스

를 가진 원문DB에 대하여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외이용” 또는 “교외접

속”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락시서버 기능은 단독의 기능으로 두기 보다는 각 하

위메뉴 페이지에 해당 기능에 대한 버튼을 두거나 해당 DB를 클릭했을 때 프락시

서버 이용을 위한 ID나 Password를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해결

하거나 별도의 접속기능이 아닌 도서관의 로그인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

다.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전자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던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정

보 자체가 홈페이지에 탑재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체계

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핵심기능과 부가기능을 구분하는 일과 메뉴트리를 기능

분석에 따라 구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 이용자 친화형 용어의 개발 및 사용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서관이나

정보학의 본래 측면에서의 취지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용자 친화형 용

어와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은 온라인참고정보원을 DB화하여 홈페이지

에서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고정보원”, “참

고서비스”와 같은 용어가 이용자에게 친숙하지 않음을 파악하였고, 용어를 “추천

사이트”로 정하여 서비스(“전자정보 → 추천사이트”)하고 있다.

(4) elibrary 의 운영

기존의 도서관과는 별도로 전자정보만을 유통시키는 홈페이지를 구성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자정보는 정보자체가 홈페이지에서 관리되고 서비스되는 특

징에 따라 업데이트, 서비스, 관리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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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URL library.***.ac.kr elibrary.***.ac.kr

홈페이지 역할 도서관과 이용자의 매개체 자체가 도서관

유통정보 소장자료 전자정보

기능

소장자료 검색

도서관 소개, 이용안내

상호대차서비스

전자정보 유통

- 원문DB 관리, 유통

- 라이센스 관리

조직 수서, 정리, 열람
정보서비스, 참고서비스, 관리(라

이센스 관리 포함)

기타

지속적인 이용자교육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트

렌드 추적 및 접목

<표 6>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의 기능 비교

아래 그림은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서비스”라는

전자도서관 사이트로, 사이트명은 “교육연구정보서비스”, URL은 http://eris.knue.ac.kr

이다. 교육연구정보서비스는 실물 없이 인터넷상에서 원문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자료들

은 청구기호나 소장사항이 없이 원문 URL을 검색결과로 받게 되며 인터넷상

에서 원문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영주체는 ERISNET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연구원, 교육대학교, 주요

국공립 사범대학, 교육관련 연구소 및 교총의 자료실, 교육평가원 자료실 등이

정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회원 기관은 자관의 발간자료를 회원기관간

에 원문을 공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를 원문DB화하여 "교육연구정보서비스

“를 통하여 회원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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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교육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그림 8>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물론 위의 교육연구정보서비스와 도서관 홈페이지의 운영 방식이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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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전자정보와 밀접히 연계되는 테마는 아니지만,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전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5) 이용자와의 관계의 재정립

도서관에서 어떤 DB를 도입하든, 사서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이용자와의 관계를 개념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실질적(홈페이지상에 나타나는)

인 면에서도 중시되고 필요하다면 이용자와 도서관 및 사서와의 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는 웹DB나 전자저널의 서비스에 있어서 공급사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사서로서의 서비스를 위한 정규화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있으

며, 단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적으로 서비스되는 전자정보서비스는 이용자 관점

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쉽고 보편적인 접근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는 특정 DB나 전자저널에 대하여 사전에

소개받거나 안내를 받고 접근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는 많은 도서관이 관련 교

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데서도 알 수

있다.

이용자의 직관적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유료DB는 이용자의 직

접 접근이 아닌 사서 또는 정보전문가를 매개로한 접근이었고, 이를 위해 사서는

DB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검색기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의 기회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이용자가 사서의 매개 없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DB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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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관
홈
페
이
지

이용자
직관적

사  서

ㅇ 용어통일

ㅇ 분류(계층)

ㅇ 정규화(가이드등)

ㅇ 인터페이스

사  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일들)

ㅇ 지속적인 트렌드 추적

ㅇ DB별 전문성

ㅇ 성공률 높은 요구에

대한 답변 제공

ㅇ 이용자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

<그림 9> 이용자와 도서관, 사서와의 관계

홈페이지에서의 서비스 못지않게 사서 또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구독 또는 도

입하는 DB에 대한 분석과 학습이 필요하다. DB가 늘어날수록 모든 DB에 대하여

소수의 사서가 모두 커버하는, 깊이 있는 서비스의 제공은 어렵게 된다. 또한 D

B․전자저널․학술정보는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사서는 해당분

야를 충분히 인식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장기간 담당업무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사서가 DB․전자저널에 대하여 전문적인 분석․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이용자

의 DB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증가할수록 해당 DB에서 특정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 즉 트러블과 검색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사서에게 정보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게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DB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과 새로운 DB,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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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국공립대학 도서관중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은 매년 1억원 이상을 전자정보를

구독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체 도서구입예산의 30∼40%에 이를 정도로 도

서관에 있어서 매우 비중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렇게 구입된 전자정

보들은 도서관과 이용자와의 매개체로서가 아닌 도서관 홈페이지상에서 존재하고

서비스되는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기존에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하고, 도서관에 관련한 각

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자체가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

는 전자도서관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자료나 정보가 기존

의 소장이 아닌 접근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도서관 자료구성에서의 비중이나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는 도서관 홈

페이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앞서의 조사에

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소장중심의 서

비스에서 보여주었던 편목과 분류 등 표준에 의한 도서관의 DB구축과 서비스 제

공, 이를 통한 도서관간 일관성 있고 표준화한 서비스와는 동떨어진 서비스 행태

를 볼 수 있었다.

현재의 전자정보 서비스 현실을 개념의 미정립과 용어의 혼란, 서비스 제공단계

나 메뉴트리 구성의 미비, 기능 분석의 부족과 같은 전자정보 서비스 전략의 부

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 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배려 부족, 전

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도서관과 사서의 인식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보가 전자도서관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용어에 있어서 개념의 정립과 기능부여, 이용자 친화형 용어의 개발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도서관마다 구독하고 서비스하는 DB의 종수나 주제, 도서관의 규모에 따

라 정규화된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체계는 메타검색의 제공 → DB

명이나 저널명의 검색과 리스팅 → DB의 링크 → 페이지뷰가 제공되어야 하고,

도서관 소장 인쇄저널 및 단행본 자료와의 맵핑체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홈페이

지가 소장자료검색위주의 기존의 홈페이지에 “전자정보”기능을 덧붙인 정도에 그치

고 있는 상태로, 전자정보 제공에 대한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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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메뉴구성에 있어서 기능분석에 기초한 메뉴트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메뉴

의 구조, 즉 메뉴트리는 도서관의 규모와 DB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구성할 수 있

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된 용어와 일관성있는 카테고리 및 분류, 서비스 형식이 제

공되어야 한다. 또한 핵심기능과 부가서비스와 같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 친화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쓰이는 용어는

가급적 이용자에게 친숙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용어를 개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나 DB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기능에 대한 표준화와 전자자원을 관리할 표준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

다. 다양해지는 DB의 주제와 종수를 관리하고, 인터넷 참고정보원과 같은 자원에

대한 관리를 지원할 태그표준과 이를 관리하고 서비스할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자. 도서관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WEB2.0에 기반한 LIBRARY2.0서비스의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

화하는 방안이나, 원문 클릭시 교외접속이 필요한 경우 “교외접속”기능의 팝업

기능, 전자정보 네비게이션 맵의 제공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자도서관 개념과 인터넷세대가 만나는 중간지점으로서의

도서관 홈페이지의 필수적인 기능일지도 모른다.

여덟째, 전자정보서비스와 관련한 홈페이지 관리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

요가 있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서구입비의 3-40%가 전자정보 구독비로 지

출되고 있음에 비추어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에도 전자정보 구독비의 일정비율이

배정되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산담당 사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웹프로그램과 같은 전문적인 기

술의 부족, 색상 배치와 그래픽 요소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전산담당사서가 홈페

이지 관리를 담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 예산의 일정비율

을 확보하여 별도의 관리업체에 맡기고 담당사서는 전자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업

무에 전담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KESLI 컨소시엄이나 KERIS컨소시엄에 홈페

이지 유지 보수 등 관리를 공동구매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전자정보서비스에 있어서 대학간 협력과 공동노력, 표준화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인터넷 참고정보원과 같은 자원은 한 대학의 노력으로는 모든 유용

한 정보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이후 계속되는 변경된 내용의 추적이나 수정을

담당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또한 자관에서 구축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DB

에 대한 자원관리를 위한 DTD 정의와 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대

학간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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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표준화와 가이드의 제정도 전자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정의, 기능분석과 메뉴트리의 구조,

도서관 규모별 서비스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전자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의 여러 서비스 중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업무로는 먼저 참고서비스, 연속간행물 관리 및 서비스, 상호대차, 단

행본 DB, 전산관련 업무 등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전산업무의 일부가 아

닌 도서관의 주요한 업무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정보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는 추세로 이러한 경향을

맞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DB뿐만 아니라 새롭게

서비스되거나 서비스예정인 DB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검색 지원, 계속적인 관리

와 각 DB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전담사서를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자관의 특성을 반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준수되

어야할 사항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표준내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정보에 있어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접하는 정보가 모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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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1차하위메뉴 2차하위메뉴 또는 주요기능

자료검색 메타통합검색 - 원문DB에 대한 기사색인 통합검색 제공

전자도서관

국외전자저널
- 저널명검색

- 17종의 서지 및 원문DB 제공

국내학회지
- 저널명검색

- 3종의 국내학회 원문DB, 1종의 법률 DB

본교간행물 - 33종의 자체발간 자료 원문제공

E-Book - 원문 E-Book DB 링크

VOD 서비스 - 교육과 관련한 각종 동영상 제공

부록 : 대전․충청지역 대학의 서비스 현황과 개선점

가. 대학별 메뉴구성의 비교

1) 공주대학교

<그림 1> 공주대학교 도서관 원문DB관련 홈페이지

<표 1> 공주대학교의 원문DB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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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는 원문DB와 관련한 정보를 자료검색→메타통합검색6), 전자도서관→국외

전자저널, 전자도서관→국내학회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문DB에 대한 메타통합

검색을 자료검색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에서는 각 저널에 대한 링크와 DB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본교간행물, E-Book, VOD서비스는 각각 별도의

웹페이지로 링크되어 있으며, 별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별개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인

듯 하다.

국외전자저널 17종에는 학회 및 출판사의 전자저널DB와 BIP, ULRICH'S와 같은 서

지DB(사실상 이와 같은 서지DB는 도서관 직원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일반 이용자의 이

용가능성은 높지 않다), PDU와 같은 학위논문 등이 포함되었다. 국내학회지에는 KISS

와 DBPIA와 같은 학회지DB와 법률DB(LAWnB), 과학기술학회마을과 같은 웹사이트

링크가 있다.

2) 충남대학교

<그림 2> 충남대학교 도서관 원문DB관련 홈페이지

6) 주메뉴와 하위메뉴의 표현으로 “주메뉴→하위메뉴” 또는 “주메뉴→세부기능” 형식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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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1차 하위메뉴 2차하위메뉴 또는 주요제공 기능

디지탈콘텐트

전자저널
- 저널명검색

- 가나다순 리스트

학술DB

- 공지사항

- 국내학술DB: 18종의 학회지, 동영상강의, 법률,

백과사전, 단행본 DB를 망라한 원문DB의 링크

제공

- 해외학술DB: 71종의 서지 및 원문 DB의 링크

- 외부접속(Proxy)안내

e-Book - 국내외 단행본 원문DB의 링크제공

<표 2> 충남대학교의 원문DB 제공 내역

충남대학교는 별도의 메타검색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입되는 DB의

종류가 늘어날 수록 해당 DB를 통합하여 검색하는 메타검색은 원문DB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는 학술정보DB와 관련하여 “디

지탈콘텐트”라는 용어를 주메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위메뉴로 전자저널, 학술

DB, e-Book을 하위메뉴로 구성하고 있다.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구독하는 전체 저널에 대한 가나다순 리스트와 저널명 검

색을 제공한다. 디지탈콘텐트(주메뉴)→학술DB(1차하위메뉴)→국내학술DB(2차하

위메뉴)로 제공하는 국내학술DB에는 학회지DB, 동영상강좌, 법률서비스, 산업규

격, 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각종의 다양한 단행본 DB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와

해당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다주제를 포

괄하여 하나의 단일한 페이지뷰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어 복잡하고 산만해 보인다.

게다가 단일의 특징화할 수 있는 DB들을 세분화함으로서 DB들간의 중요도 등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A4지에 출력한 분량만으로도 4페이지에 달

하는 양이다.

“해외학술DB”라는 2차하위메뉴로 ACS, AMS와 같은 각 학문분야의 원문DB와

EndNote와 같은 서지관리 프로그램, GPO와 같은 일반 출판물정보, Urich's Web,

WorldCat와 같은 서지정보, DDOD와 같은 학위논문 정보등 71종의 DB를 단일의

페이지뷰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내용은 각DB에 대한 링크와 주제분야를 포함한 간

략한 안내, 원문제공 유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e-Book"이라는 2차하위메뉴로 7종의 국내외 단행본 DB에 대한 링크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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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1차 하위메뉴 2차하위메뉴 또는 주요제공 기능

메타검색 - 국내외 각종 DB에 대한 원문검색

전자도서관
학술정보통합검색

- 메타검색

- EBSCO's AtoZ 검색

- PPI's AtoZ 검색

- 저널주제별

- 저널타이틀 색인

해외학술정보 - WEB DB: 24종의 해외 원문DB의 링크 및

가 제공된다. e-Book이라는 하위메뉴를 통하여 제공되는 단일의 DB를 강좌별로

다시 세분하여 국내학술DB에 제공하고 있어 국내학술DB의 주 대상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

3) 충북대학교

<그림 3> 충북대학교 도서관 원문DB관련 홈페이지

<표 3> 충북대학교의 원문DB 제공 내역



166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이용정보 제공

- 전자저널: 7종의 전자저널DB에 대한 원문DB

의 링크 및 이용정보 제공

- 국가라이센스: KERIS에서 제공하는 해외 학술DB

- 2007 국외학술지

국내학술정보 - 국내외 단행본 원문DB의 링크제공

충북대학교는 메타검색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술

정보DB는 “전자도서관”이라는 메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에는

학술정보통합검색, 해외학술정보, 국내학술정보의 1차 하위메뉴를 구성한다.

“학술정보통합검색”의 하위메뉴로 메타검색(주메뉴상의 메타검색과 같은 검색)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EBSCO 및 PPI's AtoZ 검색(접속오류로 인하여 내

역확인 못함), 저널주제별, 저널타이틀별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한다. 아마도

EBSCO에서 제공하는 저널관리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듯한데, EBSCO

AtoZ와 저널주제별, 저널타이틀별 메뉴는 동일한 홈페이지에 링크되고 있어 동

일의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술정보통합검색”의 하위메뉴로는 자관이

가진 DB들의 기사색인 원문DB를 검색하는 메타검색과 자관이 구독중인 인쇄저

널과 전자저널 및 원문DB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AtoZ 서비스 두가지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메뉴는 “메타검색”과 “AtoZ”로 하되 이용자들이 이

들 용어에 친숙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메뉴명과 간단명료한 가이드를 게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학술정보”의 하위메뉴로 “WEB DB”, “전자저널”, “국가라이센스”가 있다.

“WEB DB”라는 하위메뉴를 통하여 전자저널과 학위논문정보, 서지정보, 특허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저널”이라는 하위메뉴를 통해서 전자저널 정보를, “국가

라이센스”라는 메뉴를 통하여 KERIS에서 제공되는 해외학술DB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국내학술정보”에서는 국내 학회지 DB, 과학기술학회마을과 같은 홈페이지 링크,

국회도서관과 같은 주요 도서관에 대한 링크, 기타 단행본 DB를 제공하고 있다.

4)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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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1차 하위메뉴 2차하위메뉴 또는 주요제공 기능

통합검색 기사 - 자체구축 기사색인 원문 검색

전자정보

전체

- 간략검색(저녈명검색)

- 상세검색(저널명검색)

- 가나다리스트

- 주제별리스트

메타검색

- 국내학술DB, 국외학술DB, 기타 원문제공기관

의 통합 메타검색

- 원문DB의 기사색인 원문 검색 제공

국내전자정보검색
- 메타검색의 국내학술DB에 게시된 원문DB 18

종에 대한 저널명 검색

<그림4>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원문DB관련 홈페이지

<표 4> 한국교원대학교의 원문DB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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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정보검색
- 메타검색의 국외학술DB에 게시된 원문DB 20

종에 대한 저널명 검색

전자저널 - 국내․해외전자정보의 통합검색

교외접속

대학명 주메뉴 하위메뉴 비 고

공주대학교

자료검색 메타통합검색

전자도서관

국외전자저널

국내학회지

본교간행물

E-Book

우리도서관의 학술정보DB(원문DB)와 관련한 기능으로는 통합검색→기사에서

제공하는 자체구축 기사색인 원문DB가 있고, 주로 “전자정보”라는 주메뉴를 통하

여 제공하고 있다. 전자정보의 하위메뉴로 “전체”, “메타검색”, “국내전자정보검

색”, “해외전자정보검색”, “전자저널”, “교외접속”이 있다.

통합검색에서 제공하는 “기사”라는 하위메뉴는 우리도서관에서 자체 구축하여

제공하는 기사색인 원문DB로 전체 DB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어 학술DB에 포함

시켰다. “전체”라는 하위메뉴는 우리도서관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전자저널의 저널

명에 대한 검색과 가나다리스트, 주제별리스트를 제공한다.

“메타검색”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도서관이 라이센스를 가진 전자저

널 및 웹DB에 대한 기사색인 원문을 통합검색하는 기능으로, “메타검색”에서 각

DB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한다. 메타검색은 저널명이 아닌 기사색인 검색으로 우

리도서관이 라이센스를 가진 DB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국내전자정보검색”과 “해외전자정보검색”은 우리도서관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DB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저널명으로 검색을 제공한다.

“전자저널”메뉴는 국내․해외전자정보의 저널명으로의 통합검색을 제공하나 “전

체”라는 메뉴와 동일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나. 대학별 원문DB 서비스에 대한 비교

<표5> 대학별 원문DB 서비스의 메뉴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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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서비스

충남대학교 디지탈콘텐트

전자저널

학술DB

e-Book

충북대학교

메타검색

전자도서관

학술정보통합검색

해외학술정보

국내학술정보

메타검색

한국교원대학교

통합검색 기사

전자정보

전체

메타검색

국내전자정보검색

해외전자정보검색

전자저널

1) 주메뉴

각 대학은 주메뉴의 명칭을 전자도서관, 디지탈콘텐트, 전자정보로 서로 다르게 표

현하고 있듯이 관련 용어도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 전자자료(이화여대),

디지탈콘텐츠(고려대학교), 전자정보(연세대학교), e-Resource(서울대학교), 전자정

보(서강대학교)로 표현하고 있다. 주메뉴의 명칭은 자관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점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관행적으로 확립된 용어로 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여러 도서관에서 대표

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에게도 친숙한 “전자정보”가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주메뉴 아래의 하위메뉴에서는 국내와 국외를 구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충남대학교)가 있다.

2) 메타검색

메타검색은 DB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의 DB가 존재하게 되어 모든

이용자들이 각각의 DB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하는 상황을 상정했을 때 학술DB 제

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내학회지의 예를 보면 KISS(한국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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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DBPIA(누리미디어), 뉴논문(학지사), ERIS(교육연구정보)와 같이 각각의 DB

가 원문을 제공하고 있어 메타검색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 원하는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4개의 DB에 순차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메타검색은 각각의 DB에 대한 라이센스 관리만으로 한 번에 모든 DB를 검색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메타검색과 관련한 메뉴로 공주대학교는 소장도서검색인 “자료검색”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충북대학교는 메인메뉴로 “메타검색”이 홈페이지

에 나와 있으며 또한 전자도서관→학술정보통합검색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검색이 본질적으로 원문DB와 함께 이용되어야 하는 면에서는 전자정보의 하

위메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메뉴에서 바로 메타검

색을 제공하기보다는 전자정보라는 하위메뉴로 제공될 때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

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자정보→메타검색” 형식의 접근이 바람직

하다.

3) 하위메뉴와 기능

하위메뉴로는 국외전자저널․국내학회지․E-Book (공주대학교), 전자저널․학술DB․

e-Book(충남대학교), 학술정보통합검색․해외학술정보․국내학술정보(충북대학교), 메타

검색․국내전자정보검색․해외전자정보검색․전자저널(한국교원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학술DB에 대해서는 공주대학교는 국내학회지라는 하위메뉴로 법률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는 학술DB의 하위메뉴로 국내학술DB라는 하위메뉴

를 구성하여 학회지DB, 동영상강의, 백과사전, 단행본 DB를 별도의 카테고리 구

분 없이 단일의 페이지뷰로 제공하고 있다. 충북대학교는 국내학술정보라는 하위

메뉴를 통하여 국내학회지DB, 단행본DB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학술DB에 대한 하위메뉴에서도 공주대학교는 국외전자저널 17종에 전자저

널DB, 서지DB, PDU와 같은 DB가 포함되어 있으며, 충남대학교는 해외학술DB라

는 하위메뉴로 서지DB, 전자저널, 학위논문정보 등 71종의 DB를 단일의 페이지

뷰에 게시하고 있다. 충북대학교는 해외학술정보라는 하위메뉴 아래에 다시 WEB

DB, 전자저널이라는 하위하위메뉴를 두고 있어 이를 구분하고 있다. 한국교원대

학교는 해외전자정보검색이라는 하위메뉴 아래 저널명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E-Book이라는 하위메뉴는 공주대학교는 일반 단행본 원문으로 충남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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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DB 개념으로 기능이 주어져 있으며, 충북대학교는 국내학술정보 메뉴아래

국내 웹DB를 연결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대학교는 별도의 카테고리나 하위메

뉴 없이 메타검색에 DB만을 연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 대학별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안

각 대학들은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다른 주메뉴와 하위메뉴의 구성을 볼 수 있었

고, 하위메뉴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뷰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게시와 기능의 혼합

등으로 혼란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들

은 실제 자료나 사서의 매개 없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자와 접촉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하고 정형화된 접근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많은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학술정보DB 또는 원문DB는 전자정보로 실체가 없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

여 통합적인 메타검색 또는 각 카테고리로 나눈 DB별 분류 게시 등을 통하여 이

용자에게 제공되므로 보다 이용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공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

첫째, 메뉴의 구성이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서관에는 점점

더 많은 DB들이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DB들이 특성에 맞게 주메뉴-1차하위메뉴

-2차하위메뉴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는 메뉴의 구성이

되어야 한다.

둘째, DB가 증가할수록 DB의 분류가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 자료의 분류기준

에 따라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많은 학술정보가 원문DB로 보급됨에 따

라 원문DB는 학회지, 논문집, 학위논문, 단행본, 백과사전, 사전류, 특허정보, 법률

정보, 학습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생산정보,

외국생산정보와 같은 정보의 출처에 대한 분류, 기타 다양한 학문분야에 따른 분

류, 제공하는 정보의 깊이에 따라 서지․초록을 제공하는 DB, 원문자체를 제공하

는 DB, 동영상 또는 멀티미디어자료와 같은 매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

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DB에 대한 간단하고 정확한 해제 및 적절한 링크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

에서와 같은 다양 다종한 학술정보들이 홈페이지상에 게시되거나 검색되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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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문제점 비 고

공주대학교

- 메타검색이 원문DB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 하위메뉴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메뉴구성

․ 국외전자저널에 원문DB, 서지DB, 학위논문 DB

등이 혼합게시

․ 국내학회지에 법률DB가 포함되어 있다.

- 주메뉴들이 별도의 페이지로 링크되는 문제

충남대학교

- 메타검색 제공이 안된다

- 하위메뉴상에 별도의 분류없이 단일의 페이지 뷰로

너무 많은 DB들을 제시한다.

충북대학교

- 하위메뉴의 기능상 분리 및 통합이 필요하다

․ 학술정보통합검색에서 단일의 저널명 검색 기능인

EBSCO AtoZ를을 세분화

-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주메뉴-하위메뉴로 명확히 구분

되지 않아 산만한 구성

- 하위메뉴별 가이드가 너무 나열형으로 되어 있어 직

관적인 사용이 어려움

한국교원대학교

- 하위메뉴의 구성이 미비

- 각 DB에 대한 가이드 미비

- 메뉴간 용어의 불일치

자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DB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야 한다. 명확한 가이드의 제시는 DB이용을 도울 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면에 너무 많은 DB들의 나열이나 산만한 구성, 메뉴구성의 불확실성 등은 이

용자들의 DB이용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산만한 메뉴구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은 메뉴의 구조로 일관

되게 유도되어야 하며 많은 내용을 여기저기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어서

는 안된다.

둘째, 지나친 나열은 피한다. 학술정보의 종류와 유형은 더 다양화 하고 있어

단순히 나열한다는 것으로는 더 이상 이용자에게 접근점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보유형과 자료유형에 따라 적절한 유형화 및 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표6> 대학별 학술정보제공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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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안 검토

학술정보DB 또는 원문DB가 학술정보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 효율

적인 정보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하위메뉴를 포함한 일관된 메뉴구성과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주제, 형식, 출처에 따른 적절한 분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간단하고 명료한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주메뉴와 하위메뉴의 구성

학술정보DB 또는 원문DB에 대한 주메뉴의 명칭으로는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자정보”라는 명칭을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용어 선택으로 보여진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의 기능자체가 전자도서관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 비추어 전자도서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자정보”라는

용어가 학술DB라는 표현에 학술이 포괄하는 범주가 매우 애매하다는 점에서도 전자

정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하위메뉴의 구성에 있어서는 매체별 특성, 주제, 출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

요한 부분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적절한 하위메뉴 및 페이지

뷰에서의 분류가 되어야 한다. 하위메뉴로는 먼저 출처를 구분하여 국내학술DB

또는 국내학술정보, 국외학술DB 또는 국외학술정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유사한

용어로 국내학술정보↔해외학술정보, 국내학술정보↔외국학술정보의 분류도 가능

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보의 원 출처를 따지는데는 정보의 질적인 측면도 있

겠으나 제공언어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일단 용어로서 채택이 되었으면 도서관 홈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용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2) 2차 하위메뉴의 구성

1차하위메뉴에서 출처에 따라 국내학술정보↔국외학술정보(외국학술정보, 해외

학술정보)로 메뉴를 구성하였으면 2차하위메뉴에서는 정보의 형식에 따라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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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메뉴 또는 페이지뷰에서의 주제 또는 형식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단일의 페이지뷰로 제공하게 되면 너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이 혼합됨은 물

론 너무 나열된 페이지뷰로 인하여 복잡하게 된다. 또한 출처에 따른 하위메뉴의

2차 하위메뉴에는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되어야 한다. 즉 국내학술정보의 분류는

국외학술정보의 분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구성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이상에서의 메뉴구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정보라는 주메뉴 아래

에서의 1차하위메뉴와 2차하위메뉴에 대한 주제트리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메타검색

국내학술정보 - 학회지․논문집 : 학회지 및 논문집 원문을 제공하는 DB

- 학위논문

- 사전․서지 : 사전․백과사전․서지DB

- 일반단행본 : 각종 강좌를 포함하는 단행본 DB

- 특허․규격․법률

- 부가정보 : 특정한 형식을 정할 수 없는 DB

국외학술정보 - 전자저널 : 주로 원문을 제공하는 저널DB

- 웹DB(저널) : 색인․초록을 포함하면서 원문DB도 제공하는 저널 DB

- 학위논문

- 사전․서지

- 일반단행본

- 특허․규격․법률

- 부가정보 : 서지관리 툴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들.

<그림5> 주메뉴 아래에서의 1차하위메뉴와 2차하위메뉴에 대한 메뉴트리

3) 메뉴별 페이지 뷰의 구성

2차 하위메뉴에서 이용자의 사용성에 부응할 만한 충분한 분류가 되었으면 괜

찮지만, 종합대학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DB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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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위메뉴에서의 구성에 있어 페이지뷰의 길이가 길어지고 나열식이 되면 2차하

위메뉴 아래에 주제에 따른 분류나 하위 형식에 따른 분류를 부가할 수 있다. 즉

전자저널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경우 학문의 대주제 또는 중주제

에 따라 적절한 분류를 추가하여 구성하면 필요한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메뉴별 페이지 뷰의 구성에서 주제에 따른 분류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야하는 것이 가이드의 제공이다. 각 DB에 대한 간단명료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서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DB별 가이드는 DB별 링크, 간략한 해제, 색인․초

록․원문과 같은 정보의 제공 정도, 상세한 매뉴얼에 대한 링크, DB에서 제공하

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가이드의 제공에 있어 분명한 것은

간단명료하여야 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DB공급회사에서 제

공하는 가이드를 원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서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다듬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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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장 현황 (국내: 전국 6개소, 해외: 63개

국)

•부산 지점

• (서울) 본사

• (평택) 물류센터

• (동탄) 기술 연구소

• (나주) 공장

나주공장 샌산제품
*  산업용 테이프
*  아기 기저귀용 테이프
*  의료용 제품, 가정용품
*  광고용 필름, 통신용 제품
*  사무용 제품, 정전기 방지 제품
*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용 제품
*  디스플레이 휘도 강화 필름

나주공장 샌산제품
*  산업용 테이프
*  아기 기저귀용 테이프
*  의료용 제품, 가정용품
*  광고용 필름, 통신용 제품
*  사무용 제품, 정전기 방지 제품
*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용 제품
*  디스플레이 휘도 강화 필름

ISO 9002 인증 획득 (1995.7)
ISO 14001 인증 획득 (1998.3)
QS 9000 인증 획득 (2002.2)

ISO 9002 인증 획득 (1995.7)
ISO 14001 인증 획득 (1998.3)
QS 9000 인증 획득 (2002.2)

• (화성) 공장 • 설립 : 1977년 9월

(두산 합작)

• 매출액 : 1 조1천억원

• 종업원 수 : 1,590 명

• 자본금 : 200 억원

• 해외 수출 : 566 억원

• 조직 : 8 개

사업본부

9 개

지원본부

30년 전통의

도서관 RFID

전문기업

한국쓰리엠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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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

분실방지 시스템 도입

• 1990년대 바코드 도입과 도서관 전산화

빠른 반납기,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 도입

• 2000년대 도서관 자료의 순서 섞임 문제

(자료 증가와 장서관리의 문제점 대두)

RFID 시스템 도입

도서관 RFID 시스템의 도입 배경

RFID 시스템의 특징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주파수 대역 별 RFID 적용 분야

150MHz125KHz (LF)

13.56MHz (HF) 900MHz (UHF)

2.45, 5.8GHz

125KHz   13.56MHz                    150MHz                     900MHz     2.45GHz

주파수별 RFID 적용분야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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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세계
표준 준수

도서관에 적정한
인식거리

및 안정적인 기술
13.56MHz

건강에 중요한
안전 인증

도서관에 적합한
사용연한

및 뛰어난 내구성
최소 30년 이상 사용

현재 및 미래를 대비한
충분한 태그 용량

자료 보존용
접착제

RFID 시스템의 특징

도서관 적용 RFID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 Active Tag (능동형 태그)
– 가격이 고가이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성능이 유한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대신 인식 거리가 길고 비교적 인식 성능이 좋다. (도로 통행료 징수에 사용)

• Passive Tag (수동형 태그)
– Low, High, Ultra-high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서는 기

능성과 인식 거리를 고려하여 고주파(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 UHF에 비해 비교적 짧은 인식거리를 갖는 HF시스템은(13.56MHz)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과 분실방지 시스템 등에서 편리하고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낱개 단위의 아이템 인식에 적합한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 내구성과 가격
– 생산 후 몇 개월 내에 판매되는 물류용 태그는 내구성 보다 가격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도서관과 같이 오랜 기간 사용이 요구되는 태그는 보다 뛰어난 내구성이
요구되며, 가격 또한 물류용 태그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다. 

RFID 시스템의 특징

능동형과 수동형 태그



도서관 RFID 시스템 / 181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 태그의 용량
– 일반적인 도서관용 태그는 13.56MHz -512bit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많은 도서관들이 미래의 새로운 적용 분야에 따른 추가 정보 입력에 대비하여
최대 1,024 bit ~ 2,048 bit 정도의 태그를 도입하고 있다.

(900MHz - 96bit – 알파벳 12자, 128bit – 알파벳16자) 

• 읽기/쓰기/다시 쓰기
– 종종 발생하는 잘못된 태그 정보를 수정하거나 미래의 표준안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태그의 다시 쓰기 기능이 필수적이다.

• RTF vs TTF
– Reader Talk First 시스템은 리더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령 신호에 따라 태그가

아이디와 적절한 데이터를 리더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리더가 먼저 데이터를 요
청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RFID 시스템이 RTF방식을사용하며, 
ISO18000-3 표준에 적합한 방식이다.

– Tag Talk First 시스템은 태그가 리더의 전력 송출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TTF 시스템이 도서관 RFID 시스템 기능에 (자료순환, 
장서점검, 분실방지 등)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연한 응답속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RTF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ISO
역시 RTF 방식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태그의 용량 및 읽기/쓰기 기능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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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의 의미
– 컴퓨터와 바코드 시스템과 같이 처음 개발되어 판매될 때에는 서로 다른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호환이 가능한 표준을 만들고 이
에 따라 표준화된 시스템을 생산하게 되어 시스템 호환이 가능해 진다.

• 국가별 표준
– 최근에는 국가별로 도서관 RFID 표준을 제정하여,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13.56MHz를 이용한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같은 나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별 표준 제정에 따라 3M에서는 이미 국
가별 표준에 맞도록 3M RFID 시스템을 호환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표준이 제정되는 나라는 그에 맞도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 세계 표준
– “Air protocol”에 대해서는 ISO18000-3 mode1과 같이 이미 ISO 에서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데이터 구조 또는 사용처 별 표준안 등은 논의 중에 있다. 

• 이러한 국가 또는 세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추후 표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가 가능한 회사의 RFID 시스템 및 태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 RFID 시스템의 표준화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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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표준화 동향: Finland, Netherlands, Denmark, France 등에
서는 13.56MHz 시스템으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RFID 시스템의 국
가 표준을 공표 하였고, 3M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표준에 맞도록 3M 
RFID 시스템을 호환시킴. 

• 미국에서는 아직 국가 표준을 공표한 상태는 아니지만 NISO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 Organization) RFID Working 
Group에서 2007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는 도서관에서 13.56MHz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900MHz의 경우 적용 분야가 도서관이
아닌 팔레트 추적 등의 다른 분야임을 강조하고 있음.

국가별 도서관 RFID 표준화 동향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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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적용RFID 시스템의 기술적인 특징
– NISO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 Organization)에서 권장하는 도서관 RFID 표준의 일부 내용을 발

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viii 페이지 Summary of Recommendations의 중간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 In libraries, 13.56MHz High Frequency (HF) tags should be used.”
– “2) 도서관에서는 13.56MHz의 고주파 태그가 사용 되어야 한다.”
– 즉, 미국NISO에서는 13.56MHz 태그를 도서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46페이지 상단 부분의 Ultra High Frequency (UHF) 860-960 MHz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The UHF frequency offers greater read range than other frequencies, but is adversely affected by 
moisture and cannot read tags shielded by the human body. The presence of metal also creates 
reflective surfaces that can dramatically degrade the performance of these systems. UHF antennas 
are tuned to receive RFID waves of a certain length from a reader, just as the tuner on the radio in 
a car changes the antenna to receive signals of different frequencies. When UHF antennas are 
close to metal or metallic material, the antennas can be detuned, resulting in poor performance. 
The main applications for UHF are pallet and case tracking for supply chain logistics and vehicle 
tracking;”

– “UHF 주파수는 다른 주파수들에 비해 훨씬 긴 인식 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습기의 영향에 의해 인식거
리가 줄어들고 사람 몸에 의해 쉴딩 된 태그는 인식하지 못한다. 금속 물질에 근접하게 될 경우에도 이 시
스템의 성능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UHF안테나는 자동차의 라디오 안테나가 다른 주파수 신호들을 수신
하기 위해 바뀌는 것처럼 리더로부터 특정 거리의 RFID 파를 수신하기 위해 조정된다. UHF 안테나가 금
속 또는 금속 함유된 물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안테나가 전파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나쁜
성능을 나타낸다. UHF의 주요 적용분야는 물류용 팔레트와 케이스 추적 그리고 자동차 추적 등이다.”

– 즉, UHF는 금속과 습기에 약하며, 인체에 의해 쉴딩 될 경우 인식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도서관 보다는 물
류용 팔레트와 케이스 추적 등에 적합하다.

NISO 권장 도서관 RFID 표준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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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태그가 똑같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 앞에서 언급한 ISO18000-3 표준이 태그의 품질 또는 사용의 편리성 등에 대한

표준은 절대 아니다.

• 도서관 환경에서 요구되는 태그의 품질
– 사용 연한: 자료가 폐기 될 때 까지

– 열악한 사용 조건: 

• 자료가 이용자에게 대출 된 후 반납될 때 까지, 높은 온도와 습도 등
에 노출될 경우 태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

– 물리적인 스트레스:

• 일반 단행본 도서의 경우 태그가 부착된 부분의 지속적인 휘어짐과
구겨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태그의 물리적인 스트레스

• Accelerated Aging test
– 전자 산업의 테스트 표준에 따라 시험

– 일정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노출시키는 방법

– 사이트에서의 실제 사용 경험이 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높임

– 최소 100일이 넘는 테스트 기간 필요

RFID Tag의 품질 (내구성)

RFID 시스템의 특징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 도서관은 다양한 이용자와 관리자 그리고 장애우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 이므로 건강과 안전 및 접근성 그리고 나아가 환경에 대한 고
려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는 기기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인증만이 이루어 지는
반면, 외국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UL 
(Underwriters Laboratories)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장애인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테스트 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 3M에서 판매하는 모든 RFID 제품은 UL, CE 등을 통과한 인증제품
으로 사용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 이뿐만 아니라 3M RFID 시스템은 모든 제품이 제조물 책임법인 PL
법관련 보험에도 가입하여 혹여 제품 사용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비하고 있다.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고려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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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국내 인증 해외 인증 비고

RFID 태그 대상 품목 아님 대상 품목 아님

자동 대출 반납기 O O

사서용 대출 반납기 O O 입력 기능 포함

장서 점검기 O O

분실 방지기 O O

대형 정보 입력기 O O

자동 반납기 O O

비고: 국내 인증- MIC 인증, 해외인증-UL,CE,FCC 등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인증 현황
ISO9002 
ISO14001 
QS9000 
PL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보험 가입

RFID 시스템의 특징

제품별 인증 현황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 주파수: 도서관 환경에 적절한 인식거리를 이용하여 대출/반납, 장서 점검 등에
적합한13.56MHz를 사용 한다. 현재 국내 출판유통 사업 및 전세계적으로
도서관 표준으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이 채택 되고 있다.

– 사용 연한: RFID 시스템의 생명은 태그 이므로 태그의 사용연한이 부착자료의
사용 연한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 내구성: 도서관 대출/반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격 (떨어짐, 구겨짐), 
습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태그를 사용 해야
한다.

– 표준화: 현재 13.56MHz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ISO15693, ISO18000-3을
만족하는 태그를 사용해야 추후 국가 표준 채택 시 호환이 가능하다. 

– 접착제: 자료 보존용 산화방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자료가
훼손되거나 접착부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태그 용량: 추후 업그레이드 및 별도의 데이터 사용을 감안해 최소 1,024bit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 다시 쓰기: 잘못 입력한 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추후 국가 표준 적용을 위해서는
태그의 읽기, 쓰기 뿐만 아니라 다시 쓰기 기능이 적용 되어야 한다.

– 안전 인증: 이용자, 관리자 및 장애우 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용상 기기간 간섭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RFID 시스템의 특징

도서관 적용 RFID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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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대출/반납

이용자 출입관리

RFID Tag 정보 입력

사서 대출/반납

자동 반납

분실 방지

장서 점검

디지털 사인
(전자게시판)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 RFID 전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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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 사용연한 및 내구성 테스트 결과
2007년 6월 ALA (미국 도서관 협회) 발표 자료

부착 자료의 수명이 다 할 때 까지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ISO 18000-3 Tags - 65C/95RH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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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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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대출/반납

이용자 출입관리

RFID Tag 정보 입력

사서 대출/반납

자동 반납

분실 방지

장서 점검

디지털 사인
(전자게시판)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 분실 방지 기능 강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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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 구축 제안

RFID 멀티미디어 자료실의 구성

장서 점검기:
멀티미디어 자료의
오 배열 수정기능
및 자료 검색, 찾기,
자료 수집 기능 제공
(정확한 서가 구현)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 게시판 기능
및 이용자를 위한
간략 정보 확인
기능 제공
(재미있는 자료실)

자동 대출 시스템:
한대의 기기에서
자동 대출 및 자리
배정을 동시에 구현
(멀티실 자동화 구현)

RFID Tag:
멀티미디어 자료의
자동 처리 기능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분실 방지 기능 제공.

(자동화 및 분실 방지)

사서용 대출/반납기:
RFID 태그가 부착된
자료의 사서를 통한

대출/반납 기능 제공.
자료 순환 및 정보 입력.

(편리한 대출/반납)

분실 방지 시스템:
멀티미디어 자료의

분실 방지 기능을 제공.
내장형 이용자 카운터

기능 및 고장 진단 기능.
(분실 방지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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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멀티미디어 자료실 자동화의 걸림돌
1. 도서에 비해 비교적 고가의 자료들을 취급하여 분실 우려 높음

2. 분실 방지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폐가제로 운영함

3. 도서와 달리 미디어 자료는 자료 내용의 미리 보기가 어려움

4. 도서 자동 대출 시스템과는 달리 관내 대출만 가능 해야 함

5. 자동 대출 시스템과 자리 배정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함

3M 멀티미디어실 자동화 솔루션
1. 자동 대출 시스템과 연동된 자리 배정 시스템

2. 도서 자료와 동일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분실 방지 시스템

3. 자료의 미리 보기가 가능한 디지털 사인 시스템

4. 보다 편리한 RFID 대출/반납/장서점검 솔루션

5. 멀티미디어 자료실의 개가제 운영 가능 솔루션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RFID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자료실 자동화 방안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디스플레

이
•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이 내용을 손쉽

게 볼 수 없는 자료의 요약 정보를 멀
티미디어 파일로 보여 줌. (줄거리, 동
영상, 스냅샷 등)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선택
할 수 있고, 동영상과 스냅샷 같은 멀
티미디어 자료들은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료 이용 증대 효과가 있다.이용자 안내 및 공지 사항 표시

• 평상시에는 이용자 안내 화면 및 오늘
또는 금주의 공지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전자
게시판 역할을 수행함.

• 가로형 디스플레이에 비해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주목성 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함.

3M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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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디스플레

이
•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이 내용을 손쉽

게 볼 수 없는 자료의 요약 정보를 멀
티미디어 파일로 보여 줌. (줄거리, 동
영상, 스냅샷 등)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선택
할 수 있고, 동영상과 스냅샷 같은 멀
티미디어 자료들은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료 이용 증대 효과가 있다.이용자 안내 및 공지 사항 표시

• 평상시에는 이용자 안내 화면 및 오늘
또는 금주의 공지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전자
게시판 역할을 수행함.

• 가로형 디스플레이에 비해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주목성 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함.

3M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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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대출 시스템 + 좌석 배정 시스템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M8410SAS 자동 대출기

M895 사서용
대출/반납기

대출/반닙 카운터 PC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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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 구축 제안

멀티미디어 자료 대출 시 이용자 동선 구축 방향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 자료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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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ge Seminar Sep. 2007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Digital Signage in Exhibition Oct. 2007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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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실 방지 분야와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정보관리 솔루션의
리더인 3M과 파트너가
되십시오.

사후 서비스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 회사의 안정성
: 장비설치 후 회사도산으로 서비스 불능초래

• 대출반납 업무에서 탈피,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다리지 않고 도서관 이용가능)

• 평소에 장서관리를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정확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민원을 감소시킬 수 시킬 수 있다. 

• 태그의 내구성
• 자료관리의 종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제품
- EM : 감응테이프, 분실방지기,감응제거재생기,자동대출반납기
- RF : 태그, 분실방지기, 사서용대출반납기, 자동대출반납기 등

• 안전에 대한 인증 : FCC, UL, CE 등
(인체유해 유무를 인증 받아야 판매가능)

• 제조물 책임법
: 이용자 피해발생 시 도서관이 아닌 제조사가
모든 피해를 책임 짐

• 경제성
• 전국에 걸친 체계적인 서비스
: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처리 가능

RFID 제품선정時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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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이 재 원

< 목  차 >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3. 대학도서관 현황 및 문제점

   4. 비전․추진목표․추진체계

   5.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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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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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개요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3. 주요 정책 과제

 

  4. 대학도서관 이용활성화 정책



210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대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 211



212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대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 213



214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대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 215



216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대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 217



218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대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 219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사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김 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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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인력 양성 방안

 

  2. 직원 전문성 강화

  3. BSC에 의한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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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문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서관장

차 장 섭

< 목  차 >

 

    1. 머리말

    2. 열린 공간의 성

    3. 닫힌 공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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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성(性)은 인간의 근원으로 본질적으로 숭고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추악하게 소모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

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창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비합

리적으로 이용될 때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문화에

대한 표현 방법도 열린 공간에서의 표현 방법과 밀폐된 공간에서의 표현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열린 공간에서 성문화는 민간 신앙의 형태, 줄다리기 등과 같은

놀이의 형태, 탈춤과 같은 민속 연희의 형태, 풍수지리와 같은 사상의 형태로 나

타난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향유되었던 성문화의 일면은 춘화(春花) 등을 통

해서 확인 할 수 있다.

