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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오늘날 한 국가의 지식정보의 자산화 및 지식
강국화는 유능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실험 인
프라, 그리고 최적의 학술연구정보가 투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연구생산성이 제고되
고 지식정보의 축적량이 누적될 때 구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학술연구정보는 모든 연구개발
의 동력에 해당됨. 

4

■ 사실상 해당국가의 학술정보유통에서 가장 중심적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학도서관이다.   그리고 순수
기초학문 분야를 비롯하여 산업경쟁력에 직결되는 첨단
산업 연구개발정보의 절대적인 부분이 대학도서관을 통
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는
시대적 대세로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차원의 학술정보자원의 생산과 유 통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인 동맥으로서 대학도
서관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수립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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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도서관인가?

■ 농경사회-산업사회 (지금까지)
<부산항>     

고속도로 화물차 공단 공장(제품)

<인천항>

*제품-> 품질로 승부

■ 지식정보사회-> 향후
< 전세계> (대학교) 대학도서관

정보고속도로 정보기기 (지식정보) 믿음
<가상공간> (초고속통신망) (PC,S/W) (연구소) (기술)정보센터

*지식정보-> 믿음으로 승패 결정

* 옳은 정보를 믿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정보를
믿어 파멸되는 경우도 있음.

6

■ 따라서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가 지
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도서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에 대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
로서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
학도서관 기능의 확대 및 강화, 지식정보자원의 확충, 
도서관간 연계체제 구축, 산학협력 및 대학과 지역사회
의 협력, 대학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 등을 모
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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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급변하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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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L순위
구독
종수

연간
증가량

ARL순위소장권수

자료구입예
산($)

연속간행물단행본

대학명
대학
순위

8

나.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

193,755,326419,844101,198,6393,7281,0502,678438계

799,9191,526655,27162293320
각종학교도

서관

10,986,89826,0009,975,205538219319156
전문대학도

서관

142,893,046318,84566,070,8642,1665781,588202
사립대학도

서관

39,075,46373,47324,497,29996222473860
국·공립대학

도서관

소계비사서사서

자료구입비
(천원)

연속간행
물(종)**

장서(권)*

직원수
도서
관수

구분
관종별



5

9

193,755,329165,076,990157,492,317151,536,249137,162,228131,116,024122,793,538
자료구입비(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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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844423,285359,816386,283486,766369,546349,509
연속간행물수

(종)

101,198,63994,464,37690,099,89186,152,90781,612,49875,837,88268,665,087장서수(권)

3,7283,7913,8313,8143,8663,9253,802
직원수(명)

438438435438436420416도서관수(관)

2006200520042003200220012000
연도

구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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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과의 지식자산 규모 비교

12

국가별 지식국가로의 발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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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개혁과 대학도서관에 미칠 파급 효과

■ 대학의 경영자가 겉으로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라는 목적을 앞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당 등과
같은 관리예산을 절감하고자 대학도서관의 조직체
계를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조직체계를 바꾼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
지만,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군소대학들이, 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대학의 분교나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14

■ 대학의 구조개혁은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학 내에서 발언권이 높지 않는 대학도서관의 인력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테면, 대학도서관에 근무
하고 있는 전문직 사서직원의 타 부서 전출, 전임 사서
직의 인력 감축과 충원 및 증원 억제, 대체인력의 증가
등을 예시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이러한 대체인력인
공익요원, 계약직,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을
배제한다면, 그 즉시 대학의 학술 연구 지원이나 정보
서비스 업무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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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경영자들은 조직의 축소 개편, 인력의
감축과 함께 대학도서관의 운영예산을 삭감하
는 경우 발생.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
료구입비를 제외한 도서관운영비의 삭감을 경
험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의 경영자가 대학도서관의 조직, 
인력, 예산을 현실에 맞지 않게 대폭 감축하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에 대한 학술연구지원을 축
소하는 것이며, 종국에는 대학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6

■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 업무의 효율
성을 고려하여 운영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
의 아웃소싱(외주, 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선진국과
같이 아웃소싱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을 타개하고자 궁여지책으로 아웃소
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서관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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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식정보자원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예산의 압박

18

바. 대학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정체성 혼란

■ 우리나라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인 50개교 가운데 대학도서관
의 명칭을 변경한 곳은 2003년도 회원교 직원 명부를 참고하면 14%에
해당하는 7개 대학으로 나타남.

