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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행사 일정표

∙∙ 1일차  2008년 7월 9일 (수) 

시  간 내                 용 장   소
13:00~14:00 등록 및 전시 관람 1층 로비

14:00~14:30

개    회：- 개 회 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 격 려 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관)
- 환 영 사 (강원대학교 최현섭 총장)

시    상 1층
그랜드볼륨14:30~15:0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정책 소개 (교육과학기술부)

15:00~15:40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전개 방향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원장 김태수 교수)

15:40~16:20 대학도서관이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윤희윤 교수)

16:20~16:50 도서관 관련 상품 및 홍보물 관람 1층 로비
분과별 전문주제 토의

관/과장회의
16:50~17:40 도서관 현장 의견 및 현안 논의

지하1층
피카소17:40~18:30 The USC Libraries’Strategic Pla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un-Yoon Lee, Librarian)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16:50~18:30

정    리 1층 달리
수    서 1층 그레코
상호대차 1층 고야
참고봉사/열람 1층 그랜드볼륨
전    산 1층 벨라스케스

18:30~19:00 도서관 관련 상품 및 홍보물 관람 1층 로비

19:00~21:00 만    찬 엘꼬시네로/
그라시아스

∙∙ 2일차  2008년 7월 10일 (목) 

시  간 내                 용 장   소
07:00~08:30 조    식 그라시아스
09:00~09:10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소개

1층
그랜드볼륨

09:10~09:30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개 (강원대학교 도서관)

09:30~09:50 학술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 소개 (KERIS 국가지식정보센터 김동우 팀장)

09:50~10:50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
10:50~11:00 휴식 시간 1층 로비

11:00~11:50 실무자 분과별 심층토의 결과 발표
(정리, 수서, 상호대차, 참고봉사/열람, 전산 분과) 1층

그랜드볼륨
11:50~12:00 폐회 및 대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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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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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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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곽덕훈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차 님을 신하여 참석해주신 김 복 국장님, 본 회를 

공동 주 해주신 강원 학교 최 섭 총장님, 여러 학도서 의회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국 학도서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 의 말 을 드립니다. 

제 개인 으로는 KERIS의 5  원장으로 지난달 부임하여 처음 맞이하는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더욱 기쁘고 스럽게 생각합니다. 

지 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세기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 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식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로, 그 지식의 부분을 생산하는 학은 이 사회에서 가장 요한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학의 경쟁력은 곡 국가의 경쟁력이고, 여러분들은 그 첨단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소 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오면서 더 이상 어느 한 

학이 모든 필요한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를 리하는 

일에서도 문 인 지식과 고차원의 신기술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련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나 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더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탁트인  동해 바다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여시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서로 나 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세 학교 도서 을 최첨단 학술정보원으로 신축하시면서 학도서 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상을 한단계 업그 이드 시켜주신 연세 학교 김태수 원장님의 말 과,  OECD 국가에서의 도서  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학 도서 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구 학교 윤희윤 교수님의 말 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서 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 합니다. 

그 외에도 학 장에서의 살아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외국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많은 로그램이 

비되어 있습니다. 한 우리 도서 계를 함께 끌어나가시는 계업체 여러분들의 귀한 상품 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사무실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만끽하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지식이 풍요로와지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보네트웍과 더불어 무엇 보다도 요한 아름답고 견고한 

휴먼네트웍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곽 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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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격  려  사

오늘 제8회 2008 국 학도서 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를 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곽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과 강원 학교 최 섭 총장님, 그리고 한국 학도서 연합회 곽동철 

회장님을 비롯한 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학도서 의회 회장님들과 국 학의 도서 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학 계자 여러분께 환 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지  세계는 지식정보의 창출  활용 정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진입하 습니다.