2. 열린 공간의 성

인류에게 있어서 성은 숭배 대상이었다. 원시미술에서 민속신앙에 이르는 성의

표현은 일차적으로 풍요(豊饒)와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상징이었다. 성(性)은 만

물의 근원이다. 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性)에 대한

숭배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즉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는 지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세계 각

국에 산재해 있는 어떤 민족에게도 이 같은 의식은 살아 있다. 결국 성(性)에 대

한 숭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성을 표현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오스트리아에서 출토된 <뷜렌도

르프의 비너스>라고 이름 지워진 여체 조각상이다. 2만-1만년 전 후기 구석기시

대의 유물이다. 조각상은 얼굴이나 팔다리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인 둔부와 유방이 강조되어 있다. 11cm에 불과한 작은 크기인

이 조각은 아마도 들고 다니면서 아기 낳기를 기원하는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원시미술 가운데 성(性)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암각화

이다. 우리나라에서 암각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이다. 이 반구대의 암각화는 기하학적인 추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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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주축을 이루는 다른 지역의 암각화와는 달리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 암각화에는 10여명의 인물상이 등장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은 왼쪽 맨 위에 거북이 세 마리와 함께 서 있는 인물상이다. 옆모습을 하고 있는

이 인물상은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인데, 양 가랑이 사이로

남근(男根)을 잔득 발기시켜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인물상은 우리나라에서 남

근을 드러낸 첫 사례로써 성기숭배신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남근을 드러낸 표

현은 풍어제나 산신제를 지내는 민속으로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다.

청동기시대는 농경문화의 정착과 계급사회가 본격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국

가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농경문화의 발전된 생활상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농경문 청동기이다. 이 유물은

그 기와집의 가옥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가 없다. 앞면에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농사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

런데 뒷면에 그림 가운데 오른쪽에 따비질을 하는 인물상이 있는데, 양 가랑이 사

이에 남근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성기 숭배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

하였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면의 새 그림은 지금의 솟

대신앙과 연결된다.

토우(土偶)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형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동물이나 생활 용구, 집 등 모든 것을 본떠서 나타낸 것

을 일컫는다. 고대의 토우는 크게 장난감으로 만든 것, 주술적인 우상(偶像)으로

마든 것, 무덤에 넣기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다라서 토우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는 지역이나 각기 성격을 달리 하면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랑

의 토제 유물로 신라토우가 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독립된 형태의 토용(土俑)이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그 예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오면 백자로 만들어 무덤에 넣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흔히 명기(明器)라 부르며

인물, 동물, 생활용기 등이 만들어 졌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신라시대의 토

우이다.

신라의 토우는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토우(土偶)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토용

(土俑)으로 구분된다.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토우는 기마상(騎馬像), 배를 탄 사람,

수렵하는 사람, 성교중인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의 인물상들

이 있다. 그리고 개, 멧돼지, 말, 뱀, 개구리, 토끼, 용, 호랑이, 원숭이, 각종 새, 각

종 물고기의 모습 등 다양한 형태의 동물상이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토우에는 사람과 말, 소 등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들 토우 가운데 남녀상과 남

녀 성교상이 많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들 인물상들을 살펴보면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거나, 남녀가 성교하고 있는 모습, 임신부, 심지어는 출산중인 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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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까지도 있다. 이를 통해서 신라인의 생활상과 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볼 수 있

다.

신라의 토우는 무덤의 부장품으로써 사자(死者)가 저승에서 재생하여 영생(永

生)하도록 기원하는 장송의 한 장면이다. 성적 결합을 통한 재생 · 영생의 기원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죽은 그 사람이다. 따라서 토우의 인물상은 생산력과 재생력

을 지닌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결합을 통하여 고인의 재생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즉 신라 토우의 각종 성애상(性愛像)은 성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탄생을 기원하고

그러한 과정을 모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의 토우에는 남자의 성기(男根)를 노출한 남자상과 여자의 성기(陰戶)를 노

출한 여인상, 남녀가 결합중인 남녀 성교상이 많다 이들 토우는 각기 나름대로 몸

매, 자세, 표정을 짓고 있다. 성기를 노출한 남자 토우의 공통점은 남근이 신체의

균형에 비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인물상에서 남근을 드러낸 것은 남성 성기

의 무한한 재생력, 생산력, 번식력의 상징적 표현이다. 여성 토우상은 흉부에는 유

방이 달리고 하체에는 음호가 뚫려 있으며, 혹은 임신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

다. 여성의 성기를 과다하게 노출한 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인 성행위의 본질은 생명의 탄생이다. 신라의 토우에서 결합된 남녀상을 통해

서 죽은 이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민속이나 민간신앙의 하나로 성기에 대한 숭배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우

리나라에서 성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남근석에 대한 숭배이다. 성 숭배의 유

형은 대개 실제 성기 모양을 만들거나 이와 비슷하게 생긴 암석, 선둘 등에 대한

성기 암석 신앙, 당제의 신물로 봉납되는 모형 성기 신앙, 자연지형에 성적 의미

를 결부시킨 풍수도참신앙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탑과 수탑, 여

근암과 남근암, 성기바위, 좆바위와 씹바위, 공알바위, 처녀바위 등 다양하게 나타

난다.

성기숭배 사상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살펴보면 남근 조형물, 무교·불교와 결합된

성, 성기를 닮은 자연지형물 숭배신앙, 남근형의 마을지킴이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도 성신앙적인 조형물의 백미는 역시 남근형으로 조각한 사례들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삼척 해신당의 나무로 깎은 남근목과 정읍 · 순창 · 남원 · 임실

등지의 남근석은 그 소재가 성기여서 그렇지 조각적인 사실미와 예술성을 뽐내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남근석을 비롯한 성신앙적인 조형물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불교 · 무교와 결합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불사의 중흥과 함께 불교에 민간시앙적인 요소들이 수용

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사찰 입구에 장승이 들어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근석

이나 여근석 같은 성신앙적인 조형물이 들어서거나, 경내의 특정 바위나 계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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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앙과 결합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성신앙은 조각적인 조형물도 있지만

자연물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성신앙에서 여성의 성기표현은

대부분 산이나 계곡, 바위틈, 나뭇가지상의 구멍과 같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남근석과 같은 성신앙적 조형물은 그 기능이나 의미에서 장

승이나 벅수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돌 세움식의 형태감이 유

사하고, 장승과 남근석이 함께 세워져 동제의 중심이 되거나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데서 그러하다.

우리 조상들은 남근석이나 여근석같은 성기 조형물을 중심으로 동제(洞祭)의 한

전통을 만들어 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듯이 마을 공동체

의 의례나 그 속에서 벌어지는 놀이에서도 성(性)은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그러

한 공동체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 행사가 줄다리기이다. 줄은 암줄과 숫줄 두

가닥으로 나누고, 서로의 줄머리를 올가미처럼 둥글게 틀어 ‘도래’라고 불리우는

고리모양으로 만든다. 널찍하게 만든 둥근 암줄의 도래에 머리가 좁은 숫줄의 그

것을 끼우고 비녀목으로 고정하게 된다. 좁고 넓은 각각의 도래 형태는 남녀의 선

기를 상징한다. 그리고 줄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은 성행위를 암시한다.

3. 닫힌 공간의 성

춘화는 성(性)을 표현한 그림이다. 예술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이고 삶을 주요대

상으로 삼는다. 성은 본능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삶의

요소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근원인 성(性)은 예술작품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춘화는 남근석(男根石)과 함께 우리나라 조상들이 남긴 성문화를 대표

한다. 남근석이 민중의 삶이 배여있는 민속미술의 독특한 조형물이라면, 춘화는

에로스 미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생활신앙으로서 남근석의 형태감은 공동체문화

의 당찬 힘을 드러내고, 춘화에 비친 성희의 표현과 풍자성은 근대적인 인간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대정신을 적절히 시사하고 있다.

춘화는 우리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이며, 예술작품이다. 성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에로틱 아트(erotic art) 즉 예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포르노그라피

(pornography) 즉 외설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항상 논란이 있

어 왔다. 이는 예술과 외설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금기에 따라서 상당히 신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로틱 아트(erotic

art)는 성을 주제로 다루거나 관능적으로 표현한 미술을 말하는 것으로 성행위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하여 노골적이고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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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피(pornography)와는 구별된다. 즉 포로노그라피는 성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내세우고, 있을 수 없는 성의 외양을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그리고 외

설이 대상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주는 반면에 예술은 대상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넓혀간다. 우리나라의 춘화는 과장이 있으면서도 억지스럽지 않고, 살짝 숨기면서

도 개방적이며, 해학과 풍자를 통해 여유와 순박한 건강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춘화는 우리나라 미술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친근한 미의식을 가

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예술작품이다.

춘화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세계 각 국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춘화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춘화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인

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 즉 유럽의 에로틱 아트는 관능미의 극치를

표현하기 위해 과장되게 표현하며, 자극적이고 도발적이다. 보다 원색적이고 강력

한 터치를 하였다. 초기에는 신화나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

의식을 자극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양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불허한다. 작자의 의도만 있을 뿐 독자의 상상력이나 추리력은

배제함으로써 직설적이다. 진정한 사랑은 정신과 육체가 모두가 하나되는 것이다.

서양의 에로틱 예술은 정신적인 것이 배제된 채 동물적인 육체의 결합만을 강조

하고 있다. 반면 동양은 정신과 육체 모두가 결합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서양에서 에로틱 아트의 시작은 그리스의 도기에 나타난 장식화이다. 그리

스 도기에 나오는 장식화는 생식기를 밖으로 들러낸 표현을 하였다. 사랑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였던 그리스인들은 건강한 생식기야말로 삶을 지탱케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르네상스 시기의 성에 대한 표현은 대개 종교에 의해

속박된 인간성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인물의 누드화가 유행하였다. 우리나라 춘화가 나타난 시기와 같은

서양은 로코코미술이다. 로코코 미술은 일반적으로 회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의

다른 그림과 비교해서 등장인물의 얼굴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되었다. 반면

에 여인의 둔부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로 이어지는 치마 속의 세계는 지나치리

만큼 꼼꼼하게 묘사하였다.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강

조하는 속화적인 표현이 강하다. 배경을 생략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려야 할 것과 보여주어야 할 것만을 그리며 상징과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

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동양이 얼굴표정과 배경까지도 에로틱하게 표현하는 것과

는 대조적이다. 즉 동양에서는 간접적이면서 은근한 맛을 주는 데 비해서 서양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자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인도(印度)의 그것은 카마스투라(Kama-sutra)이다. 카마스투라는 현존하는 인도

의 가장 오래 된 성애(性에愛 )관한 문헌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철학자 바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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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쓴 것으로 알려진 카마수트라가 가장 유명하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되었고 성

립연대는 400년경으로 추정된다. 인도에서 성애는 예로부터 실리(artha) 도덕

(dharma)과 함께 속세의 3대 목표였는데 이 책은 당시까지의 성애에 관한 학설을

모은 것이다. 성애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 사회

의 생활을 아는데도 중요한 문헌이다. 그런데 인도의 카마수트라는 예술적인 면

보다는 방중술에 가깝다. 따라서 사람들의 표정이 감정의 표현이 거의 없어서 매

우 도식적이다.

페르시아도 인도와 같은 계통이다. “성기(性器)에 축복내리신 알라는 칭송받아

마땅하리. 알라는 여성의 그곳에 환희를 심어주고, 여성이 남성에 의해 관통되었

을 때 그녀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네. 아울러 어떤 남성도 여성의 그 자연 안

으로 들어가기까지 평화를 얻지 못하네” 이슬람 문화권의 이야기들을 채록한

<<샤이흐 네프자위의 향기로운 정원>>에 기록된 구절이다. 이슬람세계에서는 성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연희를 환상과 실재로 굳이 나누지 않고 가능한 한

그 둘의 합일을 추구하였다. 상상속에서 벌어지는 성애의 주인공을 자임하며 그

환상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도취되고 도취시키며 자신과 타인이 구별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나뉘지 않는

성, 곧 섹스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된 신의 세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여기 성스러운 상징, 이슬람세계의 영물인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카맆 곧 왕만

이 소유할 수 있는 코끼리는 현실의 권력과 권위를 동시에 상징한다. 그런데 이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다섯쌍의 남녀와 동성애를 즐기는 한 여인이다. 화려한 장신

구로 온몸을 감싼 남녀들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귀족 또는 왕족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묘사된 다섯 쌍의 남녀가 각기 다른 다섯

가지의 체위로 교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색조로 그려진 이 그림에서 공

교롭게도 남녀의 성기부분만 먹선으로 덧칠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표정과 도식적인 표현) 이처럼 페르시아의 에로틱 아트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방중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日本) 춘화는 우키요에(浮世繪)의 한 부분으로 유행하였다. 우키요에(浮世

繪) 일본 도쿠가와 시대(德川時代)에 유행하였던 중요한 미술의 장르. 가마쿠라시

대(鎌倉時代)에 창작되었던 에마키(繪卷)의 사실주의적 설화와 모모야마 시대(桃

山時代)와 도쿠가와 시대의 원숙한 장식적 화풍을 혼합한 미술양식이다. 이 양식

은 또한 토속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리얼리즘 요소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우키요에

양식으로 그려진 초기의 작품들은 병풍화였는데 일반적으로 낙관이 없었다. 이 작

품들은 에도(江戶 : 지금의 도쿄)나 다른 도시지역의 유곽(완곡한 표현으로는 우

키요<浮世> 덧없는 속세라는 뜻)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유명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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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창녀와 유녀(遊女), 가부키(歌舞伎)배우와 연극의 유명한 장면, 도색적인 내용

등을 주제로 하였다.

그러나 병풍화보다 더 중요한 형식은 목판화인데, 우키요에 화가들은 목판화를 최

초로 이용한 사람들이다. 도시의 일상생활상과 시장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기울임

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우키요에 판화는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키요에 최초의 대가로 솜꼽히는 사람은 히시카와 모로노부

(菱川師宣)이다. 단일색상에서 2가지 색상의 채색판화로 이행한 것은 오쿠무라 마

사노부(奧村政信)에 의해서 였으며, 스즈키 하루노부(鈴木春信)는 1765년 여러 벌

의 목판을 이용한 다채색 판화를 도입하였다. 우키요에 양식의 진수는 우타마로

(歌麿), 호쿠사이(北齋), 히로시게(廣重)의 작품에서 구현되었다.

일본 춘화의 특징은 첫째, 남녀의 성기가 지나치게 과장되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둘째, 등장인물이 결코 완전한 나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셋째, 설정된 성행위의 상

황과 화면에 등장하는 소도구 그리고 남녀를 불문한 체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

다. 일본춘화가 같은 동양권인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유

는 현대의 포로노 산업니 주도하는 시각물처럼 최음(催淫)을 목적으로 한 산업생

산방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로 판화의 기법에 의해 제작되고 대량으로 복제되

어 널리 퍼진 일본의 춘화는 일찍이 생산과 보급, 수요와 공급에서 산업화되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잘 연출되고 다른 것과 비교하여 색다른 맛을 내야만 상품으

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국은 표현이나 뻔한 상황설정은 사라지고 상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남녀간의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성애를 보편적인 일로 이해

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성을 감추기보다는 개방적으로 드러내는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성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식은 굳이 그림에서 성을 암시나 상징을 통

해 우회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은 명나라부터 춘화가 유행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춘화는 궁궐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춘궁화(春宮畵)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중국의 춘궁화는 조

금은 음흉하고 느끼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춘화가 솔직 담백한 것과는 대조적이

다. 결국 우리나라 춘화의 특징은 은유성, 상징성, 해학성, 풍자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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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대학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회장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김종서 02-880-5280

chongsu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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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기 042-821-6010
ksk72@cnu.ac.kr

전북대학교 도서관장 정재연 063-270-3451
jungjy@chonbuk.ac.kr

부경대학교 도서관장 배대석 051-629-6700
dsbae@pknu.ac.kr

강릉대학교 도서관장 이현모 033-640-2576
phmlee@kangnung.ac.kr

실무이사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신승철 033-250-8003
sccgod@kangwon.ac.kr

경상대학교 사서사무관 유경종 055-751-5102
kjy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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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식
064-754-2201

bsso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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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서기관 김종은 공로상 공로연수

2 서울대학교 서기관 장성윤 " 공로연수

3 공주대학교 사서사무관 주완로 " 공로연수

4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선정숙 " 공로연수

5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한상필 " 공로연수

6 경북대학교 사서주사 신영란 " 공로연수

7 공주교육대 사서주사 박명순 " 공로연수

8 목포대학교 사서주사 정진호 " 공로연수

9 서울대학교 사서주사 김만섭 " 명예퇴직

10 서울대학교 사서주사 김종순 " 공로연수

11 서울대학교 사서주사 유각근 " 공로연수

12 전북대학교 사서주사 한상철 " 정년퇴직

13 한경대학교 사서주사 최인정 " 정년퇴직

□ 제60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현황

◎ 일시 : 2008. 6. 19(목) - 6. 20(금)

◎ 장소 :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대강당

◎ 참석자 : 33개교 93명(명단별첨)

Ⅰ. 개회

- 개회선언 : 사무국장(서울대학교 장석일 과장)

- 국민의례 : 사회자( " )

- 개 회 사 : 협의회장(서울대학교 김완진 도서관장)

- 축 사 : 강릉대학교 총장(한송)

- 환 영 사 : 강릉대학교 도서관장(이현모)

Ⅱ. 공로상 증정 : 협의회 회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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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강

- 강사 : 정항교(오죽헌 시립박물관장)

- 주제 : 강릉을 왜 문향, 예향이라 하는가?

Ⅳ. 도서관 정책 소개

- 강사 : 이재원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Ⅴ. 경과보고 : 협의회 사무국장(서울대학교 장석일과장)

일반업무

1. 제13회 독서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 추천일 : 2007. 7. 4.(수)

○ 추천인원 : 2명

○ 제13회 독서문화상 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 수상일시 : 2007. 9. 11.(화), 16:00

- 수상장소 :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 수상자 : 1명(충남대학교 이근희)

2.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7차 관리자 세미나 화환 전달

○ 일시 : 2007. 7. 4.(수) - 7. 6.(금) 2박 3일

○ 장소 :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

○ 참석대상 : 회원교 중간관리자(부장, 과장, 팀장급)

○ 주제 : 대학도서관 발전과 위상강화 활동 방안

3. 제23대 한국도서관협회장 취임 축하 화분 전달

○ 일시 : 2007. 7. 10.(화)

○ 장소 : 한국도서관협회

○ 신임회장 : 김태승 박사

4. 2007 해외 DB 국가라이선스 선정 및 협상 위탁 연구 - 2 계약

○ 일시 : 2007. 7. 10.(화)

○ 계약금액 : 8,000,000원



270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 연구책임자 : 강원대 이영우과장

○ 공동연구원 : 서울대 임상원사무관, 경북대 정민진, 충남대 홍구표,

부산대 장영남 (간사 : 강원대 김종필)

5. 각 지구별, 관종별 협의회 사무국장 간담회 참석

○ 일시 : 2007. 7. 12.(목) 16:00-17:45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15명 (협의회 : 9명, 사무국 : 6명)

김형준(대구경북지구협의회), 이랑순(광주전남지구협의회), 박성기(공공

도서관협의회), 장석일(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김태식(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양덕수(전문대도서관협의회), 최충식(한국신학도서관협의

회), 손청기(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이순옥(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상 협의회>

부회장, 사무총장, 기획부장, 유태형, 신재은, 김태경 <이상 사무국>

○ 불참자 : 김성득(부산지구협의회), 김은희(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 주요내용

-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관련

․ 이번 대회부터 협회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대회를 주최/주관하기로 함.

․ 개회식에서 협의회장을 소개하고 단상에 협의회기 및 스탠딩 배너를 설

치 하고 각종 인쇄물에 공동 주최 등을 적극적 홍보 (공문, 주제발표논문

집 등)

․ 등록대를 각 협의회별로 설치하여 협의회 직원이 직접 담당하여 참가증

을 교부 하기로 함 (사전에 협의회별 참가 인원 파악이 필요함)

․ 세미나인 경우 각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지만 우리 협회의 전국

도서관대회는 범 도서관계 행사이므로 많은 도서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협조 요청

․ 각 협의회는 협의회 행사에만 참가하는 전시업체명단을 협회에 제공하고

참가 독려

․ 대회 동안 협의회 회장단 숙소 제공

- 협회에 각 협의회 사무국 설치 방안

․ 매년 또는 2년간의 짧은 임기로 사무직원 및 사무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협의회는 협회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 협의회 관련행사 참석의 범위와 수준에 관한 규칙 작성

- 사무국장 회의 정례화

․ 매년 4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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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전(예산 편성 전, 1-2월 중) 1회

․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기간 중 1회, 필요시 2회 이상

- 협의회 사무국장은 가급적 협회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함

(관심 있는 분야)

- 차기 회의일자 : 2007. 10. 10. 저녁(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날)

6. 제48차 국공립대학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교 업무협의 및 격려방문

○ 일시 : 2007. 8. 3.(금)

○ 장소 : 강원대학교 도서관

○ 참석자 : 사무국장, 총무

7.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기반정보과 방문

○ 일시 : 2007. 8. 24.(금)

○ 참석자

- 교육인적자원부 : 오순문과장(지식정보기반과), 신승철사무관

- 협의회 : 사무국장, 총무

- 서울대 : 김기태사무관

○ 주요내용

- 신임 지식정보기반과장과 협의회 사무국 상견례

․ 대학도서관 현안사항

․ 대학도서관의 위상 및 역할

8. 제19차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사무관․서기관 회의

○ 일시 : 2007. 10. 5.(금)

○ 장소 : 공주대학교 도서관

○ 참석인원 : 35명

○ 주요내용

① 특강(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도서관 협력 현황 및 경과

- 저작권법 공동 대책위원회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설립

②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수첩 발간

제59차 정기총회 결정사항과 같이 발간하며,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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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간

제59차 정기총회 결정사항과 같이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도서관 업무

편람 발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2007년도에는

편집계획 수립 및 위원 위촉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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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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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지원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50 만원 지원

9. 제44차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및 화환 전달

○ 일시 : 2007. 10. 10.(수) - 10. 12.(금)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석자 : 사무국장(서울대 김기태사무관 대리참석), 총무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참가자 접수 등 대회 지원

10. 2007년도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임원회의 개최

○ 일시 : 2007. 11. 7.(수) 13:30 -

○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6명

○ 주요내용

- 대학도서관연합회(가칭) 정관(안)

․ 대학도서관연합회(가칭) 정관(안)을 승인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개정

․ 안건 : “사서사무관․서기관협의회”의 주요 정책 토론 및 역할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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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명칭 변경과 회의시간 조정에 대한 회칙 내 조항 개정 또는 신설

․ 결과 : “사서사무관․서기관협의회” 회장(변태현 경북대학교 과장)과 실

무진이 세부 회칙 신설 및 개정내용을 준비하여 추후 통보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

․ 종합 의견

▹대학이 생산․서비스하는 디지털 자료의 납본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학

의 권리를 무시하고,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 발굴 및 구축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법률로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

․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법률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성명서” 검토

▹성명서 첫째 반대 사유 중 “사유재산을 강탈”을 “지적재산권을 강탈”로 수정

요망

▹대학도서관발전위원에서 마련한 “성명서” 승인

․ 향후 대처 방안

▹문화관광위원회의 관련 국회의원, 전문위원을 방문 대학도서관의 입장

표시 및 성명서 전달

▹도서관 뿐 아니라 대학 행정 당국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

▹지적재산권법학회, 저작권법학회 등 관련 학회의 협조 요청

- 기타

․ 국공립대학도서관 세미나 개최

▹장소 및 일시 : 제주대학교 (2008. 1. 24-25)

▹주제발표 : 강원대학교 1인, 서울대학교 1인, 제주대학교 1인

11.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참석 및 화환 전달

○ 일시 : 2007. 12. 12.(수)

○ 장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참석자 : 협의회장, 사무국장, 총무

12. 경상대학교 도서관 “장서 100만권 확보 및 리모델링 오픈행사 참석 및 화

환 전달

○ 일시 : 2007. 12. 26.(수)

○ 장소 : 경상대학교 도서관

○ 참석자 : 사무국장, 총무

13. 제49차 국공립대학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참석 및 화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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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8. 1. 24.(목) - 1. 25.(금)

○ 장소 : 제주대학교 도서관

○ 참석자 : 협의회장, 사무국장, 총무

14.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34차 정기총회 화환 전달

○ 일시 : 2008. 2. 14.(목)

○ 장소 : 한성대학교 DLC(미래관 B1층)

15.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2008년 정기총회 참석

○ 일시 : 2008. 3. 20.(목)

○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참석자 : 협의회장, 사무국장, 총무

16. 한국도서관협회 제59차 정기총회 참석 및 화환 전달

○ 일시 : 2008. 3. 21.(금)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사무국장

17.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연구진흥과 방문 및 업무협의

○ 일시 : 2008. 3. 28.(금)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6층 학술연구진흥과

○ 참석자

- 교육과학기술부 : 박춘란국장 외 9명

- 협의회 : 사무국장, 총무

- 서울대학교 : 김창근사무관, 김기태사무관

○ 주요내용

과학기술부와 통합후 조직 개편에 따른 대학도서관 담당부서 변경으로 국공립

대학도서관협의회 소개 및 현안사항 협의

18. 제26집 도서관보 편집회의 개최

○ 일시 : 2008. 4. 18.(금)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 플럼룸

○ 참석자 : 11명(편집위원 8명, 사무국 도서관 직원 3명)

- 편집위원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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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급 성명 비고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장석일 위원장

강릉대학교 사서사무관 강우상 위원

경북대학교 사서사무관 박정상 위원

군산대학교 사서사무관 민승관 위원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주성희 위원

창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유경종 위원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윤순근 위원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정희주 간사

○ 안건

-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6집 편집자료 검토

- 국공립대학도서관 회원수첩 발간(안) 검토

○ 주요내용

① 개정 도서관법 게재

- 도서관법 시행세칙이 변경되었으므로 수록 예정

②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기준 게재

-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새로운 기준은 준비 중이며, 2006년도 평가기준 중 도

서관에 대한 학부/대학원 기준을 발췌하여 게재

③ 논문의 질 제고 방안 검토

- 제26집에 게재된 논문 중 1편만 자발적인 기고

- 개인의 자발적인 기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방안 필요

④ 통계 수집의 신뢰성 확보 및 통계 수집 시기 조정

- 각 대학의 도서관보 담당자의 빈번한 변경으로 통계작성 기준이 소실되어

통계에 대한 신뢰성 저하

- 일관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작성 지침서 제정이 필요하며, 통계관

련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추진

- 도서관보의 기존 통계항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에서 요청하

는 통계를 검토하여 반영 필요

⑤ e-book은 기본장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통계 작성

⑥ 논문을 제외한 일반사항에 대한 한자 사용 지양

- 제26집 통계에 나온 한자는 한글로 수정하며, 직원명부는 26집까지는 한자

로 수록하되, 제27집부터는 한글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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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향후 통계작성자들이 홈페이지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서 도서관보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경 예정

⑧ 지금까지 발간되었던 도서관보를 PDF로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⑨ 제25집과 변경된 내용

- 대학통합으로 통계 통합 : 강원대(삼척캠퍼스), 경북대(상주대), 제주대(제

주교대)

- 신규 가입 : KAIST

- 협의회 소식 :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항목 삭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내

용 추가

- 도서관장 현황과 회원교 도서관장 일람을 통합하여 도서관장 인사발령 현

황으로 변경

- 통계자료

․ 현원 부문 : 경노무직 → 보조사서

․ 자격증 : 남녀 구분 → 통합

․ 자료정리도구 : 동양서 / 서양서 → 국내서 / 국외서

․ 개관시간 자료실 부문 : 일요일 추가

- 부록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정관 추가

․ 문화관광부 고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추가

․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기준 중 학부/대학원의 도서관 평가기준 추가

19. 제60차 정기총회 개최교 업무협의 및 격려 방문

○ 일시 : 2008. 5. 2.(금) - 5. 3.(토)

○ 장소 : 강릉대학교 도서관

○ 참석자 : 사무국장, 총무

20.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및 전자정보전문위원 연석회의 참석

○ 일시 : 2008. 5. 21.(수)

○ 장소 : 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실

○ 참석자 : 사무국장

○ 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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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도서관종합발전계획” 검토

- 대도연 사업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 대도연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 결재라인에 관한 사항

21. 2008년 학술자원관리체제 구축 사업 사전 협의회 참석

○ 일시 : 2008. 5. 28.(수)

○ 장소 : KERIS 14층 회의실

○ 참석자 : 사무국장

○ 회의 주요내용

- 학술자원 현황 조사 전략 및 방안 논의

- 학술자원관리체제 시스템 구축 관련 논의

22.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6집 배포

○ 배포일 : 2008. 6. 9.(월)

○ 발행부수 : 1,550부(KAIST 가입으로 발행부수 증가)

○ 배포처 및 부수 :

- 회원교 도서관 : 48개 도서관 1,160부(직원수 + 등록 3부)

-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도서관 : 230부(115개교 * 2부)

- 문헌정보교육기관 : 84부(42개교 * 2부)

- 유관기관 : 44부(12개 기관)

- 퇴직과장 : 36부(36명 * 1부)

- 예비 및 보유분 : 16부

23.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현판식 참석 및 화환 전달

○ 일시 : 2008. 6. 3.(화)

○ 장소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참석자 : 사무국장

총회 및 임원회의

1. 제59차 정기총회

○ 일시 : 2007. 6. 21.(목) - 6.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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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합동강의실

○ 참석자 : 40개교 93명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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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원회의

○ 일시 : 2008. 6. 19.(목), 10:30

○ 장소 : 강릉대학교 도서관 회의실

○ 참석자 : 15명(김완진회장외 14명)

○ 주요내용

① 2007년도 세입세출 경과보고 및 2008년도 사업계획 안내

②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순위 조정

③ 도서관 직원해외연수 제도화

④ 주제전문사서 양성

⑤ 도서관자료의 이용 보존 및 폐기 기준 마련

⑥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운영

⑦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학칙개정 필요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1. 제48차 학술세미나

○ 일시 : 2007. 8. 9.(목) - 8. 10.(금)

○ 장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참석자 : 131명

○ 부스설치 : 1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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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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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9차 학술세미나

○ 일시 : 2008. 1. 24.(목) - 1. 25.(금)

○ 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참석인원 : 105명

○ 부스설치 : 7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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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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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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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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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서비스 

PDU
(PQDT & DDOD)

북미 상위권대학의 박사학위논문 원문PDF 제공,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대학(약 1,440개)의 석․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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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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 협의회사무국장

(2007.7.1. - 2008.6.30.)

구분 항 목 2007년도예산액 2007년도결산액 증 감 비    고

 세  입

전년도이월금 10,618,832 10,618,832 0  

회비수입 21,600,000 21,600,000 0
 ․33개교 X 500,000원                = 16,500천원 ․17개교 X 300,000원                =  5,100천원

이자수입 300,000 306,028 6,028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기타수입 17,600,000 24,248,000 6,648,000
 ․도서관보 광고료: 2,400천원 ․부스 설치료    : 10,200천원 ․해외DB 국가라이선스 위탁  연구 수입비 : 7,648,000원 ․기부금 : 4,000천원

계 50,118,832 ①56,772,860 6,654,028  

 세
 출

포상비 4,248,000 6,530,000 2,2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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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 2,807,220 △192,780  ․임원회의, 편집회의, 기타
회지 발간비  9,000,000 9,237,500 237,50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6집 발간
업무 추진비  1,200,000 1,200,000 0  ․업무추진비
운영비 9,000,000 9,241,060 241,060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기타
지원금 3,000,000 3,600,000 600,000  ․총회, 세미나 부스설치 지원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000,000 2,000,000 0
대학도서관편람 3,000,000 3,313,700 313,700  ․협의회 회원수첩 발간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비 2,000,000 4,000,000 2,000,000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 총회 지원금 포함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운영비 6,648,000 7,648,000 1,000,000
예비비 3,722,832 0 △3,722,832

계 50,118,832 ②52,877,480 2,758,648

참고  ① - ② = 3,895,380(2008년 예산으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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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2007년도

결산액
2008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세  입

전년도이월금 10,618,832 3,895,380 △6,723,452  
회비수입(48개교) 21,600,000 20,800,000 △800,000

 ․32개교 X 500,000원            = 16,000천원 ․16개교 X 300,000원 
          =  4,800천원

이자수입 306,028 300,000 △6,028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VII. 2007회계년도 감사보고 : 기관감사

○ 2007. 7. 1. - 2008. 6. 30. 까지 수입 및 지출내역 감사보고

○ 잔액 3,895,380원을 2008회계년도로 이월함.

2007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

하게 처리되었고 회무활동에 내용도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특기사항>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총회 지원 포함 2,000,000원은 당초 예산에

없던 것으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지원금에 비하여 과다

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2008. 6. 19.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기관감사 송 병 식

VIII.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1.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안)

○ 61차 정기총회 개최 : 2009년 6월, 부산대학교 도서관

○ 50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 2008년 8월,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 51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 2009년 2월, 진주산업대학교 도서관

○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7집 발간 : 2009년 5월

○ 임원회의, 편집위원 회의 등 개최

○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운영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운영 지원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7.1. -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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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24,248,000 11,400,000 △12,848,000  ․도서관보 광고료: 2,400천원 ․부스 설치료    : 9,000천원
계 ①56,772,860  ③36,395,380 △20,377,480

 세
 출

포상비 6,530,000 4,600,000 △1,930,000  ․공로상 및 부상 : 10명 기준
총회 보조금 1,300,000  1,300,000 0  ․제61차 총회 보조금(부산대) 
세미나 보조금 2,000,000  2,000,000 0  ․제50차 세미나보조금(교원대)  ․제51차 세미나보조금(삼척대) 
회의비 2,807,220  2,000,000 △807,220  ․임원회의, 편집회의, 기타
회지 발간비 9,237,500  9,237,500 0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7집 발간
업무 추진비 1,200,000    1,200,000 0  ․업무추진비
운영비 9,241,060 7,000,000 △2,241,060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기타
지원금 3,600,000 3,000,000 △600,000  ․총회, 세미나 부스설치 지원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000,000 2,000,000 0  ․통계출력 등 기능 개선
대학도서관편람 3,313,700 2,000,000 △1,313,700  ․대학도서관 업무편람 발간준비
대학도서관  연합회 운영비 4,000,000 2,000,000 △2,000,000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운영비 7,648,000 0 △7,648,000  ․2008년도부터 한국대학도서관 연합회에서 주관
예비비 0 57,880 57,880

계 ②52,877,480 ④36,395,380 △16,482,100
참고  ① - ② = 3,895,380 (전회계년도 이월금) ③ = ④ (세입예산액 = 세출예산액)

IX. 토의 안건 채택

○ 관장 분임

① 도서관 직원 해외연수 제도화

②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③ 중견관리자 회의 정례화

○ 중견관리자 및 실무자 분임

① 주제전문사서 양성

② 도서관 자료 이용․보존 및 폐기 기준 마련

③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

○ 공통사항

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산하 전문분관위원회 설치

② 학술세미나 개최 운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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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도서관 서비스 백서 발간

X. 주요결의 내용

1.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순위 확정

․제50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 한국교원대학교(‘08.08.)

․제51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09.02.)

2. 도서관 직원 해외연수 제도화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며, 차기 총회에서 결과

보고

3. 주제전문사서 양성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한국도서관협회에 주제전문사서 자격증 제도 건의 및 활성화

․KERIS에 주제전문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 제의

4. 도서관 자료의 이용․보존 및 폐기 기준 마련

․문화관광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대학도서관법 제정 시 관련 조항 설치

5.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를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인 노력 병행

6.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한 법령을 참고하여 각 회원교 도서관에서 위상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 강구

7.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산하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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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 분과와 동일 분과를 협의회에 설치․운영

- 전자정보분과, 법제연구분과, 학위논문공동이용분과, 교육출판분과, 상호대차분과

8. 학술세미나 개최 운영 변경

․연2회 개최하던 학술세미나를 협의회 개최 1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공동

개최 1회로 변경

․제50차(‘08.08.), 제51차(’09.02.) 학술세미나는 협의회 단독 개최 : 제52차 학술

세미나부터 동 연합회와 협의하여 개최(임원회의 세부사항 검토)

9. 대학도서관 서비스 백서 발간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특화된 학술정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서비스 백서를

발간, 전회원교에 보급

10. 중견관리자 회의 정례화

․협의회 산하 정식회의로 정례화하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회칙개정)

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함

11. 자료구입비 확보를 위한 결의문 전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자료구입비 확보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

Ⅺ . 분임토의

1. 관장 분임 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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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협회에 주제전문사서 자격증 제도 건의 및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KERIS에 주제전문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건의

․문화관광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대학도서관법 제정시 관련 조항

설치 : 망실자료, 미반납 자료에 대한 사항 등

․공동보존서고 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검토중인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설치를 적극 건의하고, 지역적인 협력과 자체적인 노력 병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 분과와 동일 분과를 협의회에 설치함으로 연합회

사업 참여 및 협의회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발전방안 모색

- 전자정보분과, 법제연구분과, 학위논문공동이용분과, 교육출판분과, 상호대차분과

․연2회의 학술세미나를 1회로 줄이고, 1회는 대학도서관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 : 제51차 세미나 이후 시행

․대학도서관서비스 백서 발간 : 국내외도서관의 특화된 학술정보서비스

조사 게재, 2009년 3월 발간 예정

․중견관리자 회의의 정례화 : 협의회 회칙 개정 필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디지털자료납본법의 재 입법 추진에 대하여 협의회

차원의 적극 대처 방안 강구

․도서관 직원 해외연수 제도화는 긍적적으로 검토하여 차기회의시보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안 제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학칙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 건의보다

는 각 대학이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

․주제전문사서 양성은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서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며, 자체적으로도

자구책 강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산하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동일한 전문분과

위원회 설치

․협의회 주관 학술정보화세미나 개최는 연 1회로 하며, 대학도서관연합회와

공동으로 연 1회 개최

․대학도서관서비스 백서 발간

․국외연속간행물의 예산 문제를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대학도서관연합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공동대처방안을 수립하며, 총장협의회에 예산 관련

지원을 건의

2. 과장 분임 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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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학명 직 명 성 명 연번 대학명 직 명 성 명

1

협의회사무국

회장 김완진 48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최윤범

2 사무국장 장석일 49 사서주사보 채종병

3 총무 정희주 50 사서주사보 권재철

4
강릉대학교

도서관장 이현모 51 전산서기 김다영

5 학술정보과장 강우상 52 기능직 박애신

6

강원대학교

도서관장 이경수 53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장 한현우

7 학술정보지원과장 이영우 54 사서주사 최용주

8 학술정보운영과장 강경애 55
서울시립대학교

과장 김정규

9 사서주사 채수용 56 지방사서주사 전욱진

10
강원대학교(삼척)

도서관장 차장섭 57

순천대학교

도서관장 양선기

11 사서주사 박건호 58 학술정보과장 김영현

12

경북대학교

도서관장 남권희 59 사서주사 배금표

13 서기관 변태현 60 안동대학교 사서사무관 윤승준

14 사서사무관 박정상 61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장태규

15 사서주사 이상조 62 사서사무관 주성희

16 사서서기 김영식 63
전북대학교

관장 이종덕

17 경북대학교(상주) 사서주사보 정임탁 64 사서주사 정규종

18
경상대학교

도서관장 김남향 65

제 주 대 학 교

도서관장 송병식

19 학술정보운영과장 김남희 66 수서정리과장 양대옥

20 경찰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은희 67 자료관리과장 장차희

21
공주대학교

과장 김성자 68
진주교육대학교

열람팀장 박주영

22 사서주사보 김현수 69 실무자 김종철

23 광주교육대학교 사서서기 박현정 70 창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유경종

24 군산대학교 과장 민승관 71 청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전종길

25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장 이지수 72

충남대학교

도서관장 한복희

26 수서담당 손창식 73 자료운영과장 남미희

27
목포대학교

도서관장 윤한용 74 사서주사보 신현석

28 학술정보지원과장 박인순 75 사서서기 문주현

29

부경대학교

도서관장 조동구 76

충북대학교

도서관장 김인경

30 학술정보과장 배정한 77 자료운영과장 남윤범

31 사서주사 편해찬 78 사서주사보 우상운

32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이희열 79

충주대학교

도서관장 김병무

33 서기관 이절자 80 사서주사 권오석

34 사서사무관 이동문 81 사서주사 전병직

35 사서주사 장영남 82 사서주사 김국년

36 사서주사 홍성철 83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장 이남재

37 서울교육대학교 사서주사 박종례 84 학술정보과장 김규숙

38 서울대학교 수서정리과장 김성중 85 사서주사 정   명

참석자 명단



제60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현황 / 289

39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임상원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서주사 조영선

40 사서사무관 이두영 87 한국체육대학교 사서주사 이규범

41 사서사무관 최근완 88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장 정연철

42 사서사무관 홍구표 89 사서사무관 안병재

43 사서주사 김장원 90 사서주사 전혜숙

44 사서주사 김현준 91 한밭대학교 사서주사 이수하

45 사서주사 장준수 92
KAIST

선임기술원  양기홍

46 사서주사보 김근욱 93 책임사무원 홍창수

47 사서주사보 박정순

참석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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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 학 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강릉대학교  강우상(과장), 한지성, 김동완   3

2  강원대학교
 박건호, 이선자, 김도현, 홍현표, 이수진, 

 강성남, 임기풍 
  7 

3  경북대학교  심세향, 박영희, 조옥수   3

4  경상대학교  박명숙, 장선익, 허둘자, 방미경   4

5  공주대학교
 김연심, 정진희, 심인선, 김현수, 이연희, 

 유경홍, 조성윤
  7

구분 대학별 계 사무국 합계대학교 교육대학교 공립․특수 개최교
대학수 23 7 3 1 34 34

참석인원 80 9 4 14 107 3 110

□ 제50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 일 시 : 2008. 8. 21.(목) - 8. 22.(금)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 국제회의실

◎ 행사내용

◦ 초 청 강 연 :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전략적 경영

/ 곽동철(청주대학교 교수)

◦ 제1주제발표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정보서비스 현황과 제문제 고찰

/ 정 명(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사서)

◦ 특 별 강 연 : 베토벤의 엘리제는 과연 누구일까?