학술정보원(순천대,밀양대,제주교육대,인천대), 학술정보센터(한경대), 학술정보전산원(진
주산업대), 교육정보원(전주교육대)

=> 2006년도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직원 명부를 참고하면 다
음과 같은 변화 추이를 보임. 

학술정보원(한국체육대,경인교육대,제주교육대,육사,공사 ), 학술정보관(해사), 학술정보전
산원(진주산업대), 교육정보원(광주교육대,전주교육대), 정보자료관(진주교육대) 

=> 교육대 및 3군 사관학교 : 도서관 명칭 변경 또는 도서관을 포함하는 상위기구 설치

=> 4년제 종합대학교 : 도서관 명칭으로 되돌아 옴. 
* 순천대(도서관), 밀양대(부산대 도서관으로 통합), 인천대(도서관), 
한경대(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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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인 90개교의 103개 대학도서관 가
운데 그 명칭을 변경한 곳은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2003년)에 의하면 19개 대학의 20개 도서관으로서 약 21%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남.

학술정보원(고려대-서창캠퍼스, 상지대, 세종대, 위덕대, 한국기술교육대), 학술정보관(성
결대,전주대, 포항공대,한남대, 한양대, 한양대-안산캠퍼스, 협성대), 학술정보처(목원대, 
청주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정보지원센터 (경일대), 종합정보센터(신라대), 정보관리처
(호서대), 학술정보처 문헌부 (순천향대), 정보지원처 학술정보센터(숭실대)

=> 2007년도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 추이를 보임. (107개교 116개 대학도서관 대상)

학술정보원(경일대,고려대-서창캠퍼스, 상지대, 서원대,세종대, 위덕대,한국기술교육대), 학
술정보관(경원대,동덕여대,백석대,서울장신대,성결대,성균관대,성균관대-수원,인하대,전
주대, 포항공대,한남대,한동대,한성대,한양대, 한양대-안산캠퍼스, 협성대), 학술정보처(배
제대,목원대,청주대,연세대-원주캠퍼스), 종합정보센터(신라대), 정보관리처(호서대), 정
보지원처 중앙도서관(숭실대), 학술정보센터(중부대), 정보관(한국기술교육대)

=> 29개 대학 31개 도서관 명칭 변경 : 
학술정보관(16), 학술정보원(7), 학술정보처(4) 명칭

* 중소규모의 대학이나 큰 규모 대학의 지방분교 도서관이 다수임.
* 순천향대(중앙도서관), 숭실대(정보지원처 중앙도서관; 처장=관장), 
경일대(정보지원센터->학술정보원),

20

III.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 및 문제점

1. 정부 정책의 혼선과 사회적 인식

□ 대학도서관정책의 혼선.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3원화

□ 대학도서관의 부정적인 이미지.
- 선진국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심장, 즉 대학조직의 핵

심기관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수·연구·학습의 기본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많은
예산만 투자되지 단시간 내에 과시할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는 기구, 
즉 대학의 주변적·비핵심적 시설로 간주됨.

- 2005년 3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대학
의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재분류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 도서관장의 교무위원 위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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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의 조직 체계와 경영관리상의 위기

□ 대학도서관 규모축소(다운사이징)로 조직 통합 및 정
체성 상실.

-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주도로
IMF이후 다운사이징으로 대학도서관의 인원 감축 및 조직 축소
를 위한 조직의 무조건적인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실례로서, 이
러한 대학들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계산소, 시청각실, 박
물관을 통합하여 학술정보센터, 학술정보처 등으로 기관의 명칭
을 변경하여 운영함.

- 그 결과, 긍정적인 면은 정보기술(IT) 관련 교수의 도서관장 발
령으로 정보기술의 접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부
정적인 면은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의 축소 및 정체성의 상
실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 

22

□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으로
위기 극복 절실.
- 대학도서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세계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순

위가 곧 대학의 순위로 가름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장의 전문직화
의 필요성이 절실함.

-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관장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및
사서직 중 보임하거나, 일반 교수를 대학도서관의 관장으로 보직
발령을 할 경우에 부관장 (또는 사서장, 사서부장)을 사서직원들
가운데 보임하여 전문직화를 이루어나가는 추세임. 

-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기획 및 대내·외 협력 및 홍

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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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정보자원의 소장과 접근

□ 대학도서관 장서수의 심각한 부족 및 전문인력 감소.

-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대학도서관 1
개관 당 학술지 평균구독종수, 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 가운
데 해외 지식정보자원 부분은 더욱 낮은 수준이며, 최근
전자출판물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빈약해지고 있음. 

