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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대학정보화 정책 및 현황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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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진실적 및 ’06년 추진계획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

대학정보화 정책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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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및 목표

2006 주요 추진 과제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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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과 제

중점
추진 과 제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국내외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구축

지식강국의 구현지식강국의 구현

수행 목표수행 목표

-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식정보디지털 유통 시스템
(dCollection) 보급
- 학술원자료DB구축

대학도서관 활성

화 기반 조성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강화하여 국가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 국내 학술정보 공동이용 체제 구축

- 해외 학술정보 연계 이용 체제 구축

- 전국대학도서관 대회 개최

- 대학도서관 평가 체제 개선

- 대학도서관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대학도서관을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육성

1. 비젼 및 목표1. 비젼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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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1 개 요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추진

-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dCollection) 보급

- 학술 원자료(raw data) DB 구축

국ᆞ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설치·운영

- 국가지식정보센터 운영(KERIS)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 대학도서관 평가 제도 개선

- 대학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정책연구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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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2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1)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추진

– 목적

•역사정보의 원활한 공유, 활용 및 역사연구 저변확대,대학도서관 소
장 고문헌의 전자적 공유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국대학도서관이 소장
하고 있는 고서, 고문서 등 역사자료의 서지, 원문을 디지털화

– 추진기간 : 2004∼2008년(2004년 역사자료 정보화 계획을 수립)

– 추진실적

•’04~05년까지 2,227백만원을 지원하여 20개 대학의 고문헌 서지

132천건, 원문 1,262천면 DB구축 지원

– ‘06년 추진계획

•12억원을 지원하여 서지 6만건 및 원문 70만면 DB구축을 지속 추진

– 소요예산

•‘04년 1,123백만원, ‘05년 1,104백만원, '06년 1,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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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2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2)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 보급(dCollection)

– 목 적

•학술정보의 생성단계부터 유통까지 디지털형태로 관리

•디지털화 비용 절감 및 정보 서비스 기간 단축

– 추진기간 : 2003∼2009년

•‘07년까지 70개 대학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향후에는 Web-hosting

방식으로 전환하여 ’09년까지 모든 대학에 보급

– 추진실적

•’03~05년 까지 52억원을 지원하여 부산대등 40개 대학에 보급

– 추진계획

•’06년에 12개 대학도서관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향후에는

Web-hosting 방식으로 전환

– 소요예산

•‘04년 1,580백만원, ‘05년 3,600백만원, ‘06년에 1,9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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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2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3)

학술 원자료(raw data) DB 구축

– 목적

•사회과학 실습,강의 시스템을 통하여 통계자료, 설문조사자료 등의

원자료를 대학 강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추진계획 : 2004∼2008년

– 추진실적

•’04~’05년에 원자료 DB 38,300건 구축, 

•경제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 실습ᆞ강의시스템’ 홈페이지(http://silab.riss4u.net) 개설

– ‘06년 추진계획

•개념 DB 및 수치DB 15,475건을 구축(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무역학) 

– 소요예산

•2004년 605백만원, 2005년 341백만원, 2006년 341백만원

http://silab.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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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3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1)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5년동안 10개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대학도서관에 설치하여, 

정해진 전문 학술분야의 틀 내에서 특성화 함으로써 추가 인원과

시설 없이 5,000종의 학술지를 확보하여, 모든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반을 확충

- ’06년에는 시범적으로 지방 국립대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1개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설치

- 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실비로 제공하여 상호대차 활성화를

유도하고, 분담수서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

- 소요예산 : 2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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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3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2)

국가지식정보센터 운영( KERIS 사업 )

- 추진실적

•학술정보 공동이용기반 구축 및 서비스

종합목록시스템(505기관 참여) 및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391개 기관 참여)

4년제 대학은 종합목록시스템에 100%, 상호대차시스템에
90% 참여

국내 144개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학석·박사 학위논문

38만건 외 해외 박사논문 6만건(DDOD) 제공

공사립 40개 대학에 dCollection 시스템 보급

•해외학술정보 서비스 및 공동구매 추진

Core Web DB는 국가라이선스로 구매 : 14종

대학간 공동구매 지원 : 81종 143개 대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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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3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3)

학술정보(RISS) 구축 및 이용 현황

<학술정보DB(RISS) 구축 및 이용 현황>

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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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구축 , 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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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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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16,000

(정보이용, 천건)

학술정보

목록 구축 수
학술정보 원문 DB 구축수 학술정보

검색수
학술정보
다운로드 수

구분 ‘02 ‘03 ‘04 ’05

학술정보목록구축건수 6,030 6,400 6,890 7,210

학술정보원문DB구축건수 742 960 1,150 1,202

학술정보검색수 1,054 6,064 12,644 13,940

학술정보다운로드수 348 2,169 4,176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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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3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4)

국가지식정보센터 운영( KERIS 사업 ) (계속)

- 2006년 추진계획

• 학술정보 공동이용기반 구축 및 서비스

종합목록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운영

국내외 석·박사 학위논문 원문 제공 확대

공사립대학 dCollection 보급 사업 추진

(직접보급 : 6개 대학, Web-hosting 10개 대학)

• 해외학술정보 서비스 및 공동구매 추진

해외 학술 DB 국가라이선스로 구매(15종) 및 대학간 공동구매

지원(85종)

해외 원문 학술정보 콘텐츠 확충

DDOD, 3,000건

해외 e-Book, 강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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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3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1)

대학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문헌정보학과 교수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기능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정책 제안 및 자문

•대학도서관 현안 문제를 도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제시

-운영

•운영기간 : ’06.4 ~’06.12

•운영방법 : 정기협의회(5회) 및 필요시 수시 협의회 개최

- 주요 정책과제

•대학, 학교, 공공도서관의 유기적 체제 정립 및 연계방안

•국가대출체계 구축, 국가보존서고 설치의 타당성 및 효율적 운영

•자원공유(상호대차, 분담수서)를 통한 예산의 절감 및 자원의 확대방안

•대학도서관 연차보고서 발간 : 대학도서관 통계 일원화



25

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3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2)

정책연구과제 추진

- 목적

•대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자원 축적량의 부족, 높은 외국

의존도, 수도권과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의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폭넓은 정책연구가 필요

- 연구과제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유기적 연계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의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과 국가대출체계의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 평가 및 편람 작성

- 소요예산 :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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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주요 추진 과제2. 2006 주요 추진 과제

2.3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3)

대학도서관 평가 제도 개선

-대학특성화사업에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개선

•’05년에는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으로 평가

•’06년부터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 및 자원공유(상호대차 요청

및 제공 건수, 공동목록 참여 건수, 학위논문 원문 제공 건수) 평가지표

추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개선 노력

•’06년 현재 : 장서위주 평가지표(단행본, 학술지 보유종수 등)

•’07년에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 및 자원공유(상호대차 요청 및

제공 건수, 공동목록 참여 건수, 학위논문 원문 제공 건수) 로 평가지표

를 개선하도록 교육부 의견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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