/ 이남재(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장)

◦ 기 술 동 향 : 도서관 RFID 시스템

/ 김정민(한국쓰리엠주식회사 RFID 사업부)

◦ 현 장 견 학 : 청남대

◎ 참가현황

◦ 대학별 참석 현황

◦ 대학별 참석자 명단

-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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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산대학교  김영철, 이현주, 김태훈, 고민곤   4

7  금오공과대학교  손창식   1

8  목포대학교  신성숙, 천인정   2

9  부경대학교  곽성룡, 정은희, 김순희   3

10  서울대학교
 이두영(과장), 정노옥, 송화숙, 황말례, 안장희, 

 이수옥, 김은식, 장희철, 정혜란, 이정례 
  10

11  서울산업대학교  정영숙, 정희순   2

12  순천대학교  김정란, 배종선   2

13  안동대학교  박성국, 윤대환   2

14  전남대학교  송경곤, 김선아   2

15  전북대학교  박유자, 오선, 조수경, 김수혜   4

16  제주대학교  김미령, 진우석, 오안녕   3

17  충남대학교  최승국, 문경록, 이은종   3

18  충북대학교  박종우, 이지영, 김가영, 반혜정, 이연정   5

19  충주대학교  권오석, 김은희, 전병직, 김선흥   4

20  한국교원대학교

 이남재(도서관장), 이영우(과장), 유태식, 

 권혜정, 정명, 김학면, 양승만, 전영숙, 

 신강숙, 김승욱, 김현식, 조영순, 송주현, 연미정

  14

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홍우, 이상주, 이선화, 김미현   4

22  한국체육대학교  이규범   1

23  한국해양대학교  전혜숙, 전행순   2

24  한밭대학교  전현구, 안태근   2

계 94

번호 대 학 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경인교육대학교  김순진   1

2  공주교육대학교  서재천(도서관장), 김창길(팀장), 박효숙   3

3  광주교육대학교  박현정   1

4  대구교육대학교  양은아   1

5  부산교육대학교  서병렬   1

- 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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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교육대학교  김유중   1

7  춘천교육대학교  손찬수   1

계 9

번호 대 학 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경찰대학교  서용근 1

2  공군사관학교  최은숙(사무관), 이미숙(사무관) 2

3  국군간호사관학교  박영숙(도서관장) 1

계 4

- 공립․특별법 대학교

- 협의회 사무국(서울대학교)

참 석 자 성  명 소  속 비 고대학명 직위(급)
협의회장 서경호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사무국장 장석일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총    무 정희주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 Booth 설치 업체 현황

부스번호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누리미디어 이경표 02-710-5300
2 (주)와이즈네스코 황준환 02-4814-114
3 엡스코코리아 이현경 02-598-2571(223)
4 동방미디어 송재범 02-324-0373
5 신원데이터넷 이호종 02-326-3535
6 키티스산학연정보사 오영희 02-3474-5290
7 크린바이오 김해중 042-321-9701
8 ProQuest 한국지사 임유미 02-733-5119
9 유니닥스 권동혁 02-2105-0548
10 (주)아이네크 장인석 02-862-3900
11 델인터내셔널주식회사 박광식 02-213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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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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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학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강릉대학교
 이현모(관장), 강우상(과장), 김혜정, 한지성, 

 김진구, 이미정, 정 훈, 권재형
8

2 강원대학교(춘천)
 신승철(과장), 김장현, 김종필, 박윤근, 이월계, 

 박기은
6

구분 대학별 계 사무국 합계대학교 교육대학교 공립․특수 개최교
대학수 28 3 3 1 35 35

참석인원 107 3 4 16 130 3 133

□ 제51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 일 시 : 2009. 1. 15.(목) - 1. 16.(금)

◎ 장 소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

◎ 행사내용

◦ 정 책 발 표1 :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정책

/ 이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 정 책 발 표2 : 대학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 정진호(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사무관)

◦ 제1주제발표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사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 김기태(서울대학교 도서관 사무관)

◦ 제2주제발표 : 법학 전문대학원 인가에 따른 법학 전문도서관 소고

/ 김장현(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서)

◦ 대 학 소 개1 : 강원대학교 신축캠퍼스(도계캠퍼스)

/ 박건호(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서)

◦ 대 학 소 개2 : 규슈대학

/ Hyodo(규슈대학 도서관 사서)

◦ 현 장 견 학 : 대금굴(석회동굴), 신남 해신당 공원(성민속박물관)

◎ 참가현황

◦ 대학별 참석 현황

◦ 대학별 참석자 명단

-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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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대학교(삼척)
 차장섭(관장), 박건호, 임향순, 김도현, 홍현표, 

 정현희, 남기홍, 진연범, 김훈진, 백용정
10

4 경북대학교  박갑용 1

5 경상대학교  장석환, 김민석, 방미경, 정미라 4

6 공주대학교
 김인옥, 심인선, 임영재, 이지언, 유경홍, 

 신장철
6

7 군산대학교  황영조(과장), 정영대, 송창엽, 김영철 4

8 금오공과대학교  손창식, 이가희 2

9 목포대학교  박인순(과장), 안준식 2

10 부경대학교  장소연, 최정호, 오홍목 3

11 부산대학교
 이희열(관장), 이동문(과장), 장숙희, 장정순, 

 이정희, 정재훈, 배진선, 서말숙
8

12 서울대학교

 이두영(과장), 김기태(사무관), 박천정, 이은아, 

 Hyodo, 박봉금, 김원찬, 마미경, 이성렬, 이주석,  

 남궁선희, 김주희, 류능렬, 박애신, 방재섭,      

 박장표, 정혜란

17

13 서울산업대학교  정영숙 1

14 순천대학교  백혜숙, 이은경 2

15 안동대학교  박성국, 윤대환, 김용욱, 심상오 4

16 전남대학교  이 주, 장점자, 이현남 3

17 전북대학교  조기연, 채수임, 오혜민 3

18 제주대학교  홍익준, 좌종석, 오병헌, 부상혁 4

19 진주산업대학교  김우중(학술정보전산원장), 김숙환, 진태석 3

20 창원대학교  김필순, 조민지, 박미향, 윤영란 4

21 충남대학교  이상호, 이용락, 송규남, 심해경, 손민정, 조유리 6

22 충북대학교  윤효중, 어지수, 이지영 3

23 충주대학교  김병무(관장), 권오석, 전병직, 김국년 4

24 한경대학교  최찬진 1

25 한국교원대학교  이영우(과장), 정 명, 신강숙, 김승욱 4

2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소현, 김홍우 2

27 한국체육대학교  이규범 1

28 한국해양대학교  김지은, 이남령, 정길창 3

29 한밭대학교  이수하, 김명석 2

30 KAIST  홍창수, 신명금 2

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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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학명 참   석   자 참석자수

4 부산교육대학교  김정미 1

5 서울교육대학교  김영학 1

9 춘천교육대학교  이재혁 1

계 3

번호 대 학 명  참 석 자  참석자수

1  경찰대학교  서용근 1

2  서울시립대학교  강석철 1

3  인천대학교  김영식, 정구천 2

계 4

부스번호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주)나이콤 정극원 031-429-0050

2 크린바이오 김해중 042-321-9701

3 (주)아이네크 장인석 02-862-3900

4 (주)와이즈네스코 황준환 02-4814-114

5 (주)엔라이브미 허진성 02-2694-1920

6 (주)리바트 김태원 02-3480-8105

7 ProQuest 한국지사 임유미 02-733-5119

8 엘스비어코리아 고  은 02-6714-3106

9 키티스산학연정보사 오영희 02-3474-5290

- 교육대학교

- 공립․특별법 대학교

- 협의회 사무국(서울대학교)

참 석 자 성  명 소  속 비 고대학명 직위(급)
협의회장 서경호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사무국장 장석일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총    무 정희주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 Booth 설치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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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pringer 한국지사 김영경 02-3142-9698

11 인포넷그룹 이선미 02-716-9922

12 (주)퍼시스 : 경원피스 이학균 02-3400-6309

◎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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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서기관․사서사무관 회의 개최 현황

◎ 일시 : 2008. 10. 14.(금) - 10. 25.(토)

◎ 장소 : 부경대학교 도서관

◎ 참석인원 : 31명

◎ 참석자명단

대학명 참석자 대학명 참석자
강릉대학교 강우상 순천대학교 김영현
강원대학교 강경애, 신승철 안동대학교 윤승준
경북대학교 변태현, 박정상 전남대학교 장태규, 주성희
경상대학교 유경종, 김남희 전북대학교 이영복, 여인술
공주대학교 김성자 제주대학교 양대옥, 장차희
군산대학교 황영조 창원대학교 장기태
목포대학교 박인순 충남대학교 남미희
부경대학교 배정한 충북대학교 윤순근
부산대학교 이동문 한국해양대학교 안병재
서울대학교 김종은, 장석일, 이두영,

김기태, 최근완, 홍구표 교육과학기술부 이재원
계 31

◎ 주요내용

① 중견관리자회 회칙 개정

․명칭 : 중견관리자회

․회원자격 : 국공립대학도서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도서관담당 5급 이상

․경․부조사업 : 개정(안)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함

․협의회 회칙 제1장4조(회원자격) 개정 의견 : “1장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

원은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및 중견관리자로 한다“를 법제연구분과에서 검

토하여 제61차 정기총회 시 의제 상정

② 중견관리자 회의 공식 조직 기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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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중견관리자회를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 공식 조직 기구화

③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문제

․각 대학의 현안사항을 수렴하여 11월 도서관장 회의시 논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공동 대처방안 모색

④ 주제전문사서 양성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

․KERIS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조정 요구

․주제전문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

⑤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

․대학도서관연합회 및 협의회의 반대 의견을 참조하여 법률안의 부당함에

대하여 회원교 및 회원에게 홍보

⑥ 기타사항

․정기총희에서 결의된 제53차 학술세미나까지의 개최지 확정

․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학술세미나 개최 횟수, 시기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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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분  야 비고
ACM Portal 컴퓨터 관련 학술저널 및 Proceedings의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국가라이선스

JCR Web 약 7,800여종의 주요 학술지에 대한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학술지 평가도구로 활용 “

LION 문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시, 소설, 희곡 등의 작품 원문과 학
술지 수록

“

OCLC FirstSearch 학문 전 주제분야에 대한 17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검색 데이터베이스, 현재 33개 대학도서관이 참여

“

PDU
(PQDT & DDOD)

북미 상위권대학의 박사학위논문 원문PDF 제공,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주요대학(약 1,440개)의 석․박사학위논문 정보 제공

“

PML 의․약학 분야 색인.초록 740종 및 저널의 원문 586종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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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4. 11.

◎ 조직

- 각 협의회 별로 5개교로 위원회 구성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5개교

․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5개교

◎ 활동

- 회의 : 7회

- KERIS의 해외DB 국가 라이선스 선정 및 협상 위탁연구 과제 수행

․ 국가 라이선스 재구독 대상 해외DB 평가

․ 국가 라이선스 재구독 해외DB 선정 및 구독조건 협상

․ 공동구매 해외 DB 평가 및 협상

- KESLI 컨소시엄 해외저널 평가 및 협상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

․ ScienceDirect 외 5종 조건 검토 및 협상

- 2008년도 KERIS 컨소시엄 평가 및 협상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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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COHost
전주제분야의 학술지 약 5,600여종을 수록하고 있는 ASP와 경
영,경제학 관련 학술지 및 참고정보로 구성된 BSP, 두 데이터베
이스의 패키지 

공동구매

SciFinder 화학 관련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로 Chemical Abstracts와 
기타 화학 관련 문헌 정보와 특허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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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장 인사발령 현황 

대학명 성 명 전 공 발령일자 비 고
강원대학교 정승옥 불어불문학 2009. 5. 1.

공주대학교 노영순 수학 2008. 6. 12.

목포대학교 강주혁 체육학과 2009. 3. 1.

부경대학교 배대석 기계공학 2008. 8. 5.

서울대학교 김종서 현대종교이론 2009. 4. 1.

전남대학교 이정애 예방의학과 2008. 9. 1.

전북대학교 정재연 기계정밀공학 2009. 2. 2.

제주대학교 송병식 인사관리 2008. 6. 1.

충남대학교 김선기 고전문학 2009. 3. 1.

충북대학교 전철웅 국어교육학과 2008. 9. 1.

금오공과대학교 하헌정 건축학부 2009. 4.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동욱 산업보건 2008. 10. 1.

한경대학교 김태완 식물생리전공 2009. 1. 19.

한밭대학교 허황회 일본어 2008. 8. 1.

광주교육대학교 조강모 윤리학 2008. 10. 23.

전주교육대학교 박용연 체육학 2008. 9. 1.

진주교육대학교 이영만 교육학 2009. 5. 1.

춘천교육대학교 이종훈 서양철학 2009. 3. 2.

서울시립대학교 정연수 화학공학과 2009. 3. 1.

인천대학교 정영희 교양 2008. 7. 29.

경찰대학교 이원근 행정학 2008. 10. 13.

국군간호사관학교 지지은 간호학 2009. 1. 28.

육군사관학교 허근영 문헌정보학 2008. 12. 18.

해군사관학교 송기훈 해양학 2009. 1. 24.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승찬 협동과정 예술경영과 200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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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관 ․ 사서사무관 인사발령 현황 

발령사항 대 학 명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전임소속
정년퇴직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선정숙 2008. 6. 30.

정년퇴직 충북대학교 사서사무관 한상필 2008. 6. 30.

정년퇴직 서울대학교 서기관 김종은 2008. 12. 31.

정년퇴직 서울대학교 서기관 장성윤 2008. 12. 31.

공로연수 서울대학교 서기관 김성중 2008. 6. 30.

공로연수 한국교원대학교 사서사무관 김규숙 2008. 6. 30.

공로연수 전북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영복 2008. 12. 31.

공로연수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이두영 2008. 12. 31.

승진 서울대학교 서기관 강우상 2009. 4. 8 강릉대학교

승진 서울대학교 서기관 김창근 2009. 4. 8

승진 서울대학교 서기관 장석일 2009. 4. 8

승진 창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장기태 2008. 7. 1. 경인교육대학교

승진 육군사관학교 사서사무관 조연미 2009. 1. 1. 육군본부

승진 전북대학교 사서사무관 곽병희 2009. 2. 1. 서울교육대학교

전보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영우 2008. 7. 1. 한국교원대학교

전보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신승철 2008. 7. 1. 교육과학기술부

전보 군산대학교 사서사무관 황영조 2008. 7. 1. 경상대학교

전보 경상대학교 사서사무관 유경종 2008. 7. 1. 창원대학교

전보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민승관 2008. 7. 7. 군산대학교

전보 인천대학교 별정직5급 김영식 2008. 7. 23.

전보 서울대학교 사서사무관 장차희 2009. 2. 1. 제주대학교

전보 강릉대학교 사서사무관 강경애 2009. 4. 8. 강원대학교

전보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최근완 2009. 4. 8.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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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현직급 전직급 성 명 발령일자 비 고

강릉원주

대학교

행정주사 방덕균 2009. 2. 1. 전입

행정주사 권재형 2009. 2. 1. 전출

사서주사보 전찬준 2009. 4. 1. 전입

기성회직 이윤재 2009. 4. 1. 전입

계약직 서윤혜 2009. 3. 31. 퇴직

강원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기성회9급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8급

기성회10급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성회9급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성회8급

기성회10급

사서서기보

사서주사보

윤병일

박윤근

김형각

이수진

유종현

이태현

채수용

이선자

김혜전

함지연

신기범

박기은

남기홍

원귀희

2008. 4. 4.

2008. 4. 4.

2008. 4. 4.

2008. 4. 4.

2008. 4. 4.

2008. 6. 12.

2008. 7. 1.

2008. 7. 1.

2008. 7. 1.

2008. 8. 5.

2008. 8. 5.

2008. 11. 21.

2008. 11. 21.

2009. 2. 12.

전보

전보

전보

전보

신규임용

전보

명예퇴직

승진

승진

전보

전보

전보

신규임용

국외파견

경북대학교

사서주사 신영란 2008. 12. 31. 정년퇴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박영희 2008. 8. 18. 승진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현경 2008. 11. 18. 승진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최동호 2008. 11. 18.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임기영 2008. 6. 1.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김정윤 2008. 10. 1. 승진

경상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이정희 2008. 11. 6. 승진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김민석 2008. 11. 1. 전보(전입)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김민석 2008. 12. 1. 승진

공주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권순창 2008. 11. 10. 승진

군산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영철 2008. 11. 1. 승진

목포대학교 사서주사 정진호 2008. 6. 30. 정년퇴직

부경대학교
사무원 기능8급 박희옥 2008. 10. 1. 교내전보

사무원 기능8급 김순희 2008. 10. 1. 교내전보

부산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기능직

이석기

김미선

최민영

김진영

강근웅

2008. 3. 1.

2008. 4. 1.

2008. 4. 1.

2008. 4. 1.

2008. 4. 1.

전보(전출)

신규임용

신규임용

신규임용

신규임용

□ 6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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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서기보

기능직

행정주사

행정주사

기능직

기능직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사서주사보

임정희

김왕종

황은주

정개수

백길동

박현섭

강동산

전진섭

강근웅

2008. 7. 1.

2008. 10. 17.

2008. 11. 4.

2008. 12. 18.

2008. 12. 31.

2009. 1. 1.

2009. 1. 1.

2009. 1. 1.

2009. 1. 1.

승진

승진

승진

신규임용

정년퇴직

전보(전출)

전보(전입)

전보(전입)

전보(전출)

서울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전산주사보

학예연구(6급)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기능10급

조교

사서서기

사서서기

행정주사

기성회직

사서서기보

기성회직

사서주사

기능8급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전산서기

조교

류양님

김삼례

정희주

김다영

이혜윤

남궁선희

장혜영

안지원

김수현

송지형

박경호

김태우

최익진

정순임

이은주

한화숙

유각근

유병희

김종순

2008. 7. 1.

2009. 3. 6.

2009. 3. 6.

2008. 10. 1.

2008. 6. 1.

2008. 2. 18.

2008. 2. 18.

2008. 2. 18.

2008. 4. 1.

2008. 5. 1.

2008. 1. 1.

2008. 9. 1.

2008. 11. 6.

2008. 11. 6.

2008. 12. 23.

2008. 11. 6.

2008. 6. 30.

2008. 6. 30.

2008. 12. 31.

승진

승진

승진

승진

신규임용

신규임용

신규임용

신규임용

신규임용

신규임용

전보(전입)

전보(전입)

전보(전입)

전보(전입)

전보(전입)

전보(전출)

정년퇴직

정년퇴직

정년퇴직

전남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강창애 2008. 11. 1. 승진

전북대학교 기성회 황봉하 2008. 12. 31. 정년퇴직

제주대학교

행정주사보 김이경 2008. 5. 21. 전보(전출)

행정주사 한희금 2008. 5. 21. 전보(전입)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이은정 2008. 9. 2.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김신영 2008. 9. 2. 승진

학예연구사 고광민 2008. 9. 4. 전보(전입)

기능8급 고은숙 2008. 12. 5. 전보(전입)

사무원 김은옥 2008. 12. 5. 전보(전입)

사무원 이영숙 2008. 12. 5. 전보(전출)

기금사서 장요섭 2009. 1. 1. 신규임용

사서주사보 이은정 2009. 3. 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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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사서서기 조민지 2008. 4. 1. 신규임용

충남대학교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김보영

이상호

신현석

양병길

2008. 6. 9.

2008. 11. 1.

2008. 11. 1.

2009. 2. 5.

전보(전입)

승진

승진

파견복귀

충북대학교
기능직 연숙희 2008. 6. 30. 전보(전출)

행정주사보 이동현 2008. 7. 1. 전보(전입)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직 한미종 2008. 5. 13. 전보(전출)

기성회직 민인숙 2008. 5. 13. 전보(전입)

기성회직 남선화 2008. 7. 22. 전보(전출)

기성회직 윤주희 2008. 7. 22. 전보(전입)

교육행정주사 유태식 2008. 11. 1. 전보(전출)

한국해양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정은실 2008. 11. 4. 승진

금오공과대학교

기성회직 박은희 2008. 7. 21. 전보

기성회직 이가희 2008. 8. 13. 신규임용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손창식

한경숙

2008. 11. 1.

2009. 3. 1.

승진

승진

한경대학교 기성회직 계약직 윤경진 2008. 3. 1. 신규임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서서기 진은미 2008. 10. 1. 신규임용

사서서기 조창현 2008. 10. 1. 신규임용

경인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전 영 2008. 7. 9. 승진

사서주사보 한지연 2008. 9. 1. 전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강병우 2008. 9. 8. 전입

기능9급 김혜경 2008. 9 . 8. 전보

공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 박명순 2008. 12. 31. 정년퇴직

부산교육대학교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오태수 2008. 10. 20. 승진

서울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이호선 2009. 2. 2. 승진

전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 김연례 2006. 10. 1. 전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송보경 2006. 10. 1. 전보

기능직 기능직 강 석 2007. 2. 1. 전보(전입)

기성회직 기성회직 김창수 2007. 2. 1. 전보(전출)

청주교육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이경희 2008. 10. 01. 전보(전입)

서울시립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전산주사보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전산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전산서기

박상미

문지선

박완식

소매실

배현강

박현숙

윤현숙

박희정

양기웅

2008. 9. 11.

2008. 4. 24.

2008. 9. 11.

2008. 9. 1.

2008. 9. 1.

2009. 3. 24.

2009. 3. 24.

2008. 4. 24.

2008. 9. 11.

승진

승진전입

승진전입

신규임용

신규임용

전보(전입)

전보(전입)

전보(전출)

전보(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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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이현지

남궁선희

2009. 3. 24.

2008. 2. 15

전보(전출)

의원면직

인천대학교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박윤분

김진원

2009. 2. 25.

2009. 2. 25.

전보(전출)

신규임용

경찰대학교 사서서기보 김진희 2008. 7. 21. 전입

공군사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춘화 2009. 1. 1. 전입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중곤 2009. 1. 1. 승진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송미영 2009. 1. 1. 승진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라혜정 2009. 1. 1. 승진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이희정 2008. 9. 30. 의원면직

육군사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권오도 2008. 12. 31. 승진

해군사관학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구미선 2008. 12. 10. 승진

사서주사 구미선 2008.12.1.0-2010.12.9 유학휴직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서주사 강명란 2008. 8. 12.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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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

대학교
중앙

도서관장 이현모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교수 전일균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사서사무관 강우상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사서주사 김진문 중국 ’08.10.13-10.19 중국대학도서관 학술교류

강원대학교

사서주사보 이명숙 캐나다 ’08.6.29-7.9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정수철 호주 ’08.7.1-7.11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이위창 중국 ’08.10.25-12.10 교류대학 교환근무

경북대학교
사서주사 김명애 필리핀 ’09.1.7-1.21 해외봉사활동 인솔

사서주사보 김미혜 라오스 ’09.1.8-1.22 해외봉사활동 인솔

경상대학교
사서주사 정광수 미국 ’08.9.18-9.27 미 국 동 부 지 역 명 문 대 학 도 서 관 연 수

사서주사 류인한 미국 ’08.9.18-9.27 미 국동 부 지 역 명 문 대학 도 서 관 연 수

공주대학교
사서주사보 김현수 미국,캐나다 ’08.9.21-10.1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 이재순 유럽(독일등 5개국) ’08.9.27-10.6 직원 해외연수

□ 국외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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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행정주사보 강명숙 호주 ’08.6.17-6.23 직원 해외연수

부산대학교

사서주사 황은주 독일․이태리․프랑스 ’08. 9.2-9.11 서유럽 명문대학 연수

기성회직 허성경 독일․이태리․프랑스 ’08. 9.2-9.11 서유럽 명문대학 연수

사서주사보 장은영 미국 ’08. 9.20-9.29 교직원 해외연수

서울대학교

사서주사보 이수옥 일본 ’08.1.15-3.14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 권광희 미국 ’08.1.27-3.28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서기 윤효진 미국 ’08.1.27-3.28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 홍순영 중국 ’08.4.18-4.23
6th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석

사서주사보 김영애 중국 ’08.4.18-4.23 6th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석

사서서기 주 영 중국 ’08.4.18-4.23 6th Library Leadership
Institute 참석

사서주사보 김미향 중국 ’08.4.14-4.17 OAPS Task Force Meeting 참석

사서주사 정노옥 미국 ’08.6.27-7.4 A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장신문 미국 ’08.6.27-7.4 A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마미경 캐나다 ’08.7.1-8.31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보 김기숙 캐나다 ’08.7.1-8.31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서기 이윤경 미국 ’08.7.20-8.19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사무관 김창근 일본 ’08.8.7-8.9 업무협의

사서주사 윤문자 일본 ’08.8.7-8.9 업무협의

사서주사보 최미순 일본 ’08.8.7-8.9 업무협의

사서주사보 김창섭 대만 ’08.8.11-8.14 사료보존기관견학 및 수집

사서주사보 권재철 대만 ’08.8.11-8.14 사료보존기관견학 및 수집

사서주사보 김원찬 캐나다 ’08.8.9-8.19 IFLA 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박정주 미국 ’08.8.31-11.2 대학본부 주관 연수

사서주사보 최미순 미국 ’08.8.31-11.2 대학본부 주관 연수

중앙도서관장 서경호 싱가포르 ’08.10.29-11.1 PRD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 김미향 싱가포르 ’08.10.29-11.1 PRDLA 연례총회 참석

사서주사보 김영애 싱가포르 ’08.10.29-11.1 PRDLA 연례총회 참석

중앙도서관장 서경호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사서사무관 장석일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사서주사 홍순영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사서주사보 김영애 일본 ’08.11.20-11.22 총장 예방 및 도서관 사서교류 협정체결

안동대학교 사서주사 윤동원 이태리,프랑스,스위스 ’08.6.26-7.3 직원 국외 연수

전북대학교

사서서기 오세철 중국 '08.9.4-9.30 직원교류

사서사무관 여인술 몽골 ’08.11.1-11.6 도서관 전산화 컨설팅

사서주사 양정은 몽골 ’08.11.1-11.6 도서관 전산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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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조수경 몽골 ’08.11.1-11.6 도서관 전산화 컨설팅

제주대학교

사서주사 좌종석 서유럽 ’08.12.15-12.22 직원 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신영 중국 ’08.12.19-12.23 직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사무원 홍여옥 중국 ’09.1.3-1.7 직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충남대학교 사서주사 이근희 캐나다 ’08.8.9-8.19 IFLA 총회 참석

충북대학교 사서주사보 우상운 일본 ’09.1.12-1.16 일본연구자 개인소장 기증자료
현장방문 방문 수령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장 정연철 중국 ’08.11.21-11.22 학술정보 국제교류 협의

사서주사보 전행순 증국 ’08.11.1-11.30 교류대학 교환업무

한밭대학교
사서주사 이수하 뉴질랜드, 호주 ’08.7.4-7.13 직원해외연수

사서주사보 김명석 뉴질랜드, 호주 ’08.7.4-7.13 직원해외연수

대구교육대학교 사서주사 박명남 스페인, 포루투갈 ’09.2.4-2.15 직원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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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개방시간 확대

- 자료실(학기중: 20:00까지)

- 열람실(시험기간중 24시간 개방)

2. E-Learning Web Contents서비스 게시

- 게시내용 : IT, 자격증, 어학, 취업․면접, 경영․경제, 교양 기타

- 강좌수 : 1,000강좌

3. 도서관 교육세미나실 설치

- 일시 : 2008. 10. 2.

- 교육실(40석), 세미나실(20석)

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60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08. 6. 19. - 20.

- 장소 : 강릉대학교 도서관

5. 중국자매대학 외 도서관 방문

- 일시: 2008. 10. 13. - 19.

- 방문대학 : 염성공학원도서관, 염성사범학원도서관, 강남대 도서관, 상해도서관

- 방문자: 도서관장 외 3명

6. 제 8차 강원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개최

- 일시 : 2008. 11. 27. - 28.

- 장소 : 강릉대학교 도서관

7. 국내외 금융정책 & IMF공적자금 자료실 설치

- 일시 : 2008. 12. 3.

- 장소 : 중앙도서관 2층

8. 도서관 환경 개선

-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설치(2008.11.28.)

- 열람실 칸막이 및 액자 설치(2008.10.20.)

- 안내표지판 변경 및 추가 설치(2009.1.12.)

- 장애우 전용 열람석 및 이동게이트 설치

9. 원주분관 홈페이지(htttp://iskul.nukw.ac.kr/wonju)

강원대학교
1.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공동개최

- 일시 : 2009. 7. 9. - 7. 10.

- 장소 : 양양 쏠비치리조트

□ 대학별 도서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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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강원대학교

2. 동아시아대학도서관협의회 직원교류

- 2008. 10. 15. - 12. 10. 중국 남개대학도서관, 요녕대학도서관(이위창)

3. 2008 우수 도서관이용자 및 독후감 경진대회 포상

- 일시 : 2008. 12. 19.(금) 14:00

- 장소 : 중앙도서관 도서관장실

- 수상자 : 우수 독후감(5명), 우수 도서관이용자(4명)

- 포상내용 : 상장 및 부상

4. 제51차 국공립대학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 일자 : 2009. 1. 15.(목) - 1. 16.(금)

- 장소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5공학관)

- 참석자 : 37개 회원교 163명

5. 의학도서관 확장이전 개관

- 일자 : 2009. 2. 10.

- 위치 : 의과대학 1호관 1층,3층(793㎡)

- 시설 : 자료실, 보존서고, AV실, 단체학습실, 일반열람실(180석)

- 제공서비스 : Medlis를 통한 의학학술정보 제공, 미국국립의학도서관과 연계한

국내 미소장 자료의 학술정보 제공

6. 삼척 제2캠퍼스 도서관 분관 개관

- 일자 : 2009. 2. 29.

- 규모 : 3,841㎡(지상 3층)

- 시설 : 주제자료실, 보존서고,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영상세미나실 등

- 장서 : 6만권

경북대학교

1. 2008. 3 상주대학교 통합에 따른 도서관분관 명칭 확정

- 상주캠퍼스 도서관 분관

2. 2008. 5 중국도서전시회 개최

- 전시목적 : 경북대학교 도서관과 중국사회과학원 도서관간 2004년 5월에 체결한

양 기관 소장자료 상호이용 및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하여 학술정보자

료 교류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회를 개최함.

- 전시일시 : 2008. 5. 27 - 5. 30.

- 전시자료 : 중국사회과학원 도서관 기증 221종 610여 책 전시

도서관 소장 중국관련 고서 100여종 전시

3. 2008. 5 2008년 1/4분기 행정 서비스 우수부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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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응답률 향상

- 이용자 건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답 및 해결 방안 마련

4. 2008. 6.～ 도서관 자료폐기(제적) 실시

- 도서관 자료폐기 및 제적 운영세칙 개정

- 각 자료실별 11,500여 책 제적(폐기)

- 복본 및 폐기(제적)자료 전시회 개최

5. 2008. 7. 수험자료실 설치/운영

- 수험관련(기업체, 공무원, 공사, 자격증 등)자료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진학,

TOEFL관련자료 비치

- 대출가능 자료와 대출불가능 자료로 분리하여 관리

- 연습용 답안지 제공

6. 2008. 11. 상주대 통합에 따른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통합

- 상주대와 통합됨에 따라 중앙도서관과 상주캠퍼스 분관에서 각각 운영해오던 학

술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

- 전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서지 D/B, 이용자 D/B 등이 통합됨에 따라 기

존의 이원화되어 운영해오던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 체제

를 마련

7. 2008. 12 Job Cafe 설치/운영

- 취업정보 검색실 및 취업자료실로 구성

- 외국어학습/위성방송 부스

․외국어학습/위성방송 청취를 위한 10개의 부스공간에 어학실습 및 위성방송시

청가능

경상대학교

1. 법학도서관 이전 및 재개관

- 면적 및 장서 : 689.46m(208.89평), 53,000여권

- 이전 및 재개관 : 2008. 3. 13.

2. 신입생 및 재학생 도서관 투어(Tour) 실시

- 내용 : 도서관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서비스

- 기간 : 2008. 3. - 4.(4주간)

3. 2차 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 내용 : 위성방송실, 영상세미나실, 전시공간, 창가학습코너, 계단소음방지시설,

지하 보존서고 설치,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 신설(17동양학습관 3층 72석)등

- 기간 : 2008. 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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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 장기연체자 연체기록 삭제

- 목적 : 도서 반납 연체자 도서관 이용 기회 부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 해제규모 : 2,165명

- 시행일자 : 2008. 4. 4.

5. 제5회 도서관 다독상 시상

- 수상자 : 우수 2명, 장려 13명

- 시상일자 : 2008. 4. 17.

6. 도서관 직원 봉사활동 참여

- 태안 기름 제거 봉사활동 : 2008.3.29.-30. 16명 참가

- 산청 성심원 나환자촌 봉사활동, 도서기증 : 2008.10.25. 20명 참가

7. 지역주민 도서관 회원제 도입

- 목적 : 지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 방법 : 지역민에게 특별열람증 발급

- 시행일자 : 2008. 7. 22.

8. 테마도서 전시회 개최

- 베스트셀러 도서 전시회(2008.6.17-6.30) : 104점 전시

- 박경리 문학작품 전시회(2008.8.13-8.17) : 35종 90여점 전시

- 독도 관련 자료 전시회(2008.9.17-9.30) : 140여점 전시

- 교수 저서 전시회(2008.10.14-10.24) : 305종 전시

9. 주제전담팀 신설

- 대상 : 인문, 사회․경영학. 농생명, 자연과학 대학 시범 서비스 실시

- 실적 : 개인교수별 면담(368건), 신임교수 DB이용 교육(2회), SCI

전문가 초청강연회(1회), 외국인 대학원생 DB이용 교육(3회) 등

- 신설일자 : 2008. 9. 1.

10. 도서관 조직개편 단행

- 목적 : 서비스중심의 인력 재배치 단행

- 방법 : 수서․정리 통합운영, 해양과학대학 분관 조직 중앙도서관에 통합운영,

팀제 시행 등

- 시행일자 : 2008. 9. 1.

11. 기증․위탁 실적 및 기증자 예우

- 기증․위탁 실적 : 최구식․김재경 지역 국회의원(1,362권 기증), 단성항교(9점

위탁), 최증수 이병주 문학관 관장(27점 기증), 최문석

삼현여고 이사장(150여점 기증), 정양교씨(125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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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규씨(220점 기증, 4점 위탁)

- 기증자 예우 : 고문헌 기증자 개척명예장 수여(2008.10.17. 4명)

공주대학교

1. 사이버국제만화영상 DB구축 및 홈페이지 오픈

- 대전국제만화영상대전 출품작 DB구축 : 32,000점

- 홈페이지 구축

- 개교60주년 기념 사이버국제만화영상관 개관식

2.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2008. 10. 25.

- 전자자료 통합검색 구현

- 홈페이지 메뉴 및 디자인 전면 개편

3. 도서관 규정 전면 개정 : 2008. 11.

- 도서관규정의 구조를 조직중심에서 운영중심으로 전면개정

-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신설

- 규정의 중복 조항 정비, 사문화된 조항 정비

4. 이용서비스 개선 및 시설환경개선 추진

- 산업과학도서관 자료실(2∼3층) 내부계단 설치, 분실방지시스템 교체 : 2008.1-2월

- 공과대학도서관 도서자동반납기 설치: 2008. 11.

목포대학교

1. 도서관리시스템 2대 구입

- 자료실 대출/반납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실예방

2. 전자책 다독행사 실시

-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독자 선정, 시상

- 실시시기 : 2008. 3.- 5.(1차), 2008. 10.- 11.(2차) .

3. 교양 필독도서 및 교양 고전도서 구입 및 해당 코너 마련

- 교양과정부의 추천으로 교양필독 125종, 교양고전 50종 도서구입

- 설치시기 및 장소 : 2008년 6월 인문사회자료실 전면부

4. 목포캠퍼스 예술자료실 통합 운영

- 음악자료실/미술자료실 2개실 통합으로 제한되었던 서비스 질을 확대함

- 설치시기 및 장소 : 2008년 8월 목포캠퍼스 미술관 2층

- 개선내용

1) 교양자료 코너 신설 및 자료 비치 : 122종(권)

2) 예술(음악․미술)에 관한 모든 자료 비치

3) 반일 열람 이용시간에서 종일 열람 이용시간으로 확대

5. 열린도서관 회원제 운영 확대

- 인근지역 공무원 예탁금 면제, 도서관 자료이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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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운영세칙 개정시기 : 2008. 12.

6. 단과대학서비스 실시(시범시행)

- 대상 : 사회대, 경영대, 자연대 3개대학

- 대출도서를 교수연구실 또는 과사무실로 배달 서비스 실시

- 미 소장 자료의 원문제공 및 상호대차, 문헌복사 서비스

7. 장서기증 운동 전개

- 도서관 홈페이지 내 “장서 기증” 웹페이지 구축

-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한 홍보 배너창 게시, 전 교직원 홍보 메일 발송

- 기증자료 수에 의한 기증자 예우

: 학보, 학내소식지, 장서기증 웹페이지 게시 등

8. 고시전용 열람실 “서함재” 설치

- 법․의학 대학원 및 각종 고시준비생을 위한 전용 열람실 마련

- 개실시기 : 2008. 8.

- 설치사항

s 독서실 전용책걸상(48석), 냉난방기, 사물함 비치

s 무선 인터넷 검색 가능

9. 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 2층 ~ 3층에 사물함 추가 설치 : 351개

- 도서정리실 냉난방기 설치 및 연속간행물실 복사기 ․ 프린터 교체

- 연속간행물실 CCTV 설치, 실 안내용 천정걸이(판) 부착

- 6열람실 내 노트북전용 열람실 마련, 천정걸이 안내판 부착

- 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핸드드라이기 설치

- 주제자료실 서가 증설 : 60대

10. 2009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제작 (2,500부)

-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 제공

부경대학교

1. 강의정보지원서비스 : 2008학년도 1학기 신청도서 구입 (2008. 3.)

2. 도서관 길라잡이(이용자교육) (2008. 3.)

- 대상:신입생, 인원: 260여명, 내용:도서관 이용안내 및 자료검색법

3. 다독상 시상 (2008. 4. 28.)

-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1명, 선정기준:도서대출 실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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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행본실 빠른반납기 및 도서반납대 설치 (2008. 5.)

5. 공학도서관 열람실 방수공사 (2008.5.23.-6.18.)

6. 일반열람실 냉난방기 무선리모콘 설치 : 중앙,학습도서관 (2008. 6.)

7. 중앙도서관 일반열람실 가습기 설치 (2008.7.30-8.1)

8. 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실 서가교체 및 자료이동배치(5만권) (2008. 8.)

9. 수해양 특성화자료 구입 비치 (2008. 9.)

10. 국립대학도서관 중견관리자회의 개최 (2008.10.24-25)

11. 독서감상문 시상 (2008.11.7.)

- 응모 108편, 수상자 11명

12. 장애우 서비스 시행 (2008.11.21.)

13. 공학도서관 안내방송기기 교체 (2009. 2.)

14. 중앙도서관 1층로비 환경개선 (2009. 2.)

- 휴게용 의자 설치 및 화분 조경

15. 멀티미디어실 서가구입 및 복제장비 도입 (2009. 2)

부산대학교

1. 도서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발간(2008. 3.)

- 설문기간 : 2007. 9. - 10.

2. 도서관 장․단기발전계획(2008-2015)자료 발간(2008. 3.)

3. Group Study Room 설치 운영(2008. 3.)

- 3개실(6인용 2실, 8인용 1실)

4.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2008. 3.)

- 기간 : 2008. 3. - 12.

- 대상 : 42명

5. 도서관 슬로건 공모이벤트 실시(2008. 3.)

- 기간 : 2008. 3. 10. -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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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물 제작(2008. 3. - 2009. 2.)

- 도서관 소식지(웹진) 9호 - 13호 발간

- 도서관 정보소식지(뉴스레터) 1호 - 2호 발간

- 도서관 홍보 기념품 제작(이용교육 참석자 배포)

- 도서관 이용안내 클리어홀더 제작 배포(신입생 오리엔테이션)

7. 도서관 정보화 사업(2008. 3. - 2009. 2.)

- 전자자료관리솔루션(SFX, MetaLib) 도입

- 메인 홈페이지 및 분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자료기증, 영화상영안내 홈페이지 신규 개발

- 홈페이지 모니터링 제도 실시

- 검색 지연 해소를 위한 색인서버 도입

- 웹 2.0 기반 서비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도입

- 주전산기(CPU, 메모리) 성능 업그레이드

8. 도서관 신․증축사업 추진(2008. 4. - )

- 장전동캠퍼스 증축 및 양산캠퍼스 의학도서관 신축 추진

- 증축실무팀 구성 및 기본 설계 작업

9. 졸업생 자료대출제도 개선(2008. 4.)

- ‘효원회원제’(연회비 납부 → 예치금제로 전환) 신설

10. 제2도서관 첨단강의실 세미나실로 용도 전환, 활용(2008. 4.)

- 영화상영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

11. 240만권 장서 확충 사업 추진(2008. 5. - 2009. 2.)

- 기증자료 홈페이지 구축 등 Rainbow Project 추진

- 한의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한 기본장서 확충

- 2007년 대비 약 82천권 증가

12. SCI급 학술지 등재논문 분석을 통한 부산대학교 연구동향 분석(2008. 6. - 12.)

- SCI 분석을 위한 구조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 저널별 Impact Factor 조사, 국내대학 연구자정보 DB 구축

- 연구보고서 발간(2008. 12.)

13. 보존서고 확대 설치 및 자율도서관 자료 이동(2008. 7. - 8.)

- 240만권 장서 확충에 대비한 수장 공간 확보

- 제2도서관 이동서가(모빌렉) 설치(2008. 7.)

14. 이용서비스 개선(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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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도서관 1층 바닥재 타일형으로 교체(기존 천 카페트 노후화)

15. 고문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원문 구축 사업(2008. 8. - 2009. 2.)

- 설뫼문고 탈초 및 해제 작업(2008. 8. - 2009. 2.)

- 훈몽자회 등 이미지 스캔 및 DB 연계 구축(2009. 1. - 2.)

16. 개교 62주년기념 교수저작물전시회 개최(2008. 10.)

- 기간 : 2008. 10. 6. - 10. 10.

- 2004년 이후 발표된 부산대 교수저작물 651권 전시

17. 목장지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2008. 12.)

- 보물 제 1595-2호(2008. 12. 22.)

18. 의학도서관 양산분관 개관(2009. 2.)

- 양산캠퍼스 조성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제공

서울대학교

1. 북한문학도서 전시회 기획 및 전시

- 일 시 : 2008. 10. 17.(금) 14:00

- 장 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 기 간 : 2008. 10. 17.(금) - 12. 19.(금)

- 참석자 : 기증자 김학렬 박사 및 각 기관 기관장

- 주관부서 : 수서정리과 기증/교환계, 연속간행물관리/수서

- 전시취지

․특화되고 전문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학술연구의 적극적인 지원

․2008. 8. 김학렬 박사 소장자료 3,800여 책을 기증받아 학렬문고 설치

․해방이후 북한문학의 변화 양상과 문인들의 활동상황을 조명

- 전시구성

․월북 작가들의 문학세계와 예술 활동

․북한의 영화문학과 가요음악

․북한의 아동문학

- 전시자료 교체 계획

․11월 17일 북한의 교과서, 사전류 등으로 교체

2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수증도서처리지침 개정 시행

- 시행일자 : 2008. 10. 7. 부터

- 개정사유 : 수서정리과에서는 아래 4개의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

나 이를 통합 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업무효율을 극대화

1)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수증자료처리지침

2)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등록제외자료처리지침

3)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수증연속간행물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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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개인문고설치및관리지침

3. 연속간행물 제본 표지 색상 변경

- 목적 : 연속간행물 합철 제본의 모든 표지 색상을 검정색으로 사용하여 서고 환

경이 어둡고 침울하므로 밝고 쾌적한 서고 환경으로 개선

- 개선내용

․학술잡지 제본 시 주제별로 구분하여 6가지 표지색상으로 제본

․주제별 표지 색상

류  별 색상 자료비율 장          점

000(총류) 검정    8%
․ 주제를 색상으로 세분화 할 

 수 있어 료관리 및 배가작업이

 편리함

․ 이용자의 자료 검색 시 편의성

 향상

100(철학),200(종교),
400(언어),
800(문학),900(역사)

적색 16.1%

300(사회과학) 녹색 16.3%

500(순수과학) 진밤 33.7%

600(기술과학) 진녹 21.4%

700(예    술) 군청  4.5%

- 적용시기

․2008년도 발행된 자료부터 적용하여 합철 제본

4. 대출자용 종이봉투 서비스

- 목적 : 대출책수 증가, 한번에 많은 양의 대출을 하는 이용자, 비가 오는 날에 대

출하는 이용자에게 “도서대출자용 가방”을 비치하여 서비스

- 시행일자 : 2008. 10.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팀 운영

- 배경 : 중앙도서관 4개년 발전계획의 2단계 계획 수립

- 목적 : 조직구성원의 자기발전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

고 이것이 조직의 목표달성으로 이어지도록 추진

- 내용 : 직무분석, 전문분야 분류, 경력경로의 설계, 보직부여, 역량강화 등

- 인원 : 9명 (수서정리과, 정보관리과, 행정지원팀 각 3명씩)

- 추진일정 : 2008. 1. 21. - 2. 15.

6. S-Card 도입 관련 도서관 시설 확충

- 대상 : 출입통제시스템, 좌석관리시스템, 도난방지시스템, 제거재생기,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

7. Info Desk 업무용 영문 매뉴얼 작성

- 목적 : Infor Desk 및 기타 이용자 부서의 외국인 응대 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도모

- 완료 : 200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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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출도서 장기 미반납자 제 증명서 발급제한 시행

- 시행 : 2008. 3. 3. -

- 내용 : 대출도서 400일 이상 장기 미 반납자의 학사과 발행 제 증명서 발급

9. 고문헌해제․교수열람실 설치

- 설치 : 2008. 3. 13.

- 목적 : 본교 관련 학과 교수들이 고문헌자료를 열람하고 해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열람좌석 : 15석

- 장소 : 중앙도서관 6층 고문헌자료실 내

- 고문헌자료실 이용자 준수사항 및 교수열람실 운영 지침 안 마련

10.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총회 개최

- 목적 : 2007.12.12. 대학도서관연합회가 창립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연합회의

분과사업단으로 편입하기 위한 동의 절차

- 일시 : 2008. 3. 20. (목) 14: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실 (61동 320호)

- 참석 : 전국 161개 회원교 대학도서관 관계자

11. 도서관 정보전시회 개최

- 기간 : 2008. 4. 21. - 5. 23.

- 장소 : 도서관 3층 통로

- 내용 : 도서관 소식, 도서관서비스, 미래도서관 등의 전시 및 체험 공간

12. 학부모 초청행사

- 일시 : 2008. 4. 26.(토) 13:00-18:20

- 내용 : 도서관 정보전시회, 도서관 중앙 홀 및 단행본자료실 관람

- 관람자 : 학부모 2,648명

- 진행요원 : 33명

13. 장애학생 맞춤형서비스 확대

- 일시 : 2008. 9. 1.

- 목적 : 불편 없는 도서관 이용환경 구현 및 학습활동 적극 지원

- 방법 : 장애학생 1:1 봉사로 도서관 내외 이동 및 자료이용 대출도서 배달서비스

14. 테마도서전(서울시자원봉사센터 공동 주최)개최

- 기간 : 2008. 9. 3. - 10. 29. (2개월)

- 테마 : 자원봉사, 나눔

- 전시명 : 무지개물고기의 나눔 여행

- 내용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도서 및 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180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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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출시스템 기한 전 반납(리콜제)서비스

- 시행 : 2008. 10. 1.부터

- 목적 : 이미 대출중인 도서를 다른 이용자가 반납 요청하여 이용

- 대상자료 : 중앙도서관 자료실에 복본이 없는 외국도서

- 신청책수 : 2책, 1책 당 1명만 신청 가능

16. 정보검색실 좌석배정시스템 도입

- 시행 : 2008. 10. 1.부터

- 목적 : 정보검색실 PC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좌석배정시스템 도입

(S-Card시스템 u-Library 구축사업의 일환)

- 시간 : 평일 09:00-21:00

- 좌석 : 정보검색실 내 모든 PC (80대)

17. 실물상호대차서비스 기관 확대

- 목적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단행본 도서를 협력도서관 상호간

대출 의뢰 및 제공

- 협력기관 :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림대학교 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약체결

- 확대기관 : 고려대학교

- 대출책수 및 기간 : 1인 3책 10일 (1회 연장 가능)

18.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회의 개최

- 일시 : 2008. 11. 10. 14:00-16:30

-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강릉대학교 이현모 관장 외 28명

- 안건 : 외국학술지 구독 예산 부족 건 외 4건

19. 도서검색 결과 문자전송시스템(MMS) 중단 및 SMS 서비스 전환

- 기존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로 도서관에서 도서검색 결과를

별도 비용 청구없이(단, 광고 개제로 충당)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으나 개발업체(모티브유 社)의 경영난으로 인해 2008.12.5. 부로 서비스 중단

- SMS서비스로 대체 개발하여 서비스 : 2008. 12. 18.부터

- 소요예산 : SMS 1건당 15원 (부가세별도)

20. 교육실 환경 개선

- 목적 : 노후화된 교육실 운영 시설, 장비 등의 교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보검색강의, 연구지원서비스, 전산교육, 학습모임, 세미나 등의

효율적인 지원 도모

- 추진내용 : PC, 모니터, 책상, 의자 교체 등

- 이용 개시 : 2009. 1. 21.