지 자본과 그 리 능력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사회를 맞아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는 지식정보의 축 과 이를 공유하기 한 노력을 경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도서 은 

학생들의 학업역량 강화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사명인 학습센터, 정보센터의 기능을 균형

있게 추구하여야 합니다. 한, 지식을 효과 으로 창출, 유통, 활용하는 학술정보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학의 경쟁력 제고에 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길러내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학의 핵심인 라인 학도서 이 

새로운 시 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해 나가는 것은 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학도서  계자 여러분!

우리나라 학도서 의 여건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체 학도서 의 학술지 구독 

종수는 미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며, 체 자료 구입비는 미국의 약 11분의 1 수 이고, 자정보 평균 

구독 산의 경우에는 미국의 19분의 1수 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은 필수 이므로, 오늘 학도서  계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기반사회에 학도서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업무 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도서 을 지식정보자원 리의 핵심 거 으로 육성하기 해서는 학술정보자료의 확충과 함께 국․

내외 학술정보기 과의 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도서 의 비 을 구상하고 그 구체 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 하여 모인 자리인 

만큼, 이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우리 학도서 이 지식기반경제사회 

구 을 한 국가 핵심기반 시설로 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 합니다. 

끝으로, 학도서 에 깊은 심과 애정을 가지고‘2008 국 학도서  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을 드리면서, 이 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9.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  김  복

－7－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환  영  사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 을 자랑하는 해오름의 고장, 이곳 강원도 양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우리 강원 학교가 “2008 국 학도서  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김 복 국장님,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곽덕훈 원장님, 그리고 각 학 도서  장님을 비롯한 도서  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반에 걸쳐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정보는 우리의 미래사회를 

성장, 발 시키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인 학의 책무와 역할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학도서 의 기능 역시 더욱 더 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 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국가 간, 학 간의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의 학들은  이러한 지식정보를 생산, 공 하는 

역할을 제 로 수행해야만 하는 막 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도서 은 학 내의 지식정보 

인 라 구축의 핵심 인 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학도서 은 

학의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기에 효율 으로 공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 

내에서 생산된 지식을 배포, 교환, 공유, 보존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 내에서의 학도서 이 이러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실 하기 해서는 정부 기 과  

각 학 그리고 학도서 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긴 하게 조하는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008 국 학도서  회”는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하여 정부, 학 그리고 학도서 의 

계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향후 도서 의 보다 업그 이드 된 기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자리라는 

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모임에 우리 강원 학교가 공동 주최 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문을 환 하는 바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의 모임이 학도서  

발 을 한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곳 설악산과 동해가 어우러진 양양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강원도의 소 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며, 회 기간 내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9

강원 학교 총장  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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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정책 소개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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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정책방향대학도서관 정책방향

EUROPE ASIA

S. AMERICA

AFRICA

N. AMERICA

OCEANIA

지식자원

Knowledge Resources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

교육과학기술부국내·외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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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대학도서관의 역할

교육과학기술부

획일적·주입식 교육획일적획일적 ··주입식주입식 교육교육

입시위주 교육입시위주입시위주 교육교육

도서관의 현실

생활속의 독서 문화생활속의생활속의 독서독서 문화문화

도서관도서관도서관

입시 및 입직 공부입시입시 및및 입직입직 공부공부

독서실독서실독서실

저예산 투입저예산저예산 투입투입

도서관정책 관심 미흡도서관정책도서관정책 관심관심 미흡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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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대학도서관 정책 담당부서 변경

• ’08. 2.29 정부조직법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08. 2.29 정부조직법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

기술부

국제교육정보화국 지식정보기반과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연구지원관 학술연구진흥과

국제교육정보화국 지식정보기반과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연구지원관 학술연구진흥과

대학도서관

정책

대학도서관

정책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차원의 학술연구정보 생성 및 유통체계 구축국가차원의 학술연구정보 생성 및 유통체계 구축

분산된 학술연구정보의
효율적 통합 관리 유통

정보화를 통한
학술연구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지속적인 디지털화 및
연계 확대 통한 고도화