- 현재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의 지원을 지속적으
로 늘려가고 있으므로 자료구입량도 예전의 증가추세에
는 미치지 못하지만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
만, 사서직원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직원 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24

□ 대학도서관 주민개방 및 도서관 평가 체제 미흡.

- 대학도서관은 주민개방이란 문제에 직면하면서 인력부
족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 

-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교육기본시설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예산, 인력, 조직체제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점
들을 반영한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충한 후 지
속적으로 평가를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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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자원과 지식정보 주권의 확보문제.

- 대학도서관은 전자정보자원의 활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기존의 인쇄 자료인 종이매체 자료
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향후 장서개발 차원
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할 시점임. 즉, 대학도서관은 학술연구의 지원과 문
화유산의 보전,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정보자원의
예속화 방지와 지식정보 주권의 확보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함.

26

□ 인쇄 매체 자료와 전자 매체 자료의 관리 일원화

- 이와 함께 외국 출판사의 출판 및 가격 책정 정책 변

화에 따라 인쇄 매체 학술지의 가격 급등과 함께 자료구
입 예산의 완만한 증가 또는 감소는 대학도서관의 장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서는 학문 분야별 이용자의
정보이용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쇄 매체 자료와 전
자 매체 자료의 관리 일원화로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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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사서 인력의 확보와 재교육 체제 확립

□ 신규 사서 인력의 확보 및 사서직의 재교육 실시.

- 국·공립대학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사립대학도
서관은 대학본부에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늘어난 업무에 대한 사서직의 증원 요구 및 직급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소장 매체의 디지털화, 지식정
보 지원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원의 증원은 불가피한 상
황임. 

-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은 사서직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과 신기법 등을 도서관 업무에 응용·적
용할 수 있도록 직원 재교육 체제 확립이 절실함. 

28

□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의 설정.
- 선진국 대학도서관 : 고등교육 기본시설로서 도서관

의 사명과 장단기 발전의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함.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도서관의 전문성에 따른 독자

적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여 천명하지 못하고, 단지 대학
내에서 교내 부속시설로서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급
급한 실정임.

- 최근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대학도서관
들도 나름대로의 도서관의 사명 및 비전 설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발간한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장기발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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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대학도서관의 현안 문제

□ 대학도서관의 평가 문제.

-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
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기적으로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인 대학
도서관에 배정한 점수의 비율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도서관의 주변 환경 변
화를 고려하지 못해 현실성이 없거나 도서관 발전을
유도하기에 부적절하게 구성됨. 

30

-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아날로그적 평가지표
를 통한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학도서
관의 진정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질적인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함. 

- 대학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의 대학도서관에 대
한 지원 정도가 고려되어야 함. 즉, 도서관의 위상 정
립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 

(예) 대학도서관에 대한 정책 반영, 예산 지원,
인력 충원 및 증원, 조직 구성 등

-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공시제도에
대학도서관 관련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감.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
관련 평가 항목들이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누리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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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기준의 현실화 및 법제화 추진.

- 우리나라는 대학도서관기준을 정부차원에서 법규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기준은 단지 전
문직 단체의 권장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대학도서관의 질적 및 양적 수준이 국민소득에 걸
맞을 정도로 향상될 때까지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학도서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
요성이 있음.

32

□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 작성상의 문제.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발표
하는 통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일관성, 
상세성, 정확성이 결여되면서 부실한 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는 ‘대학도
서관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나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의 ‘ARL Statistics’에서는 수록 내용도 세 할 뿐만 아
니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연도별 비교·
분석도 용이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
도서관 실태 조사 양식을 통일할 필요성이 절실함.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본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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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두되는 대학도서관 문제.

-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대학도서
관’ 부문 관련 법규와의 연계 및 강화방안 수립.

- 저작권법 재개정 문제. 