21. 수원 구 농학도서관 보존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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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본부에 공간재배정 요구 및 확정 (2008. 2. 25.)

- 소요예산 집기포함 약 21억 소요 : 2009년 사업 추진

22. 법학도서관 증축 공사

- 공사기간 : 2008. 2. - 2009. 2.

- 연면적 및 층수 : 6,385,91㎡(1,931평) 지하1층, 지상6층

- 내용 : 1층-3층은 법학도서관으로 사용예정이며 4-6층은 랩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등으로 사용 예정

23. 법과대학 일반열람실 리모델링 작업

- 공사기간 : 2008. 8. - 2009. 3.

- 면적 및 열람석좌석 : 991.74㎡(300평), 좌석수 298석

- 내용

․법학관 1동 5층 전층을 일반열람실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여 법학대학원

개원에 따른 쾌적한 열람실 면학분위기를 조성

24. 전국대학 법학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일시 : 2008. 11. 21.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 내용

․전국대학 30여개 법학도서관이 모여 전국대학 법학도서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 법학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학도서관의 발전과

법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

․본 도서관이 회장교로 선출되었으며 정보지원분과 및 정보서비스분과에

위원교로 선출함

25. 법률문헌색인 작업

- 내용

․국내에서 발표된 법을 주제로 한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등의 기사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법학 각 영역별로 분류 정리하여 DB구축함

․법학 관련 단행본 수집건수 2,019건(130,906건 검토)과 법학 관련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분류건수 715건을 구축

2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별열람실 운영

- 목적 : 지방 또는 외국거주 한국학연구자에 대한 연구편의 제공

- 시행 : 2008. 3. 3.(연중무휴)

- 이용시간 : 09:00 ～ 22:00

- 장소 : 4층 441호, 442호

- 이용방법 : 특별열람증 발급 후 이용

2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존처리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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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기록문화재의 정밀상태 조사와 이에 따른 예방보존 및 물리적, 화학적으

로 손상된 고문헌의 보존처리

- 일시 : 2008. 12. 15.

- 장소 : 1층 106호

2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설치

- 목적 : 보존에 적합한 환경을 완비하여 고문헌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고 쾌적

한 연구 환경조성

- 일시 : 2009. 1. 30

- 장소 : 1층 열람실 내 101A호, 101B호

2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 보존용 원목서가 설치

- 목적 : 고문헌 보존환경 개선

- 일시 : 2008. 12. 22

- 장소 및 수량 : 1층 제2서고, 55대

3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일시 : 2008. 3. 12 - 12. 22

- 수량 : 요계관방지도 등 16종 136점

순천대학교

1. 박물관 내 한적실 설치

- 한적실 확보 : 박물관 3층 유물정리실 내 설치 (한적서 수량 : 3,564책)

2. 직무편람 제작 및 배포 : 50책

3. SMS 알림 서비스 도입

4. 교수 특별대출 서비스 실시 : 1회 대출로 재직기간동안 이용

5. 도서배달서비스 실시 : 교수 대출 희망도서 연구실 배달서비스

6. 교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원문복사서비스

- 신청부터 자료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

7. 동영상 어학 학습자료 설치 제공 : YBM cyber 88 title

8. 지역주민 대출서비스

9. 열람좌석발권기 1대 추가 설치

안동대학교
1. 장기발전계획보고서 발간

- 도서관의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의 고도화를 목표로 비전 제시, 핵심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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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전직원 참여하여 집필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구상, 집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하고 학

내기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에 약 400부 배포

- 기간: 2008. 2. 1. - 2008. 12.

2. 도서관 자료열람실 연장개방 확대 실시

- 학기중 09:00-19:00까지 운영하던 자료열람실을 20:00시까지 연장 운영

3. 특별열람실 설치

- 취업열의를 가진 우수 인재들에게 맞춤형 학습공간을 지원, 열람좌석 64석 규모의

특별열람실을 설치하고, 국·공립대학교 도서관 최고 수준의 일반열람실 환경을 조성

한 후, 학과에서 추천한 3학년 이상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발하여 지정

석, 무선인터넷 환경, 취업정보자료, 사물함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4. 자료폐기 및 불용자료 보존서고 이관

- 연간 약 27,000여권 이상의 장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도서관자료를 적정기준과 절

차를 정하여 폐기함으로써 부족한 도서관 공간 문제를 일부 해소

- 이용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자료를 보존자료실로 이전하여 자료실 열람환경을 개선

전남대학교

1. 도서관 자료실 개관시간 변경 운영: 2009. 3.2 부터 실시

- 평 일 : 09:00-20:00(학기중), 09:00-22:00(시험기간중)

- 토요일 : 09:00-18:00(학기중), 09:00-13:00(방학기간중)

- 일요일/공휴일 : 휴관

2. 도서관 발전 계획(2009-2012) 수립

- ‘사랑받는 도서관’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

- 추진과제 7개 분야에 전 직원이 참여, 세부 실행계획 연구팀 구성 운영

- 25개 주요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사업 단계적 추진

3. 책임주무제 실시

- 업무 분야별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책임 운영제 실시

- 운영방법

· 학술정보지원과: 정보개발팀, 정보구축팀, 행정지원팀

· 학술정보운영과: 정보관리팀, 연구지원팀, 정보서비스팀

4. 교수 연구지원 서비스 전담 부서 설치 및 학과전문사서제 운영

- 리에종(Liaison)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 학술 정보 상담, 연구 정보 조사, 연구 프로젝트 참여

- 맞춤형 이용자 교육 실시

5. 고문헌 위탁 관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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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 협약 체결

- 위탁자 : 정구선 선생(송강 정철 선생의 16대 후손)

- 위탁자료 : 고문헌 4,177점

· 고서 : 398종 1,101책, 고문서 : 2,933건, 고서화 : 143점

6. 도서관 문화 행사 개최

- 북세미나 개최

- 책사랑 캠페인 전개

- 책의 생명력전 개최

- 본교 졸업앨범 모으기 운동 전개

7. 도서관 환경 개선

- 소장도서 미세먼지 및 곰팡이 제거: 도서 45만여 권

-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좌석 배정 시스템 도입

전북대학교

1. 중국 연변대학 도서관 직원교류

- 도서관직원 파견 : 2008.9.4. - 9.30. / 남1명

- 전북대학교 방문 : 2008.9.4. - 9.30. / 남1명

2. 건지 다독상 시상

- 일시 : 2008. 11. 4.

- 대상자 : 7명

3. 도서관자료 등록 도서원부 전자결재

- 시행일시 : 2009. 1. 1.

- 시행방법 : 인쇄된 도서원부 대신 전자문서로 영구보존

4. 제7차, 제8차 책나눔행사

- 일시 : 2008. 4. 16. / 2008. 10. 14.

- 장소 : 중앙도서관 회의실

- 대상 : 문학 및 교양도서 약 2000여권

- 참여학생 : 450 명

5. 몽골 국립대 도서관장단 방문

- 일시 : 2008. 12. 15. - 12. 19.

- 방문자 : 몽골국립대학교 도서관장 외 5명

- 목적 : 몽골교육문화과학기술부 디지털 도서관 설립 계획 추진에 따른 몽골

주요 5개 대학 도서관장 및 관련 직원이 전북대학교 도서관 방문

6. 전자자료 메타DB 구축

- 전자저널 29종 33,113건

- 전자책 12종 40,8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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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분관 도서관 시스템 통합

- 구 익산대학 도서관장서 42,593책 재정리

- 분관대출시스템 및 방화벽, SMS 시스템 등 도입

8.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분관 홈페이지 구축

- 중앙도서관,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법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익산도서관 홈페이지 신설

9. 우선정리서비스 실시 : 구입된 도서의 처리상태가 “정리중”으로 표시되었을 때,

우선정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통합검색 화면에서 ‘정리중’ 상태인 자료를 ‘예약’ 버튼 클릭, 정리완료 후 대출

- ‘정리중’ 도서의 처리가 완료되면 e-mail을 통한 통보

제주대학교

1.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에 따른 서지DB 통합작업 추진

- 서지DB통합 T/F팀 구성 : 2008. 5. 15. - 2009. 2. 28.

- 교육대학도서관 서지 DB 구축 및 장서 장비.배가 등 사업 시행 : 2008. 7. - 11. 30.

- 교육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신규 구축 : 2008. 9. 9. - 10. 31.

- 교육대학도서관 자유열람실 환경개선 : 2008. 12. 3. - 2009. 1. 4.

2.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신규구축 : 2008. 7. - 10.

3. 도서관 운영위원 교체 임명 : 2008. 9. 1(영문학과 교수 변명섭 외 4명)

4. 의학분관장 임명 : 2008. 7. 1.(의과대학 병리학전공 부교수 김영실)

5. 교대분관장 임명 : 2009. 3. 1.(교육대학 영어교육전공 부교수 홍경선)

6. 법학분관장 임명 : 2009. 3. 1.(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고봉진)

창원대학교

1. 도서관 신축 계획수립

-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물 설계완료

- 소요예산 : 753,000천원

- 시설규모 : 연건평 15,605㎡(4,728평)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2. 이용자공간 환경 개선

- 일반열람실 스탠드형 에어컨 교체 및 추가설치

- 일반열람실 방음창 설치(이중창)로 소음환경개선

- 정보검색실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38대)로 업그레이드 된 검색환경 조성

- 일반열람실 노트북 사용공간 확대 설치로 정보검색 및 학습 분위기 향상

- 보존자료실내 보존서고(모빌랙) 확대설치(35대)로 보존가능 장서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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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자료실내 항온항습기 추가설치로 보존자료실내 환경을 개선

3. 지역사회 도서관 개방 : 특별대출제도 확대시행

- 창원대학교 도서관 특별대출 운영세칙 전문 개정 및 시행

- 특별대출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전년대비 특별대출신청자가 59.6% 증가

4. 대학 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

- 연간 803건 누계 4,796건의 사료 수집 및 보존관리

5. 도서수증 확대 및 학술교류협정대학에 도서기증 운동

- 2008년도 수증도서 수집 현황 : 총 3,624권

- 외부기관 발간 자료 수집 현황 : 6,447권

충남대학교

1. 시민과 함께하는 정오의도서관음악회(연 4회)

- 21회(‘08. 3. 27.)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초청

- 22회(‘08. 5. 27.) :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 23회(‘08. 9. 25.) : 글로벌 아트 오페라단 초청

- 24회(‘08. 11. 19.) : 대전 클라리넷 콰이어 초청

2. 학술정보검색대회 개최

- 일 시 : 2008. 10. 20.(월) 14:00

- 장 소 : 도서관 1층 전자정보실

- 참 가 : 재학생(50명)

- 시 상 : 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3. 도서관 우수이용자 시상

- 일 시 : 2008. 10. 22.(수) 14:00

- 장 소 : 도서관 3층 도서관장실

- 시 상 : 학부 4명, 대학원 2명, 직원 1명, 교수 1명(문화상품권: 각 10만원)

4. 고서 및 고문서 위탁협정 체결

- 구산 송공호 선생 소장자료 위탁(‘08. 11. 26.)

∙위탁 내역 : 고서 1,250책

- 문충사 소장자료 위탁(‘09. 2. 26.) : 고서 및 고문서 9,000여건

∙위탁 내역 : 고서 1,652책, 고문서 7,222건, 교지 35장, 목판 32점 등

5. 열린 도서관 교양강좌

- 일 시 : 2008. 12. 23, 10:00

- 주 제 :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서관, 도서관 건축

- 강 사 : 최정태 부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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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남대학교 기관평가 최우수상 수상

- 일 자 : 2009. 2. 13.

- 내 용 : 32개 기관 중 최우수 평가

- 부 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주 관 :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1. 학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 SOLARS SE → SOLARS DLi Ⅱ

- 유니코드 기반 시스템 구축 : 다국어에 대한 통합검색 지원

- ERM 시스템 도입 : 단행본, 인쇄학술지, 전자저널 통합검색 지원

2. 이용서비스 개선

- 토요일 자료 대출 서비스 시행 : 학기중 09:00-13:00

- 직원, 조교 대출 기간 확대 : 30일 → 60일

- 신착자료서가 운영 (3층 주제자료실)

- 대출·반납실 통합 운영

- 도서 대출 정보 SMS 서비스 도입

- 우선정리도서 신청서비스 도입

- 이용자 참여형 서평 입력 시스템 도입

- 전자정보실 자리배석기(PC 제어기) 시스템 도입

3.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 중앙도서관 내부 벽면 도색

- 중앙도서관 열람실, 자료실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 인터넷학습실 카페트 교체

- 장애우 휠체어 보관대 설치 (장애학생 편의시설)

- 중앙도서관 1층 공간 재구성

· 전자정보실, 대출실 카운터 교체

· 전자정보실, 정보검색실 통합 후 시스템 검색대 재배치

- 노후장비교체

· 중앙도서관 열람실 열람대 교체 : 676석

· 중앙도서관 열람실 자리배석기 교체 : 2대

· 인터넷학습실 에어컨 교체 및 환풍기 설치

· 위성방송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 35점

· DVD 플레이어 노후 장비 교체 : 6대

· 노후 PC 교체 : 이용자 PC 30대, 업무용 PC 20대

4.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도서관 보상금 협약 체결 (2009. 2.)

5. 자료등록원부 보존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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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인쇄본)을 전자결재를 통하여 파일로 보관 관리

6.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http://cbnul.chungbuk.ac.kr

-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http://medlib.chungbuk.ac.kr

-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신설 : http://lawlib.chungbuk.ac.kr

7. 2009년도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제작 : 2,000부

- 홍보 E-book 제작 후 홈페이지 탑재

한국교원대학교

1. 2008학년도 학부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 기간: 2008. 3. 4. - 4. 30.

- 대상: 2008학년도 학부신입생 전원(학과별 실시)

2. 2008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학술정보검색 및 상호대차 이용교육 실시

- 기간: 2008. 3. 17. - 4. 4.

- 대상: 2008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전원(전공별 실시)

3. 임용고사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학 동영상 강좌 제공

- 기간: 2008. 1. 8. - 12. 31.

- 내역: 이경범 교육학(이론, 문제풀이), 김현 교육학(모의고사), 남상진 논술

4. 신임교수 도서관 학술정보 이용교육

- 일시: 2008. 9. 1.

- 내용: 도서관 제공 학술DB소개, 도서관의 교수지원제계

5. 개교 24주년 기념 도서관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기간: 2008. 10. 20. - 10. 31.

- 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시상

6. 도서관장과 대학원생과의 간담회 개최

- 일시: 박사과정(2008. 5. 28.), 석사과정(2008. 11. 11.)

- 참석: 대학원 각 전공별 대표자, 참석희망자

- 안건: 대학원생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전공기본도서 확충

7. 국외학술DB 및 전자저널 이용자 교육

- 대상: 교수 및 대학원생

- 일시: 2008. 11. 12.

8. 2008년도 교육연구정보서비스망(ERISNET)협의회 개최

- 기간: 2008. 11. 21.

- 장소: 종합교육관 7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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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9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발간

- 발간일시: 2009. 1. 23.

- 발간부수: 2,000부

한국해양대학교

1. 팀제로의 조직개편(2009. 2. 23.)

- 기획지원팀, 학술서비스팀, 대출전산팀 등 3개팀으로 조직개편

- 조직개편과 함께 리에종(Liaison)서비스 실시 : 국제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공

과대학, 해사대학 등 4개 단과대학 대상

2. 이동식서가(모빌랙) 설치

- 지하 보존자료실에 모빌랙 설치

- 90,000여권 소장

3. 제4열람실 신설

- 1층 로비 공간에 제4열람실 신설 : 92석

금오공과대학교

1. 전자정보실, 연속간행물실 카드프린터 설치(2008.3.10.)

2. 비도서 자료 구입 연간 단가계약 도입(2008. 3.)

3. 일반열람실내 노트북 코너 86석 설치(2008.5.3.)

4. 책나눔 행사(제2회) 실시 1,234권(2008.5.20. - 5.21.)

5. 일반열람실 보행통로 소음방지 바닥 카페트 타일 시공(2008.5.24.)

6. 도서관 소개 및 이용자 교육 동영상 제작(2008.6.23.)

7. 일반열람실내 열람테이블 352석 교체(2008.7.11.)

8. 도서관 일반열람실 및 각 자료실내 CCTV 44대 설치(2008.8.22.)

9. 각 자료실 장서배열 총 점검 및 파손도서 수리 작업(2009.2.4-2.10.)

10.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 전자저널 및 비도서 자료 확충(2008.11.-12.)

진주산업대학교

1. 도서관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교체

- 주전산 프로그램 교체

- 무정전 시스템 등 노후장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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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확충

-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 1대

- 빠른 반납기설치 1대

3. 도서관 환경 개선사업

- 열람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 정수기 교체 2대

- 3,4층 자료실 리모델링으로 환경 개선

충주대학교

1. 충주/증평 간 도서이동(관) 작업

- 기간 : 2008. 6. 20 - 8.31.

- 내용 : 전공 및 교양도서 5만권 이동, 보존서고 설치, 증평분관 장서 재배열 작업

2. 충주대학교 독후감 대회

- 기간 : 2008년 5월∼11월(추진계획에 의함)

- 참가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시상내역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상(2명) 각 30만원, 우수상(3명) 각 20만원,

장려상(5명) 각 10만원, 참가상(기념품) 등

- 내용

∙ 책 읽는 대학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모색

∙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생활화 운동의 활성화 추진

3. 도서 상세정보(e-cip) 이미지 서비스 도입

- 목적 : 자료검색 시 도서의 상세정보(표지이미지, 목차, 저자, 색인, 초록, 서평,

해제 등)을 사전 확인하고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대상 : 국내서(단행본)

- 방법 : 도서구매 시 특수조건에 의하여 도서 상세정보 Data File구축, 도입

(2007년 이전의 소장자료는 자체적으로 상세정보이미지 구축하고 있음)

한경대학교

1. 중앙도서관 소식지 발간

- 목 적 : 도서관 서비스의 안내 및 독서정보제공으로 이용 활성화 유도

- 발간내용 : 도서관 주요 서비스 안내, 사서들의 추천도서 목록,

인터넷참고정보원, 도서관 100배 활용하기 등

- 발간사항

구분 창간호 2호 3호

발 간 일 2008. 5. 19 2008. 9. 5 2008. 12. 8

발간형태 A3 단면접지 A3 양면접지 A3 양면접지

발간부수 1,000부 1,500부 1,500부

배포내역 강의동 배포 및 도서기증자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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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간도서목록(e-CIP) 서비스

- 목 적 : 도서구입신청의 간소화 및 신간정보 제공

- 시 행 일 : 시범서비스(2008. 9.- 11.) 및 전면시행(2008. 12.-2009. 11.)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의 ‘One-Click! 도서신청’ 배너를 클릭 후

신간도서목록 중에서 ‘희망도서신청’ 버튼 클릭

3. 도서관 홈페이지 Renewal

- 목 적 : Web 2.0 및 Library 2.0 개념 적용 및 W3C 표준을 준수하는

Open Web 구현

- 개발내용

․RSS 적용 및 RSS Reader 지원

․펼침메뉴적용, 검색어자동완성, 통합검색,

검색결과건수 제공 등의 기능 지원

․대출 및 자료구입 관련 SMS 서비스 제공

한국과학기술원
1. 2007년 6월-11월 교양분관 리모델링(English Zone, 개인/단체학습실, 열람실, 휴게

공간) 12월 18일 준공식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1. 원격교육매체 특별전 지역대학 순회전시

- 일자 : 2008. 4. 18. - 4. 27.

- 장소 : 충북지역대학 1층

2. 연구자료실 개실

- 일자 : 2008. 5. 30.

- 면적 : 238.6㎡

- 이용자료 : 국외서, 국내외 학술지, 비도서 자료 등

- 이용시설 : 검색PC, TV/DVD/VHS 등 멀티미디어 기기, 열람책상 등

3. 도서관 직원연수

- 일자 : 2008. 10. 29. - 10. 30.

- 참석자 : 중앙도서관장등 38명

- 내용 : 특강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 분임토의

- 특강 : 미국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현주소(강사 충남대 이응봉교수)

4. 학술정보검색실 증실

- 일자 : 2008. 12. 9.

- 설치내용 : 검색PC, 복사기, 스캐너, 시청각활용기기, 프로젝터, 장애인전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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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문화행사

- 일자 : 2009. 2. 11.

- 내용 : 특강 및 다독상 시상

- 특강 : 한국신화와 문화콘텐츠(강사 국문학과 손종흠교수)

6. 특성화자료(원격․평생교육분야 ) 수집

- 목적 : 국내․외 원격 및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교재, 도서, 저널, 기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이 분야의 최고 보유 도서관으로 위상 강화

- 국외원격대학과 교재 교환프로그램 진행

․자료교환 협조 서한 발송(20개기관) 및 우리대학 학과 및 과목 브로셔 우송

- 자료 수집

․구입 : 영국 Open University 191책

․수증 : 일본방송대학 및 베트남 호치민 시티개방대학 교재 등

․기증 : 일본방송대학에 우리대학교재 100책

7.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교체

- 중앙도서관 및 1지역대학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교체

한밭대학교

1. 환경개선사업

- 자전거보관대 추가설치(2008. 11.)

-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운영(2008. 12.)

- 보존서고확장(2009. 1.)

- 1층 로비 실내분수 설치(2009. 2.)

- 출입관리시스템, 자동반납기 및 전자사물함 도입(2009. 2.)

2. 제11회 도서관문화행사

- 일시 : 2008. 11. 4. 10:00～18:00

- 내용 : 우수이용자 시상, Book hunting, 세계의 도서관 사진전 등

경인교육대학교

1. 예비교사를 위한 추천도서 100선 출판

- 서명 : 교사와 책 미래의 힘

- 내용 : 전국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

정보원에서 교사 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도서 100선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이 읽으면 좋은 도서

- 기타 : 교보문고 추천도서코너 등재

2. 부설초등학교 도서실 지원 사업

- 기간 : 2008. 6. - 7.

- 내용 : 도서실 운영 전반 점검 및 컨설팅

현장 지원(자료정리, 배열)

교사, 학부모 대상 이용 교육(도서실 이용, 독서지도, 컨텐츠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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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

1.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문고 운영 및 독서지도 상담(2008. 6.)

2. 일반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설치(2008. 8.)

3. 도서관 자료실, 일반열람실 CCTV 설치(2008. 6.)

4.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2008. 3.)

5. 졸업생을 위한 일반열람실 출입증 발급(연인원100명) : 3월, 9월

6. 도서관 환경개선(2008. 6.)

- 열람실 내부 도색

- 열람실 내부 매트 교체

- 바닥청소 및 코딩작업

부산교육대학교

1. dCollection을 통한 학위논문 수집실시 및 이용자교육 (2008. 6. 1. - 2008. 8. 29.)

- 2008년 8월 학위수여자부터 실시

- 2008년 6월 한달간 납본 방법 학과별 이용자교육 실시

2. dCollection 사업 우수교 선정 (2008. 9. 10.)

- KERIS 원장상 수상

3. 부서명칭 변경 (2008. 8. 28.)

-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영역 확장에 관한 조항 신설

4. 양성평등 축제 기획 및 추진 (2008. 9. 29. - 10. 10.)

보고서 간행

가. 양성평등 자료 전시회 - “책으로 보는 양성 평등”

- 2층 “양성평등 들여다보기”

: 기본용어와 사진, 교과서 등 전시

- 3층 “양성평등 단행본 살펴보기”

: 주제별, 학문별 양성평등 문헌 전시

- 4층 “양성평등 참고자료 찾아보기”

: 논문 및 각종 참고자료 전시

나. 양성평등 초청강연회 (10. 6.) - “알파걸을 위한 여성작가와의 대화”

- 주제 : 평등한 교사, 자유로운 아이

- 강사 : 오숙희(방송인, 여성학자)

- 대상 : 재학생 및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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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성평등 4행시 대회 - “나에게 있어 양성평등이란?”

- 4행시 주제어 : 양성평등, 남녀차별, 남성여성

- 접수장소 : 학술정보관 전 층

- 시상식 : 10. 15.(수) / 수상자 18명

5.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08. 9. 29. - 10. 10.)

-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전반에 관한 객관식 40문항

- 응답자에게는 자체 제작한 도서관 가방을 증정하여 홍보 및 독서 장려 효과

6. 우선 정리 서비스 실시 (2008. 11. 10.)

- 이용자가 도서 구입 신청 후 처리상태가 “정리중”으로 표시되었을 때, 우선정리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도서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1.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접속

2. 서명과 저자명을 입력

3. 정리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 전화 3가지로 통보

4. 요청 2일후 오후 4시 이후에 학술정보관 중앙안내데스크에서 대출 가능

- 유의사항 : 3일 안에 대출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에게 대출됨

7. 임용 시험 『합격 기원』 이벤트 실시 (2008. 10. 29.)

- 목적 : 임용시험 공부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와 휴식

을 가지게 하고 격려해 주기 위함

- 내용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은 종이가방에 떡과 엿, 사탕과 초콜릿 그리고 사

서직원 모두가 작성한 합격 기원 편지를 담아 나누어 주었음.

8. 이용자 쾌적성(Amenity)향상 사업

- 열람실 전체 공기 살균정화기 4대 도입 (2008. 3.)

- 자료실 전체 공기 살균정화기 10대 도입 (2009. 2.)

9. 『눈에 띄는 새 책』 코너 혁신 (2008. 9.)

- 신간 도서 위주로 로비에 서가 구성하였던 것을 철거하고

- 로비 엘리베이터 양쪽에 전시용 망(mesh)과 철제 책걸이로 책을 진열

- 천정에 할로겐 조명을 설치하여 시선집중효과 및 이용율 대폭 증가

- 이용자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로비의 분위기가 기존에는 딱딱하고 차가웠으

나, 인테리어의 변화로 따뜻하고 고급스런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됨

10.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책자 발간 및 새로운 책갈피(Bookmark) 제작

- 이용안내책자 : 학술정보관 이용에 관한 내용을 집약, 휴대가 편한 크기로 제작

- 신규 책갈피 : 기존의 책갈피는 1종뿐이었으나 4종으로 제작, 각각 간략한 이용

안내가 기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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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식활용 정보커뮤니티 간행물『무한도전』3호 발행 (2009. 1. 30.)

- 학술정보관 사서직원과 정보전산원 전산직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업무 혁신

및 다양한 지식공유 콘텐츠가 집약 되어 있는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

12. 열람실 좌석 배석기 추가 설치 : 총 2대 (2009. 2. 6.)

- 기존 배석기 H/W 업그레이드를 통해 2대 연동시켜 사용

13. 졸업생 대상 열람실 이용증 발급 (2009. 2. 23.)

- 재학생 전용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가능으로 이용자 범위 확대

14. 초등학교 대상 자료대출증 발급 (2001. 9. 1. - 2009. 2. 29.)

- 부산광역시내 197개 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1. 무인 자동대출∙반납기기 설치

2.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 교체

3. 온라인 도서관인증제 도입

- 신입생들에게 도서관의 시설 및 소장자료 이용법 등을 동영상, 플래시 기반으로

제작․개발

- 이수를 해야 대출 가능

4. ERM(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System) 검색시스템 설치

- 구독 중 학술DB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 효율화

5. SMS 문자서비스 제공

- 대출, 반납, 예약 등 문자 발송을 통하여 문제 발생 최소화

6. 학과별 기초전공도서 추천목록 개발 및 구입 완료

7. 도서관 회원제 실시

- 연회비 및 예치금제 실시

- 대상 : 졸업생 및 연수생 (시간 강사 포함)

서울시립대학교

1. 도서관 뉴스레터 “책의 향기” 발간

- 시행시기 : 2008. 4.

2. 법학전문도서관 법학관으로 이전 및 개관

- 사업 기간 : 2008. 8. - 2008. 10.

3. 법학전문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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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 2008. 12. - 2009. 2.

4. DB서버 및 웹 가속기 구축 등 하드웨어 확충

- 2008. 4. - 2008. 6.

5. ‘NOS시스템’ 및 ‘DB보안시스템’ 등 시스템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선

- 2008. 2. - 2008. 4.

6 대출한도 확대 및 연체자 대출중지 산정기준 변경

- 시행시기 : 2008. 9. 1.

7. 중앙도서관 규정개정을 통한 이용자서비스 확대

- 시행시기 : 2008. 9.

8. 제본신문 중 신문 일부 폐기처리

- 2008. 7. - 2008. 8.

9. 홈페이지 웹 취약점 보완

- 2008. 9. - 2008. 10.

인천대학교

1. 독서의 달 행사 개최(독후감 현상 공모)

- 일 시 : 2008.09.01.- 09.30.

- 시상내역 :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 5명

공군사관학교 1. '08.4.4.-18. : '도서관주간‘행사 실시

국군간호

사관학교

1. 로비 및 사무실 에어컨 설치

- 일자 : 2008. 12. 4.

- 내용 : 로비에 대형에어컨 1대와 사무실 타워형 에어컨 1대

2. 인터넷 검색대 재배치

- 일자 : 2008. 1. 12.

- 목적 : 이용자들 편의 제공과 공간 활용

3. 도서관 리모델링

- 일자 : 2009. 1. 20. - 2. 27.

- 내용 : 모든 공간의 도색과 현관 및 휴게실을 새로이 개조하고

가구 배치

- 목적 :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4. 독서명화 액자 및 브로마이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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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09. 1. 26.

- 목적 : 문화공간조성과 독서분위기 고취

한국예술종합학교

1 석관동 교사 예술분야 외국도서전시회 개최

- 목적 : 교수 및 학생들에게 최신 외국도서의 동향을 소개하고 학술연구와 교육활

동을 지원하며 구입희망도서 추천

- 기간 및 장소 : 2008. 5. 13(화)-5. 15(목) 3일간 / 석관동 도서관동 1층 갤러리

: 2008. 5. 20(화)-5. 21(수) 2일간 / 서초동 도서관 1층 로비

- 내용 : 예술일반, 연극, 영상, 미술 분야 등 도서전시(영상자료 포함)

- 참가업체 : 교보문고 등 4개 업체

2. 아르코 예술정보관 교류협정 체결

- 참석 : 위원장 및 운영위원, 정보관 직원 등

- 일시 : 2008. 9. 26. (금) / 3층 회의실

- 대출자료 : 단행본(참고도서 및 일부도서 제외), 연속간행물 과월호, 관외대출용

영상·음악자료, E-Book

- 대출기간 : 15일 / 연체 시 연체기간만큼 대출정지 또는 연체료부과

- 대출책수 : 1인당 5건 이내

3. 졸업작품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

- 구축기간 : ‘08. 11. 8. - 12. 14.

- 사업자 : (주)퓨처인포넷, (주)엠비엔테크

- 목적

․ 예술교육콘텐츠 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 음원 및 이미지 콘텐츠 관련 관리시스템 도입

․ 현재 운영중인 디지털저작물관리시스템과 도서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콘텐츠

관리시스템의 일원화

- 서비스 실시 : 08년 후기졸업

한국전통

문화학교

1. 학술정보관 재배치공사

- 전자정보자료실

․ 비도서자료, 고서, 안내데스크등 전반적인 재배치

- 종합정보자료실 개실

․ 전자정보자료실의 실물자료 이동

․ 문헌정보자료실의 정기간행물, 신문, 사보 자료 이동

※ 정기간행물에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 집중제공 가능

2. 학술정보관 투명유리문과 이용자 휴게시설 설치공사

- 문헌정보자료실 3층에 간이휴게실조성과 창호공사

- 전자정보, 문헌정보, 종합정보자료실 출입문 투명강화유리문으로 전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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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계 (2008년도)

1. 이용대상

(2008.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학부생 대학원생 교  수 직  원 지역주민회원 기  타 계

대

학

교

강릉원주대 7,635 746 730 197 983 108(조교) 10,399

강 원 대 20,209 2,871 927 437 668 1,469 26,581

경 북 대 32,830 7,463 1,104 669 858 1,284 44,208

경 상 대 13,614 1,256 1,338 378 1,157 17,743

공 주 대 13,615 2,633 521 382 467 17,618

군 산 대 7,054 385 394 234 261 8,328

목 포 대 6,803 1,022 299 189 67 129 8,509

부 경 대 15,142 1,984 565 563 582 923 19,759

부 산 대 19,720 7,233 1,111 698 640 599 30,001

서 울 대 18,478 10,008 2,476 1,004 568 32,534

순 천 대 7,136 991 305 184 189 8,805

안 동 대 6,650 352 321 153 164 55 7,695

전 남 대 21,780 4,102 1,193 668 588 246(조교) 28,577

전 북 대 15,498 3,127 984 633 328 192(조교) 20,762

제 주 대 11,204 1,677 591 359 116 764 14,711

창 원 대 8,328 1,799 312 169 1,943 12,551

충 남 대 18,588 4,939 867 429 1,073 190(조교) 26,086

충 북 대 15,023 3,513 723 323 209 1,292 21,083

한국교원대 2,213 3,114 197 667 199 6,390

한국해양대 5,878 683 239 253 154 7,207

금오공과대 6,555 674 188 218 1,041 26 8,702

서울산업대 11,341 1,186 309 225 91(조교) 13,152

진주산업대 5,541 309 190 107 350 6,497

충 주 대 8,437 256 283 145 1,269 10,390

한국방송통신대 189,674 1,008 140 527 319 191,668

한국체육대 2,334 612 146 89 100 3,281

한 경 대 5,959 414 154 136 263 106 7,032

한 밭 대 8,056 448 237 173 458 65(조교) 9,437

KAIST

소 계 505,295 64,805 16,844 10,209 14,334 8,219 619,706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3,755 857 127 127 4,866

공주교육대 2,254 332 82 53 2,721

광주교육대 1,942 555 72 60 51 2,680

대구교육대 2,355 765 89 78 1,964 5,251

부산교육대 2,244 603 79 62 293 220 3,501

서울교육대 2,434 736 135 86 3,391

전주교육대 1,724 389 55 50 61 2,279

진주교육대 2,061 281 71 64 12 2,489

청주교육대 1,806 404 66 48 2,324

춘천교육대 2,104 498 69 59 367 3,097

소 계 22,679 5,420 845 687 2,675 293 32,599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8,634 2,629 372 215 11,850

인 천 대 6,723 1,312 255 178 4,275 12,743

경 찰 대 480 32 198 3,175 3,885

공군사관학교 615 140 1,680 6 2,441

국군간호사관학교 354 22 50 483 909

육군사관학교 860 188 473 1,542 3,063

해군사관학교 650 180 512 2,723 651 4,716

한국예술종합학교 2,056 681 136 205 36 131 3,245

한국전통문화학교 510 23 48 160 130 871

소 계 20,882 4,622 1,348 3,559 7,194 6,118 43,723

합 계 548,856 74,847 19,037 14,455 24,203 14,630 69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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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직원

  가) 현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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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1 1 7 5 1 1 1 2 2 12 9 21 2

강 원 대 4 14 13 5 3 1 26 14 40 1

경 북 대 4 1 15 21 1 2 2 4 3 1 6 1 1 28 34 62 4

경 상 대 3 1 13 9 1 1 3 1 3 21 14 35 6

공 주 대 3 11 7 2 2 18 7 25

군 산 대 1 9 4 10 4 14

목 포 대 1 6 3 1 1 7 5 12 3

부 경 대 1 12 9 1 13 10 23

부 산 대 4 10 25 1 1 1 1 10 17 36 53

서 울 대 8 27 59 2 1 2 1 6 8 4 1 11 47 83 130 35

순 천 대 1 5 5 1 1 2 7 8 15

안 동 대 1 7 4 1 1 1 10 5 15 3 1

전 남 대 4 1 14 18 2 1 2 1 3 5 25 26 51 1 3

전 북 대 4 1 11 17 1 1 2 2 2 19 22 41 2 4

제 주 대 3 1 10 6 1 1 1 2 5 1 16 14 30 6

창 원 대 1 7 4 2 1 1 9 7 16 1

충 남 대 4 14 17 1 1 19 18 37 6 8

충 북 대 3 10 10 2 1 2 2 1 19 12 31 5 6

한국교원대 1 7 5 2 8 7 15 2 1

한국해양대 1 7 6 1 8 7 15 2

금오공과대 1 2 4 2 3 6 9

서울산업대 1 7 3 1 1 1 9 5 14 1

진주산업대 1 5 1 1 6 2 8

충 주 대 2 7 1 1 10 1 11 3

한국방송통신대 1 10 7 6 3 11 9 28 19 47

한국체육대 1 2 2 3 2 5 1

한 경 대 1 2 2 3 3 5 8 2

한 밭 대 1 4 2 2 5 4 9 4

KAIST 0

소 계 62 6 255 269 12 2 6 2 3 1 36 29 30 65 3 12 406 386 792 33 80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 4 3 2 1 2 8 6 14 1

공주교육대 1 2 2 1 1 1 4 4 8

광주교육대 3 2 1 1 5 6

대구교육대 1 2 3 2 1 5 4 9 1

부산교육대 1 2 3 1 3 4 7

서울교육대 1 4 3 1 5 4 9 2

전주교육대 1 3 1 1 2 4 6 1

진주교육대 1 3 1 1 5 1 6

청주교육대 1 2 1 1 1 1 3 4 7 4

춘천교육대 1 3 2 1 6 1 7 1

소 계 8 2 22 22 2 8 6 2 6 42 37 79 1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 7 9 1 2 2 12 11 23 9 14

인 천 대 1 1 5 1 1 2 4 7 11

경 찰 대 1 1 3 1 1 2 5 7

공군사관학교 1 6 2 3 6 9

국군간호사관학교 1 1 1 1 2

육군사관학교 1 8 1 8 9

해군사관학교 1 5 3 1 6 4 10

한국예술종합학교 1 1 3 1 2 1 2 4 6 9 15 6 1

한국전통문화학교 1 2 1 3 1 4 3

소 계 7 1 20 38 3 0 2 3 3 1 9 38 52 90 18 15

합 계 77 9 297 329 17 2 6 2 5 4 47 36 32 80 3 12 486 475 961 5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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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급별(사서직)
(2008.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대

학

교

강릉원주대 1 5 5 1 12

강 원 대 2 11 11 3 27

경 북 대 1 1 14 13 7 8 44

경 상 대 2 9 9 2 5 27

공 주 대 1 8 7 2 18

군 산 대 1 6 2 4 13

목 포 대 1 4 4 9

부 경 대 1 8 6 2 1 3 21

부 산 대 1 1 13 12 5 3 35

서 울 대 3 5 27 30 14 7 27 113

순 천 대 1 5 3 1 3 13

안 동 대 1 5 3 2 11

전 남 대 2 14 11 5 5 37

전 북 대 2 10 10 6 4 32

제 주 대 1 8 5 1 1 1 17

창 원 대 1 5 4 1 3 14

충 남 대 2 13 12 3 1 31

충 북 대 2 11 4 3 20

한국교원대 1 5 5 1 12

한국해양대 1 7 4 1 3 16

금오공과대 4 1 1 6

서울산업대 3 7 10

진주산업대 2 3 1 1 7

충 주 대 5 2 1 1 9

한국방송통신대 8 6 3 18 35

한국체육대 2 1 1 4

한 경 대 2 1 1 1 5

한 밭 대 3 3 2 8

KAIST

소 계 5 30 217 180 72 17 85 606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 3 2 7

공주교육대 2 2 4

광주교육대 1 1 1 3

대구교육대 2 2 1 5

부산교육대 2 1 2 1 6

서울교육대 3 3 2 1 9

전주교육대 1 1 1 3

진주교육대 2 2 4

청주교육대 1 2 2 5

춘천교육대 2 1 1 4

소 계 18 18 8 5 5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 5 7 2 1 5 21

인 천 대 1 5 2 8

경 찰 대 1 1 1 1 4

공군사관학교 2 2 1 1 6

국군간호사관학교 1 1

육군사관학교 1 2 1 5 9

해군사관학교 1 2 1 2 1 1 1 8

한국예술종합학교 1 2 1 8 12

한국전통문화학교 1 1 1 3 6

소 계 2 8 13 24 6 4 19 75

합 계 7 38 248 222 86 21 109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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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격증
(2008.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 사 서 계

대

학

교

강릉원주대 2 8 2 12

강 원 대 12 11 4 27

경 북 대 12 28 4 44

경 상 대 10 15 2 27

공 주 대 5 13 18

군 산 대 5 8 13

목 포 대 2 7 9

부 경 대 5 12 4 21

부 산 대 16 18 1 35

서 울 대 29 58 26 113

순 천 대 8 5 13

안 동 대 1 10 11

전 남 대 4 31 2 37

전 북 대 8 19 5 32

제 주 대 3 13 4 20

창 원 대 1 11 2 14

충 남 대 16 15 31

충 북 대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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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1 9

한국방송통신대 7 23 5 35

한국체육대 2 2 0 4

한 경 대 1 4 5

한 밭 대 1 3 4 8

KAIST

소 계 174 360 74 608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 3 3 7

공주교육대 1 2 1 4

광주교육대 5 5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1 5 6

서울교육대 3 5 8

전주교육대 2 1 3

진주교육대 1 3 4

청주교육대 5 5

춘천교육대 3 1 4

소 계 8 30 8 46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3 16 2 21

인 천 대 4 2 2 8

경 찰 대 1 3 4

공군사관학교 2 6 8

국군간호사관학교 1 1

육군사관학교 6 3 9

해군사관학교 1 4 3 8

한국예술종합학교 10 2 12

한국전통문화학교 1 5 6

소 계 18 50 9 77

합 계 200 440 91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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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단위 : ㎡)
(2008.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연면적 서 고 일반

열람실 자료실 전자
정보실 사무실 기타

공용면적
열람

좌석수

대

학

교

강릉원주대 21,492.6 7,397.46 1,949.9 1,245.23 340.35 10,559.1 1,764

강 원 대 20,245 2,827 3,866 7,719 711 777 6,249 3,006

경 북 대 37,389 1,894 8,231 14,618 717 1,798 7,944 5,182

경 상 대 24,421 724 4,002 8,762 480 719 9,734 3,220

공 주 대 22,780 1,748 3,648 5,167 917 884 9,727 2,702

군 산 대 12,875 284 2,168 3,081 503 462 6,377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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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1

부 산 대 24,803 6,243 4,689 10,961 355 742 1,813 5,594

서 울 대 43,745 4,317 10,193 15,711 983 4,691 7,851 6,133

순 천 대 7,804 4,303 2,333 247 301 620 1,896

안 동 대 11,566 311 2,117 5,040 315 577 3,206 1,425

전 남 대 25,302 1,885 5,623 7,863 329 1,102 8,500 5,332

전 북 대 26,268 1,755 9,673.5 4,708.5 594.5 1,083.5 8,378.4 3,539

제 주 대 12,265 406 2,243 5,233 281 863 3,238 1,902

창 원 대 9,628 673 1,872 2,587 285 396 1,949 1,116

충 남 대 25,114 1,867 3,348 10,323 465 1,295 7,816 4,115

충 북 대 19,266 1,529 6,090 6,390 561 594 4,102 2,935

한국교원대 9,185 1,920.64 1,277.62 1,387.8 77.76 534 3,016 1,165

한국해양대 7,566 472 1,116 2,920 478.5 441.45 2,138.05 1,262

금오공과대 11,350 226 2,072 3,247 388 235 5,182 1,535

서울산업대 10,061.99 896.28 1,640.11 2,471.7 776.2 268.9 4,008.8 1,256

진주산업대 5,683 303 1,059 1,557 330 272 2,162 810

충 주 대 7,672.88 2,637.40 1,492.38 128.90 381.00 408.20 2,625.00 1,236

한국방송통신대 2,805 820 470 534 222 220 539 300

한국체육대 2,192.2 533.4 1,226.1 317 72.1 43.6 280

한 경 대 9,044.31 849.27 902.32 2,513.44 895.13 170.55 3,713.6 1,064

한 밭 대 6,682.1 859.3 2,610 469.8 228.6 2,514.4 1,380

KAIST

소 계 454,342.08 48,601.05 89,587.53 140,188.44 14,218.12 20,197.65 138,285.95 67,758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5,141 289 588 1,766 240 217 2,041 845

공주교육대 5,646 152 622 2,030 262 117 2,463 759

광주교육대 5,612 726 1,889 121 132 2,744 670

대구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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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1.21 195.84 786.78 1,398.48 147.6 215.64 1,995.87 730

진주교육대 3,355 119 1,123 893 165 120 935 654

청주교육대 3,287 1,366.7 1,382 592.5 639.1 72.45 930

춘천교육대 2,609 74 245 1,708 123 459 576

소 계 40,806.09 2,421.5 6,892.62 12,348.09 2,248.7 1,505.93 14,208.39 6,466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2,689 1,212 1,905 4,220 711.86 441 4,19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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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5 252 141 3,104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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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 346 543 154

소 계 45,369 4,293 5,474 16,785 2,469.86 2,275 11,996 5,734

합 계 540,517.17 55,315.55 101,954.15 169,321.53 18,936.68 23,978.58 164,490.34 79,958



기본통계 / 351

4. 전산장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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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SOLARS DLiⅡ SunFire 4800 4 6GB 640GB 186 47 233 1 1 3

강 원 대 SOLARS DLiⅡ SunFire V890 8 9.6GB 432GB 169 65 234 3 6

경 북 대 SOLARS DLi2.5 SunFire 4800 4 8GB 1.4TB 165 85 250 3 유

경 상 대 SOLARS DLiⅡ SunFire 488 4 8GB 3TB 207 59 266 2 2 6

공 주 대 SOLARS DLi2.5 SunFire V880 4 8GB 450GB 130 43 173 5 4 5

군 산 대 SOLARS DLiⅡ SunFire V880 4 8GB 432GB 91 15 106

목 포 대 SOLARS SE SunFire V1280 4 8GB 468GB 57 18 75 2 1

부 경 대 XM-LAS PRIMEPOWER 450 4 8GB 294GB 134 46 180 7 7 7

부 산 대 XM-LAS SUN V880 4 8GB 874GB 248 130 378 8 8 9

서 울 대 SOLARSⅢ SunFire 6800*2대 26 26GB 4TB 201 126 327 10 12 12

순 천 대 SOLARS SunFire V880 2 4GB 438GB 71 35 106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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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POWER 650 4 16GB 432GB 223 85 308 2 7 12