공식적 공유체제 조성공식적 공유체제 조성

메타데이타를 중심으로
통합검색 제공 및 원문
공동 이용
학술연구자의 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유사주제
중복 연구 방지
검색 시스템 성능 및 이용
편의성 강화 및 분야별, 
주제별 특화 서비스

학술연구정보의 창구 단일화학술연구정보의 창구 단일화

자료 생산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료 생성
즉시 유통되는 연계체제
구축
학술연구정보 수집, 
관리의 효율성 증대
디지털화 및 수집 관리의
효율성 증대

효율적 생성및유통체제 구축효율적 생성및유통체제 구축

학술연구자들의 정보 활용의 범위 확대 및 편의성 도모
학술연구정보의 정보 효율성 극대화
공유 가능한 학술정보 서비스 개선

대학도서관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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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통계 시스템 구축대학도서관 통계 시스템 구축

전문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 보급(dCollection)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 보급(dCollection)

목 적

• 학술정보의 생성단계부터 유통까지 디지털형태로 관리

• 디지털화 비용 절감 및 정보 서비스 기간 단축(3개월에서 30여일로

단축)

추진기간 : 2003∼2007년

추진실적

추진계획

• ’08년 신규생산 학위논문 중 35,000편(45%)에 대한 목록ᆞ초록ᆞ원문

보정작업을 실시하여 서비스 효용성 증대

62개교

(신규 22개교)

2006

206개교

(신규 144개교)

2007

20개교

(신규 16개)

2004

40개교

(신규 20개교)

2005

4개교보급 대학

200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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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dCollection 호스팅 시스템dCollection 호스팅 시스템

원문저장소

A대학 B대학

메타 DB

A대학 B대학

dCollection 호스팅

중앙관리시스템

정보이용자

교내검색

유통(DP) 

시스템

학술논문 구축관리 시스템

원문구축 시스템

로컬검색 시스템

라이선스 관리시스템

A대학 B대학

관리 DB

원문이용

dCollection 보급시스템dCollection 보급시스템

원문저장소로컬 메타 DB

정보이용자

교내검색

유통(DP) 

시스템

학술논문 구축관리 시스템

원문구축 시스템

로컬검색 시스템

라이선스 관리시스템

원문이용

RISSRISS통합관리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기 이관작업관리기

이관이력관리기

수집수집DB DB 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

dCollection 수집DBdCollection 수집DB

dCollection dCollection 통합검색시스템통합검색시스템

dCollection 중앙시스템dCollection 중앙시스템

RISS4U.NETRISS4U.NET

학술지 기타논문

학술논문 학위논문

중복처리
(반자동)

갱신 요청갱신 요청

RISS(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학술연구정보서비스))

메타데이터
유통 프로토콜

HTTP
SOAP

OAI-PMH

메타데이터
유통 프로토콜

HTTP
SOAP

OAI-PMH

수집수집

이관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RISS 통합DB

유통시스템유통시스템(SP)(SP)

SP관리기
통합DB구축기SP수집기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체계(dCollection) 시스템 구성도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체계(dCollection) 시스템 구성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 원자료(raw data) DB 구축학술 원자료(raw data) DB 구축

목적

• 사회과학분야의 통계나 수치 등의 원자료(raw data)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 사회과학 실습,강의 시스템을 통하여 통계자료, 설문조사자료 등의 원자료를 대학
강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추진계획 : 2004∼2008년

추진실적

‘08년 추진계획

• DB 및 수치DB 14,125건 구축 (한국사회과학데이타센터)

• RISS를 통하여 대학 및 유관기관 에서 이용가능, 다운로드 기능 추가 (시스템 개발)

소요예산

• 341백만원

15,83412,7403,094341’07년

71,66251,95719,7051,510합계

15,47512,7752,700341’06년

15,62312,0023,621341’05년

24,73014,44010,290487     ‘04년

계(건)수치DB(건)개념 DB(건)소요예산(백만원)구분



－16－

교육과학기술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06년~2011년 까지 5년동안 10개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대학도서관에 설치하