-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요청할 대
학도서관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 전자자료 공동구매의 공정성 및 합리성 추구 문제

- 학위논문 공동 이용방안.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
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를 대표하여 대학도
서관의 활성화를 추진할 단체의 결성 문제

34

IV.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방향
□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자원공유의 문제
○ 학술정보 양의 증대와 도서관 비용의 인상으로 도서관의 포괄적
및 완전한 독자적 자원 수집능력 제한
○ 협력 통한 심층적 자원과 서비스 공유 필요성 증대

디지털 정보자원의 접근과 보존
○ 디지털 자원의 생성, 제어, 보존 문제
○ 디지털화 대상 자원의 결정과 작업수행
○ 디지털 자원용 서지 메커니즘 발전
○ 디지털 자원용 재원의 확보

도서관의 역할 변화
○ 정부의 고등교육 목표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영향
○ 전자학습 투자, 원격교육 학생수 증가, 산학연 파트너쉽 확대
○ 전자대학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
○ 전자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자원 및 시설의 공동이용 가능성
확대

새로운 기술기반구조
○ 새로운 정보기술의 계속적 수용
○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새로운 시스템에적응
○ 학술적 요구 충족 위한 정보기술 활용
○ 학내의 기타 정보기반구조와 협력
○ 재정지원 우선순위 확보 위한 경쟁

자료의 가격 상승과 도서관의 구매력 상실
○ 학술도서와 정기간행물 가격의 지속적 급등
○ 자료, 특히 정기간행물 생산량 증가와 가격 급등
○ 미국의 학술자원에 대한 의존과 환율차에 따른 구매력 감소
○ 학생 일인당 자원규모와 구매력의 실질적 감소

도서관 역할의 변화
○ 학술분야와 프로그램의 초점과 방법 변화
○ 교수와 학생의 인구적 특성 및 소양의 변화
○ 학생 수 증가
○ 대학의 교수, 연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예산의 축소
○ 계속적 긴축재정으로 교수 및 학습지원 기반구조 구축에 영향
○ 대학의 예산규모 축소와 도서관 예산 비율 감소
○ 이용자와 콜렉션 수용능력 제한

도서관 콜렉션 속성의 변화
○ 매체의 다원화: 전통적 인쇄자원, 라이센스된 디지털 콜렉션, 
디지털 “구축 콘텐트”, 월드와이드웹, 기타 디지털 자원 수용

○ 학내 교수, 학습, 연구용 자원형태 변화

학생 집단의 성격변화
○ 전일제 학생수의 지속적 증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 비전통적 학생 (고령, 파트타임 등)수의 증가로 부가적 혹은
구별되는 요구 증대

예산의 축소
○ 전체 대학예산 대비 예산 축소
○ 학생 수 증가 vs. 예산 증가
○ 이용자 요구의 변화
○ 정보자원의 가격 급등

영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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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과 학술 커뮤니케이션 변화
○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필요
○ 기존의 인쇄자원과 전자자원 콜렉션 동시 지원의 부담

해외 정보자원에 대한 의존
○ 고가의 연속간행물 입수에 소수의 해외 상업적 출판사에 의존
○ 대학도서관의 학술자원 대부분을 구미 출판사가 공급
○ 미화로 가격 결정된 학술자원에 캐나다 달러 환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구매력 감소
○ 도서관 인쇄자원의 고갈 초래

대학의 변화
○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학생수의 증가
○ 국제화로 인한 해외학생 증가와 원격교육 지원
○ 대학 서비스 성과의 평가
○ 온라인 교수와 학습 프로그램의 증가
○ 학내 학생지원 서비스의 통합과 도서관 포함한 구조조정

국가적 도서관 발전정책과 주무부서의 결여
○ 고등교육의 제공과 발전이 각 지역과 주정부의 책임으로
대학도서관 대상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 도서관 발전정책과
중앙의 주관부서가 없음
○ 재정지원 관장하는 단일 중앙기관 필요성
○ 일관성 있고 체계적 자원 배분과 공유체제 확립 및 도서관
발전정책 필요

정보기술과 기반구조
○ 정보기술 및 기반구조의 선진성 유지로 원격교육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 원격교육용 수업자료, 학습지침, 과제, 교수학생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학도서관의 선도적 역할 기대

예산의 축소
○ 캐나다 모든 수준의 정부가 재정 긴축으로 예산 축소
○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축소로 도서관 예산에 대한 전반적 축소
경향
○ 대학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대학도서관은 재정
축소의 영향 직접 받음
○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발전정책 결여로 분산된 개별기관에 재정
지원 요청 어려움

정보자원의 해외의존과 구매력 감소
○ 학술정보자원의 구미 의존도 큼
○ 학술정보 접근과 제공의 기반구조 낙후 및 경쟁력 저하
○ 호주 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 학술정보 가격의 급등과 재정축소의 이중고로 자료 구입능력 및
서비스 지원 능력 축소

연속간행물 가격 급등과 구매력 감소
○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
○ 연속간행물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도서관 구매력 감소
○ 단행본 예산 축소 및 구입의 제한