제 주 대 SOLARS DLiⅡ SunFire V890 4 16GB 880 109 58 167 2

창 원 대 SOLARS DLiⅡ sunfire V1280 4 8GB 396GB 108 27 135 2 3

충 남 대 XMLAS SUN V880 4 8GB 430GB 138 67 205 6 6

충 북 대 SOLARS DLiⅡ SunFire V1280 4 8GB 399GB 148 64 212 5 7 2

한국교원대 SOLARS DLi2.5 SunFire V480 4 16GB 1.23TB 57 52 109

한국해양대 TG-XMLAS Fujitsu PrimePower450 2 4GB 144GB 102 24 126 2 2 2

금오공과대 SOLARS DLiⅡ SunFire 3800 4 4GB 327GB 69 25 94 1 2

서울산업대 TG-XMLAS Fujitsu PrimePower450 1 4GB 292GB 169 31 200
1(무인)

4(공용기)
8 2

진주산업대 SOLARS SunFire V880 2 4GB 438GB 74 7 81 2 1

충 주 대 SOLARS SunFire V480 2 4GB 72GB 75 21 96 1

한국방송통신대 SOLARS DLiⅡ SunFire 4810 4 4GB 396GB 74 30 104 2 1

한국체육대 도서관 DB서버 Sun Fire V445 2 4GB 219GB 22 10 32 0 0 2

한 경 대 SLIMA-NET Compaq PLT 8000R 4 3GB 380GB 71 17 88 4 2 4

한 밭 대 SOLARS SE SunFire V880 4 8GB 438GB 30 14 44 2 3 2

KAIST

소 계 3,285 1,296 4,581 82 92 102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SLIMA-DL Compaq ML-570 2 1GB 72GB 119 17 136 1 2

공주교육대 SOLARS DLi SFV 440 4 8GB 292GB 54 13 67 1

광주교육대 TG-XMLAS HP ML570T03 2 4GB 440GB 49 11 60 2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SLIMA-NET HP ProLiant ML570 G3 2 2GB 146.8GB 38 12 50 2 유

서울교육대 SOLARS DLiⅡ SunFire V480 2 4GB 146GB 98 19 117 1 1

전주교육대 SLIMA-NET IBM X346 2 4GB 880GB 58 17 75 2

진주교육대 SLIMA-NET HP570L 2 2GB 588GB 28 12 40 1 1

청주교육대 DB서버 SunFire V440 2 4GB 4*73GB 97 6 103 1 2 3

춘천교육대 SLIMA-NET HP ML350G03 1 512MB 218GB 17 10 27 1

소 계 558 117 675 5 9 7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TG-XMLAS IBM P6 p550 4 16GB 1,492GB  272 30 302 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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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0 30 1

공군사관학교 SLIMA-DL Dell Power Edge 6850 2 4GB 140GB 36 16 52 1 2

국군간호사관학교 Sky.net Fujitsu 1 2.33GhZ 146GB 8 6 14

육군사관학교 KOLASⅡ 삼성SS140 2 4GB 328GB 35 23 58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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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GB 28 13 41 2

소 계 682 181 863 9 10 25

합 계 4,525 1,594 6,119 96 1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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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현황

1. 자료정리도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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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KDC4 KORMARC 자체제작 KDC4 MARC21 커터샌본

강 원 대 KDC4
KCR4

KORMARC

장일세

이재철2표
KDC4

AACR2

USMARC
커터샌본 KDC4 KORMARC 이재철2표

경 북 대 DDC22 KORMARC 이재철2표 DDC22 USMARC 커터샌본 DDC22 KORMARC 이재철2표

경 상 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DDC21 MARC21 커터샌본3 4부분류
KORMARC

(고서용)
이재철2표

공 주 대 DDC22 KORMARC 이재철2표 DDC22 MARC21 커터샌본3 DDC22 KORMARC 이재철2표

군 산 대 KDC4 KORMARC 이재철6표 KDC4 USMARC 커터샌본 KDC4 고서목록규칙 이재철6표

목 포 대 KDC4 KORMARC 이재철 DDC21 USMARC 커터샌본 사분개수법 고서목록규칙 수입순

부 경 대 KDC4
KCR3

KORMARC
수입순 DDC21

AACR2

USMARC
커터샌본

부 산 대 DDC21 KCR2 이재철2표 DDC21 AACR2 커터샌본3 사분개수법 고서목록규칙 수입순

서 울 대

DDC22

NLMC
서울대수정판

KCR4

AACR2

Cutter

3figures
서울대수정판

DDC22

NLMC
서울대수정판

AACR2
Cutter
서울대수정판

화한서분류표

DDC22
서울대수정판

KCR4

AACR2
Cutter

순 천 대 KDC4 KORMARC 이재철 DDC22 USMARC 커터샌본 KDC4 고서목록규칙 이재철

안 동 대 KDC4 KCR3 이재철2표 DDC21 AACR2 커터샌본 KDC4 KCR3 이재철2표

전 남 대 DDC22 KCR3 이재철2표 DDC22 AACR2 커터샌본 사부분류 KCR3 이재철2표

전 북 대 DDC22 KCR4 Elrod식 DDC22 AACR2R 커터샌본 DDC22 KCR4 Elrod 식

제 주 대 KDC4 KCR4 장일세 KDC4 AACR2 커터샌본3 KDC4 KCR4 장일세

창 원 대 KDC3 KORMARC 이재철2표 DDC21 USMARC 커터샌본

충 남 대 DDC22
KCR4

AACR2
새연대순 DDC22 AACR2 새연대순 4부분류법 고서목록규칙 수입순

충 북 대 KDC4 KCR2 장일세 KDC4 AACR2 커터샌본 KDC4 KCR2 장일세

한국교원대 DDC22 KORMARC 장일세 DDC22 USMARC 커터샌본 DDC22 KORMARC 장일세

한국해양대 KDC3
KORMARC

USMARC
이재철2표 DDC20 USMARC 커터샌본

금오공과대 KDC4 KORMARC 장일세 DDC20 USMARC 커터샌본 KDC4 KORMARC 장일세

서울산업대 KDC4 KCR3 장일세 DDC21 AACR2 커터샌본

진주산업대 KDC4
KOR

MARC
이재철2 KDC4

US

MARC
커터샌본

충 주 대 KDC4 KORMARC 이재철5표 KDC4 USMARC 커터샌본

한국방송통신대 KDC4 KORMARC
동양저자기호표

(수정,보완판)
DDC21 USMARC 커터샌본

한국체육대 KDC4 KORMARC 이재철식5판 DDC20 USMARC 커터샌본3

한 경 대 KDC4 KORMARC 동양저자기호표 DDC21 KORMARC 커터샌본

한 밭 대 DDC22 KCR3 이재철2표 DDC22 AACR2 커터샌본

KAIST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DDC22 KORMARC 이재철2표 DDC22 KORMARC 커터샌본

공주교육대 DDC21 KORMARC 이재철 DDC AACR2 커터샌본

광주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 KDC4 USMARC 커터샌본

대구교육대 DDC21 KORMARC 이재철2표 DDC21 USMARC 커터샌본

부산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 DDC20 KORMARC 커터샌본

서울교육대 KDC KORMARC 이재철2표 KDC MARC21 커터샌본3

전주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USMARC 커터샌본

진주교육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KORMARC 커터샌본

청주교육대 KDC4 KCR4 이재철2표 KDC4 KCR(4판) 커터샌본

춘천교육대 DDC21 KORMARC 이재철2표 DDC21 KORMARC 커터샌본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KDC
KCR4

KORMARC
동양서저자기호표 KDC USMARC 커터샌본

인 천 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USMARC 커터샌본3

경 찰 대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KORMARC 커터샌본

공군사관학교 DDC KORMARC 이재철5표 DDC KORMARC 커터샌본

국군간호사관학교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KORMARC LC

육군사관학교 DDC KORMARC 동서저자기호표 DDC KORMARC 커터샌본

해군사관학교 DDC21 KORMARC 이재철5표 DDC21 KORMARC 커터샌본 4부분류 KORMARC 이재철5표

한국예술종합학교 KDC KCR3 이재철2표 DDC AACR2 커터샌본

한국전통문화학교 KDC4 KORMARC 이재철2표 KDC4 USMARC 커터샌본3 KDC4 KORMARC 이재철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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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별 장서 현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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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48,439 13,673 62,112 14,851 5,121 19,972 8,117 2,281 10,398 103,304 43,487 146,791 11,803 5,087 16,890

강 원 대 52,360 12,924 65,284 41,918 8,343 50,261 17,727 2,671 20,398 222,421 55,698 278,119 26,743 7,430 34,173

경 북 대 123,868 66,248 190,116 78,020 30,451 108,471 35,638 10,091 45,729 407,998 166,348 574,346 72,201 31,089 103,290

경 상 대 45,012 22,745 67,757 29,859 9,509 39,368 13,567 3,068 16,635 169,968 65,636 235,604 32,493 7,418 39,911

공 주 대 62,222 8,844 71,066 33,159 7,981 41,140 14,333 2,182 16,515 164,310 20,637 184,947 34,791 8,769 43,560

군 산 대 27,651 5,536 33,187 16,316 2,016 18,332 7,200 415 7,615 102,594 17,577 120,171 14,696 5,064 19,760

목 포 대 21,434 9,708 31,142 13,109 3,815 16,924 4,188 762 4,950 97,866 27,042 124,908 13,059 4,775 17,834

부 경 대 67,971 8,084 76,055 22,049 1,793 23,842 9,905 1,704 11,609 131,783 21,204 152,987 20,590 4,362 24,952

부 산 대 97,228 19,616 116,844 46,907 10,935 57,842 19,947 2,328 22,275 345,903 73,951 419,854 37,895 44,215 82,110

서 울 대 87,317 85,066 172,383 42,221 52,041 94,262 29,423 20,577 50,000 390,105 353,187 743,292 31,872 31,452 63,324

순 천 대 26,587 6,602 33,189 22,972 3,341 26,313 9,887 935 10,822 120,935 16,679 137,614 21,670 2,824 24,494

안 동 대 57,858 13,099 70,957 26,680 7,126 33,806 9,857 1,487 11,344 131,722 27,868 159,590 40,550 6,127 46,677

전 남 대 55,970 23,605 79,575 29,373 14,928 44,301 15,280 5,078 20,358 170,514 75,374 245,888 28,347 14,875 43,222

전 북 대 61,444 25,139 86,583 31,450 12,500 43,950 19,708 3,352 23,060 164,165 77,909 242,074 25,182 12,437 37,619

제 주 대 54,170 11,082 65,252 24,027 6,763 30,790 11,863 1,934 13,797 251,074 51,764 302,838 22,419 12,027 34,446

창 원 대 31,291 5,247 36,538 16,694 2,433 19,127 7,767 442 8,209 104,902 16,089 120,991 15,631 5,478 21,109

충 남 대 66,660 18,335 84,995 37,333 8,861 46,194 19,950 3,359 23,309 202,264 61,948 264,212 30,204 10,687 40,891

충 북 대 45,222 9,168 54,390 32,073 6,270 38,343 13,951 3,211 17,162 184,707 39,310 224,017 24,956 7,529 32,485

한국교원대 23,660 3,152 26,812 17,438 3,410 20,848 6,795 377 7,172 106,144 11,926 118,070 25,150 5,735 30,885

한국해양대 41,612 4,819 46,431 11,664 1,144 12,808 10,265 250 10,515 75,769 17,309 93,078 10,233 2,321 12,554

금오공과대 28,595 4,127 32,722 8,831 480 9,311 5,672 68 5,740 42,688 1,633 44,321 8,767 876 9,643

서울산업대 38,579 8,406 46,985 16,836 1,872 18,708 5,250 238 5,488 71,183 12,059 83,242 13,289 2,582 15,871

진주산업대 11,061 2,524 13,585 6,735 1,001 7,736 3,008 386 3,394 34,103 7,568 41,671 5,035 580 5,615

충 주 대 32,663 3,933 36,596 16,939 1,050 17,989 6,467 177 6,644 83,094 5,172 88,266 14,590 4,711 19,301

한국방송통신대 57,695 8,412 66,107 45,710 3,688 49,398 10,390 582 10,972 323,839 31,124 354,963 28,068 6,244 34,312

한국체육대 4,677 294 4,971 4,400 3,214 7,614 1,614 24 1,638 16,724 970 17,694 3,150 186 3,336

한 경 대 20,021 2,183 22,204 11,396 447 11,843 4,437 44 4,481 67,890 4,431 72,321 8,892 1,075 9,967

한 밭 대 37,933 6,239 44,172 11,830 3,695 15,525 4,327 157 4,484 43,682 8,164 51,846 23,141 3,561 26,702

KAIST

소 계 1,329,200 408,810 1,738,010 710,790 214,228 925,018 326,533 68,180 394,713 4,331,651 1,312,064 5,643,715 645,417 249,516 894,933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6,453 886 17,339 15,973 1,501 17,474 4,466 95 4,561 78,404 5,149 83,553 11,195 2,608 13,803

공주교육대 9,752 397 10,149 14,268 343 14,611 4,205 46 4,251 68,080 3,707 71,787 9,490 1,806 11,296

광주교육대 7,052 1,062 8,114 8,166 889 9,055 3,516 121 3,637 36,889 3,020 39,909 4,668 840 5,508

대구교육대 12,060 552 12,612 11,687 1,523 13,210 4,143 94 4,237 54,682 7,578 62,260 9,319 2,103 11,422

부산교육대 10,690 438 11,128 12,235 706 12,941 2,912 42 2,954 80,979 2,495 83,474 6,804 1,218 8,022

서울교육대 18,237 1,600 19,837 14,521 1,692 16,213 5,261 545 5,806 63,793 7,038 70,831 11,647 2,398 14,045

전주교육대 13,332 1,062 14,394 5,909 600 6,509 2,843 119 2,962 39,514 2,893 42,407 5,038 1,225 6,263

진주교육대 11,399 525 11,924 12,037 1,307 13,344 2,794 190 2,984 52,821 2,956 55,777 9,153 1,189 10,342

청주교육대 16,674 824 17,498 9,788 2,704 12,492 3,825 64 3,889 51,794 5,597 57,391 8,322 1,780 10,102

춘천교육대 11,403 350 11,753 11,281 440 11,721 3,243 51 3,294 75,049 1,820 76,869 9,183 561 9,744

소 계 127,052 7,696 134,748 115,865 11,705 127,570 37,208 1,367 38,575 602,005 42,253 644,258 84,819 15,728 100,547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36,583 8,482 45,065 20,406 3,543 23,949 10,366 540 10,906 178,054 52,072 230,126 18,964 3,891 22,855

인 천 대 27,444 7,708 35,152 13,054 2,792 15,846 5,714 563 6,277 103,884 21,470 125,354 13,826 5,829 19,655

경 찰 대 4,588 1,428 6,016 3,975 652 4,627 1,724 122 1,846 54,044 25,323 79,367 3,634 4,524 8,158

공군사관학교 11,525 3,281 14,806 8,127 1,048 9,175 3,585 263 3,848 38,096 9,045 47,141 4,623 1,223 5,846

국군간호사관학교 1,692 110 1,802 2,879 73 2,952 1,116 1,116 4,039 60 4,099 1,064 28 1,092

육군사관학교 12,913 13,909 5,426 66,541 8,790

해군사관학교 12,799 3,511 16,310 13,358 47,377 60,735 5,272 1,921 7,193 13,217 11,253 24,470 11,546 6,042 17,588

한국예술종합학교 5,626 765 6,391 4,335 745 5,080 1,136 180 1,316 8,018 2033 10,051 1,022 128 1,150

한국전통문화학교 4,791 1,495 6,286 3,441 794 4,235 1,592 615 2,207 8,778 1,840 10,618 2,378 411 2,789

소 계 105,048 26,780 131,828 69,575 57,024 126,599 30,505 4,204 34,709 408,130 123,096 531,226 57,057 22,076 79,133

합 계 1,561,300 443,286 2,004,586 896,230 282,957 1,179,187 394,246 73,751 467,997 5,341,786 1,477,413 6,819,199 787,293 287,320 1,0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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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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16,874 23,218 40,092 69,959 28,552 98,511 29,748 11,810 41,558 54,878 17,012 71,890 23,499 10,113 33,612

강 원 대 36,799 53,490 90,289 180,614 60,564 241,178 51,277 12,416 63,693 155,167 17,545 172,712 56,796 13,175 69,971

경 북 대 95,466 150,462 245,928 251,761 190,361 442,122 84,485 23,254 107,739 301,412 59,700 361,112 137,168 66,318 203,486

경 상 대 33,810 44,603 78,413 124,419 50,868 175,287 37,133 7,171 44,304 115,552 14,932 130,484 51,624 23,055 74,679

공 주 대 47,940 28,712 76,652 140,361 23,715 164,076 60,356 14,656 75,012 128,823 15,041 143,864 56,671 10,853 67,524

군 산 대 20,842 18,649 39,491 62,199 17,111 79,310 24,159 6,316 30,475 79,326 7,740 87,066 29,082 4,043 33,125

목 포 대 17,714 13,912 31,626 51,492 18,453 69,945 24,420 6,538 30,958 52,984 18,197 71,181 25,348 14,522 39,870

부 경 대 53,428 48,134 101,562 84,466 32,359 116,825 25,612 7,342 32,954 115,701 9,575 125,276 38,020 3,388 41,408

부 산 대 69,812 83,287 153,099 259,017 83,067 342,084 81,401 15,685 97,086 165,747 24,731 190,478 100,169 11,510 111,679

서 울 대 57,789 250,044 307,833 258,533 353,155 611,688 67,805 47,164 114,969 143,595 81,785 225,380 98,831 81,403 180,234

순 천 대 78,418 16,659 95,077 37,518 26,083 63,601 21,232 6,292 27,524 119,039 7,949 126,988 38,383 4,388 42,771

안 동 대 21,472 21,437 42,909 38,382 26,237 64,619 38,382 9,665 48,047 89,185 10,022 99,207 40,809 8,741 49,550

전 남 대 32,024 65,449 97,473 136,514 95,293 231,807 43,389 14,838 58,227 115,048 31,596 146,644 54,193 19,492 73,685

전 북 대 29,498 59,063 88,561 125,993 102,987 228,980 42,543 17,959 60,502 135,157 32,234 167,391 55,331 16,112 71,443

제 주 대 39,523 50,820 90,343 144,269 50,914 195,183 48,497 7,674 56,171 96,131 22,339 118,470 45,605 10,948 56,553

창 원 대 12,883 3,530 16,413 43,423 11,557 54,980 22,565 19,145 41,710 57,971 8,042 66,013 28,576 2,396 30,972

충 남 대 36,312 59,141 95,453 139,025 65,428 204,453 46,202 12,974 59,176 143,820 25,943 169,763 61,489 12,608 74,097

충 북 대 30,018 44,346 74,364 110,281 54,294 164,575 31,140 5,438 36,578 109,094 13,060 122,154 45,592 7,153 52,745

한국교원대 32,268 14,698 46,966 31,023 5,264 36,287 34,964 3,758 38,722 60,254 7,618 67,872 32,455 2,641 35,096

한국해양대 12,663 11,652 24,315 45,497 23,476 68,973 9,756 1,220 10,976 51,899 5,720 57,619 16,559 2,287 18,846

금오공과대 12,706 9,519 22,225 42,328 22,286 64,614 10,790 2,189 12,979 45,379 861 46,240 12,720 398 13,118

서울산업대 63,506 18,665 82,171 24,525 35,354 59,879 11,631 10,519 22,150 87,233 6,499 93,732 19,061 1,379 20,440

진주산업대 4,880 5,340 10,220 27,404 11,881 39,285 7,471 3,133 10,604 30,499 1,744 32,243 10,167 924 11,091

충 주 대 13,899 5,328 19,227 77,521 19,529 97,050 21,585 4,108 25,693 76,478 3,337 79,815 19,427 1,340 20,767

한국방송통신대 88,745 7,933 96,678 26,735 13,707 40,442 43,974 4,623 48,597 133,343 7,688 141,031 61,389 3,518 64,907

한국체육대 3,196 229 3,425 6,208 2,559 8,767 20,745 4,765 25,510 16,602 221 16,823 6,260 121 6,381

한 경 대 10,977 6,275 17,252 54,730 9,428 64,158 18,950 2,032 20,982 41,923 817 42,740 15,175 351 15,526

한 밭 대 13,926 9,029 22,955 82,593 23,399 105,992 20,345 4,865 25,210 51,506 4,020 55,526 19,472 1,761 21,233

KAIST

소 계 987,388 1,123,624 2,111,012 2,676,790 1,457,881 4,134,671 980,557 287,549 1,268,106 2,773,746 455,968 3,229,714 1,199,871 334,938 1,534,809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2,289 2,751 15,040 11,895 1,128 13,023 20,055 1,086 21,141 48,833 1,162 49,995 20,183 814 20,997

공주교육대 11,041 526 11,567 10,549 194 10,743 17,825 848 18,673 46,641 706 47,347 18,688 523 19,211

광주교육대 6,832 1,453 8,285 5,581 522 6,103 10,994 646 11,640 35,705 1,458 37,163 12,836 872 13,708

대구교육대 13,947 3,067 17,014 10,072 926 10,998 14,321 753 15,074 43,950 1,242 45,192 16,844 902 17,746

부산교육대 9,308 2,180 11,488 7,244 417 7,661 13,562 757 14,319 30,259 865 31,124 16,464 279 16,743

서울교육대 12,760 4,985 17,745 12,508 1,428 13,936 18,513 3,025 21,538 43,932 2,551 46,483 20,470 2,619 23,089

전주교육대 7,929 1,682 9,611 5,305 835 6,140 8,297 1,007 9,304 35,342 826 36,168 11,650 647 12,297

진주교육대 8,309 1,016 9,325 9,471 499 9,970 10,466 414 10,880 35,092 1,310 36,402 14,261 656 14,917

청주교육대 9,729 3,157 12,886 10,580 948 11,528 14,988 1,781 16,769 25,241 1,069 26,310 16,159 779 16,938

춘천교육대 14,582 1,226 15,808 17,083 431 17,514 18,518 502 19,020 38,141 649 38,790 18,253 423 18,676

소 계 106,726 22,043 128,769 100,288 7,328 107,616 147,539 10,819 158,358 383,136 11,838 394,974 165,808 8,514 174,322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8,860 19,879 38,739 71,074 31,193 102,267 34,687 13,583 48,270 63,963 3,647 67,610 36,748 6,609 43,357

인 천 대 14,803 14,494 29,297 47,824 16,304 64,128 21,387 4,263 25,650 49,086 13,961 63,047 22,509 2,530 25,039

경 찰 대 891 258 1,149 2,248 518 2,766 2,852 1,658 4,510 13,351 1,031 14,382 5,262 1,402 6,664

공군사관학교 7,593 6,200 13,793 18,655 10,722 29,377 6,126 5,25 6,651 33,453 3,725 37,178 20,278 3,122 23,400

국군간호사관학교 987 65 1,052 5,437 2147 7,584 1,852 2 1,854 13,657 56 13,713 2,519 15 2,534

육군사관학교 17,164 24,373 10,572 38,296 22,916

해군사관학교 17,821 5,912 23,733 18,753 8,091 26,844 3,351 13,021 16,372 31,121 6,124 37,245 16,213 6,121 22,334

한국예술종합학교 1,826 185 2,011 18,985 4,881 23,866 1,283 17,062 18,345 23,087 4,720 27,807 5,513 899 6,412

한국전통문화학교 1,522 340 1,862 3,968 1,149 5,117 8,512 6,010 14,522 12,077 1,222 13,299 11,917 8,635 20,552

소 계 64,303 47,333 111,636 186,944 75,005 261,949 80,050 56,124 136,174 239,795 34,486 274,281 120,959 29,333 150,292

합 계 1,158,417 1,193,000 2,351,417 2,964,022 1,540,214 4,504,236 1,208,146 354,492 1,562,638 3,396,677 502,292 3,898,969 1,486,638 372,785 1,85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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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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798 86 884 79,551 2,781 82,332 462,941 163,757 626,698

강 원 대 684 1,080 173 1,253 145,992 14,631 160,623 989,167 259,291 1,248,458

경 북 대 61,283 4,800 2,700 7,500 206,044 28,674 234,718 1,850,024 835,816 2,685,840

경 상 대 48,984 3,418 662 4,080 102,331 494 102,825 716,337 352,421 1,068,758

공 주 대 1,824 76,993 1,876 78,869 742,966 141,390 884,356

군 산 대 8,411 5 8,416 392,476 80,429 472,905

목 포 대 8,383 8,383

부 경 대 7,357 1,070 8,427 21,470 21,470 598,352 139,015 737,367

부 산 대 25,623 4,170 5,713 9,883 1,253,819 375,038 1,628,857

서 울 대 559,521 3,705 3,017 6,722 1,911,215 1,801,797 3,713,012

순 천 대 3,564 790 790 30,632 841 31,473 528,063 96,157 624,220

안 동 대 10,918 79 264 343 41,037 1,344 42,381 522,347 131,809 654,156

전 남 대 30,558 365 365 118,049 11,321 129,370 829,624 371,849 1,201,473

전 북 대 10,076 5,142 2,371 7,513 150,678 14,876 165,554 846,291 376,939 1,223,230

제 주 대 1,245 3,709 1,224 4,933 141,039 9,001 150,040 737,578 226,265 963,843

창 원 대 400 80 480 42,959 2,593 45,552 385,062 77,032 462,094

충 남 대 45,086 2,866 429 3,295 236,348 57,488 293,836 1,067,559 337,201 1,404,760

충 북 대 2,590 324 82 406 138,912 1,940 140,852 768,860 191,801 960,661

한국교원대 71,512 71,512 370,151 58,579 428,730

한국해양대 285,917 70,198 356,115

금오공과대 1,505 1,505 9,795 9,795 229,776 42,437 272,213

서울산업대 500 100 600 4,607 7 4,614 356,200 97,680 453,880

진주산업대 918 202 1,120 4,283 4,283 5,191 202 5,393

충 주 대 1,780 1,780 3,519 147 3,666 367,962 48,832 416,794

한국방송통신대 1,867 98 1,965 13,974 2,025 15,999 835,729 89,642 925,371

한국체육대 5,492 5,492 89,068 9,690 98,758

한 경 대 3,813 119 3,932 258,204 27,202 285,406

한 밭 대 단행본도서에 포함 308,755 64,890 373,645

KAIST

소 계 801,956 45,573 18,271 63,844 1,665,824 150,163 1,815,987 17,709,634 6,467,359 24,176,993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3,131 23,131 262,877 17,180 280,057

공주교육대 22,754 22,754 210,539 9,096 219,635

광주교육대 23,762 23,762 155,001 10,883 165,884

대구교육대 24,098 24,098 215,123 18,740 233,863

부산교육대 28,825 28,825 190,275 9,397 199,672

서울교육대 235 235 221,877 27,881 249,758

전주교육대 25,493 25,493 160,652 10,896 171,548

진주교육대 27,756 27,756 165,803 10,062 175,865

청주교육대 167,453 18,705 186,158

춘천교육대 4 4 216,740 6,453 223,193

소 계 4 176,054 176,054 1,966,340 139,293 2,105,633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5,756 20,000 3,797 23,797 48,258 286 48,544 559,728 152,549 712,277

인 천 대 108 108 108 108 108

경 찰 대 92,569 36,916 129,485

공군사관학교 8,913 8,913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1,628 26,387

해군사관학교 4,982 39,155 21,051 60,206 182,606 130,424 313,030

한국예술종합학교 114 93 207 2,652 325 2,977 114 93 207

한국전통문화학교 2,808 317 205 522 58,976 22,511 81,487

소 계 13,654 20,222 3,890 25,740 90,382 21,867 147,549 894,101 342,493 1,236,594

합 계 815,610 65,799 22,161 89,584 1,932,260 172,030 2,139,590 20,570,075 6,949,145 27,5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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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도서자료 현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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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59 3 658 2,270 99 1,069 1,790 5,838 443 759 1,990 9,998

강 원 대 668 668 126 126 353 413 489 602 1,3179 16,453 585 1,942 6,542 9,414 7,979 7,979 29,921 37,592

경 북 대 1,701 3,977 13 13 412 915 14 37 5,688 10,755 420 3,461 10,846 19,621 17 93

경 상 대 7 211 624 829 956 2,823 247 1,025 3,143 8,030 283 287 5,260 13,205

공 주 대 197 664 10 13 4,392 8,908 83 862 5,812 11,836 8 8 10,502 22,291

군 산 대 4 37 15 22 1,091 3,561 122 817 3,163 13,666 4,395 18,103

목 포 대 150 308 840 1,437 739 1,168 1,112 1,591 27 29

부 경 대 332 458 2,090 2,910 38 323 4,125 5,955 36 66 6,621 9,712

부 산 대 80,236 2,288 5,963 3,992 630 8,315 6,879 108,303

서 울 대 31,444 70,969 3,953 63 6,509 453 13,481 68,944 195,816

순 천 대 2,621 5,425 809 1,347 4,032 7,861 7,462 14,633

안 동 대 1 36 40 390 2 2 2,795 6,005 1,476 13,620 6,383 18,111 602 1,801 11,299 39,965

전 남 대 1,012 4,268 1,112 102 2,840 3,315 15,884 1,175 29,708

전 북 대 2 273 73 149 2 144 581 2,021 51 610 4,047 7,806 921 3,428 5,677 14,431

제 주 대 66 210 159 482 23 320 2,226 2,398 2,474 3,410

창 원 대 309 431 12 16 597 1,425 4 59 2,343 4,557 4 28 3,269 6,516

충 남 대 3 215 50 55 120 276 20 187 3,200 5,360 11 69 7,739 10,043 98 298 11,241 16,503

충 북 대 2 128 316 341 7 7 1,733 2,843 23 181 1,803 2,932 956 2,765 4,840 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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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407 965 1,400 462 1,160 2,760 4,574 4,594 7,541

금오공과대 173 262 15 22 347 970 126 1,069 2,026 4,404 1,239 3,157 3,926 9,884

서울산업대 229 266 5,207 5,982 196 507 5,984 9,550 5 5 11,621 16,310

진주산업대 890 2,196 80 780 2,197 3,165 3,167 6,141

충 주 대 42 64 1,409 4,296 287 1,753 3,159 8,039 12 13 4,909 14,165

한국방송통신대 106 161 520 1,253 152 901 2,184 4,381 625 2,266 3,587 8,962

한국체육대 0 0 0 0 0 0 0 0 0 0 0 0 44 391 0 0 44 391

한 경 대 2 4 2,535 3,158 101 763 1,074 2,330 76 76 3,788 6,331

한 밭 대 27 43 1,475 3,053 1,308 8,844 7,369 16,537 248 568

KAIST

소 계 2,795 118,644 190 370,029 3,944 11,839 1,016 12,024 55,847 110,629 8,326 51,459 92,773 221,700 13,626 100,827 145,111 924,696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 2 4,428 6,225 235 2,581 319 959 4,984 9,767

공주교육대 1 2 316 994 44 505 125 1,125 312 851 798 2,577

광주교육대 1,302 8,200 9,502

대구교육대 190 384 15 449 406 1,012 611 1,845

부산교육대 654 654 1,081 1,095 1,735 1,749

서울교육대 1 10,000 37 55 1,245 3,267 309 2,531 3,325 6,430 4,917 22,283

전주교육대 35 508 42 42 250 406 49 69 376 1,025

진주교육대 1 169 508 1,336 404 1,767 690 880 8 17 1,611 4,169

청주교육대 157 284 99 250 6 52 300 406 562 992

춘천교육대

소 계 1 10,000 453 40 59 8,777 13,618 1,055 7,927 14,696 12,313 369 937 25,096 44,407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1 56 494 594 21 56 3,951 7,411 166 2,023 3,749 5,202 54 83 8,456 15,425

인 천 대 1 1 58 71 2,192 4,830 1,310 2,029 531 845 54 54 4,146 7,830

경 찰 대 1,327 5,644 1,998 8,969

공군사관학교 418 2,818 637 5,090 1,560 3,964

국군간호사관학교 130 309 74 134 426 977 1 1 631 1,421

육군사관학교 11 11 6,037 6,038 502 502 4,318 4,363 2 2 10,870 10,196

해군사관학교 7,300 556 860 1,455 2,385

한국예술종합학교 5,638 7,738 20,129 22,708 65 204 5,606 11,705 12,611 14,006 44,049 56,361

한국전통문화학교 1,683 3,517 78 565 2,432 5,722 10 13 4,203 9,817

소 계 22 57 0 0 6,132 8,332 90 138 34,540 56,258 3,388 17,051 20,077 37,161 12,732 14,159 72,355 110,019

합 계 2,817 118,701 191 380,029 10,076 20,624 1,146 12,221 99,164 180,505 12,769 76,437 127,546 271,174 26,727 115,923 242,562 1,07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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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구축 현황 (단위 : 레코드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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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241,136 100,834 341,970 2,955 1,903 4,858 4,498 1,374 5,872 39,504 41,998 81,502 2,574 2,574

강 원 대 461,539 136,887 598,426 9,562 5,265 14,827 16,030 7,236 23,266 9,019 328,785 337,804 11,000 11,000

경 북 대 1,219,486 514,635 1,734,121 154,658 212,401 367,059 42,025 7,011 49,036 1,364,774 235,127 1,599,901 62,014 8,936 70,950

경 상 대 351,784 149,654 501,438 7,657 2,934 10,591 5,161 99 5,260 1,407 19,707 21,114 16,789 16,789

공 주 대 346,541 77,380 423,921 7,810 1,814 9,624 4,275 6,227 10,502 42,628 42,628 7,156 4,679 11,835

군 산 대 169,368 37,835 207,203 3,865 1,480 5,345 3,553 1,789 5,342 3,303 217,545 220,848 6,453 6,453

목 포 대 150,534 73,241 223,775 1,018 1,641 2,659 1,843 1,014 2,857 16,677 16,677

부 경 대 226,566 69,556 296,122 6,551 1,501 8,052 6,649 69 6,718 7,390 7,390 7,783 2 7,785

부 산 대 453,090 238,479 691,569 10,892 7,496 18,388 54,498 6,664 61,162 20,210 2,320,669 2,340,879 67,213 67,213

서 울 대 485,382 823,517 1,308,899 14,770 30,542 45,312 11,156 30,667 41,823 119,350 8,202,762 8,322,112 515,152

순 천 대 226,843 53,314 280,157 3,022 1,594 4,616 8,773 1,081 9,854 1,330 1,330 5,431 24 5,455

안 동 대 203,116 68,836 271,952 5,133 1,700 6,833 6,789 2,650 9,439 32,270 32,270 9,445 9,445

전 남 대 366,104 215,052 581,156 9,777 5,933 15,710 9,664 3,309 12,973

전 북 대 373,858 175,363 549,221 7,755 4,947 12,702 4,652 1,941 6,593 11,0296 110,296 26,244 26,244

제 주 대 358,611 121,613 480,224 8,707 2,532 11,239 1,295 1,267 2,562 85,939 532 86,471 11,757 11,757

창 원 대 168,477 49,393 217,870 8,930 1,609 10,539 2,151 1,268 3,419 295,226 295,226 5,570 5,570

충 남 대 413,465 184,873 598,338 10,443 5,411 15,854 4,543 7,161 11,704 11,217 761,411 772,628 44,406 222 44,628

충 북 대 206,798 97,860 304,658 6,931 2,748 9,679 3,321 1,519 4,840 439,807 431,871 871,678 20,073 20,073

한국교원대 172,315 31,507 203,822 8,526 1,701 10,227 3,881 195 4,076 79,599 273 79,872 13,359 13,359

한국해양대 100,052 67,118 167,170 3,815 1,030 4,845 3,136 1,475 4,611 25,819 25,819 4,541 4,541

금오공과대 88,844 24,059 112,903 3,557 634 4,191 3,152 774 3,926 3,579 3,579

서울산업대 144,252 73,741 217,993 928 1,038 1,966 8,874 2,747 11,621 91,887 91,887 347 347

진주산업대 70,181 34,882 105,063 1,390 382 1,772 3,167 3,167 2,476 68 2,544 563 563

충 주 대 139,159 26,783 165,942 621 620 1,241 2,781 2,128 4,909

한국방송통신대 140,051 54,634 194,685 2,521 1,181 3,702 11,785 6,484 18,269 1,397 1,397 654 10,120 10,774

한국체육대 2,612 2,612

한 경 대 248,010 25,518 273,528 10,245 1,684 11,929 6,379 6,379 59,989 6,590 66,579 1,843 1,843

한 밭 대 119,814 36,324 156,138 1,881 554 2,435 8,760 812 9,572 899 899

KAIST

소 계 7,645,376 3,562,888 11,208,264 313,920 302,275 616,195 242,791 96,961 339,752 2,817,621 12,594,554 15,412,175 348,982 23,983 372,965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94,244 9,243 103,487 1,593 117 1,710 2,919 2,919 36,348 23,248 59,596 1,965 1,965

공주교육대 10,417 393 10,810 1,365 134 1,499 568 568 7,182 7,182 707 707

광주교육대 122,714 4,854 127,568 3,181 51 3,232 6,903 286 7,189 11,548 11,548 674 674

대구교육대 97,741 9,908 107,649 3,986 495 4,481 611 611 140,893 18,573 159,466 2,661 2,661

부산교육대 119,569 7,699 127,268 12,165 1,698 13,863 2,030 2,030 73,710 1,316 75,026 1,464 1,464

서울교육대 92,637 18,750 111,387 2,002 825 2,827 4,733 299 5,032 5,699 3,911 9,610

전주교육대 86,840 8,302 95,142 2,367 71 2,438 597 597 137,034 17,581 154,615 658 658

진주교육대 75,153 7,523 82,676 2,951 160 3,111 29,442 29,442 1,653 1,653

청주교육대 153,458 7,231 160,689 11,832 11,039 22,871 558 434 992 2,028 1,176 3,204 728 728

춘천교육대 130,076 5,120 135,196 4,274 85 4,359 3 3 22,219 22,219 1,560 1,560

소 계 982,849 79,023 1,061,872 45,716 14,675 60,391 18,922 1,019 19,941 466,103 65,805 531,908 12,070 12,07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77,222 88,499 365,721 6,102 3,044 9,146 6,999 1,452 8,451 8,679 2,287 10,966 7,424 7,424

인 천 대

경 찰 대 79,317 28,313 107,630 9,088 4,057 13,145 4,288 4,625 8,913 43,151 28,291 71,442

공군사관학교 149,579 38,909 188,488 3,038 12,794 2,666 3,113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199,400 4,279 375 4,654 10,762 2,925 3,452

해군사관학교 146,178 59,885 206,063 2,895 614 3,509 3,314 745 4,059 17,253 1,805 19,058 33,954 33,954

한국예술종합학교 52,944 26,527 79,471 130 172 302 18,778 25,190 43,968 32,996 32,946 65,942 48,608 3,811 52,419

한국전통문화학교 38,643 26,778 65,421 474 84 558 3,271 922 4,193 39,144 5,708 44,852 174 174

소 계 743,883 268,911 1,012,794 22,968 8,346 31,314 36,650 32,934 69,584 141,223 71,037 212,260 90,160 3,811 93,971

합 계 9,372,108 3,910,822 13,282,930 382,604 325,296 707,900 298,363 130,914 429,277 3,424,947 12,731,396 16,156,343 451,212 27,794 47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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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현황 (2008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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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12,129 8,544 20,673 3,042 554 3,596 22,468 222 22,690 37,639 9,320 46,959

강 원 대 39,523 20,697 60,220 3,607 1,308 4,915 150 150 43,280 22,127 65,407

경 북 대 54,426 57,155 111,581 13,253 12,771 26,024 13,000 13,000 80,679 69,926 150,605

경 상 대 14,159 13,203 27,362 3,645 1,590 5,235 17,704 13,390 31,094

공 주 대 28,745 6,462 35,207 2,573 778 3,351 550 550 31,868 7,240 39,108

군 산 대 18,329 7,700 26,029 670 1,020 1,690 190 300 490 19,189 9,020 28,209

목 포 대 11,208 4,761 15,969 732 968 1,700 741 741 12,681 5,729 18,410

부 경 대 26,866 9,498 36,364 1,611 3,479 5,090 2,264 2,264 30,741 12,977 43,718

부 산 대 40,100 21,016 61,116 8945 1,919 10,864 19,971 19,971 69,016 22,935 91,951

서 울 대 29,003 54,948 83,951 18,619 26,616 45,235 16,196 232,877 249,073 63,818 314,441 378,259

순 천 대 15,526 5,574 21,100 2,296 2,296 13,016 13,016 30,838 5,574 36,412

안 동 대 15,068 3,195 18,263 3,041 328 3,369 18,109 3,523 21,632

전 남 대 29,392 13,792 43,184 2,901 2,368 5,269 1,674 1,674 33,967 16,160 50,127

전 북 대 32,859 50,128 82,987 7,329 3,201 10,530 15,827 728 16,555 56,015 54,057 110,072

제 주 대 14,920 7,482 22,402 6,705 1,566 8,271 21,625 9,048 30,673

창 원 대 12,542 5,036 17,578 1,054 171 1,225 1,696 1,696 15,292 5,207 20,499

충 남 대 23,195 8,330 31,525 6,272 1,122 7,394 3,324 3,324 32,791 9,452 42,243

충 북 대 28,513 9,461 37,974 3,709 1,999 5,708 32,222 11,460 43,682

한국교원대 9,648 5,211 14,859 249 1,241 1,490 1,674 1,674 11,571 6,452 18,023

한국해양대 10,486 6,816 17,302 1,778 368 2,146 12,264 7,184 19,448

금오공과대 8,018 3,459 11,477 1,053 4 1,057 990 990 10,061 3,463 13,524

서울산업대 13,821 3,525 17,346 2,222 218 2,440 16,043 3,743 19,786

진주산업대 10,390 2,029 12,419 2,654 100 2,754 13,044 2,129 15,173

충 주 대 7,977 3,297 11,274 1,019 50 1,069 8,996 3,347 12,343

한국방송통신대 29,563 2,927 32,490 1,364 270 1,634 14,601 14,601 45,528 3,197 48,725

한국체육대 1,742 1,545 3,287 406 2 408 2,148 1,547 3,695

한 경 대 13,788 3,563 17,351 2,046 44 2,090 15,834 3,607 19,441

한 밭 대 11,954 3,069 15,023 1,246 312 1,558 32 32 13,232 3,381 16,613

KAIST

소 계 563,890 342,423 906,313 104,041 64,367 168,408 128,364 234,127 362,491 796,195 639,636 1,435,831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1,994 3,645 25,639 339 303 642 1,096 1,096 23,429 3,948 27,377

공주교육대 10,248 562 10,810 393 393 10,248 562 10,810

광주교육대 4,461 2,569 7,030 82 82 515 515 5,058 2,569 7,627

대구교육대 5,989 1,154 7,143 690 690 7,833

부산교육대 7,705 4,709 12,414 171 18 189 7,876 4,727 12,603

서울교육대 5,181 1,175 6,356 919 919 6,100 1,175 7,275 12,200 2,351 14,551

전주교육대 4,722 3,452 8,174 94 94 500 500 5,316 3,452 8,768

진주교육대 5,097 3,235 8,332 208 128 336 52 52 5,357 3,363 8,720

청주교육대 6,883 1,284 8,167 297 297 7,180 1,284 8,464

춘천교육대 19,372 4,261 23,633 76 76 19,448 4,261 23,709

소 계 91,652 26,046 117,698 3,269 449 3,718 8,263 1,175 9,438 96,112 26,517 122,629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5,701 8,880 34,581 5,849 828 6,677 450 450 32,000 9,708 41,708

인 천 대 9,467 4,957 14,424 1,341 131 1,472 6,721 6,721 17,529 5,088 22,617

경 찰 대 2,288 2,032 4,320 400 35 435 178 500 678 2,866 2,567 5,433

공군사관학교 3,320 1,809 5,129 385 55 440 93 93 3,780 1,864 5,644

국군간호사관학교 1,338 612 1,950 112 112

육군사관학교 2,118 3,994 6,112 2,108 2,108 2,118 6,102 8,220

해군사관학교 4,592 4,924 9,516 488 853 1,341 598 598 5,678 5,777 11,455

한국예술종합학교 12,169 1,289 13,458 4,015 4,015 16,184 1,289 17,473

한국전통문화학교 5,949 5,243 11,192 866 424 1,290 86 86 6,901 5,667 12,568

소 계 66,942 33,740 100,682 13,456 2,326 15,782 8,126 2,608 10,734 87,056 38,062 125,118

합 계 722,484 402,209 1,124,693 120,766 67,142 187,908 144,753 237,910 382,663 979,363 704,215 1,68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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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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392 562 954 385 10 395 777 572 1,349