여, 정해진 전문 학술분야의 5,000종의 학술지를 확보하여, 모든 대학에 제공함으로

써 대학의 연구기반을 확충

※ 미국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학술지 평균 구독 종수는 약 25,000종인데 반하여 국내 전체대학

의 외국학술지 구독 종수는 약 10,000종 추정

’06년에 경북대학교 도서관 전자 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07

년까지 시범운영

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실비로 제공하여 상호대차 활성화를 유도하고, 분담

수서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

’08 지원예산 : 2억4천만원

※ 경북대학교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현황
- 정부지원으로 501종 추가, 총789종의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소장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용색인지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 수록된

전자.정보통신분야 학술지 341종 소장(43.2%) 

교육과학기술부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목적

• 정책 자문을 통한 도서관 현안 도출, 분석, 해결방안 제시 및 도서관 정책 지원

• 관련 전문가의 제안, 자문을 통한 정책의 신뢰성 확보, 시행착오 최소화

위원회구성

• 문헌정보학과 교수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기간 : ’08.4 ~’09.3

• 운영방법 : 필요 시 수시 협의회 개최

주요정책과제

• 학술정보자원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연구

• 국가학술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정립 방안

• 대학도서관 평가체제 구축 등에 대한 연구

• 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주제전문(전담)사서 양성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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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대학 정보공시제 시행

대학도서관 정보 공시 항목

• 대학 총 예산

• 대학도서관 예산

• 대학 총 예산 대비 대학도서관 예산 비율

• 도서구입비

• 재학생 수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전문가 교육과정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전문가 교육과정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전문가 과정 개설

• 이용자 지향적인 대학도서관 서비스 역량 강화

• 대상 : 대학도서관 사서

대학도서관 중견관리자 과정 개설

• 중견 관리자들의 기획력, 리더쉽, 경영관리 능력 강화

• 대상 : 대학도서관 중견 관리자

대학도서관 사서업무 능력 양성 과정 개설

• 대학도서관 업무 프로세스 및 역량 강화

• 대상 : 대학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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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추진목적

• 학술연구 중간 산출물 및 원자료(raw data) 공유·확산을 통한 후속연구 활성화

• 국가적 연구역량 강화

※ ’08년도 예산 : 38억원 ( ’08년~’12년까지 총 190억, 중기재정계획 ]

사업효과

• 중간 산출물 및 원자료(raw data) 공유를 통한 후속연구 활성화

• 수집·관리체계가 미흡한 중간 산출물 및 원자료(raw data)의 보존기능

향후계획

• 오픈 아카이브시스템 확장

• 학술연구정보분석시스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자료센터 구축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추진목적

• 표준화된 한국학 온라인 DB 구축

• 일반 국민에 대한 한국학 정보 제공

• 개별화된 자료의 컨텐츠화

※ ’08년도 예산 : 28억원 ( ’08년~’12년까지 총 140억, 중기재정계획 ]

추진내용

• 한국학 토대강화 및 심화 발전

• 한국학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 고양

• 한국학 후속세대 양성

• 한국학 지식정보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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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요

2,443109,8863,262646총 계

262,0737612교육대학

2,20194,4872,675420일반대학

341,5299255기타

18011,100419159전문대학

예산액(억)장서수(천권)직원수(명)도서관수(개)구분

2007. 4. 1 기준 통계

교육과학기술부대학도서관 주요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장서수는 증가하는 반면, 대출자수는 감소

5년간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변화 추이5년간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변화 추이