재정지원의 축소
○ 연방정부의 교육과 훈련투자 예산액은 지속적 증가 vs. 전체
국가예산에서 비중 감소
○ 고등교육과 도서관에 현상유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타
문화기관과 예산 경쟁
○ 대학의 재정 자구책 마련 요구

캐나다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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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방향

그 밖의 도서관 협력체제
○ M25 Consortium of Higher Education
○ Consortium of Academic Libraries in Manchester (CALIM)
○ Library Access Sunderland scHeme (LASH)
○ U.K. Libraries Plus
○ U.K. Computers Plus 등

국가종합목록 (Serials UNion CATalogue. SUNCAT)
○ JISC, RSLP, 영국국립도서관(BL)이 지원
영국 전역의 국립 , 학술도서관 , 전문도서관 및 주요 공공도서관 소장
연속간행물 검색
○ 대학도서관의 목록 업그레이드 위한 고품질 서지 레코드 정보원 구축

○ 종합목록의 서지정보 제공과 링크로 참여도서관들의 연속간행물 정보공유
및 인쇄자료 원문접근 보장

학술 커뮤니케이션
○ CDL의 eScholarship 프로그램: 교내 연구 생산물의 관리, 배포 , 보존 및
공유 위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 구축
○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수, 학생, 연구자의 학술 및 과학정보 배포와 접근
위한 정보기반구조 발전

연구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 RSLP)
○ 대학도서관의 연구 콜렉션 개발을 통한 연구지원 기능
○ 도서관 정보에 대한 전통적 및 새로운 접근방법 통합하여 고등교육의
연구정보 활용 기반 구축
○ 4개 주력 요소:
- 주요한 소장도서관에 대한 접근 지원
- 협동 콜렉션 관리 프로젝트
- 인문학 및 사회과학 콜렉션 연구지원
- 공동목록의 구축과 소급변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속적 접근
○ 국가 및 국제적 표준 채택한 디지털 보존 기반구조 발전
○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웹기반 정보정보 등 디지털 자원의 선정과 보존
○ 교내 생산 디지털 자원(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전문 콜렉션 등)의 공동 관리
및 보존
○ 인쇄자료의 보존과 보호 지원 위한 디지털 보존 기반구조 구축

분산국가전자자원 (Distributed National Electronic Resources. DNER)
○ 1996년부터 JISC의 우선적 지원사업으로 수행
○ 고등교육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된 학술정보자원의 발전과 활용 전략
○ 상이한 유형 및 분야의 전자자원의 분산 소장과 공유
○ 텍스트, 문서, 이미지의 디지털화와 전자저널 재정지원

공유 서비스
○ 서지제어와 접근, 모든 포맷 콜렉션의 효과적 입수, 정리, 관리
○ 고품질 이용자 서비스의 협력적 개발
○ MELVYL (공동목록)으로 전 캠퍼스 도서관 서지 및 소장정보 공유, 자료의
상호대차 확대: 전 캠퍼스 자원의 단일 가상 콜렉션화 (2003년 현재 32백만 종)

국가 사이트 라이센스 프로그램 (National Site License Programs)
○ 연속간행물 가격 급등과 대학도서관 구매력 상실에 대한 대책
○ 대학도서관의 비용 효과적 전자저널 선정, 가격협상, 계약 및 제공의 모델
제시
○ 전자저널의 광범한 이용과 공유 위한 협력 체제 구축

공유 시설
○ 공유 지역 도서관 시설 (Regional Library Facilities)의 설치와 유지: UCLA, 
UC 버클리
○ 필수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확보, 유지, 보존, 관리 및 접근 제공 시설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Electronic Libraries Program. eLib)
○ 1995년 시작
○ 영국 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 소속 JISC가 재정지원
○ 영국 내 물리적 도서관 시설과 새로운 전자정보자원과 서비스 결합

공유 콜렉션 관리와 조정
○ 자원공유 (Resource Sharing) 강화 위한 혁신적, 비용 효과적 방법 추구
○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 (California Digital Library):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공유 콜렉션 구성
- 디지털 자원 절대 종수와 규모 확대
- 상업적 전자자원 공동 구입과 접근으로 비용 절감
- 인쇄 콜렉션 지원 및 공유 메커니즘 유지 발전

영국미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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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전략
○ Innovation Fund: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인식, 주 및 지방정부가 투자
○ Technology Integration Plan: 알버타주 시행. 정보기술을
교수와 학습에 통합하도록 지원하며, 지역의 주요대학들이
도서관 자원의 전자적 공유 시작, 및 목록의 공유로 노력과
투자의 중복 축소