강 원 대 561 2,644 3,205 566 173 739 1,127 2,817 3,944

경 북 대 1,125 3,439 4,564 1,352 189 1,541 2,477 3,628 6,105

경 상 대 322 425 747 727 40 767 1,049 465 1,514

공 주 대 321 334 655 436 436 757 334 1,091

군 산 대 100 163 263 280 15 295 380 178 558

목 포 대 171 388 559 128 1 129 299 389 688

부 경 대 284 5,527 5,811 508 1,477 1,985 792 7,004 7,796

부 산 대 801 2,830 3,631 1,359 382 1,741 2,160 3,212 5,372

서 울 대 710 1,333 2,043 3,792 882 4,674 4,502 2,368 6,870

순 천 대 137 450 587 251 251 388 450 838

안 동 대 258 491 749 380 102 482 638 593 1,231

전 남 대 364 3,028 3,392 813 94 907 1,177 3,122 4,299

전 북 대 226 1,100 1,326 717 50 767 943 1,150 2,093

제 주 대 224 267 491 488 30 518 712 297 1,009

창 원 대 173 443 616 306 12 318 479 455 934

충 남 대 246 2,055 2,301 554 244 798 800 2,299 3,099

충 북 대 255 483 738 475 475 730 483 1,213

한국교원대 253 430 683 261 261 514 430 944

한국해양대 211 179 390 365 3 368 576 182 758

금오공과대 266 213 479 122 1 123 388 214 602

서울산업대 254 120 374 249 249 503 120 623

진주산업대 118 120 238 93 93 211 120 331

충 주 대 158 67 225 75 75 233 67 300

한국방송통신대 217 118 335 212 2 214 429 120 549

한국체육대 86 65 151 58 7 65 144 72 216

한 경 대 211 86 297 45 11 56 256 97 353

한 밭 대 165 142 307 93 93 258 142 400

KAIST

소 계 8,609 27,502 36,111 15,090 3,725 18,815 23,699 31,380 55,079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39 172 311 69 69 208 172 380

공주교육대 74 108 182 73 73 147 108 255

광주교육대 70 200 270 19 19 89 200 289

대구교육대 156 437 593 136 136 292 437 729

부산교육대 124 128 252 71 71 195 128 323

서울교육대 99 79 178 54 54 153 79 232

전주교육대 105 203 308 51 51 156 203 359

진주교육대 36 72 108 32 1 33 68 73 141

청주교육대 97 50 147 74 5 79 171 55 226

춘천교육대 35 125 160 0 35 125 160

소 계 935 1,574 2,509 579 6 585 1,514 1,580 3,094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76 431 707 774 40 814 1,050 471 1,521

인 천 대 180 140 320 225 225 405 140 545

경 찰 대 24 144 168 74 74 98 144 242

공군사관학교 62 168 230 20 2 22 82 170 252

국군간호사관학교 18 531 549 16 2 18 34 533 567

육군사관학교 134 1,212 1,346 104 58 162 238 1,270 1,508

해군사관학교 199 863 1,062 25 25 224 869 1,093

한국예술종합학교 91 20 111 228 228 319 20 339

한국전통문화학교 191 283 474 41 43 84 232 326 558

소 계 1,175 3,792 4,967 1,507 145 1,652 2,682 3,943 6,625

합 계 10,719 32,868 43,587 17,176 3,876 21,052 27,895 36,903 6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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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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3 8 469 1,116 472 1,124

강 원 대 668 668 126 126 353 413 489 602 13,179 16,453 585 1,942 6,542 9,414 7,979 7,979 29,921 37,592

경 북 대 1,300 1,500 46 46 5 217 2 32 205 404 4 21 1,762 2,220

경 상 대 624 829 5 7 758 1,193 70 87 1,457 2,116

공 주 대 244 259 244 259

군 산 대 11 11 190 495 201 506

목 포 대 64 105 1 1 65 106

부 경 대 381 640 381 640

부 산 대 1,308 1,308

서 울 대 6 252 1,532 3,432 109 328 1,647 4,012

순 천 대 1 1 67 142 906 2,634 973 2,776

안 동 대

전 남 대 10 37 1,688 3 1,738

전 북 대 253 304 1,347 1,905 22 352 1,622 2,561

제 주 대 5 20 334 445 339 465

창 원 대 330 523

충 남 대 136 136 1 1 1,645 1,914 1 1 1,783 2,052

충 북 대 460 460 460 460

한국교원대 3 14 1 1 10 42 14 57

한국해양대 77 77 812 812 889 889

금오공과대 2 10 1 4 598 1,136 601 1,150

서울산업대 937 1,147 937 1,147

진주산업대 2 14 328 334 330 348

충 주 대 4 75 1,092 1,990 1,096 2,065

한국방송통신대 1 1 898 898 899 899

한국체육대 44 391 44 391

한 경 대 13 83 4 11 266 972 283 1,066

한 밭 대 16 76 1,025 1,741 1,014 ,1817

KAIST

소 계 1,974 2,420 126 1,023 1,288 13,694 17,412 682 2,274 21,408 36,049 8,196 10,122 47,434 69,764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 7 54 175 56 182

공주교육대 80 568 80 568

광주교육대 602 602 602 602

대구교육대 4 5 4 5

부산교육대 369 369 207 211 576 580

서울교육대 32 31 2 2 329 854 363 887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5 20 2 30 3 15 10 65

청주교육대 11 43 74 80 163 195 248 318

춘천교육대

소 계 482 507 58 207 1,388 2,450 1,939 3,207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75 84 3 10 762 852 840 946

인 천 대 4 455 1 6 13 13 18 474

경 찰 대 11 428 435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8 22 6 7 46 293 60 322

육군사관학교 2 2 1,061 1,061 18 18 1,081 1,081

해군사관학교 124 124 259 345 383 469

한국예술종합학교 3 3 1 1 874 1,311 273 273 1,151 1,588

한국전통문화학교 90 143 34 63 605 1,047 1 1 730 1,254

소 계 3 3 304 831 44 97 3,620 5,350 292 292 4,263 6,569

합 계 1,974 2,420 126 1,026 1,291 0 0 14,480 18,750 784 2,578 26,416 43,849 8,488 10,414 53,636 7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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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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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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3. 1. 현재)

  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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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기타
강릉원주대

KIS-Value, Newnonmon(학지사), 디지털한국학, 디지털문화예술강좌, 사마방록, 고종·순종실록, 취업·IT·어학
평생교육 동영상 강좌

강 원 대

경 북 대 기업정보TS2000, 일제하정책자료총서, 문화재발굴보고서, KIS-Value, KSA규격웹서비스, WIPS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경 상 대 KOSSDA, 삼국유사,관직명사전,한성순보,한성주보,삼국사기,조선문과방목

공 주 대 학지사뉴논문

군 산 대

목 포 대

부 경 대

부 산 대 조선일보 아카이브, 공무원동영상강의(고시타운), 아카넷 TV지식강좌

서 울 대 조선일보 아카이브 등 10종

순 천 대
다몬미디어, KIS-VALUE, 겨레말용례사전, 경제학대사전, 관직명사전, 국어어원사전, 북한문화예술인명사전,
사마방목, 조선문과방목, 한국도안문양사전, 한국문화재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역대제도용어사전,
한국인명대사전, 한국현대시용례사전, 한국회화대사전

안 동 대

전 남 대 학술교육원(E-Article), 학지사(뉴논문)

전 북 대 한국현대사통합데이터베이스, e-Article(학술교육원), 한국브리태니커온라인, WIPS, NEWnonmun(학지사), 취업관련동영상강좌

제 주 대 Kis-Value

창 원 대 KIS-Value(한국신용평가원), 동아일보사설선집,, 킹스필드판례집, 팔만대장경, 현대서양미술사

충 남 대
CBTKorea, 데이터플러스 통계정보 DB, NSI Vision, Writing Machine, 삼성디자인넷, 삼일세무/회계 정보시스템,
한국현대사 통합데이타베이스

충 북 대
동방미디어 내 구입 DB (고종순종실록, 창작과비평, 삼국사기), KRPIA 내 구입 DB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지방사자료총서, 색의마술,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사서삼경, 한국역학대계, 한국현대문학대사전)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금오공과대

서울산업대 7, 9급, 행정고시 공무원 동영상강좌, CBT Korea (TOEIC, TOEFL)

진주산업대

충 주 대 새우리말 갈래사전, 사마방목

한국방송통신대 e-article(학술교육원), 학지사 뉴논문, 삼성디자인넷

한국체육대 KISS

한 경 대

한 밭 대

KAIST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학술교육원 e-article / (주) 학술교육원, 뉴논문 / 학지사, 교보스콜라 / 교보문고

서울교육대 뉴논문(학지사), E-article(학술교육원)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디지털한국학, 북한학술지, 상장협DB, 온라인 토익/토플 모의테스트, 윈글리쉬닷컴, 택스넷, 한국현대사통합DB,
DataguidePro, earticle, kisvalue, kosdda, KS표준, LeCS(로앤비), writing machine

인 천 대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Jane's Defense Data Service

한국예술종합학교 중국미술전집, 중앙멀티미디어백과

한국전통문화학교 e-hanja, 데이터플러스, YBM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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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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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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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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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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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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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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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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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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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학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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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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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기타

강릉원주대

강 원 대
BioOne 2009, China Academic Journal(CAJ), GeoScienceWorld Millennium Collection 2009, Highwire(2종), GeoScienceWorld Millennium Collection 2009, Kluwer Law

Online, KESLI-KP Journal 2009, Westlaw Japan, Wiley Blaclwell online Books, ,ASME, SAFARI, ACADIA

경 북 대 AMA, AR, Beck-online, CAI, dl-Law, EEBO, Juris, LLBA, S.Karger, INSPEL

경 상 대 JSTEJ, Mary Ann Libert, NRC, ASM, Image MD, The Cochrane Library, Rockefeller, Harrison's Online, BioOne,PNAS

공 주 대 CINAHL

군 산 대

목 포 대 ASME(American Society of Mechenical Engineering), CAJ(China Academic Journal), SocINDEX Full Text, Cos Scholat universe Natural

부 경 대

부 산 대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ASM), Beck Online, CINAHL with Full Text, Communications & Mass Media Complete, British Marc, Literature Onlin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PNAS, PsycARTICLES(EBSCOhost), SAE Digital Library, ACUPUNCTURE IN MEDICINE,

JOURNAL OF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CAJ(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서 울 대 Annual review 등 58종

순 천 대 ASM, Brill, ECC, Japan Sci & Tech. Ele. Jnl, Mary Ann Leibert, NRC Research press, Optical Society of America, ProQuest Education Journal

안 동 대 BSP, NII Cii, OUP_OP

전 남 대 AIP&APS, PsyARTICLE, D1-Law, DigiZeitschriften, Beck-Onlian Japan Science & Technology Electronic Journal, NRC

전 북 대 Brill, CAJ, D1-Law, iSinLaw,JJAP, JSTOR, LISA, OCLC e-Book, PAO, PNAS,

제 주 대 OCLC netLibrary, ASM(American Society of Microbiology), SocIndex Full Text, iSinoLaw, ECC전자저널

창 원 대

충 남 대

A&HCI, AGRICOLA, AIAA Meeting paper, BMJ, CAJ(China Academic Journal), COS Scholar Universe, GPO, IWA Publishing, JAMA, Jane's Air &Systems, JURIS,

LexisNexis JP, LISA, Medical Evidence Matters, ProQuest Medical Library, ProQuest Nursing &Allied Health Source, PsycINFO, SAE Digital Library, Thieme

Medical Package, Wilson Select Plus, WorldAlmanac

충 북 대 AGRIS, AMA, ASM, D-1 law, ECC, Juris Spectrum, Rockfeller, Harrison's Online, MEM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금오공과대 OSA

서울산업대 Business Source Premier, Art full text

진주산업대 Cos Scholar Universe

충 주 대 MEDLIN with full text, CSA ILLUMINA

한국방송통신대 Academic Onefile, COS Scholar Universe, ProQuest ABI./INFORM, ProQuest Education Complete, Socindex Full Text, Springer STM

한국체육대 Sport Discus

한 경 대

한 밭 대

KAIST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서울교육대 Ebsco ASP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서울시립대 Britannica online, ChemNet Base, Juris Spectrum, Westlaw Japan, JPSJ, PNAS, OSA, JECS

인 천 대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Community of Scholars

국군간호사관학교 ebsco cinahl with fulltext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Grove Art Online, Grove Music Online, FIAF Plus Full Text, Dance in Video, Opera in Video, Theatre in Video

한국전통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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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학별

E-CIP(신간도서목록) Ebsco's A to Z(저널명검색) EndNote DDR(저널목차검색)
EJS(아티클검색) 기타

강릉원주대 ○ MJS Ato Z

강 원 대 ○ ○ ○

경 북 대 ○ ○

경 상 대 Refworks, 이지스(AtoZ저널검색)

공 주 대 ○ ○

군 산 대 ○ ○

목 포 대 ○

부 경 대

부 산 대 ○
ExLibis SFX, ExLibris Metalib,

RefWorks with Refshare

서 울 대 ○ ○ ○ ○ ○

순 천 대 ○ ○

안 동 대 ○ ○

전 남 대 ○

전 북 대 ○ ○ J2M, 메타서치, Linking

제 주 대 ○ LibSteps(아티클검색)

창 원 대

충 남 대 ○ ○ SFX, MetaLib

충 북 대 ○ ○

한국교원대 Ref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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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X linking, refworks,

인 천 대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다. 정보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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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문정보 보유 현황(학위논문, 보고서, 기타 등)

(2009. 3. 1. 현재)

           구 분
 대학별 단행본 학위논문 대학간행물 고서 보고서 기타 소계 서비스저널수 기사수

대

학

교

강릉원주대 1,140 1,434 2,574 대학내

강 원 대 8,992 3 4,829 13,824 대학내․외

경 북 대 34,673 12,551 104,135 11,800 163,159 대학내

경 상 대 10,532 1,325 21,107 4,932 37,896 대학내․외

공 주 대 32 7,277 33 4,526 11,868 학내외

군 산 대 2,304 36 4,024 125 6,489 대학내․외

목 포 대 1,081 498 16 1,595 대학내․외

부 경 대 11 7,783 7,372 15,166 대학외

부 산 대 25,469 72 18,687 16,209 6,848 67,285 보존용 및 대학내․외

서 울 대 90,355 17,925 10,958 403,459 522,697 대학내․외

순 천 대 5,649 3,917 1,514 11,080 대학내

안 동 대 1,706 2,399 126 5,214 9,445 대학내

전 남 대 24,289 4 590 474 6 56(교안) 25,419 대학내․외

전 북 대 20,679 5,565 67 26,311 대학내․외

제 주 대 4,591 41 7,166 11,798 대학내․외

창 원 대 3,025 22 2,545 5,592 대학내

충 남 대 23,229 73 18,941 2,385 44,628 대학내․외

충 북 대 12,239 7,834 20,073
대학내․외 학위논문

대학내 간행물

한국교원대 6,662 13,359 38,122 2,503 27,390 88,036 대학내․외

한국해양대 2,541 1,324 676 4,541 대학내․외

금오공과대 4 2,188 17 1,391 2 3,602 대학내․외

서울산업대 3,390 2 1,921 5,313

진주산업대 563 6 2,462 28 1 3,060 대학외

충 주 대 763 763 대학외

한국방송통신대 768 148 6 10,120 11,042

한국체육대 2,612 2,612 대학내

한 경 대 695 1 1,148 1,844 대학외

한 밭 대 1,461 899 2,360 대학내

KAIST 0

소 계 15,668 309,856 1,657 195,497 139,286 7,753 450,355 1,120,072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965 7 3,923 5,895 대학내․외

공주교육대 0

광주교육대 674 11,548 12,222 대학내․외

대구교육대 148 1,367 5 1,146 2,666 대학내

부산교육대 1,464 3 1,467 대학외

서울교육대 1,551 1,316 1,716 4,583 대학외

전주교육대 764 3 723 1,490 대학내․외 및 보존용

진주교육대 586 4 1,067 1,657

청주교육대 728 1,046 1,774 대학내

춘천교육대 360 1,200 1,560 대학외

소 계 148 9,459 1,222 20,769 1,716 33,314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7,424 2,541 9,965 대학외

인 천 대 18,201 18,201 대학외

경 찰 대 0

공군사관학교 94 2,224 795 3,113 대학내

국군간호사관학교 0

육군사관학교 0

해군사관학교 1,948 7,148 39 32,431 14,183 55,749 대학내

한국예술종합학교 240 52,179 52,419 대학내․외 보존용

한국전통문화학교 11 5 572 44,852 71 87 45,598 로그인시 이용가능

소 계 2,053 35,242 1,406 79,824 71 66,449 185,045

합 계 17,869 354,557 4,285 296,090 139,286 7,824 518,520 1,33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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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년간 장서등록 및 제적 자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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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12,774 13,372 26,146 3,042 554 3,596 15,816 13,926 29,742

강 원 대 43,954 15,979 59,933 4,108 1,380 5,488 48,062 17,359 65,421

경 북 대 57,590 16,602 74,192 13,370 2,771 16,141 70,960 19,373 90,333 8,448 3,100 11,548

경 상 대 14,159 13,203 27,362 3,645 1,590 5,235 17,704 13,390 31,094

공 주 대 28,745 6,462 35,207 2,573 778 3,351 31,868 7,240 39,108

군 산 대 18,329 7,700 26,029 670 1,020 1,690 18,999 8,720 27,719

목 포 대 11,949 4,761 16,710 732 968 1,700 12,681 5,729 18,410

부 경 대 26,866 9,498 36,364 1,611 3,479 5,090 28,477 12,977 41,454

부 산 대 40,100 21,016 61,116 8,945 1,919 10,864 49,045 22,935 71,980

서 울 대 29,003 59,229 88,232 21,737 38,479 60,216 50,740 97,716 148,456 888 1,208 2,096

순 천 대 15,526 5,574 21,100 2,296 2,296 17,822 5,574 23,396

안 동 대 15,068 3,195 18,263 3,041 328 3,369 18,109 3,523 21,632 4,742 4,742

전 남 대 29,392 13,792 43,184 2,901 2,368 5,269 32,293 16,160 48,453

전 북 대 32,859 10,208 43,067 7,329 2,014 9,343 40,188 12,222 52,410

제 주 대 14,920 7,482 22,402 6,705 1,566 8,271 21,625 9,048 30,673

창 원 대 12,542 5,036 17,578 1,054 171 1,225 13,596 5,207 18,803

충 남 대 24,166 8,330 32,496 7,671 1,122 8,793 31,837 9,452 41,289

충 북 대 28,513 9,461 37,974 3,709 1,999 5,708 32,222 11,460 43,682 1,048 8 1,056

한국교원대 14,543 3,233 17,776 1,291 338 1,629 15,834 3,571 19,405 39 8 47

한국해양대 10,486 5,302 15,788 1,778 865 2,643 12,264 6,167 18,431

금오공과대 8,018 3,459 11,477 1,053 4 1,057 9,071 3,463 12,534

서울산업대 13,821 3,525 17,346 2,222 218 2,440 16,043 3,743 19,786

진주산업대 10,390 2,029 12,419 2,654 100 2,754 13,044 2,129 15,173

충 주 대 7,977 3,297 11,274 1,019 50 1,069 8,996 3,347 12,343

한국방송통신대 29,563 2,927 32,490 1,364 270 1,634 30,927 3,197 34,124 198 198

한국체육대 1,742 1,545 3,287 406 2 408 2,148 1,547 3,695

한 경 대 14,939 3,794 18,733 2,284 44 2,328 17,223 2,838 20,061

한 밭 대 11,954 3,069 15,023 1,246 312 1,558 13,200 3,381 16,581

KAIST

소 계 579,888 263,080 842,968 110,456 64,709 175,165 690,794 325,394 1,016,188 15,363 4,324 19,687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1,994 3,645 25,639 339 303 642 22,333 3,948 26,281

공주교육대 10,248 562 10,810 393 393 10,248 562 10,810

광주교육대 4,359 2,569 6,928 82 82 4,441 2,569 7,010

대구교육대 5,989 1,154 7,143 690 690 6,679 1,154 7,833

부산교육대 7,705 4,709 12,414 171 18 189 7,876 4,727 12,603

서울교육대 5,181 1,175 6,356 919 117 1,036 6,100 1,292 7,392

전주교육대 4,722 5,747 10,469 339 339 5,061 5,747 10,808

진주교육대 5,097 3,235 8,332 208 128 336

청주교육대 6,883 1,284 8,167 297 297 7,180 1,284 8,464

춘천교육대 19,372 4,261 23,633 76 76 19,448 4,261 23,709

소 계 91,550 28,341 119,891 3,514 566 4,080 89,366 25,544 114,91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5,701 8,880 34,581 5,849 828 6,677 31,550 9,708 41,258 116 116

인 천 대 20,226 3,524 23,750 2,215 2,215 22,441 3,524 25,965

경 찰 대 2,288 2,032 4,320 400 35 435 2,688 2,067 4,755

공군사관학교 3,302 1,809 5,111 385 55 440 3,687 1,864 5,551 1,922 1,922

국군간호사관학교 1,338 612 1,950 112 112 1,950 724 2,674 116 116

육군사관학교 2,118 3,994 6,112 6,432

해군사관학교 4,592 4,924 9,516 488 853 1,341 5080 5777 10,857

한국예술종합학교 12,169 1,289 13,458 4015 4,015 16,184 1,289 17,473

한국전통문화학교 6,982 4,464 11,446 1,606 38 1,644 8,588 4,502 13,090

소 계 78,716 31,528 110,244 15,070 1,809 16,879 92,168 29,455 121,623 2,154 8,586

합 계 750,154 322,949 2,146,206 129,040 67,084 196,124 872,328 380,393 1,252,721 17,517 4,324 4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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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현황

1. 대학 총예산(단위 : 천원)

(2008 회계연도)

          구 분 대학별 국     고 기  성  회 기     타 계 비    고

대

학

교

강릉원주대 5,335,003 34,170,093 7,101,000 46,606,096

강 원 대 110,452,046 107,732,062 331,000 218,515,108

경 북 대 150,842,962 156,868,446 7,810,000 315,521,408

경 상 대 92,667,000 69,954,000 8,548,600 171,169,600

공 주 대 66,959,387 64,740,459 131,699,846

군 산 대 41,875,388 37,780,070 79,655,458

목 포 대 37,727,544 33,441,467 71,169,011

부 경 대 72,512,741 71,699,131 144,211,872

부 산 대 138,470,275 118,389,669 146,260,978 403,120,922

서 울 대 256,227,042 220,843,529 164,615,669 641,686,240

순 천 대 37,688,693 29,554,805 67,243,498

안 동 대 34,746,948 27,766,049 62,512,997

전 남 대 133,497,826 103,057,828 236,555,654

전 북 대 102,009,046 97,367,396 199,376,442

제 주 대 71,958,787 46,615,145 118,573,932

창 원 대 39,700,659 38,050,892 77,751,551

충 남 대 97,226,616 104,848,182 202,074,798

충 북 대 87,612,272 70,074,199 157,686,471

한국교원대 46,147,471 29,788,141 75,935,612

한국해양대 38,702,071 27,140,302 65,842,373

금오공과대 24,639,507 28,540,008 53,179,515

서울산업대 44,184,967 59,766,465 103,951,432

진주산업대 21,448,441 21,304,092 42,752,533

충 주 대 34,046,805 36,148,848 15,560,742 85,756,395

한국방송통신대 8,588,005 118,630,000 127,218,005

한국체육대 20,697,852 13,776,389 34,474,241

한 경 대 21,680,014 26,418,959 48,098,973

한 밭 대 29,188,937 36,210,669 65,399,606

KAIST

소 계 1,866,834,305 1,830,677,295 350,227,989 4,047,739,589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8,766,178 13,509,827 32,276,005

공주교육대 13,515,994 8,472,064 21,988,058

광주교육대 12,062,139 7,120,887 19,183,026

대구교육대 20,726,029 9,450,140 30,176,169

부산교육대 14,799,863 8,956,135 23,755,998

서울교육대 16,951,922 12,188,991 1,225,312 30,366,225

전주교육대 11,693,274 6,709,173 18,402,447

진주교육대 12,664939 6,974,394 19,639,333

청주교육대 10,624,742 6,621,039 17,245,781

춘천교육대 11,402,995 7,390,000 18,792,995

소 계 143,208,075 87,392,650 1,225,312 231,826,037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4,351,7684 73,096,000 116,613,684

인 천 대 48,331,154 25,967,050 74,298,204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48,500,000 48,50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39,051,000 17,610,000 56,661,000

한국전통문화학교 13,843,798 1,587,052 15,430,850

소 계 149,725,952 88,681,786 73,096,000 311,503,738

합 계 2,159,768,332 2,006,751,731 424,549,301 4,591,0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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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예산 (단위 : 천원)
(2008 회계연도)

           구 분
 대학별 국   고 기 성 회 기    타 계 비  율예산1/2(%) 비  고

대

학

교

강릉원주대 90,000 992,606 175,000 1,257,606 2.69

강 원 대 468,155 2,650,381 881,755 4,000,291 1.37

경 북 대 125,244 6,108,000 610,000 6,843,244 2.16

경 상 대 224,325 2,107,339 2,331,664 1.36

공 주 대 216,000 1,502,963 1,718,963 1.3

군 산 대 117,660 911,986 1,029,646 1.29

목 포 대 140,730 621,886 762,616 1.08

부 경 대 324,126 1,566,859 1,890,985 1.31

부 산 대 406,286 5,512,601 481,000 6,399,887 1.59

서 울 대 791,704 2,255,498 8,202,201 11,249,403 1.75

순 천 대 125,600 924,447 1,050,047 1.56

안 동 대 137,303 813,257 950,560 1.52

전 남 대 407,371 3,059,812 3,467,183 1.46

전 북 대 322,780 3,171,706 3,494,486 1.75

제 주 대 281,612 1,053,496 410,000 1,745,108 1.1

창 원 대 158,400 671,660 830,060 1.06

충 남 대 722,063 2,975,237 300,000 3,997,300 1.98

충 북 대 316,990 1,892,343 2,209,333 1.4

한국교원대 186,920 577,034 763,954 1

한국해양대 289,500 702,967 189,883 1,182,350 1.8

금오공과대 216,494 593,144 809,638 1.52

서울산업대 180,000 990,700 1,170,700 1.13

진주산업대 108,000 512,165 620,165 1.45

충 주 대 80,000 549,283 246,274 875,557 0.7

한국방송통신대 486,000 1,596,772 2,082,772 1.63

한국체육대 180,964 180,964 0.52

한 경 대 100,000 542,431 642,431 1.33

한 밭 대 235,200 609,989 845,189 1.29

KAIST

소 계 7,258,463 45,647,526 11,496,113 64,402,102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35,000 218,020 453,020 1.40

공주교육대 66,132 178,835 244,967 1.11

광주교육대 25,200 112,500 137,700 0.77

대구교육대 27,000 333,691 360,691 1.2

부산교육대 74,800 194,880 269,680 1.14

서울교육대 131,580 181,366 312,946 1.0

전주교육대 4,900 681,990 686,890 3.7

진주교육대 34,452 221,846 256,298 1.3

청주교육대 25,689 167,410 193,099 1.1

춘천교육대 211,430 211,430 1.13

소 계 624,753 2,501,968 3,126,721 1.09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1,078,384 1,475,781 2,554,165 2

인 천 대 808,194 230,624 1,038,818 1.4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180,000 180,000

국군간호사관학교 49,736 49,736

육군사관학교 228,681 228,681

해군사관학교 165,000 165,000 0.34

한국예술종합학교 663,000 184,000 847,000 1.5

한국전통문화학교 340,000 3,200 343,200 2.2

소 계 2,434,611 1,496,208 1,475,781 5,406,600

합 계 10,317,827 49,645,702 12,971,894 72,9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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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구입비(단위 : 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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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442,734 49.6 272,812 30.5 151,337 16.9 23,923 2.7 2,244 0.3 893,050 100 1.91

강 원 대 1,059,830 38.57 618,900 18.99 1,708,698 41.41 20,640 1.03 3,408,461 100 1.07

경 북 대 1,331,248 27.62 1,932,574 40.10 1,299,131 26.95 231,638 4.80 24,400 0.50 4,818,991 100 1.52

경 상 대 488,107 28.36 753,081 37.62 563,165 30.68 46,000 2.5 15,000 0.8 1,865,353 100 1.07

공 주 대 583,750 40.3 310,634 21.5 508,710 35.1 44,991 3.1 1,448,085 100 1.1

군 산 대 302,299 36.32 159,670 19.18 347,465 41.74 23,000 2.76 832,435 100 1.05

목 포 대 257,219 42.8 123,330 20.6 211,494 35.2 8,357 1.4 600,400 100 0.84

부 경 대 521,210 26.1 640,129 32.1 808,808 40.5 26,114 1.3 0 0 1,996,261 100 1.38

부 산 대 1,165,424 21 1,378,550 25 2,810,241 51 165,803 3 5,520,018 100 1.3

서 울 대 1,272,084 15.5 3,455,544 42 3,424,655 41.7 66,619 0.8 8,218,902 100 1.28

순 천 대 267,978 31 155,943 18 426,537 49.3 14,530 1.7 864,988 100 1.28

안 동 대 223,357 30.5 355,367 48.6 152,864 20.9 731,588 100 1.17

전 남 대 488,702 16.34 567,778 18.98 1,885,083 63.01 14,000 0.47 35,827 1.2 2,991,390 100 1.26

전 북 대 1,233,514 40.42 571,210 18.72 1,200,657 39.35 23,906 0.78 22,324 0.73 3,051,611 100 1.53

제 주 대 316,250 22 185,100 13 508,500 36 410,000 29 1,419,850 100 1.2

창 원 대 211,934 32.05 165,684 25.06 264,757 40.04 18,711 2.83 661,086 100 0.85

충 남 대 884,624 26.04 559,566 16.47 1,763,910 51.92 189,363 5.57 3,397,463 100 1.68

충 북 대 620,471 36 275,891 16 842,163 48 6,359 0.3 1,744,886 100 1.1

한국교원대 178,170 29 263,913 42.95 161,527 26.29 10,821 1.76 614,431 100 0.81

한국해양대 226,612 27.8 157,192 19.2 424,279 52.0 8,152 1.0 816,235 100 1.24

금오공과대 228,894 34.6 169,874 25.7 234,435 35.5 27,915 4.2 661,118 100 1.24

서울산업대 418,502 41.3 126,006 12.4 443,646 43.7 25,956 2.6 1,014,110 100 0.98

진주산업대 372,000 0.87 66,162 0.15 68,100 0.16 30,000 0.07 536,262 100 1.25

충 주 대 219,790 42.15 99,753 19.13 161,303 30.94 40,584 7.78 521,430 100 0.42

한국방송통신대 562,500 39.2 250,100 17.5 421,500 29.4 200,000 13.9 1,434,100 100 1.13

한국체육대 54,600 45.5 37,260 31.1 18,145 15.1 10,000 8.3 120,005 100 0.3

한 경 대 337,448 75 35,827 8 55,070 12 22,976 5 451,321 100 0.93

한 밭 대 281,449 40.3 73,400 10.5 293,400 42.0 25,000 3.6 25,000 3.6 698,249 100 1.07

KAIST

소 계 14,550,700 13,761,250 21,159,580 1,296,361 563,792 51,332,079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209,888 58.35 61,654 17.14 88,137 24.51 0 0 359,679 100 1.11

공주교육대 95,000 56 46,000 27 21,500 13 7,500 4 170,000 100 0.8

광주교육대 57,282 42 44,220 33 12,000 9 20,893 15 2,045 1 136,440 100 0.7

대구교육대 102,750 56.47 58,200 31.99 15,000 8.24 6,000 3.3 181,950 100 0.6

부산교육대 112,400 57.74 39,830 20.46 12,000 6.16 4,000 2.05 10,450 5.37 194,680 100 0.82

서울교육대 133,562 30,781 164,343

전주교육대 73,900 53.7 35,640 25.9 23,500 17.1 4,500 3.3 137,540 0.7

진주교육대 106,598 71.04 31,703 21.12 11,750 7.83 150,051 100 0.76

청주교육대 55,000 46 38,939 33 19,550 17 4,500 4 117,989 100 0.7

춘천교육대 121,500 74.2 20,200 12.4 12,000 7.3 10,000 6.1 163,700 100 0.87

소 계 1,067,880 61.8 407,167 21.9 215,437 12.6 47,393 3.3 22,495 0.4 1,776,372 100.00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639,229 29.1 820,031 37.3 726,673 33.1 11,593 0.5 2,197,526 100 1.9

인 천 대 410,718 45.9 162,733 18.2 299,999 33.5 21,696 2.4 895,146 100 1.2

경 찰 대 100.00

공군사관학교 72,000 40 20,141 11 36,108 20 4,250 2 47,501 27 180,000 100

국군간호사관학교 24,926 5,049 5,780 35,800

육군사관학교 70,000 36 56,789 29 53,450 27 8,846 4.5 7,195 3.6 196,2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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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328 0.5 71,361 0.12 36,218 0.06 65,618 0.11 29,015 0.05 489,540 0.86 0.9

한국전통문화학교 165,000 1.1 12,700 0.08 19,000 0.1 16,074 0.1 212,774 1.4

소 계 1,741,201 44.9 1,171,804 23.9 1,187,228 25.5 143,077 4.1 98,711 1.6 4,342,066 100.00

합 계 17,359,781 15,340,221 22,562,245 1,486,831 684,998 57,450,51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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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자료구입비 (단위 : 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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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149,115 293,618 65,844 206,968 11,524 139,813 23,923 2,244 187,746 620,545 28.3 71.7 100

강 원 대 676,847 382,983 70,735 548,165 131,100 94,344,638 393 20,640 899,715 2,508,754 36.27 63.73 100

경 북 대 602,092 729,156 87,823 1,844,751 65,143 1,233,988 83,083 148,555 24,400 862,541 3,956,450 17.90 82.10 100

경 상 대 257,417 230,690 55,653 697,428 36,000 527,165 37,000 9,000 15,000 386,070 1,479,283 20.7 79.3 100

공 주 대 511,442 72,308 34,427 276,207 76,305 432,405 44,991 667,165 780,920 46 54 100

군 산 대 251,299 51,000 11,138 148,532 38,960 308,505 23,000 324,397 508,037 38.97 61.03 100

목 포 대 198,402 58,817 18,383 104,947 47,290 164,204 6,000 2,357 270,075 330,325 45.0 55.0 100

부 경 대 385,815 135,395 34,800 605,329 86,386 722,422 26,114 533,115 1,463,146 26.7 73.3 100

부 산 대 557,289 608,136 29,737 1,348,812 87,542 2,722,699 41,651 124,152 716,219 4,803,799 13 87 100

서 울 대 311,675 960,409 83,897 3,371,647 147,338 3,277,317 2,0636 45,983 563,546 7,655,356 6.86 93.14 100

순 천 대 183,691 84,287 9,659 146,284 48,432 378,105 14,530 256,312 608,676 29.63 70.37 100

안 동 대 186,000 37,357 22,367 333,000 51,320 101,544 259,687 370,357 23.2 76.8 100.0

전 남 대 358,702 130,000 31,120 536,658 78,735 1,806,348 14,000 35,827 518,384 2,473,006 17 83 100

전 북 대 465,063 768,451 25,141 546,069 204,271 996,386 21,501 2,405 11,523 10,801 727,499 2,324,112 23.84 76.16 100

제 주 대 148,126 168,124 2,700 182,400 64,395 444,105 165,634 244,366 380,855 1,038,995 27 73 100

창 원 대 156,567, 55,366 18,999 146,685 35,150, 229,607, 8,5070 10,204 219,229 441,862 33.16 66.84 100

충 남 대 403,491 481,133 31,384 528,182 154,266 1,609,644 58,910 130,453 648,051 2,749,412 19.07 80.93 100

충 북 대 417,548 202,923 25,332 250,559 30,960 811,203 6,359 480,199 1,264,685 28 72 100

한국교원대 109,301 68,869 21,434 124,247 26,052 135,475 495 10,326 157,282 457,149 25.6 74.4 100

한국해양대 142,912 83,700 4,392 152,800 36,000 388,279 8,152 191,456 624,779 23.5 76.5 100

금오공과대 112,468 116,425 19,697 152,010 38,170 196,264 27,915 198,250 464,699 29.9 70.1 100

서울산업대 180,000 238,502 23,597 102,409 76,901 366,745 25,956 306,454 707,656 30 70 100

진주산업대 200,000 172,000 18,012 48,150 8,100 60,000 30,000 256,112 280,150 48 52 100

충 주 대 106,339 113,451 31,713 84,880 22,830 121,633 37,182 3,402 198,064 323,366 38 62 100

한국방송통신대 421,500 141,000 102,500 147,600 259,500 162,000 200,000 983,500 450,600 68.58 31.42 100

한국체육대 54,600 7,560 29,700 15,387 2,758 10,000 87,547 32,458 73 27 100

한 경 대 201,766 135,682 10,034 25,793 10,300 44,770 18,527 4,449 240,627 210,694 53 47 100

한 밭 대 187,200 94,249 23,400 50,000 62,400 231,000 25,000 25,000 323,000 375,249 46.3 53.7 100

KAIST

소 계 7,936,667 6,614,031 921,478 12,740,212 1,950,757 111,959,022 884,388 488,929 291,268 272,524 11,843,097 39,304,520 100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188,746 21,142 25,917 35,737 50,161 37,976 264,824 94,855 73.62 26.38 100

공주교육대 90,000 5,000 8,000 38,000 21,500 7,500 127,000 43,000 75 25 100

광주교육대 56,236 1,046 18,241 25,978 12,000 18,194 2,700 2,045 106,716 29,724 71 29 100

대구교육대 72,750 30,000 17,200 41,000 15,000 4,500 1,500 109,450 72,500 60.15 39.85 100

부산교육대 109,028 3,372 20,480 19,350 12,000 16,000 4,000 10,450 155,958 38,722 80.11 19.89 100

서울교육대 81,204 52,358 15,289 15,491 96,493 67,849

전주교육대 66,629 7,271 15,140 20,500 23,500 4,500 109,769 27,771 79.8 20.2 100

진주교육대 91,338 15,260 7,166 24,537 11,750 110,254 39,797 73.4 26.6 100

청주교육대 42,000 13,000 10,939 28,000 19,550 0 3,000 1,500 75,489 42,500 117,989

춘천교육대 11,751 3,990 10,200 10,000 12,000 10,000 149,710 13,990 91 9 100

소 계 809,682 152,439 148,572 258,593 177,461 53,976 41,694 5,700 22,495 0 1,230,174 428,208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258,400 543,829 26,233 793,798 135,800 586,602 1,835 9,758 422,268 1,933,987 18 82% 100%

인 천 대 295,858 114,860 17,578 145,155 54,450 245,549 21,696 389,582 505,564 43.5 56.5 100

경 찰 대

공군사관학교 50,400 21,600

국군간호사관학교 7,973 16,953 1,174 3,920 5,876 9,147 26,479 26 74 100

육군사관학교 24,160 45,840 14,410 42,379 12,260 41,192 8,846 7,195 66,817 129,411 34 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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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805 141,523 13,910 57,451 36,218 65,618 29,015 225,333 264,207 46 54 100

한국전통문화학교 110,000 55,000 6,522 6,177 19,000 16,074 145,074 55,000 72.5 27.5 100

소 계 938,596 965,605 95,827 1,055,880 221,510 925,437 124,069 14,758 17,195 34,015 1,340,221 2,967,648

합 계 9,684,945 7,732,075 1,165,877 14,054,685 2,349,728 112,938,435 1,050,151 509,387 330,958 306,539 14,413,492 42,700,3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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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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05:00-익일 01:00 05:00-익일 01:00 05:00-익일 01:00
학기중 09:00-20: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강 원 대

경 북 대 06:00-02:00 06:00-02:00 06:00-02:00
학기중 08:00-21:00

08:00-13:00 08:00-17:00
방학중 08: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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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09:00-18:00

군 산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18:00

목 포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기중 09:00-20: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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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중 09:00-20:00

휴무 휴무
방학중 09:00-18:00

안 동 대
평상시 06:00-24:00 학기중 09:00-20:00

휴무 휴무
시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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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중 08:00-20:00 09:00-18:00 09:00-13:00

전 북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기중 09:00-20: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휴관
휴관

제 주 대 00:00-24:00 00:00-24:00 00:00-24:00 09:00-20:00 09:00-13:00 휴무

창 원 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09:00-20:00 폐실 폐실

충 남 대
05:00-23:00

(일부 24시간운영)

05:00-23:00

(일부 24시간운영)

05:00-23:00

(일부 24시간운영)
학기중 09:00-20: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휴무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휴무

충 북 대 05:00-24:00 05:00-24:00 05:00-24:00
학기중 09:00-20: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토요일 09:00-13:00
휴실

한국교원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0:00 휴무 휴무

한국해양대

제1,3,4열람실

06:00-24:00
제2열람실 24시간 개방

좌동 좌동
학기중 09:00-20:00
방학중 09:00-18:00
시험기간 09:00-21:00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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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중 09:00-22:00
방학중 09:00-18:00

09:00-13:00 휴무

진주산업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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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현황

1. 개관시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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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기중 09:00-21:00

휴관 휴관
방학중 09:00-18:00

한 밭 대 24시간 24시간 24시간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휴관
휴관

KAIST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1:00 - -

공주교육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학기중 09:00-22:00

09:00-18:00
휴관 휴관

광주교육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19:00 휴실 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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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0-24:00 06:00-24:00 09:00-20:00 09:00-17:00 휴무

전주교육대 07:00-23:00 07:00-23:00 07:00-23:00 09:00-18:00

진주교육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학기중 09:00-19: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13:30-18:00 휴무

청주교육대 06:00-23:00 06:00-23:00 06:00-23:00 09:00-19:00 휴관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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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1;00 09:00-13;00 휴무

인 천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1:00

방학중 09:00-18:00
휴무 휴무

경 찰 대 06:00-24:00 06:00-24:00 06:00-24:00 09:00-20:00 휴무 휴무

공군사관학교 08:00-24:00 08:00-24:00 08:00-24:00 08:00-20:00 휴무 휴무

국군간호사관학교 06:00-24:00 08:00-17:00 휴무 휴무

육군사관학교 08:00-21:00 09:00-18:00 09:00-18:00 08:00-21:00 09:00-18:00 09:00-18:00

해군사관학교 06:00-24:00 06:00-24:00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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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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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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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 30 120 15 60 7 14 15 60 7 14

강 원 대

경 북 대 50 180 20 30 10 14 20 30 5 14

경 상 대 30 180 10 30 5 10 10 30 5 10

공 주 대 30 90 10 30 5 10 10 30 3 7

군 산 대 20 90 10 30 5 1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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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3 14

한국교원대 20 60 10 20 5 10 10 30
4(일반회원)

5(평생회원)

10(일반)

30(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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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90 10 30 5 10 10 30 2 7

한국방송통신대 30 90 10 7 3 7 30 90

한국체육대 20 60 8 14 5 7 10 21

한 경 대 20 90 5 30 3 10 5 30 2 7

한 밭 대 20 90 10 30 5 10 20 90 3 10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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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4 10 30 대출불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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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90 15 30 7 10 10 30

인 천 대 20 90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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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5 10 15

해군사관학교 30 60 5 30 5 15 3 15

한국예술종합학교 15 30 10 15 5 10 10 15

한국전통문화학교 20 70 5 10 7 4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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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연간
출입자수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상호대차 건수(문헌복사) 상호대차 건수(단행본)

의뢰 접수 소계 의뢰 접수 소계
강릉원주대 365,169 328,652 74,795 784 254 1,038 17 40 57

강 원 대 1,985,495 203,507 1,336 503 1,839 39 58 97

경 북 대 1,501,419 1,491,419 689,639 4,743 4,074 8,817 293 580 873

경 상 대 1,184,456 269,903 2,058 1,913 3,971 180 200 380

공 주 대 522,714 208,515 250 227 477 118 170 288

군 산 대 384,570 74,674 694 151 845 12 12

목 포 대 342,348 65,356 463 389 852 92 90 182

부 경 대 1,645,869 279,047 1,357 610 1,967 76 112 188

부 산 대 1,821,202 403,373 5,161 2,890 8,051 294 382 676

서 울 대 5,711,240 1,534,621 674,242 3,570 5,976 9,546 1,097 745 1,842

순 천 대 323,943 323,943 136,740 1,440 126 1,566

안 동 대 163,527 417 804 1,221 66 85 151

전 남 대 1,476,500 529,235 2,502 993 3,495 436 187 623

전 북 대 772,107 623,896 249,650 6,147 1,925 8,072 112 120 232

제 주 대 620,004 234,358 114,695 731 226 957

창 원 대 582,407 116,827 689 115 804 35 28 63

충 남 대 3,867,941 1,004,080 364,319 2,598 2,702 5,300 240 248 488

충 북 대 2,940,175 595,430 315,080 1,615 705 2,320

한국교원대 318,606 131,853 1,139 725 1,864 439 49 488

한국해양대 793,694 154,573 76,666 335 147 482 100 85 185

금오공과대 294,326 284,149 68,953 458 132 590 5 8 13

서울산업대 923,711 798,206 148,422 252 203 455

진주산업대 384,391 35,271 22,533 49 19 68 3 1 4

충 주 대 315,207 159,140 49,862 44 7 51

한국방송통신대 986,078 410,413 65,255 176 98 274 182 113 295

한국체육대 58,411 26,742 13,202 37 23 60

한 경 대 790,592 395,296 84,488 81 7 88

한 밭 대 96,772 72 24 96 33 27 60

KAIST

경인교육대 302,581 185,017 79 24 103 34 28 62

공주교육대 76,571

광주교육대 205,163 43,295 116 18 134 5 15 20

대구교육대 314,223 136,715 54,598 152 49 201 69 22 91

부산교육대 235,140 137,674 50,364 71 115 186 25 18 43

서울교육대 555,483 241763 236,521 66 55 121

전주교육대 249,558 124,779 48,832 92 44 136 14 15 29

진주교육대 226,925 135,141 66,010 41 8 49

청주교육대 58,585 132 124 256

춘천교육대 397,614 222,652 146,482 91 15 106 40 12 52

서울시립대 1,286,904 785,227 238,832 436 648 1,084

인 천 대 30,017 1,103,216 101,205 109 52 161

경 찰 대 49,801 17,019 29 2 31

공군사관학교 70,075 30 2 32

국군간호사관학교 13,104 12 12

육군사관학교 74,081 731 44 775 65 65

해군사관학교 381,312 205,311 811,88 4 4

한국예술종합학교 85,942 164,954 52 52

한국전통문화학교 14,906 14,906 21,987 5 36 41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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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대차업무 담당부서 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대학별 부  서  명 담 당 자 명 거 래 은 행 온라인 계좌번호

대

학

교

강릉원주대

중앙도서관 황공남 농 협 234-01-057646 (이섭)

치대분관 김기동 농 협 234-01-057646 (이섭)

원주분관 이도연 농 협 201509-01-002944 (원주대도서관)

강 원 대 정기간행물실 이월계 신한은행 713-04-515150

경 북 대 열람과 연속간행물실 최정희 신한은행 110-206-975056 (최경래)

경 상 대 학술정보운영과 동양학술자료실 박명숙 농 협 818-12-467212 (박항제)

공 주 대

중앙도서관 정보봉사실 강윤규 농 협 450-01-003588

산업과학대학 분관 이연희 농 협 450-12-068410

공과대학 분관 유경홍 농 협 467-01-221874

군 산 대 참고연속간행물실 이현주 신한은행 110-241-982423

목 포 대 연속간행물실 김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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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노옥, 이민경 신한은행 873-03-001268

순 천 대 저널연구자료실 김환빈 농 협 643-02-334460

안 동 대 정기간행물실 윤동원 신한은행 803-01-097743

전 남 대 상호대차실 정대근 광주은행 501072-01-004606

전 북 대 연속간행물 고민정 전북은행 529-21-0843340

제 주 대 연속간행물실 오안녕 농 협 954-01-023976 (제주대도서관)

창 원 대 연속간행물실 차영묵 농 협 848-01-015043

충 남 대 학술정보팀 박정이, 전영희 하나은행 660-276458-00207 (서정기)

충 북 대 정기간행물실 양승관 농 협 304-02-611782

한국교원대 종합정보자료실 연미정 우 체 국 301309-01-002443

한국해양대 학술정보과 학술서비스팀 민호임 농 협 904-01-002484

금오공과대 열람팀 최선혜 농 협 785-01-068524

서울산업대 참고자료실 윤일섭 우 체 국 013367-01-005983

진주산업대 학술정보 이상재 경남은행 523-07-0101257

충 주 대 연속간행물실 한남희 우 체 국 301291-01-010292

한국방송통신대 중앙도서관 이 혁 우 체 국 013201-01-008458

한국체육대 정보봉사팀 이규범 국민은행 777-01-00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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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우 농 협 320-02-065081

공주교육대 자료운영팀 박효숙 우 체 국 312462-01-004302

광주교육대 정보자료팀 김명희 광주은행 051-107-005214

대구교육대 정기간행물실 신동근 대구은행 262-05-000037-5

부산교육대 정보운영계 김정미 우 체 국 600916-01-001030

서울교육대 열람팀 김유중 우 체 국 014225-02-047530

전주교육대 정보개발팀 김민선 우 체 국 402214-01-001481

진주교육대 수서팀 김종철 농 협 130-01-001987

청주교육대 학술문화원 도서팀 이경희 신한은행 100-017-949954

춘천교육대 정기간행물실 문인규 신한은행 719-01-013951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사서과 논문실 문지선 우리은행 849-185155-13-001

인 천 대 참고자료실 김청자 농 협 1325-01-000583

경 찰 대 정기간행물실 김진희 우 체 국 104372-02-037402

공군사관학교 참고자료실 최은숙 우 체 국 9000902-01-008411

국군간호사관학교 김상길 우 체 국 311712-01-000403

육군사관학교 기록물관리실 홍미화 농 협 989-01-000812

해군사관학교 해양/군사자료실 조현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도서관팀 최 훈 국민은행 093-21-0733-103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술정보관 운영실 전연섭 우리은행 260-018750-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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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작성자

        구 분
 대학별 직  급 성  명 전화(직) FAX E-mail

대

학

교

강릉원주대 기능9급 정 훈 (033)640-2579 642-7016 jhoon@nukw.ac.kr

강 원 대 사서주사 이위창 (033)250-8016 242-8012 wclee@kangwon.ac.kr

경 북 대 사서서기 김영식 (053)950-6513 950-6533 youngsik@knu.ac.kr

경 상 대 사서주사보 박영희 (055)751-5099 759-8542 metaphor@gnu.ac.kr

공 주 대 사서주사 정진희 (041)850-8691 850-8706 jhjung@kongju.ac.kr

군 산 대 사서주사 손홍언 (063)469-4177 466-2088 heshon@kunsan.ac.kr

목 포 대 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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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왕종 (051)510-1831 513-9787

서 울 대 사서주사보 유재아 (02)880-8784 878-2730 dbwodk@snu.ac.kr

순 천 대 사서서기 정해선 (061)750-5012 750-5015 shiny20s@sunchon.ac.kr

안 동 대 사서주사보 김현숙 (054)820-7212 820-7216 kimhs@andong.ac.kr

전 남 대 사서주사 강창애 (062)530-3532 530-3529 cakang@jnu.ac.kr

전 북 대 사서주사보 이수자 (063)270-4405 270-3468 sooja@chonbuk.ac.kr

제 주 대 사서주사 서윤진 (064)754-2206 755-6401 syoonjin@jejunu.ac.kr

창 원 대 사서주사보 김필순 (055)213-2404 213-2420 kps@changwon.ac.kr

충 남 대 사서주사 이상호 (042)821-6027 823-4520 leesh706@cnu.ac.kr

충 북 대 사서서기 이지영 (043)261-2885 273-2805 ivy79s@cbnu.ac.kr

한국교원대 사서주사 정 명 (043)230-3812 231-8824 jm001@knue.ac.kr

한국해양대 사서주사보 전행순 (051)410-4074 404-3989 jhs3860@hhu.ac.kr

금오공과대 사서주사 이재철 (054)478-7162 478-7166 leejc@kumoh.ac.kr

서울산업대 사서주사보 서정호 (02)970-6156 970-6952 hoho@snut.ac.kr

진주산업대 사서주사보 진태석 (055)751-3186 751-3199 chin@jinju.ac.kr

충 주 대 사서주사 권오석 (043)841-5061 841-5067 oskwon@cjnu.ac.kr

한국방송통신대 학사관리직 이원재 (02)3668-4392 743-3084 lafolie@knou.ac.kr

한국체육대 사서주사보 오해옥 (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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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주사 이수하 (042)821-1379 822-3517 lsha@hanbat.ac.kr

KAIST

교

육

대

학

교

경인교육대 사서주사보 김찬용 (032)540-1142 540-1346 cykim@gin.ac.kr

공주교육대 사서주사 주정수 (041)850-1321 850-1577 joo@gjue.ac.kr

광주교육대 사서주사 임미양 (062)520-4071 520-4065 yang@gnue.ac.kr

대구교육대 사서주사 신동근 (053)620-1442 620-1440 sksghm@dnue.ac.kr

부산교육대 사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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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281-7033 281-7038 sebin97@jnue.kr

진주교육대 담당관 김종철 740-1361 740-1365 jckim@cue.ac.kr

청주교육대 사서주사보 이경희 (043)299-0663 299-0669 oran@2277@cje.ac.kr

춘천교육대 기능직 이상춘 (033)260-6304 260-6310 lsc@cnue.ac.kr

공

립

․

특

별

법

대

학

교

서울시립대 사서주사보 선명화 (02)2210-2282 2217-0296 pegasus7@uos.ac.kr

인 천 대 사서주사보 임미향 (032)770-8083 770-8084 hyangiee5@incheon.ac.kr

경 찰 대 사서주사보 서용근 (031)284-5250 283-8393

공군사관학교 사서주사 김중곤 (043)290-6145 297-6661 infoofficer-K@hanmail.net

국군간호사관학교 사서주사보 김상길 (042)878-4591 861-8132 afna1967@hanmail.net

육군사관학교 사서주사보 김정림 2197-6822 979-0605 kmalibrary@kma.ac.kr

해군사관학교 사서주사보 조현칠 (055)549-1174 johyun72@hanmail.net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성회 최현주 (02)746-9104 746-9109 emedia@karts.ac.kr

한국전통문화학교 사서주사보 강인순 (041)830-7133 830-7139 angzng@nu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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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

(강릉)

관장

학술정보과장

행정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기능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계약직

계약직

이현모

강경애

방덕균

오정국

권혁준

김진문

김혜정

황공남

한지성

김진구

전찬준

이미정

정 훈

정진이

심명자

김규철

심상곤

김기동

총괄

과업무 총괄

서무 주무

열람 주무

치대분관 총괄

수서․정리 주무

연속간행물실 주무

상호대차 업무

대출/반납

중국서/학위논문정리

국내서 정리

외국도서정리

서무/회계/물품

연속간행물실

대출/반납

전산

기증도서 및 통계

치대분관 상호대차

640-2576

2577

2578

2579

2810

2580

2586

2584

2587

2581

2582

2582

2579

2585

2587

2511

2579

2811

phmlee@nukw.ac.kr

kkang@nukw.ac.kr

bang@nukw.ac.kr

jkoh@nukw.ac.kr

hjkwon@nukw.ac.kr

jmkim@nukw.ac.kr

kim1564@nukw.ac.kr

libhgn@nukw.ac.kr

hjseong@nukw.ac.kr

kimjgu@nukw.ac.kr

cjjun@nukw.ac.kr

emje@nukw.ac.kr

jhoon@kangnung.ac.kr

sophial@nukw.ac.kr

smj012@nukw.ac.kr

kckim97@nukw.ac.kr

sgon00@nukw.ac.kr

g0070@nukw.ac.kr

도서관

(원주)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성회직

홍은영

김동완

양미정

이도연

이윤재

분관 총괄

분관 총괄

수서/회계

정리/상호대차

연속간행물/대출반납

760-8200

8201

8204

8205

8203

eyhong@nukw.ac.kr

kdw@nukw.ac.kr

mjyang@nukw.ac.kr

los1206@nukw.ac.kr

yjlee@nukw.ac.kr

소속 직명 성명 담당업무 전화(033) E-Mail

도서관

학술정보

지원과

관장

과장

사서주사

정승옥

신승철

김종필

총괄

과업무 총괄

수서.회계 주무

250-8002

8003

8004

jso0302@kangwon.ac.kr

sccgod@kangwon.ac.kr

kimjp@kangwon.ac.kr

강릉원주대학교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FAX : (033) 642-7016

강원대학교(춘천)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 2동 192-1)

FAX : (033) 251-2700

강원대학교(삼척)

 245-71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1 강원대학교

FAX : (033) 57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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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원귀희

김형각

이명숙

강성남

최재훈

홍금초

정미야

이수진

박기은

유종현

수서.구매계약업무

연속간행물.학술DB 구매

등록

회계.서무

청사관리

정리주무

서양서 정리

동양서 정리

동양서 정리

동양서 정리

8005

8005

8011

8004

8017

8006

8007

8007

8007

8007

ghee@kangwon.ac.kr

anarchi@kangwon.ac.kr

leems@kangwon.ac.kr

kangsn@kangwon.ac.kr

chjjh@kangwon.ac.kr

pslam@kangwon.ac.kr

myjeong@kangwon.ac.kr

lsj0223@kangwon.ac.kr

kieun@kangwon.ac.kr

norbertzeyer@kangwon.ac.kr

학술정보

운영과

(춘천)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기능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

최근완

이위창

박윤근

임기풍

함지연

김남경

김혜전

윤병일

이종엽

이선자

이월계

박정식

이태현

김장현

정수철

과업무 총괄

정보,참고봉사 주무

과서무 업무

자율사물함.안내데스크

음영자료.CBRT실 운영

장서실 주무

대출/반납

논문자료.서양서단행본실 주무

논문자료.서양서단행본실

정기간행물실 주무

정기간행물

전산정보실 주무

전산업무

법학분관 주무

의학분관 주무

8008

8016

8019

8019

8013

8009

8010

8015

8015

8014

8014

8018

8018

6505

8020

kwc0321@kangwon.ac.kr

wclee@kangwon.ac.kr

parkyg@kangwon.ac.kr

likipu@kangwon.ac.kr

hamjy@kangwon.ac.kr

nkkim@kangwon.ac.kr

june@kangwon.ac.kr

illyoun@kangwon.ac.kr

joun8282@kangwon.ac.kr

leesj@kangwon.ac.kr

wklee@kangwon.ac.kr

jspark@kangwon.ac.kr

maxtaillee@kangwon.ac.kr

kimjanh@kangwon.ac.kr

scjung@kangwon.ac.kr

도서관

수서.열람팀

(삼척)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기능직

기능직

차장섭

박건호

정현희

남기홍

진연범

임일빈

업무총괄

수서.열람업무 주무

연속간행물

수서.서무

열람업무

열람업무

570-6271

6272

6277

6272

6274

6274

cjs@kangwon.ac.kr

ghpark@kangwon.ac.kr

jhh@kangwon.ac.kr

gihong@kangwon.ac.kr

jybym@kangwon.ac.kr

lblim@kangwon.ac.kr

정리.전산팀

(삼척)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임향순

홍현표

백용정

정리.전산 주무

정리업무

전산업무

6273

6273

6278

hsimll@kangwon.ac.kr

hong1025@kangwon.ac.kr

yjbaik@kangwon.ac.kr

도계캠퍼스

분관

(삼척)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기성회직

계약직원

김도현

박선미

조민정

김창옥

분관업무 총괄

열람업무

전산업무

야간 자료대출

540-3271

3272

3272

3273

hyunkd@kangwon.ac.kr

sulli@kangwon.ac.kr

gojo80@kangwon.ac.kr

toy9079@hanmail.net

경북대학교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FAX : (053) 95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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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도서관

수서정리과

관장

과장

행정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능직

기능직

기능직

남권희

변태현

최동호

황명숙

박태석

남상모

백만기

송인구

총괄

과업무총괄

관리 주무

회계

물품관리, 일반서무

냉난방기

냉난방기

전기업무

950-6510

6511

6512

6512

6512

6532

6532

6531

khnam@knu.ac.kr

thbyun@knu.ac.kr

dhchoi@knu.ac.kr

mshwang@knu.ac.kr

parkts@knu.ac.kr

smnam@knu.ac.kr

mgback@knu.ac.kr

igsong@knu.ac.kr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성회직

김영훈

이남숙

안창숙

김영식

박순이

수서 주무

국외서수서

국내서수서

자료등록

자료등록

6513

6513

6513

6513

6513

kimyh@knu.ac.kr

nslee@knu.ac.kr

ssahn@knu.ac.kr

youngsik@knu.ac.kr

parksy@knu.ac.kr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기능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류정희

장병임

김진주

박영희

김현경

김현정

김미혜

이승아

변미선

이영수

박명수

서영희

이수복

동서양서분류 주무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동서양서분류, 편목

서무업무

6392

6391

6515

6392

6516

6392

6516

6515

6515

6392

6516

6392

6391

libryu@knu.ac.kr

bijang@knu.ac.kr

kimjj@knu.ac.kr

yhpark@knu.ac.kr

hgkim@knu.ac.kr

hyunjung@knu.ac.kr

mhkim@knu.ac.kr

salee02@knu.ac.kr

msbyeon@knu.ac.kr

andys324@knu.ac.kr

parkms@knu.ac.kr

yhsuh@knu.ac.kr

leekhe@knu.ac.kr

조교

사서서기

박미성

임기영

전산실 주무

전산

6525

6525

mspark@knu.ac.kr

impussiant@knu.ac.kr

열람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조교

기성회직

박정상

정민진

김명애

이종국

김영수

정미경

김동훈

최정희

권희정

최영주

과업무총괄

전자자료실 주무

연속간행물실 주무

수험자료실 주무

국외간행물

전자자료실

국외Web DB

상호대차

학위논문실 주무

과서무

950-6517

6712

6488

6388

6523

6713

6528

6522

6524

6518

jspark002@knu.ac.kr

mjjeong@knu.ac.kr

makim@knu.ac.kr

jklee@knu.ac.kr

kimys@knu.ac.kr

mkjeong@knu.ac.kr

ddhkim@knu.ac.kr

aida@knu.ac.kr

hjkwon@knu.ac.kr

yjchoi@knu.ac.kr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능직

심세향

김정윤

전미라영

중앙대출실 주무

대출 및 반납

대출 및 반납

6519

6484

6484

shimsh@knu.ac.kr

jeungyun88@knu.ac.kr

rajeon@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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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직 박건희 대출 및 반납 6484 khepark@knu.ac.kr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기성회직

조교

이상조

이탁희

이경희

최명순

정중권

이재구

어문학자료실 주무

인문과학자료실 주무

사회과학자료실 주무

참고자료실 주무

참고자료실

고서실 주무

6487

6520

6485

6521

6521

6894

leesj@knu.ac.kr

leeth@knu.ac.kr

khlee@knu.ac.kr

choims@knu.ac.kr

jkchong@knu.ac.kr

aedam@knu.ac.kr

의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기성회직

정성광

변여선

이명희

업무총괄

의학분관 주무

상호대차, 자료정리

420-5854

6530

6530

skchung@knu.ac.kr

ysbyeon@knu.ac.kr

mhelee@knu.ac.kr

치의학분관 분관장

조교

최재갑

배영활

업무총괄

치의학분관 주무

660-5905

6914

jhchoi@knu.ac.kr

yhbae@knu.ac.kr

법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보

장재현

박찬식

업무총괄

법학분관 주무

950-5471

6528

jhchang@knu.ac.kr

62echo@knu.ac.kr

대학기록관 사서주사 최명순 대학기록관 주무 6461 choims@knu.ac.kr

분관

(상주)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기성회직

기성회직

박 필 숙

박 갑 용

김 연 순

정 임 탁

조 옥 수

최 정 규

김 만 식

김 혜 경

분관업무 총괄

수서, 정리업무

국내자료실, 학위논문

기획, 행정, 전산업무

참고업무, 연속간행물

대출업무

정리업무, 행정

정리업무, 전산업무

054)

530-1112

1611

1621

1612

1622

1623

1613

1614

pspar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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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도 서 관

학술정보

지 원 과

관장

과장

행정주사

기능직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계약직

사서주사보

김남향

김남희

정영도

임송환

허둘자

김성규

박영희

유인애

강학이

총괄

과업무 총괄

행정지원팀 주무

서무,물품,시설

일반회계

정보개발팀 주무

수서,기획

자료등록,기증

자료분류, 편목

751-5096

5100

5115

6049

5115

5098

5099

5099

5101

nhkkim@gnu.ac.kr

namhkim@gnu.ac.kr

a12279@gnu.ac.kr

ll5853@hanmail.net

herdj@gaechuk.gnu.ac.kr

ksg@gnu.ac.kr

metaphor@gnu.kr

tyche@gnu.ac.kr

kahayi@gnu.ac.kr

경상대학교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FAX : (055) 759-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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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서주사

전산주사

기능직

사서주사보

김혜정

류인한

이현두

신영숙

이정희

자료분류, 편목

미디어정보팀 주무

정보처리실 주무

멀티미디어실 업무

문천각(한적자료실) 업무

5118

6563

5108

6557

5162

melos@gnu.ac.kr

ryuinhan@gaechuk.gnu.ac.kr

hdlee@gnu.kr

sinysook@gaechuk.gnu.ac.kr

lejehe@gnu.ac.kr

학술정보

운 영 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주사

기능직

계약직

기능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계약직

유경종

강홍구

김민석

김현주

정광수

박미숙

유수희

문영아

장환석

백명희

장선익

김현정

천상덕

박명숙

주은옥

방미경

과업무 총괄

대출정보팀,대학사자료관

대출반납실 업무

대출반납실 업무

주제전담팀 주무

자연과학대 담당 업무

농생대 담당 업무

인문대 담당 업무

경영/사회대 담당업무

자료운영팀 주무

사회과학자료실 업무

인문학자료실 업무

자연과학자료실 업무

저널정보팀주무,상호대차

구미학술자료실 업무

동양학술자료실 업무

751-5102

5103

5104

5116

5117

5110

6560

6171

5105

5109

5106

5097

5107

6559

6556

6561

kjyoo@gnu.ac.kr

khg1215@gnu.ac.kr

ssukkii@gnu.ac.kr

hyunju@gnu.ac.kr

kwangsu@gnu.kr

misuk@gnu.kr

ysohee@gnu.kr

yamoon@gnu.kr

hsjang@gnu.kr

baegmh@gaechuk.gnu.ac.kr

jangsi@gaechuk.gnu.ac.kr

khj@gnu.ac.kr

cd1000@gaechuk.gnu.ac.kr

soungeun@gaechuk.gnu.ac.kr

jueunok@gnu.ac.kr

bmk79@gnu.ac.kr

의학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계약직

최대섭

정임희

박항제

정미라

의학도서관 업무 총괄

의학정보팀 주무

의학도서관 업무

대출,반납

750-8201

751-8725

8727

8726

choids@gnu.ac.kr

jihee@gaechuk.gnu.ac.kr

hjpark@gnu.ac.kr

mira@gnu.ac.kr

법학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보

계약직

신재호

하만출

류은정

법학도서관 업무 총괄

법학정보팀 업무

대출,반납

751-6682

6218

6218

jaehoz@gnu.ac.kr

hamc@gaechuk.gnu.ac.kr

mimi3340@gnu.ac.kr

해양과학

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이상욱

류영질

조흥래

박상희

해양분관 업무 총괄

해양정보팀 주무

정리업무

대출,반납

640-3136

3062

3014

3061

lwjhk@gnu.ac.kr

ryuyj@gnu.ac.kr

chohr@gnu.ac.kr

shpark5614@gnu.ac.kr

공주대학교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FAX : (041) 850-8706 자료지원과, 850-8146 자료운영과

☎330-1079 산업대학분관, 850-6131 영상보건대학분관, 521-9064 공과대학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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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도서관 관장 노영순 총괄 850-8700 ysro@kongju.ac.kr

자료지원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성자

정진희

권순창

김종수

이재순

심인선

이지언

과업무 총괄

기획․수서

회계․물품

수서․서무

정리업무

정리업무

정리업무

8690

8691

8703

8692

8701

8702

8705

sjkim@kongju.ac.kr

jhjung@kongju.ac.kr

sckwon@kongju.ac.kr

korkim@kongju.ac.kr

soonee@kongju.ac.kr

simis@kongju.ac.kr

ljued@kongju.ac.kr

자료운영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사서주사보

기능직

김성자

조학수

임영재

조성윤

조명수

김연심

강윤규

신장철

김현수

김영찬

과업무 총괄

대출실업무

대출실업무

대출실업무

대출실업무

연속간행물실업무

연속간행물실업무

연속간행물실업무

전산업무

고전자료실

8690

8686

8685

8708

8696

8899

8699

8694

8707

8687

sjkim@kongju.ac.kr

hscho@kongju.ac.kr

yjim@kongju.ac.kr

eve007@kongju.ac.kr

c510513@kongju.ac.kr

simkim@kongju.ac.kr

kangsan@kongju.ac.kr

jcshin@kongju.ac.kr

s1502549@kongju.ac.kr

kych@kongju.ac.kr

산업과학

대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이종완

김성호

이연희

분관업무 총괄

수서․정리

대출․연간물

330-1070

1071

1075

ljw@kongju.ac.kr

kim3001@kongju.ac.kr

yhlee@kongju.ac.kr

영상보건

대학분관

사서주사

기성회직

김인옥

구광서

분관업무 총괄

대출실업무

850-6131

6132

io719@kongju.ac.kr

gksjc@kongju.ac.kr

공과대학

분관

분관장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공헌택

장생익

유경홍

분관업무 총괄

대출업무

참고봉사

521-9059

9062

9061

htkong@kongju.ac.kr

sijang@kongju.ac.kr

khyu@kongj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수서팀

정리팀

관장

과장

사서주사

사서기기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재선

황영조

손홍언

김영미

이춘우

조남수

총괄

과업무 총괄

수서팀장

일반서무, 회계

정리팀장

서양서 정리

469-4175

4176

4177

4178

4181

4182

kingjs@kunsan.ac.kr

hyj@kunsan.ac.kr

heshon@kunsan.ac.kr

ymkim@kunsan.ac.kr

cwlee@kunsan.ac.kr

jns@kunsan.ac.kr

군산대학교

 570-70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

FAX : (063) 466-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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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팀

장서운용팀

정보지원팀

전자정보팀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서기

송창엽

김종서

김영철

길진희

정영대

이현주

유민영

김태훈

대출팀장

대출․반납실 업무

장서운용팀장

인문과학자료실 업무

정보지원팀장

학술지. 상호대차

전자정보팀장

전자정보검색실 업무

4180

4179

4184

4183

4185

4186

4187

4188

cysong@kunsan.ac.kr

kjs@kunsan.ac.kr

yckim@kunsan.ac.kr

jhkil@kunsan.ac.kr

young@kunsan.ac.kr

goodhj@kunsan.ac.kr

ymy@kunsan.ac.kr

kth@kunsan.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1)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행정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강주혁

박인순

이현운

정영균

김정용

김일호

강명숙

안길엽

천민정

신성숙

안준식

김유중

박기원

신혜미

총괄

과업무총괄

수서주무

대출실주무

예술자료실주무

연속간행물실주무

예산, 회계

도서정리

도서정리

도서대출/반납

정리, 전산

도서등록

서무, 시설

간행물등록

450-2880

2881

2884

2893

270-1608

450-2891

2882

2886

2887

2894

2896

2885

2883

2892

kangjh@mokpo.ac.kr

inspark@mokpo.ac.kr

hyunlee@mokpo.ac.kr

ykchung@mokpo.ac.kr

qncjsl@mokpo.ac.kr

ilhokim@mokpo.ac.kr

prems@mokpo.ac.kr

angy27@mokpo.ac.kr

iouv31@mokpo.ac.kr

astro@mokpo.ac.kr

ahnjs@mokpo.ac.kr

yj1912@hanmail.net

pkw671@mokpo.ac.kr

eekfrl282@hanmail.net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

관장

과장

사서주사

배대석

배정한

강봉녀

총괄

학술정보과 총괄

자료개발실팀장

629-6700

6701

6702

dsbae@pknu.ac.kr

baejh@pknu.ac.kr

bnkang@pknu.ac.kr

목포대학교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FAX : (061) 453-6439

부경대학교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FAX : (051) 629-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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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기능직

기능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편해찬

박강수

최정호

박윤기

장소연

오홍목

이시탁

주갑연

구정숙

이현제

장호철

이준호

곽성룡

임경미

최고운

박희경

이윤정

박희옥

안상병

정은희

자료조직실팀장

멀티미디어실팀장

단행본실팀장

단행본실팀장(공학)

연속간행물실팀장

연속간행물실팀장(공학)

건축도서관팀장

서양서정리

동양서정리

수서업무(국내)

전산업무

학술DB,서양학술지

연속간행물,상호대차(공학)

수서업무(국외)

동양학술지,상호대차

단행본대출반납

단행본대출반납

서무업무

단행본대출반납(공학)

학위논문정리

6708

6714

6723

5250

6718

5254

5257

6710

6709

6703

6715

6719

5255

6704

6720

6722

6711

6705

5251

6712

hcpyon@pknu.ac.kr

kspark@pknu.ac.kr

choijh@pknu.ac.kr

parkyk@pknu.ac.kr

syjang@pknu.ac.kr

jijonohm@pknu.ac.kr

stlee@pknu.ac.kr

kyjoo@pknu.ac.kr

tianmimi@pknu.ac.kr

leehj@pknu.ac.kr

hcjang@pknu.ac.kr

lee0420@pknu.ac.kr

yong4u@pknu.ac.kr

kmlim@pknu.ac.kr

guchoi@pknu.ac.kr

phk77@pknu.ac.kr

lyj5194@pknu.ac.kr

ock6037@pknu.ac.kr

ani@pknu.ac.kr

euni1202@pk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도서관

정보개발과

관장

정보개발과장

교육행정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이희열

이절자

강동산

김은주

김수선

장숙희

장영남

홍성철

황은주

강정용

김수진

장향자

정재훈

김왕종

조현주

김진영

정개수

총괄

과업무 총괄

서무업무 총괄

국내서정리

전산업무 총괄

정리업무 총괄

수서업무 총괄

기획홍보업무 총괄

연속간행물정리

단행본수서

회계/물품

비도서/서양서정리

자료기증/교환

기획홍보

서양연간물수서

단행본수서/등록

홈페이지/서버관리

510-1801

1806

1830

1808

1821

3822

1805

1820

3822

1803

1822

1808

1399

1831

1804

1823

1832

libdir@pusan.ac.kr

 jjlee@pusan.ac.kr 

 temtt@naver.com

eunek@hanmail.net

sseonkim@pusan.ac.kr

changsh@pusan.ac.kr

jangyn@pusan.ac.kr

hsc264@pusan.ac.kr

ejohwang@pusan.ac.kr

joykang@pusan.ac.kr

sojkim@pusan.ac.kr

 hjchang@pusan.ac.kr 

 nomon@pusan.ac.kr

 do1st@pusan.ac.kr

 libme@pusan.ac.kr

 stranger0404@pusan.ac.kr

 gsoonice@pusan.ac.kr

부산대학교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FAX : 대표 팩스번호 051-513-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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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조교

김은경

도양희

윤현희

최덕수

일반서무/물품

예산/회계

국외서정리

dColldection/DRM운영

1802

1822

1807

1817

 eke@pusan.ac.kr

 dylee@pusan.ac.kr 

hyunhee@pusan.ac.kr

 sean0910@pusan.ac.kr

정보운영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기능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이동문

이선희

이철찬

정영희

최말희

김경숙

신주영

장덕수

장은영

장화옥

김미선

손성동

최민영

전진섭

배진선

이은해

여윤선

정혜승

허성경

과업무 총괄

정보서비스팀업무 총괄

주제자료1팀업무 총괄

어문학자료관 총괄

주제자료2팀업무 총괄

인문사회 연간물 관리

과학기술 단행본 관리

상호대차

멀티미디어센터 운영

예체능자료관 총괄

과학기술 연간물 관리

도서관PC/IP관리

고전자료실 운영

제본실

보존서고 대출/관리

인문사회 단행본 관리

제2도서관 대출/반납

제1도서관 대출/반납

어문학자료관단행본관리

1809

1301,1800

1813

1302

1306

1307

1812

1815

1305

1814

1810

1308

1824

1310

1303

1309

1304

1811

1302

 lib007@pusan.ac.kr

1225lee@pusan.ac.kr

cclee@pusan.ac.kr

jungyh@pusan.ac.kr

mhchoi@pusan.ac.kr

ksokim@pusan.ac.kr

jyashin@pusan.ac.kr

dsjang@pusan.ac.kr

jangey@pusan.ac.kr

 hjchang@pusan.ac.kr

treasures12@pusan.ac.kr

ssd1005@pusan.ac.kr

whitemy37@pusan.ac.kr

jinsub@pusan.ac.kr

jsbai@pusan.ac.kr

yehlee@pusan.ac.kr

yooun@pusan.ac.kr

hssjung@pusan.ac.kr

skheo1@pusan.ac.kr

의학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임영탁

이수현

박현우

이정희

정영주

의학도서관 총괄

업무계획 및 업무 총괄

연속간행물 관리

의학분관(양산캠퍼스)

상호대차

240-7295

240-7707

240-7708

510-8411

240-7709

limyt@pusan.ac.kr

suhyun@pusan.ac.kr

 hwpark1@pusan.ac.kr 

jounghee@pusan.ac.kr

yjung@pusan.ac.kr

법학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박경재

이시채

김명숙

김정이

법학도서관 총괄

업무계획 및 업무 총괄

대출/반납

연속간행물 관리

510-2521

1582

1583

1579

kjpark16@pusan.ac.kr

sclee41@pusan.ac.kr

 mskim11@pusan.ac.kr

jyikim@pusan.ac.kr

나노생명

과학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기능직

기성회직

백재봉

임정희

서말숙

백수연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총괄

업무계획 및 업무 총괄

연속간행물 관리

대출/반납, 상호대차

055-350-5403

5211

5212

5213

jbbaek@pusan.ac.kr

jounghee@pusan.ac.kr

msseo@pusan.ac.kr

sybaik@pusan.ac.kr

평생교육원 사서주사 이남경 교육과정개발(파견) 1234 naklee@pusan.ac.kr

기록관 사서주사 장정순 기록관 3298 jsja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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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 화(02) E-Mail

도서관

수서정리과

관장

과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기능8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계약직

김종서

김창근

장차희

권광희

김선희

류운주

윤문자

류양숙

김화택

박선희

박정순

박정주

박현우

이성렬

이숙희

이주석

이태순

장신문

최윤범

임영희

김현자

남궁선희

박경호

이은아

장혜영

나혜란

김소미

김은식

박애신

이지연

김주희

이정례

총괄

과업무 총괄

과업무 총괄 보좌

수서(단행본)

수서(연간물)

정리/관리(연속간행물)

기증/교환

정리(단행본)

수서(기획수서)

수서(단행본)

수서(단행본)

정리(단행본)

정리(단행본)

기증/교환

정리(단행본)

정리/관리(연속간행물)

정리(단행본)

정리(단행본)

정리/관리(연속간행물)

수서(연속간행물)

정리(단행본)

기증/교환

과 행정업무

기증/교환

수서(단행본)

수서(연속간행물)

수서(연속간행물)

수서(연속간행물)

정리/관리(연속간행물)

정리(단행본)

정리(단행본)

정리(단행본)

880-5280

5290

5304

5636

5579

5310

8075

5293

5284

7590

7592

5292

5263

5466

5292

8077

5291

9273

2514

5287

5291

5580

1402

5580

7590

5286

5287

5286

8077

9273

5263

9273

chongsuh@snu.ac.kr

ckkim@snu.ac.kr

jchdo@snu.ac.kr

kweon@snu.ac.kr

koba@snu.ac.kr

woonju@snu.ac.kr

yunmj@snu.ac.kr

ry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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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my@snu.ac.kr

bohy@snu.ac.kr

felidae@snu.ac.kr

kimosueky@snu.ac.kr

nesilver@snu.ac.kr

hychang@snu.ac.kr

rhr1227@snu.ac.kr

kimsomi@snu.ac.kr

kes7658@snu.ac.kr

aeshin@snu.ac.kr

ijerni@snu.ac.kr

blu2cat@snu.ac.kr

naoze@snu.ac.kr

정보관리과 과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장석일

김기태

김동희

김미향

박봉금

과업무 총괄

과업무 총괄 보좌

고문헌자료실 운용

전산지원실(콘텐츠) 운용

중앙대출실 운용

880-8074

5296

5115

5567

5303

csi2010@snu.ac.kr

ktkim@snu.ac.kr

kddong@snu.ac.kr

hyanggi@snu.ac.kr

pbg1980@snu.ac.kr

서울대학교

 151-749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FAX : (02) 872-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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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전산주사보

전산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전산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기능7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능10급

기능10급

조교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박영배

박정희

송준용

송화숙

정노옥

홍순영

정희주

강연아

김근옥

김기숙

유재아

마미경

민세영

박진만

배종학

이수옥

황영숙

김다영

최미순

윤효진

이민경

이윤경

김태우

조진영

주 영

구본경

이지선

이은주

홍주연

김옥도

김헌제

류능렬

장희철

빙재섭

정창원

김수현

송지형

김영란

김영민

신연경

홍원희

상호대차실(회원제) 운용

단행본자료실 운용

비도서/국제기구자료

기초정보/참고자료실 운용

상호대차실 운용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운용

전산지원실(시스템) 운용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단행본자료실 업무

전산지원 업무

과 행정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전산지원 업무

전산지원 업무

영상자료실 업무

수의과대학 도서실(파견)

전산지원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상호대차실 업무

비도서/국제기구자료

중앙대출실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전산지원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학과전담 연구지원 업무

제본업무

단행본자료실 업무

제본업무

비도서/국제기구자료

고문헌자료실 업무

단행본자료실 업무

전산지원 업무

고문헌자료실 업무

단행본자료실 업무

단행본자료실 업무

대출/반납 업무

연구지원 업무

9375

5306

2615

5313

8072

7598

5312

5300

5307

5438

8784

5305

5311

5288

5288

9027

1218

5294

5302

5311

5309

5298

5301

5302

5567

5305

2530

5300

2530

7597

5299

7597

5298

5314

5307

5438

5115

5299

5307

5301

2530

pyb@snu.ac.kr

pch@snu.ac.kr

junyong@snu.ac.kr

hsong@snu.ac.kr

jnong@snu.ac.kr

hongsy@snu.ac.kr

jeonghj@snu.ac.kr

quasi@snu.ac.kr

sosung@snu.ac.kr

kkss@snu.ac.kr

dbwodk@snu.ac.kr

mkma@snu.ac.kr

minse@snu.ac.kr

praise@snu.ac.kr

anstls@snu.ac.kr

leesuok@snu.ac.kr

youngsuk@snu.ac.kr

kdyo28@snu.ac.kr

choims@snu.ac.kr

hyojeon@snu.ac.kr

l22mink@snu.ac.kr

karaba@snu.ac.kr

fm931mhz@snu.ac.kr

irwy@snu.ac.kr

yjoo@snu.ac.kr

bkku@snu.ac.kr

ezeo@snu.ac.kr

joo22@snu.ac.kr

honghong@snu.ac.kr

kod@snu.ac.kr

khje@snu.ac.kr

yungeung@snu.ac.kr

changhc@snu.ac.kr

bing@snu.ac.kr

dbjim@snu.ac.kr

ksan@snu.ac.kr

vtwhis19@snu.ac.kr

zoh218@snu.ac.kr

damduck@snu.ac.kr

arisol91@snu.ac.kr

wony0810@snu.ac.kr

행정지원팀 과장

행정주사

이재룡

최익진

팀업무총괄

팀업무총괄 보좌

880-5281

5324

leejr6426@snu.ac.kr

igiinc@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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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능8급

기성회직

기성회직

계약직

계약직

김장원

류양님

김영애

김원찬

김순옥

김영식

이재순

정순임

남궁문선

이무기

사서행정, 열람실관리

도서관정책위원회 파견

대외협력실 운용

기획 성과평가

간접비, 특성화, 통계, 교육

기성회계

일반회계, 서무

급여, 물품관리

부속실 및 행정업무 보조

청사관리

5297

3704-2754

880-9374

5285

7591

5295

5282

8003

5280

5325

kjwon@snu.ac.kr

yangnim@snu.ac.kr

kimya@snu.ac.kr

wckim75@snu.ac.kr

kso@snu.ac.k

youngsik@snu.ac.kr

leejs@snu.ac.kr

jwon@snu.ac.kr

78ggang@snu.ac.kr

사회과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기성회직

재단사서직

재단사서직

재단전산직

재단행정직

윤석민

김혁태

송미경

여정순

전경희

김동호

신명희

총괄

업무총괄

정리업무

정보지원실

자료정리, 도서출납

정보검색실

행정업무 보조

8249

8248

8871

8245

8246

8244

8247

younsm@snu.ac.kr

hyug@snu.ac.kr

songmk@snu.ac.kr

jsyeo@snu.ac.kr

khchun@snu.ac.kr

comsi2@snu.ac.kr

shinmong@snu.ac.kr

경영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재단사서직

김진교

류갑번

김삼례

김연규

총괄

업무총괄

단행본수서, 연속간행물업무

서무. 행정업무

단행본 수서 정리

정보지원실

6922

8254

6915

6959

jingkim@snu.ac.kr

ryukb@snu.ac.kr

samrye@snu.ac.kr

lillykyk@snu.ac.kr

농학분관 분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8급

기능8급

박승우

민승관

김현준

박장표

정혜란

김현미

총괄

업무총괄

행정업무, 수서

수서 및 정리, PC관리

연간물 정리 및 운영

대출, 상호대차

4737

4773

4774

4775

9041

9040

swpark@snu.ac.kr

minsk@snu.ac.kr

hyunjoon@snu.ac.kr

jangpyo@snu.ac.kr

ran@snu.ac.kr

hyunmee@snu.ac.kr

법학분관 분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8급

재단사서직

재단사서직

재단사서직

이창희

임상원

장준수

김옥수

유순영

윤세희

안주연

이슬아

총괄

업무총괄

수서, 행정

정리

대출, 자료실관리

법률문헌색인, 참고실

신착연속간행물,연구지원

정리, 수서

5326

5327

5329

5328

5330

9230

7594

5298

changhee@snu.ac.kr

limsw@snu.ac.kr

jangjuns@snu.ac.kr

oksoo@snu.ac.kr

ysy5891@snu.ac.kr

shyoon@snu.ac.kr

ajy99@hanmail.net

selalee@snu.ac.kr

의학분관 분관장

서기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서정욱

강우상

안장희

황말례

이정수

총괄

업무총괄

연속간행물실

수서, 행정업무

상호대차

740-8041

8043

8051

8044

8049

jwseo@snu.ac.kr

kws1037@snu.ac.kr

anj@snu.ac.kr

hwangmy@snu.ac.kr

su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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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재단사서직

신승남

박천정

안지원

안유경

박진영

단행본실 관리, 수서(단행본)

행정업무, 웹진 발행

연속간행물 업무

대출반납/정리

해외상호대차

8046

8045

8053

8047

8054

shinsn@snu.ac.kr

lilac@snu.ac.kr

splesh@snu.ac.kr

verseau@snu.ac.kr

국제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재단직원

김종섭

채종병

윤정욱

총괄

업무총괄

연속간행물

880-8976

2532

8508

chongsup@snu.ac.kr

chaejb@snu.ac.kr

juyoon@snu.ac.kr

치의학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기성회직

재단직원

류인철

정계명

최동숙

김은지

총괄

업무총괄

연속간행물실

단행본, 대출

2072-2640

765-5926

740-8621

740-8794

icrhyu@snu.ac.kr

jgmyung@snu.ac.kr

cds@snu.ac.kr

eunji@snu.ac.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실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학예연구사

홍구표

박숙희

조선태

권재철

김창섭

박소담

이혜윤

업무총괄

열람, 한국학자료실

정리, 홈페이지 관리

고전적 보존, 관리

자료교환

정보화업무

고전적 보존처리

880-2619

5317

5316

5316

5469

6028

4035

gphong@snu.ac.kr

pshee@snu.ac.kr

suntae@snu.ac.kr

kjchol@snu.ac.kr

kcs@snu.ac.kr

serene@snu.ac.kr

coros@s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1) E-Mail

도서관 관장 양선기 총괄 750-5000 ysk@sunchon.ac.kr

학술정보과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능8급

기성8급

기성8급

기성8급

김영현

심명섭

배금표

이성림

김한용

김정란

김환빈

이은경

백혜숙

정해선

채순옥

김선주

배종선

박가연

과업무총괄

학술정보서비스팀장

학술정보지원팀장

학과담당사서

학과담당사서

분류 및 DB구축

저널연구자료

학과담당사서

학과담당사서

수서

서무,물품

전자정보

분류 및 DB구축

학과담당사서

5010

5020

5011

5025

5026

5016

5023

5028

5027

5012

5013

5018

5017

5024

kyh@sunchon.ac.kr

sms@sunchon.ac.kr

kpbae@sunchon.ac.kr

sunglim@sunchon.ac.kr

hyk@sunchon.ac.kr

kjr@sunchon.ac.kr

khb@sunchon.ac.kr

ek@sunchon.ac.kr

bhs@sunchon.ac.kr

shiny20s@sunchon.ac.kr

csok@sunchon.ac.kr

ksj8521@sunchon.ac.kr

bjs@sunchon.ac.kr

tennis@sunchon.ac.kr

순천대학교

 540-74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413번지

FAX : 061-75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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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명 성명 담당업무 전화(054)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장

수서팀

DB관리팀

대출/참고팀

정기간행물팀

전자정보팀

관장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능8급

사서서기

사서서기

기성회직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문태현

윤승준

이장우

김현숙

윤대환

이창주

권영식

박성국

전남희

심상오

김자영

윤동원

김용욱

노성탁

이수진

총괄

학술정보과업무총괄

수서・인사

서무・회계・물품

동양서분류

동양서분류, 목록

장비. 인수인계

대출실전반

대출실업무관리

대출・반납

참고자료실・고서실

상호대차

잡지선정/체크인

전산업무전반

전자정보실 관리

820-7210

7211

7212-3

7212-3

7214-5

7214-5

7214-5

7228

7217-8

7217-8

7219

7223

7224

7220

7222

moon48@andong.ac.kr

ysj@andong.ac.kr

zjangwu@andong.ac.kr

kimhs@andong.ac.kr

dhyun@andong.ac.kr

cjlee@andong.ac.kr

yskwon@andong.ac.kr

skpark@andong.ac.kr

nami@andong.ac.kr

soshim@andong.ac.kr

kimjy@andong.ac.kr

dwyun@andong.ac.kr

@andong.ac.kr

robabo@andong.ac.kr

sujin80@andong.ac.kr

소속 직명 성명 담당업무 전화(062) E-Mail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행정지원팀

정보개발팀

정보구축팀

관장

과장

행정주사

사무원

난방원

위생원

관리원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이정애

주성희

정균영

문정희

이상호

박정구

서민우

조병찬

강창애

김창구

고미혜

이 주

박수현

명선미

총괄

과업무 총괄

팀장-서무

서무

시설

위생

청사관리

팀장-수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팀장-정리

외국서정리

국내서정리

국내서정리

530-3510

3520

3521

3522

3526

3528

3538

3531

3532

3533

3523

3524

3525

3527

jarhee@jnu.ac.kr

snobhee@jnu.ac.kr

kyjeong@jnu.ac.kr

moonjh@jnu.ac.kr

sangh@jnu..ac.kr

jguppark@jnu.ac.kr

binu114@jnu.ac.kr

bccho@jnu.ac.kr

cakang@jnu.ac.kr

kcglib@jnu.ac.kr

mhko@jnu.ac.kr

j2lee@jnu.ac.kr

suhyun@jnu.ac.kr

smmyung@jnu.ac.kr

학술정보운영과 과장 장태규 과업무 총괄 530-3560 tgiang@jnu.ac.kr

안동대학교

 760-749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FAX : (054) 820-7216

전남대학교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FAX : (062)53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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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팀