그 밖의 전략
○ LIDDAS (Local Inter-Lending and Document Delivery 
Administration System):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 시스템 개발
○ 국립서지데이터베이스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목록데이터 공유하여 전국대학자원의 소재정보 제공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구입
○ 호주학술연구도서관 네트워크 (Australian Academic 
Research Library Network. AARIN): 호주연구위원회와
연방교육과학부 지원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CRKN)
○ 2004년 출범
○ 캐나다 전국 학술연구자들의 디지털 전자자원 및
학술연구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와 보장
○ 디지털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화된 접근의 새로운 모델
제시하고, 캐나다 대학의 구매력과 영향력 집결
○ 학술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의 혁신적 조달과정 도입하여, 
정보선택 및 접근권 확보

Janus 프로젝트
○ 호주의 도서관과 정보센터들의 국가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 CAUL과 호주국립도서관의 “주제 기반 인쇄 및 전자자원의
가상도서관 발전” 제안에서 비롯

○ 정보자원공유로 대학의 교수와 연구 프로그램 요구 충족 시도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gram (CNSLP)
○ 캐나다 대학도서관들이 연방정부 CFI 및 지역 프로그램들과
파트너쉽으로 시작
○ 64개 대학도서관 참여 전자저널 콜렉션 사이트 라이센싱
○ 과학, 보건, 공학 및 환경 분야 학술저널과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입수와 접근 제공 위한 협력적, 범국가적
이니셔티브
○ 학술연구자들을 세계적 정보저장소와 연결하여 연구경쟁력
제고, 연구자원 공동투자 및 연구결과물 생산의 국가적 잠재력
고양 목표

국가저장소 (Research Resources Australia -- National 
Cooperative digital & Archive Store)
○ 1999년 CAUL 제안으로 구축
○ 호주와 뉴질랜드가 함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단행본 및
학술지에 대한 접근 지원
○ 개별 도서관의 자료 저장 공간 부족, 자료 이동과 식별 소요
시간과 비용 문제, 신속한 접근 필요성 문제 해결
○ 자주 이용되지 않는 중요 인쇄자료의 국가 차원 경제적 저장, 
보존 및 접근성 보장 시도

캐나다 혁신재단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CFI).
○ 1997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가 연구기반구조 강화 위해 구성
○ 세계 수준 연구와 기술개발 능력 강화 위해 $3.65 billion을
투자
○ 2000년부터 캐나다 대학도서관 협력 프로젝트 (CNSLP) 지원

국가 대출 체계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 2001년 CAUL 제안으로 출범
○ 호주의 모든 수준 대학생들의 모든 대학도서관 이용 및 대출
허용
○ 호주 내 학술정보자원의 공유 전략

캐나다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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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학도서관 발전 방향과 정책 로드맵

1. 대학도서관의 환경 분석과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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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국가 대학도서관정책 추진기반 강화

40

(2) 지식정보자원 유통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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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의 평가·통계·홍보 전략 수립 및 시행

42

3. 대학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로드맵 작성

(1) 대학도서관의 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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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 오늘날 어느 한 국가가 확보하여 활용하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간접자원으로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직접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함. 특히 한 국가의 장래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달려 있으며, 이것을 지
원하는 핵심기관은 대학의 심장역할을 수행해야 하
는 대학도서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준
의 대학도서관은 선진국 수준의 충분한 학술연구정
보를 확보하여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44

□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
구정보 유통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기 교육인적자원
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학
술연구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향후 이를 제도적으로
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와도 유기적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국가차원의 경제 위기 이후 심한 타격을 입은
대학도서관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체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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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식정보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료구입비 확보에 최선의 노
력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대학도서관이 국가의 지식강국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충 및 최신 정보서비스의 개
발 등을 위한 획기적인 채찍과 당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명과 비
전을 포함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각 사업의
로드맵을 작성해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46

<추진원칙>

(1) 한정된 예산과 빈약한 지식정보자원의 극복
=> 국가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정책 추진
=>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정보자원의 예속화 방지와 지식정보

주권의 확보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함.

(2) 지역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
=> 지역별 거점 도서관 육성 및 실질적인 지원

(3)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활용 극대화
=> 공동 보존서고 설치와 운영 : 별무이용도서의 제적, 폐기, 

별치 및 공동 활용

=> 국가대출체계 구축 : 대학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이면

국내 모든 대학도서관 이용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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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