연구지원팀

정보서비스팀

여수도서관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

농학도서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사서원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조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서원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황연섭

송경곤

정연배

김명자

나옥봉

이수정

이현남

서향선

장점자

최숙경

이병남

김효숙

최시화

박성진

임여진

신동영

김선아

이인길

정대근

박말숙

배은정

정숙현

이나래

김나리

최현정

남말현

이행철

황선미

박귀환

조은정

강영근

팀장-자연공학예체능실

고전자료실

문학자료실

인문사회과학실

인문사회과학실

자연과학예체능실

문학자료실

팀장-연구지원

경영대

자연대,사범대(과학)

인문대,예술대,사범대

생활대,약대,수의,생과

사회대,사범대

공대

팀장-대출

전자정보실

대출반납실

전산

상호대차

수서

연속간행물

서무

정리

상호대차

대출

전산

의학자료서비스

의학자료서비스

법학자료서비스

법학자료서비스

농학자료서비스

3564

3573

3577

3561

3562

3565

3578

3540

3541

3542

3543

3544

3545

3546

3571

3551

3572

3552

3535

659-2602

2611

2602

2603

2604

2605

2610

220-4051

4052

530-2280

2290

2045

yshwang@jnu.ac.kr

kksong@jnu.ac.kr

ybjeong@jnu.ac.kr

myungj@jnu.ac.kr

obnah@jnu.ac.kr

crystal2@jnu.ac.kr

hnlee@jnu.ac.kr

hssuh@jnu.ac.kr

jjjang@jnu.ac.kr

skchoi@jnu.ac.kr

bnlee@jnu.ac.kr

ppoosook@jnu.ac.kr

sihwa@jnu.ac.kr

kinc00@naver.com

bulls@jnu.ac.kr

dyshin@jnu.ac.kr

kimsa@jnu.ac.kr

iglee@jnu.ac.kr

jdk1319@jnu.ac.kr

msp@jnu.ac.kr

queen@jnu.ac.kr

jungsuk@jnu.ac.kr

skywing@jnu.ac.kr

nrkim@jnu.ac.kr

jesusfl@jnu.ac.kr

maro3612@jnu.ac.kr

leehc@jnu.ac.kr

smhwang@jnu.ac.kr

ghpark@jnu.ac.kr

ejcho69@jnu.ac.kr

ygkang@j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도서관 관장

과장

행정주사

정재연

여인술

정동렬

업무총괄

과업무총괄

서무총괄

270-3451

3452

4404

jungjy@chonbuk.ac.kr

yeo@chonbuk.ac.kr

drc@chonbuk.ac.kr

전북대학교

 561-75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FAX : 063-27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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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개발과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기능직

이수자

차용수

이해진

하태종

정석순

권애경

최오순

조수경

오세철

김수혜

채수임

자료구매

일반서무

물품관리

수서팀총괄

단행본수서

연간물수서

정리팀총괄

동양서정리

동양서정리

동양서정리

서양서정리

4405

3456

3465

4406

3457

3471

3469

3817

3470

3816

3467

sooja@chonbuk.ac.kr

cha5784@chonbuk.ac.kr

lhj@chonbuk.ac.kr

cla@chonbuk.ac.kr

jss6337@chonbuk.ac.kr

kyk0602@chonbuk.ac.kr

choi@chonbuk.ac.kr

skcho@chonbuk.ac.kr

lucky537@chonbuk.ac.kr

tokijuice@chonbuk.ac.kr

zztt35@chonbuk.ac.kr

도서관

정 보

봉사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성회직

곽병희

조기연

김하나

정규종

안경만

오혜민

박유자

고민정

정민숙

임길례

안채현

양정은

임현아

한홍섭

과업무총괄

대출실총괄

대출 및 반납

주제정보팀총괄(자연과학)

인문과학실

사회,예․체능실

학술정보팀총괄

연속간행물실(상호대차)

학위논문실

고서실

전자정보팀총괄

전자정보원관리

전산실 소관업무

멀티미디어실 운용관리

3453

3459

3466

3479

3463

3460

3461

3464

3458

3462

3485

4407

4408

3467

kwakbh@chonbuk.ac.kr

ckyoun@chonbuk.ac.kr

egghana@chonbuk.ac.kr

kjcho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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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hn@chonbuk.ac.kr

yje@chonbuk.ac.kr

huri77@chonbuk.ac.kr

hhs2529@chonbuk.ac.kr

의 학

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한욱

김영수

박점순

분관업무총괄

업무총괄 및

대출반납

상호대차

3481

3482

3473

hanukkim@chonbuk.ac.kr

kimys1@chonbuk.ac.kr

pjs@chonbuk.ac.kr

치의학

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기성회직

박수정

오 선

정두영

분관업무총괄

업무총괄

대출 및 반납업무

4029

4008

4708

soopark@chonbuk.ac.kr

sun529@chonbuk.ac.kr

wjd@chonbuk.ac.kr

법 학

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계약직

송문호

배문숙

김용미

이시선

분관업무총괄

업무총괄

대출 및 반납업무

대출 및 반납업무

2664

3455

4409

4656

songchine@chonbuk.ac.kr

moonsook@chonbuk.ac.kr

jesuskim@chonbuk.ac.kr

onlysun0914@chonbuk.ac.kr

익 산

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능직

김명곤

구진회

오성훈

이해정

분관업무총괄

업무총괄

대출 및 반납업무

대출 및 반납업무

850-0591

0592

0593

0594

kmyuko@chonbuk.ac.kr

god@chonbuk.ac.kr

whitecrow@chonbuk.ac.kr

1969lhj@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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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4) E-Mail

도서관

수서정리과

관장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행정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능직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송병식

양대옥

서윤진

이명희

좌종석

김미령

한희금

오병헌

허정임

이정효

부상혁

김인순

고향숙

김은옥

총괄

과업무 총괄

수서 업무

정리 업무

정리 업무

전산 업무

일반서무/회계 업무

수서 업무

정리 업무

정리 업무

시설, 소방 업무

일반서무/등록 업무

전산 업무

등록 업무

754-2201

2202

2206

2207

2211

2213

2203

2204

2212

2212

2210

2205

2213

2205

bssong@jejunu.ac.kr

ydo@jejunu.ac.kr

syoonjin@jejunu.ac.kr

mhjeju@jejunu.ac.kr

jjsaou@jejunu.ac.kr

mrk1261@jejunu.ac.kr

heegeum@jejunu.ac.kr

ohbyung@jejunu.ac.kr

hjiuem@jejunu.ac.kr

idaho@jejunu.ac.kr

boosh@jejunu.ac.kr

kimis3610@jejunu.ac.kr

shg2003@jejunu.ac.kr

eunokkim@jejunu.ac.kr

자료관리과

과 장 양대옥 과업무 총괄 754-2202 ydo@jejunu.ac.kr

사서주사 강권익 열람 업무 2216 kkkawi@jejunu.ac.kr

사서주사 홍익준 멀티미디어자료실 2224 hong46@jejunu.ac.kr

사서주사 오성종 향토자료실 업무 2229 sjoh@jejunu.ac.kr

학예연구사 고광민 참고자료실 업무 2223

기능직 양인실 반납 업무 2221 yang1@jejunu.ac.kr

사무원 강양숙 대출 업무 2220 seawater@jejunu.ac.kr

사서서기 오안녕 해외학회지 2226 hjiuem@jejunu.ac.kr

사무원 양연화 대학논문/국내학회지 2225 yeonhwa@jejunu.ac.kr

법학분관

사서주사보 오영기 법학분관 업무 총괄 754-2228 oyk@jejunu.ac.kr

기능직 고은숙 법학분관 업무 2227 eunsook@jejunu.ac.kr

기금사서 장요섭 법학분관 업무 2227 dkfkwnd@jejunu.ac.kr

의학분관 사서주사보 진우석 의학분관 업무 754-3805 jinws@jejunu.ac.kr

교대분관

사서주사 진창남 팀 운용 기획 및 정보화 754-4771 banya@jejunu.ac.kr

사서주사보 김신영 정리 및 참고봉사 4772 grace@jejunu.ac.kr

사무원 홍여옥 대출 및 이용자관리 4773 hong@jejunu.ac.kr

제주대학교

 690-756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로 66번지

FAX : 064)755-6401

교육대학 분관 주소 :  690-781 제주시 화북1동 4810번지 FAX : 064)754-4775

창원대학교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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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

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기성회직

계약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능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기성회직

사서주사

기능직

신평우

장기태

김필순

장희청

윤영란

박미향

윤삼섭

조 정

박정선

조민지

어정숙

김창남

차영묵

진형권

박정흠

박민규

허진애

총괄

학술정보과업무총괄

서무, 기획, 회계, 물품

수서.정리 1주무

수증(교환),정리

정리

수서.정리 2주무

정리

대출주무, 장서관리

반납

대출

연속간행물주무(국내연속간행물)

국외연속간행물,전자저널,상호대차

정보관리주무(참고자료관리)

전산

대학기록관업무

자료관시스템,정보공개

213-2401

2402

2404

2403

2408

2407

2405

2406

2409

2411

2410

2414

2413

2415

2416

2417

2418

pwshin@changwon.ac.kr

kygy@changwon.ac.kr

kps@changwon.ac.kr

subin@changwon.ac.kr

yyr@changwon.ac.kr

pmh@changwon.ac.kr

ssyun@changwon.ac.kr

eos@changwon.ac.kr

pjs@changwon.ac.kr

jmj5567@changwon.ac.kr

jeong@changwon.ac.kr

suan@changwon.ac.kr

cym@changwon.ac.kr

jinhk@changwon.ac.kr

adena@changwon.ac.kr

pmg@changwon.ac.kr

heo@changwon.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도서관

수서정리과

관장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계약직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성회직

사서주사

김선기

김상태

문경록

주현운

최광언

손민정

이상호

최승국

육상옥

이용락

민지은

신현석

신정선

도진선

김보영

박장숙

김태자

총괄

과업무 총괄

회계, 서무 주무

회계

물품

서무

기획ㆍ평가 주무

수서업무 주무

국외서 수서

국내서 수서

연속간행물 수서

정리업무 주무

국외서 정리

국내서 정리

국내서 정리

국외서 정리

전산홍보 주무

821-6010

6012

6015

6015

6016

6016

6027

7207

6017

6018

6018

6019

6031

6030

6030

6032

6024

ksk72@cnu.ac.kr

kt1839@cnu.ac.kr

krmoon@cnu.ac.kr

hujoo@cnu.ac.kr

chojyn@cnu.ac.kr

mjson@cnu.ac.kr

leesh706@cnu.ac.kr

skchoi@cnu.ac.kr

soyook@cnu.ac.kr

fudagury@cnu.ac.k r

jemin@cnu.ac.kr

sinhs@cnu.ac.kr

jssin@cnu.ac.kr

jinseon@cnu.ac.kr

botongsaram@nate.com

parkjs@cnu.ac.kr

tjkim@cnu.ac.kr

FAX : 055-213-2420

충남대학교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FAX : (042) 82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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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이주현 전산홍보 6025 zelator@cnu.ac.kr

자료운영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계약직

사서주사

계약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계약직

남미희

이명균

문주현

심해경

박좌영

이은종

조유리

공귀화

송규남

유상희

양병길

전영희

박춘규

손기순

박정이

김춘옥

양현아

과업무 총괄

대출 주무

대출, 반납

대출, 반납

대출, 반납

고서자료 주무

고서자료

주제자료 주무

인문과학자료, 강의지원

사회과학자료

학술정보업무 주무(국외)

자연과학자료, 상호대차

학위논문

연속간행물(국내)

상호대차, 이용자교육

전자매체자료 주무

전자매체자료

6014

6023

6021

6021

6022

6028

6028

7201

7201

7202

6036

7203

7206

7204

7205

6026

6026

namhee0121@hanmail.net

mklee@cnu.ac.kr

mpaul@cnu.ac.kr

hksim@cnu.ac.kr

jypark@cnu.ac.kr

eujlee@cnu.ac.kr

yuriyuri20@hanmai.net

kwkong@cnu.ac.kr

kyuddong@cnu.ac.kr

shyoo@cnu.ac.kr

bgyang@cnu.ac.kr

yhjeon@cnu.ac.kr

ckpark@cnu.ac.kr

son17@cnu.ac.kr

parkjy@cnu.ac.kr

cokim@cnu.ac.kr

ship007@nate.com

농학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남상운

오달수

농학도서관 총괄

농학도서관 주무

821-6029

6029

swnam@cnu.ac.kr

dalsoo@cnu.ac.kr

법학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계약직

김재호

이 연

조민아

법학도서관 총괄

법학도서관 주무

법학도서관 업무

821-8844

8502

8503

kjh5829@cnu.ac.kr

leeyon@cnu.ac.kr

ma0614@hanmai.net

의학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계약직

양준영

이근희

이정희

의학도서관 총괄

의학도서관 주무

의학도서관 업무

580-8152

8156

8156

jyyang@cnu.ac.kr

kunhee@cnu.ac.kr

thisy@c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도서관

자료지원과

관장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서기

전철웅

남윤범

정상경

김봉희

우상운

이지영

이병국

이지현

총괄

과업무총괄

기획, 수서 주무

국외서 수서/기증

국내서 수서/기증

기획/홍보

정리 주무

정리(국외서)

261-3007

2881

2918

2885

2885

2885

2887

2886

cwjeon@cbnu.ac.kr

nampyu@cbnu.ac.kr

skjeong@cbnu.ac.kr

bongya@cbnu.ac.kr

yngwie94@cbnu.ac.kr

ivy79s@cbnu.ac.kr

leebyk@cbnu.ac.kr

milkystory@cbnu.ac.kr

충북대학교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번지

FAX : (043) 27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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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노무직

조교

경노무직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기성회직

정태호

김도우

반혜정

김명구

이동현

김재원

정리(국내서)

전산

전산

행정주무

회계

행정/시설/물품

2886

2062

2062

2808

2808

2884

reonhar00@naver.com

wingowin@cbnu.ac.kr

kpreo@lycos.co.kr

mkkim@cbnu.ac.kr

lsh0729@cbnu.ac.kr

k8070@cbnu.ac.kr

자료운영과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사서주사

계약직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기능직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능직

윤순근

이상돈

김춘식

송재문

전민호

이경자

이영미

강동석

구본결

박종우

윤효중

문용분

양승관

어지수

정회금

과업무총괄

대출/반납 주무

대출/반납

대출/반납

전자정보실 주무

전자정보실

주제자료실 주무

사회과학자료실

기술과학,예술자료실

철학,순수과학자료실

인문과학자료실

서양서,어문학자료실

어문학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주무

정기간행물실

형설관

261-2883

2888

2888

2888

2894

2894

2896

2897

2893

2889

2898

2892

2891

2891

2895

skyun@cbnu.ac.kr

lsdon@cbnu.ac.kr

cs016@cbnu.ac.kr

song211@cbnu.ac.kr

mhjun@cbnu.ac.kr

kj2889@chungbuk.ac.kr

young123@cbnu.ac.kr

dskang@cbnu.ac.kr

bonky@cbnu.ac.kr

jwpark@cbnu.ac.kr

heojung@cbnu.ac.kr

ansdydqns@cbnu.ac.kr

yangsk@cbnu.ac.kr

happyejs@cbnu.ac.kr

joung@chungbuk.ac.kr

의학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경노무직

김헌식

한화진

김가영

업무총괄

의학도서관 주무

대출/반납, 상호대차

2862

2890

2890

hskim@med.cbnu.ac.kr

hjhan@cbnu.ac.kr

goromi11@cbnu.ac.kr

법학도서관 분관장

사서주사

기능직

김재중

김성은

이인숙

업무총괄

법학도서관 주무

대출/반납

3585

2634

2634

law1004@cbnu.ac.kr

sekim@cbnu.ac.kr

sook@cb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

관 장

과 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사서주사

이남재

이영우

정 명

송주현

윤주희

김학면

총괄

과업무 총괄

수서주무

수서․회계

서무․물품

교육연구정보화실 주무

230-3810

3811

3812

3819

3812

3813

namjail@empal.com

redfox@knue.ac.kr

jm001@knue.ac.kr

jhsong@knue.ac.kr

jhyun147@knue.ac.kr

hmkim@knue.ac.kr

한국교원대학교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

FAX : (043) 23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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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신강숙

조영순

양승만

김승욱

민인숙

권혜정

연미정

전영숙

김현식

ERIS

자료정리

자료운용실 주무

제1․제2자료실

대출․반납

종합정보자료실 주무

상호대차

교육정보자료실 주무

전산

3817

3369

3814

3815

3818

3816

3370

3688

3890

ksshin@knue.ac.kr

ysj@knue.ac.kr

smyuang@knue.ac.kr

swkim@knue.ac.kr

mis@knue.ac.kr

known@knue.ac.kr

ymj@knue.ac.kr

young88@knue.ac.kr

libkim@k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도서관

학술정보과

관장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성회직

정연철

안병재

전혜숙

이정희

허진영

허차영

김아영

권영록

정은실

김지은

전행순

이남령

정길창

김중학

민호임

총괄

과업무총괄

대출실, 시청각동

국내단행본실,국제대 리에종

연속간행물실, 학술지선정

참고.논문자료, 해양과학기술대리에종

기획.홍보, 국제교류, 청사물품관리

대출실, 스터디룸

국내단행본실, 공과대 리에종

등록, 정리(국외서, 비도서)

서무, 회계, 수서(국내서)

등록, 정리(국내서)

전자정보, 전산

해양자료,외국단행본,해사대 리에종

연속간행물, 상호대차, Web D/B

410-4171

4072

4077

4084

4082

4080

4073

4077

4065

4075

4074

4075

4085

4076

4082

ycjung@hhu.ac.kr

abj@hhu.ac.kr

jhs9@hhu.ac.kr

ljh54@hhu.ac.kr

jyhu@hhu.ac.kr

free@hhu.ac.kr

hope@hhu.ac.kr

yrkwon@hhu.ac.kr

jeonges@hhu.ac.kr

lady817@hhu.ac.kr

jhs3860@hhu.ac.kr

nly84@hhu.ac.kr

feel@hhu.ac.kr

jhkimlib@hhu.ac.kr

evergreen@hh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4) E-Mail

도서관

수서정리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성회직

하헌정

이재철

손창식

한경숙

이가희

총괄

수서정리팀 업무총괄

수서업무

정리업무

서무·학위논문 업무

478-7161

7162

7163

7165

7164

hjha@kumoh.ac.kr

leejc@kumoh.ac.kr

csson@kumoh.ac.kr

hks@kumoh.ac.kr

ghlee@kumoh.ac.kr

한국해양대학교

 606-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 번지

FAX : (051) 404-3989

금오공과대학교

 730-701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FAX : (054)478-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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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김난희

정기연

이병희

최선혜

열람팀 업무총괄

전자정보실 업무

연속간행물실 업무

대출반납․상호대차

7167

7173

7170

7168

nhkim@kumoh.ac.kr

kyjeong@kumoh.ac.kr

bhlee@kumoh.ac.kr

uni1130@kumoh.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능8급

기성회직

이근오

하성구

박성희

서정호

김현옥

정영숙

조귀형

최용주

윤일섭

박영호

최영석

천주영

이영우

신승민

총괄

정보지원팀 업무총괄

도서구입

행정, 연간물, 전자저널

도서등록, 장비

정보정리팀 업무총괄

분류, 목록

정보봉사팀 업무총괄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동양서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서양서자료실

별관자료실

970-6155

6156

6156

6156

6156

6157

6157

6158

6160

6161

6159

6979

6163

6164

leeko@snut.ac.kr

ha8756@snut.ac.kr

asdf1756@snut.ac.kr

hoho@snut.ac.kr

hounok@snut.ac.kr

sook@snut.ac.kr

ch908@snut.ac.kr

choi55@snut.ac.kr

sup@snut.ac.kr

pyh@snut.ac.kr

cys454@snut.ac.kr

haruharu@snut.ac.kr

ywlee@snut.ac.kr

skysms@snut.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도서관

수서정리팀

학술정보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계약직

김우중

김숙환

진태석

박성준

박윤정

강상오

이상재

김숙민

총괄

수서정리업무 총괄

정리,서무업무

정리,전산시스템 관리

수서,정리 업무

학술정보업무 총괄

정기간행물 관리

대출반납, 이용자관리

751-3310

3190

3186

3197

3191

3192

3196

3193

wjkim@jinju.ac.kr

shkim@jinju.ac.kr

chin@jinju.ac.kr

sejupark@jinju.ac.kr

yjpark@jinju.ac.kr

sokang@jinju.ac.kr

sjiee@jinju.ac.kr

kimsm@jinju.ac.kr

서울산업대학교

 139-743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

FAX : 대표팩스번호 02-970-6952

진주산업대학교

 660-758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FAX : 대표 팩스번호 055-75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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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서서서기

사서주사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김병무

권오석

김은희

김윤식

서동철

한남희

전병직

강정철

업무총괄

수서∙행정업무 총괄

정리업무 총괄

정리업무

열람업무 총괄

상호∙연속간행물업무

(파견)

전산업무

841-5060

5061

5062

5062

5063

5064

5066

5065

bmkim6@cjnu.ac.kr

oskwon@cjnu.ac.kr

ehkim@cjnu.ac.kr

ynkim@cjnu.ac.kr

dcseo@cjnu.ac.kr

nhan@cjnu.ac.kr

bjcheon@cjnu.ac.kr

jakang@cjnu.ac.kr

증평분관 분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조재민

김국년

김선흥

분관업무 총괄

수서⋅열람업무 총괄

정리⋅열람업무

820-5000

5091

5097

cmcho@cjnu.ac.kr

knkim@cjnu.ac.kr

seonh@cjnu.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 화(02) E-Mail

중앙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 8급

학사관리 8급

학사관리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 10급

학사관리직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능 9급

학사관리직

학사관리직

박동욱

조영선

이희숙

이춘옥

이상주

이원재

김남섭

고현철

원유순

김미현

이상준

양귀순

진은미

박소현

이선화

이 혁

업무 총괄

도서관 운영 총괄

예산 및 기획업무

역사관 운영

서무 업무

회계업무 및 물품관리

자료 구입 및 정리업무 총괄

국내도서 선정 및 구입

비 도서자료 선정 및 구입

국내도서 선정 및 구입

정보관리계 업무총괄

국외도서 선정 및 구입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장서관리, 이용자교육

국내․외 학술DB 선정 및 구입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3668-4380

4391

4381

4381

4382

4381

4388

4383

4384

4383

4387

4385

4389

4386

4386

4390

pdw545@knou.ac.kr

sun@knou.ac.kr

knoulhs@knou.ac.kr

junghi@knou.ac.kr

leesjoo@knou.ac.kr

lafolie@knou.ac.kr

pinetree@knou.ac.kr

koh@knou.ac.kr

orlando@knou.ac.kr

sky19@knou.ac.kr

lsj@knou.ac.kr

blue98@knou.ac.kr

jinsilver123@knou.ac.kr

sunf@knou.ac.kr

good@knou.ac.kr

cabodaroca@knou.ac.kr

충주대학교

 380-702 충북 충주시 대학로 72번지

FAX : (043) 841 - 5067

 368-70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24번지

FAX : (043) 820 - 509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0-791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FAX : 대표 팩스번호 02-367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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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서울지역

북부학습센터

사서주사

기능8급

학사관리직

사서주사보

기능8급

권세준

조광휘

최병환

윤준수

박영권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자료출납

자료출납

지려츨납

4606-740

741

742

980-4936

4936

kdjp@knou.ac.kr

cho@knou.ac.kr

choigoro@knou.ac.kr

yunjs@knou.ac.kr

park98@knou.ac.kr

남부학습센터

서부학습센터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 8급

학사관리직

신인석

김미영

양행효

조규일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자료출납

도서실 운용

8403-741

742

742

383-2880

shin@knou.ac.kr

shinemy@knou.ac.kr

yhh830@knou.ac.kr

libso@knou.ac.kr

부산지역 학사관리직 김인숙 자료출납 051-361-9901 kins61@knou.ac.kr

대구 경북지역 기능 8급 박윤영 도서관 운용 053-606-6682 yypark@knou.ac.kr

인천지역 사서주사

기능 8급

김현숙

김영희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32-451-7121

122

kimhs@knou.ac.kr

kimyh@knou.ac.kr

광주 전남지역 기능 8급

학사관리직

정승범

임광희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62-973-5104

jsb0524@knou.ac.kr

ljk7928@knou.ac.kr

대전 충남지역 사서주사보

학사관리직

강민구

장길호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42-822-8041

minkoo@knou.ac.kr

changkh@knou.ac.kr

울산지역 사서서기 조창현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52-246-9765 coolarmani@knou.ac.kr

경기지역 사서주사

학사관리직

이문성

윤미자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31-296-9685

685

ims5907@knou.ac.kr

yunmija@knou.ac.kr

강원지역 학사관리직

학사관리직

우동흡

김영배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33-240-6655

656

woodong@knou.ac.kr

ybkim@knou.ac.kr

충북지역 사서주사보

학사관리직

김홍우

허상도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43-262-1888

888

kimhu@knou.ac.kr

sangdo@knou.ac.kr

전북지역 학사관리직

학사관리직

김성철

강명희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63-254-8223

223

kimscs@knou.ac.kr

kang6012@knou.ac.kr

경남지역 기능 8급

학사관리직

구기범

원찬섭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55-762-5110

113

gookbeom@knou.ac.kr

wonknou@knou.ac.kr

제주지역 학사관리직 이명춘
도서관 운용

자료출납
064-741-8830 chunlm@knou.ac.kr

교육매체개발원 사서서기 정찬명 자료실 운용 02-3668-4809 jcm@knou.ac.kr

한국체육대학교

 138-7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15번지

FAX : (02) 410-6649



회원교 직원 명부 / 407

학술정보원 원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정국현

이용희

이규범

오해옥

김기동

총괄

수서,분류,정리총괄

전산,열람총괄,연간물

일반서무,정리

열람,대출,반납,연간물

410-6511

6641

6645

6642

6646

khjeong@knsu.ac.kr

yhlee@knsu.ac.kr

gblee@knsu.ac.kr

hooh@knsu.ac.kr

tktj@knsu.ac.kr

한경대학교

 456-74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167(석정동 67)

FAX : (031)670-5458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1) E-Mail

도서관

수서정리팀

열람팀

관장

사서주사

사서서기보

사서서기

사서주사

기성회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김태완

김정렬

최찬진

이향순

윤희정

김수현

박희인

윤경진

업무

수서정리팀 업무총괄

정리

수서

열람팀 업무총괄

인문사회과학자료실

순수기술과학자료실

예술어문학자료실

670-5038

5039

5050

5186

5042

5041

5460

5040

taewkim@hknu.ac.kr

jykim@hknu.ac.kr

jini@hknu.ac.kr

fricewater@hknu.ac.kr

hyuntwo@hknu.ac.kr

silvia@hknu.ac.kr

heein@hknu.ac.kr

kj0216@hknu.ac.kr

한밭대학교

 305-719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산 16-1

FAX : 대표 팩스번호 042)822-3517

소속 직명 성명 담당업무 전화(042) E-Mail

도서관

정보지원팀

관장

사서주사

기성회직

허황회

이수하

이병주

총괄

정보지원 업무총괄

자료기증,서무

821-13871

381

8136

herhh@hanbat.ac.kr

lsha@hanbat.ac.kr

bychu@hanbat.ac.kr

전자정보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전현구

김명석

이현옥

전자정보 업무총괄

연속간행물실 운영

전자자료실 운영

821-1385

1384

1871

hgjeon@hanbat.ac.kr

mskim@hanbat.ac.kr

Ihozzang@hanbat.ac.kr

문헌정보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안태근

이은숙

이진아

문헌정보 업무총괄

신간자료실 운영

단행본자료실 운영

821-1383

1381

1382

tgann@hanbat.ac.kr

joalee@hanbat.ac.kr

jini@hanbat.ac.kr

경인교육대학교

 470-75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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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2) E-Mail

학술정보원

문헌정보팀

(인천)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능직

기성회직

박인기

윤영희

조남신

김찬용

강병우

정선경

강승구

김연화

총괄

인천캠퍼스 업무총괄

휴직

수서, 전산, 서무

교육과정자료실

일반자료실

열람업무

정리업무

540-1140

1141

1143

1142

1145

1143

1449

1441

pigko@gin.ac.kr

yun24@gin.ac.kr

nsj@gin.ac.kr

cykim@gin.ac.kr

kangbw@gin.ac.kr

jungsk@gin.ac.kr

b612@gin.ac.kr

hwa95@gin.ac.kr

경기캠퍼스

문헌정보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능직

기성회직

전 영

김미경

임재옥

임현진

김순진

경기캠퍼스 업무총괄

수서, 서무

정리업무

열람업무

일반자료열람실

031-470-6141

6142

6143

6146

6144

kygy@gin.ac.kr

kmk332@gin.ac.kr

ljo@gin.ac.kr

morsola@gin.ac.kr

rarebook@gin.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성회직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능직

별정6급

서재천

주정수

박지영

이선자

김창길

박효숙

김성혜

박영환

총괄

수서, 주무

서무 정리

일반서무, 정리

자료운영팀 총괄

정간.,학위논문실운영

대출 ,반납

전자정보실운영

850-1320

1321

1322

1327

1324

1323

1325

1326

sjc491@naver.com

joo@gjue.ac.kr

pamin75@gjue.ac.kr

sunja@gjue.ac.kr

chang703@gjue.ac.kr

hspark@gjue.ac.kr

hea@gjue.ac.kr

ywhpark@gj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2)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기성회직

조강모

임미양

임승훈

총괄

관리팀총괄

서무

520-4070

4071

4072

gmjo@gnue.ac.kr

yang@gnue.ac.kr

shlim@gnue.ac.kr

FAX : 032-540-1346

 430-040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산6-8

FAX : 031-470-6149

공주교육대학교

 314-070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FAX : 대표 팩스번호 850-1577

광주교육대학교

 500-703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로 53(1-1)

FAX : 대표 팩스번호 062-52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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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능직

기능직

서봉인

박현정

김명희

최영화

정보자료팀총괄

정리,열람

정리,열람,상호대차

정리,열람

4074

4075

4076

4077

biseo@gnue.ac.kr

hj@gnue.ac.kr

myung@gnue.ac.kr

ysw@g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1) E-Mail

학술정보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주사

사서서기

기성회직

공기화

류준정

서병렬

오태수

허옥주

김정미

김경희

관장

장서개발업무총괄

정리업무

기획․서무업무

정보운영업무총괄

참고봉사, 상호대차

자료대출․반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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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대구교육대학교

 705-715 대구시 남구 명서1길 64(대명2동 1797-6)

FAX : 053-620-1440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3)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능직

기능직

기능직

김상규

박명남

신동근

김진욱

이은옥

양은아

윤정모

오재섭

김경영

총괄

열람업무 총괄

수서․정리업무 총괄

학과도서․전자정보실

서무․정리업무

정간․학위논문실

대출․반납업무

교육자료실

대출․반납업무

620-1441

144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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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대학교

 611-7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37 (거제동)

FAX : 051-500-7139

서울교육대학교

 137-74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

FAX : 대표 팩스번호 02)3475-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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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55) E-Mail

정보자료관

수서팀

열람팀

관장

사서주사

담당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이영만

배정렬

김종철

박주영

최창림

김창림

총괄

수서, 행정

수서, 상호대차

열람

정리, 전산

대출, 학위논문

740-1350

1360

1361

1370

1374

1371

ymlee@cue.ac.kr

jybae@cue.ac.kr

jckim@cue.ac.kr

jypark@cue.ac.kr

crchoe@cue.ac.kr

crkim@c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

기능직

조효임

박종례

김유중

이호선

김영학

김영숙

노승희

나제용

유재기

총괄

수서·정리(국외) 총괄

열람 업무 총괄

전자정보실 총괄

전산

대출

휴직

수서·정리(국내)

일반서무

3475-2240

2242

2244

2247

2247

2243

2245

2242

2241

chol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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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na@snue.ac.kr

youjai@s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63) E-Mail

학술정보원

정보개발팀

정보운영팀

원장

사서주사

사서서기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능직

박용연

김연례

김민선

송보경

이용구

이두례

총괄

기획, 수서, 행정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상호대차 ,

전자정보실,토론실, 일반서무, 수서

열람, 분류, 단행본 자료실

대출, 교육자료실, 어린이도서관

정리, 단행본 자료실, 장비

281-7131

7032

7033

7035

7037

7036

pkyong@jnue.kr

yeonrk@jnue.kr

sebin97@jnue.kr

bksong@jnue.kr

younggu@jnue.kr

drlee@jnue.kr

전주교육대학교

 560-757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89번지

FAX : 063-281-7038

진주교육대학교

 660-756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FAX : 대표 팩스번호 (055) 740-1365

청주교육대학교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35번지

FAX : (043)299-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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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원

원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기능직

기성회직

기성회직

이연경

전종길

고경수

이경희

박경옥

장은량

김영민

총괄

도서팀업무 총괄

도서 정리

참고열람실 운영

대출실 운영

디지털스퀘어 운영

교육역사관 운영

299-0660

0661

0662

0663

0668

0665

0664

musiclee@cje.ac.kr

junjg@cje.ac.kr

kiks1@cje.ac.kr

oran2277@cje.ac.kr

kopark@cje.ac.kr

bisang@cje.ac.kr

ymfan@cj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3)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기 능 직

기 능 직

기성회직

이종훈

이재혁

문인규

손찬수

홍순계

이상춘

용인동

총괄

수서・정리업무총괄

열람업무총괄, 기획

정리업무

대출업무

행정업무

등록업무

260-6300

6301

6306

6305

6302

6304

6303

jhlee@cnue.ac.kr

now@cnue.ac.kr

moonig@cnue.ac.kr

son@cnue.ac.kr

soongey@cnue.ac.kr

lsc@cnue.ac.kr

yid@cnue.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

사서과

관 장

법학전문도서관장

사서서기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전산주사보

사서서기

정연수

원용수

김정규

전욱진

백선기

이강희

최홍걸

강석철

김화자

선명화

정찬필

박현숙

윤현숙

박상미

박완식

김현화

총 괄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

법학도서 수서 및 총괄

전자저널, 도서관시스템
관리

국내도서 분류.목록

열람실 관리

희망도서, 특성화 업무

대출총괄 및 연체관리

서무업무 및 예산업무

법학도서 정리

국외 정기간행물 관리

국내서 구입, 비정규직 관리

WEB DB, 홈페이지 관리

전산업무 및 서버관리

2210-2281

5183

2281

5183

2781

2297

2283

2282

2784

2282

5184

2284

2782

2781

2185

2284

yonsoo@uos.ac.kr

yswon@@uos.ac.kr

kjk5425@naver.com

juj@uos.ac.kr

bbsk100@empal.comj

ganghilee@uos.ac.kr

choi-yoyo@hanmail.net

ksc1004@uos.ac.kr

pio0207@naver.com

pegasus7@uos.ac.kr

ktongil21@uos.ac.kr

maria821@seoul.go.kr

 librarian@seoul.go.kr
llbewise@uos.ac.kr

pws@seoul.go.kr

satary@uos.ac.kr

춘천교육대학교

 210-703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55(석사동339번지)

FAX : (033)260-6310

서울시립대학교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길13

FAX : 02-2217-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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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기능직

기능직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

문지선

이지은

최호황

김병호

소매실

배현강

국내 정기간행물 관리

논문실 관리 및 원문복사

국외도서 분류.목록

국외도서 구입

전자도서관, 근로학생 관리

도서대출, 열람업무

법학도서 대출, 열람업무

2783

2797

2782

2282

2283

5186

puppyhany@hotmail.com

ilmare2v@uos.ac.kr

chh@uos.ac.kr

41302@seoul.go.kr

maesil@gmail.com

special-river@daum.net

인천대학교

 402-749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호

FAX : 032) 770-8084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32) E-Mail

도서관 관장

과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학사행정

학사행정

학사행정

정영희

김영식

배순희

정구천

김청자

정주연

임미향

김진원

박래헌

홍현숙

이나영

총괄

과업무 총괄

수서주무

멀티미디어실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서무/회계

자료정리

전산

일반자료실

자료정리

770-8080

8081

8082

8086

8089

8087

8083

7958

8085

8088

7959

yhchung@incheon.ac.kr

kim50102@incheon.ac.kr

paish@incheon.ac.kr

jkc9000@incheon.ac.kr

cjkim011_99@incheon.ac.kr

jjy209@incheon.ac.kr

hyangiee5@incheon.ac.kr

jinone@incheon.ac.kr

yoong@incheon.ac.kr

h2010@incheon.ac.kr

nylee@incheon.ac.kr

경찰대학

 446-7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FAX : (031)283-8393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 화(031)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전산주사

기능직

이원근

이은희

서한숙

서용근

김진희

김세희

김은숙

총괄

도서관운영/수서총괄

수서․단행본

서무․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산․멀티미디어

일반자료실

284-5250

5250

5250

5250

5288

5288

5250

wklee7777@yahoo.co.kr

ehlee@police.ac.kr

hansuk@yahoo.co.kr

ykseo@police.ac.kr

cuci@nate.com

angky@police.ac.kr

kes12@police.ac.kr

공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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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명 성명 담 당 업 무 전화(043)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양성식

최은숙

이미숙

이복님

김중곤

김춘화

송미영

라혜정

총괄

도서관업무 총괄

정리 및 예산

대출담당

연속간행물, 전자저널

수서

정리 및 전산

시청각자료, 논문

290-6140

6143

6178

6142

6145

6178

6178

6146

libbuy@afa.ac.kr

hilib@afa.ac.kr

leej00@afa.ac.kr

infoofficer@afa.ac.kr

kimchh1@afa.ac.kr

songmy@afa.ac.k

bluezoo@afa.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2)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주사보

지지은

김상길

총괄

업무총괄

878-4590

4591

afna1967@hanmail.net

afna1967@hanmail.net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 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허근영

조경숙

김영미

홍미화

조정미

박순연

권오도

김정림

오연희

총괄

디지털정보실운영

자료분류, DB구축

시청각자료 수서/기록물실

자료분류, DB구축

참고자료실/대출실

군사자료실 운영

연속간행물 수서/운영

단행본 수서

2197-6810

6815

6814

6813

6825

6820

6823

6822

6826

libra0@kma.ac.kr

beronica@kma.ac.kr

libkym@kma.ac.kr

miwhahong@kma.ac.kr

mjclib@kma.ac.kr

park1561@kma.ac.kr

odjm2k@kma.ac.kr

libkjr@kma.ac.kr

oyh406@kma.ac.kr

 363-849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12호

FAX : (043)297-0479

국군간호사관학교

 305-153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2호

FAX : (042) 861-8132

육군사관학교

 139-7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1

FAX : (02) 979-0605

해군사관학교

 645-797 진해시 앵곡동 사서함 88-1

FAX : 대표 팩스번호 055) 543-0033



414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 화(055) E-Mail

학술정보관

관리실

수서정리실

열람실

관장

사서서기관

사서주사보

사서사문관

사서서기

사서사무관

사서주사보

사서서기보

기능8급

송기훈

이오선

안상철

손순환

최영란

하무정

조현칠

김정애

김명숙

총괄

관리실장

행정주무

수서정리실장

정리담당

열람실장

열람/상호대차

열람/간행물담당

비도서열람

549-1170

1773

1178

1172

1176

1177

1174

1171

1436

songkh37@hanmail.net

sun56@kornet.net

chull72@hanmail.net

ssh@navy.ac.kr

luzdiva8@hanmail.net

n1840522@hanmail.net

johyun72@hanmail.net

inforjung@naver.com

kimms69@hanmail.net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2) E-Mail

도서관팀 사서주사 장명란 팀 총괄 746-9100 jangran@korea.kr

(석관동 사서주사보 윤덕영 자료실 총괄 105 dyoon26@korea.kr

도서관) 사서주사보 김은실 도서관프로그램 관리 101 kes78@korea.kr

사서서기 채송아 예산운영,기자재 관리 102 elly0920@korea.kr

기능 최 훈 상호대차 108 fg0000fg@korea.kr

기성회 최현주 서무 및 통계 104 emedia@karts.ac.kr

박경남 멀티미디어실 운영 103 knpark@karts.ac.kr

전혜영 일반자료실 운영 137 tjf11@karts.ac.kr

구지은 연속간행물실 운영 106 catharine@karts.ac.kr

김인화 아카이브실 운영 107 inroh@karts.ac.kr

(서초동 유현순 서초동도서관 운영 280 savior05@karts.ac.kr

도서관) 조미현 연속간행물, 단행본 281 stephania@karts.ac.kr

설경숙 비도서, 악보 282 fiaty@karts.ac.kr

소 속 직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전화(041) E-Mail

학술정보관 관장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강대일

전연섭

강인순

문은제

총괄

도서관업무총괄

기증업무전반/행정지원

종합정보자료실 운영

830-7361

7131

7133

7137

conserva@ocp.go.kr

chunys@nuch.ac.kr

angzng@nuch.ac.kr

pangya25@hanmail.net

한국예술종합학교

 136-716 서울시 성북구 석관2동 산 1-5

FAX : (02) 746-9109

한국전통문화학교

 323-812 충남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FAX : (041) 83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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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률 제8069호)

∘ 2009.3.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

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

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

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

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

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

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

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

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

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

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

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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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

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

(「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

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

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

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 2009.3.2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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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개정 2009.3.25>)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

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

야 한다.<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6조(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

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

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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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09.3.25>

제10조 삭제<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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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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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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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에 따

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개정 2009.3.25>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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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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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개정 2009.3.25>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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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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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09.3.2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3.25>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

항에서 이동 2009.3.25>

제16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3.25>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

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

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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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

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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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3.25>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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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3.2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3.25>

③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

소”라 한다)를 둔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3.25>

④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

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3.25>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09.3.25>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개정 2009.3.25>)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3.25>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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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④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

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

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

제표준자료번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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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표도서관<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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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치 등<개정 2009.3.25>)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3.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도는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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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

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

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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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로 정한다.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

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개정 2009.3.25>)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

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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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

도 또한 같다.<개정 2009.3.25>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제4장의2 공공도서관<신설 2009.3.25>

제27조(설치 등<개정 2009.3.25>)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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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2009.3.25>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

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

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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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3.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

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

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

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

다.<신설 2009.3.2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3.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제2

항에서 이동 2009.3.25>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

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

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3.25>

제33조(사용료 등<개정 2009.3.25>)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3.25>

제5장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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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

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제35조(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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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

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야 한다.<개정 2009.3.25>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3.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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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장 전문도서관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

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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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③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3.25>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2조(준용)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

를 준용한다.<개정 2009.3.25>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개정 2009.3.25>

②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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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

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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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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3.25>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

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8조 삭제<2009.3.25>

부칙 <제8029호,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

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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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

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

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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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

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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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9528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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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일부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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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등의 시

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

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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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5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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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

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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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

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

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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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

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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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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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ㆍ

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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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규정」

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ㆍ지원)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성인ㆍ어린이ㆍ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보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ㆍ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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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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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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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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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

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

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

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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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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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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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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

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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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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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

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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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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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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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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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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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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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업무처리의활성화를위한국유재산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부터 <18>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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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

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

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

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

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

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

로 한다.

<95> 부터 <175> 까지 생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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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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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

격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

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

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

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 사 서

1.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문

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종

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

전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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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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정관

2007. 12. 12 제정

2008. 10. 17. 개정

2009. 04.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

에관한규칙에 따라 회원도서관(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상호협력 및 정책공조

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를 증대하고, 대학도서관 직원의 친목도모, 지

식배양 및 지위향상을 실현함으로서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나아가 한국 도서관

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이하 “대학도서관연합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칭과 약칭은 각각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과 “KUCLA”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대학도서관 운영과 발전정책에 대한 공조

2.대학도서관의 업무 표준화 및 협조체계 구축

3.학술정보의 교류 및 서비스 협력

4.학술발표회(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및 후원

5.회보, 연구보고서, 편람 등의 출판

6.대학도서관 직원의 지식배양 및 지위향상

7.대학도서관 직원의 친목도모 및 교류

8.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본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회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

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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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의 도서관

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으로

써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 당시의 국공립대학교도서관

협의회,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3개 대학도서관

협의회”라 한다) 및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의 회원으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정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단체회원인 대학도서관 또

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으로서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으

로 한다.

2.준회원 : 준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단체회원이 아닌 회원 또

는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이 아닌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의 회원으

로 한다.

③본회에는 단체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회원에 대한 상벌)①본회에 크게 공헌한 회원 및 유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 위신에 손상

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제명처분 된 회원은 처분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3인

3.이사 15인

4.감사 2인

②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회장 또는 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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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제3호의 이사 정수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④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이사 및 감사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

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

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다)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

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 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

은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직을 대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

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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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

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②감사는 필요할 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회원 도서관 당 1인의 대표자

(이하 ‘대의원’이라 함)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예산 및 결산의 승인

6.사업계획의 승인

7.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소집하며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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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

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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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회장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을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을 변경하여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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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다만 회비의 등급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

에 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

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본회의 설립자

2.본회의 임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처 및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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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무처)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이 된다.

③사무처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직원 수, 직제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회) ①본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변경사유서 1부

2.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

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

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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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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3. 1 대학통합으로 회원교 제적 : 상주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2008. 5. 26 회장경질(박명진 서울대 도서관장→김완진 서울대 도서관장)

2008. 8. 1 회장경질(김완진 서울대 도서관장→서경호 서울대 도서관장)

2009. 4. 1 회장경질(서경호 서울대 도서관장→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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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7輯

□ 유관기관 일람표

기 관 명 전화번호 FAX번호
우편번호 주 소

홈페이지 URL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연구진흥과

02-2100-6870 2100-6875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내)

http://www.me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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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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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393-5200 6393-5210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

http://www.kcue.or.kr/

대학도서관연합회 02-888-2891
02-

2268-1859

100-4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2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층

http://www.kuc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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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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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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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