0

2 , 0 0 0

4 , 0 0 0

6 , 0 0 0

8 , 0 0 0

1 0 , 0 0 0

1 2 , 0 0 0

직 원 수 ( 명 ) 3 , 1 7 5 3 , 1 5 3 3 , 1 0 8 3 , 1 2 4 3 , 2 6 2

장 서 수 ( 만 권 ) 8 , 7 0 4 9 , 3 2 4 9 , 8 6 7 1 0 , 4 1 2 1 0 , 9 8 8

대 출 자 ( 만 명 ) 1 4 8 9 1 3 5 7 1 3 3 1 1 , 3 0 2 1 , 3 1 1

대 출 책 수 ( 만 권 ) 3 , 0 7 9 2 , 9 6 8 2 , 9 7 8 3 , 1 1 6 3 , 0 8 4

예 산 ( 억 원 ) 1 , 9 6 4 2 , 0 2 2 2 , 0 8 3 2 , 1 7 3 2 , 4 4 3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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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7.944.2723한국

1/21375.7131.021,045미국

5/21285.496.48,282영국

3/21328.492.61,001일본

자료구입비
순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유로)

학생 1인당
소장책수(권)

1개관당 연속
간행물 평균

구독종수
국가명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과의 비교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과의 비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RISS 주요 서비스 현황RISS 주요 서비스 현황

14(종)

93

158

10만3천(건)

50만7천(건)

96만(건)

652(기관)

545(기관)

95만(명)

2006

14(종]

98

163

11만6천[건]

61만6천[건]

112만(건]

669(기관]

569(기관]

111만(명)

2007

14(종)

81

143

6만2천(건)

39만9천(건)

93만(건)

622(기관)

505(기관)

79만5천(명)

2005

해외

국내

12(종)12117해외DB 국가라이선스

76686354DB 종 수

147142132114참여기관해외DB

공동구
매

558526316243상호대차

4만7천

21만

65만

425

56만7천

2003

3만6천

9만4천

46만

366

46만

2002

1만7천

8만

13만

306

28만

2001

학
위

논
문

학술지논문

5만2천

25만6천

75만

443

61만3천

2004

원문DB

종합목록

RISS 가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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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 효과서비스 효과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운영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

회원기관 : 569개 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확대 : 166개) 

목록구축 : 810만 건 (신규 목록데이터 29.3만 건 확충) 

국립중앙도서관 목차 구축(75만건), 출판유통 기관 신간도서 MARC 서비스 개시,

목록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지침 개발

학술정보 공동이용체제 확대를 위한 RISS International 서비스 개시

종합목록을 통한 회원도서관 운영 비용 절감 효과 : 연간 404억원

404억원 목록작성 비용 절감 효과, 410명 인력 절감 효과

상호대차 중앙 운영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 연간 26.8억원

비용의 중앙 처리로 연간 16,056일, 67명, 26.8억원 절감 효과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논문/ 학술논문 구축사업 참여기관 수 및 원문구축 건수학위논문/ 학술논문 구축사업 참여기관 수 및 원문구축 건수

967,443575,810391,633908532,057267,302264,7551562006년

1,116,013599,568516,445927630,481350,468280,3731832007년

925,855547,244378,611846399,802155,886243,9161442005년

소계URL연계원문구축소계URL연계원문구축

원문 구축건수(누적)
기관수

원문 구축건수(누적)
기관수

학술지논문학위논문

연도

연도별 학위논문/학술지논문 원문 이용량연도별 학위논문/학술지논문 원문 이용량

882

354

528

2006년

1,083

378

706

2007년

643합계

270학술지논문

373학위논문

2005년구분

(단위 : 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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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1)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1)

전 주제분야 북미 상위권대학의 최신 박사학위논문 원문 8만 여 편 제공DDOD

전 세계 최대 사회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 인용 색인 정보

(14,000 여종 해외 학술지 수록)
Scopus

저널의 인용정보 및 과학기술, 사회과학 분야 누적 논문 수 및 인용횟수를

통한 비교 평가 정보(Impact Factor 등) 제공
JCR Web

OCLC Worldcat 외 11종 DB의 서지 ·초록 정보 제공OCLC FirstSearch

사회학분야 원문정보 제공SocINDEX

영문학 분야 원문정보 제공LION

전 주제분야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 초록 180만 건 제공PQDT

제 공 내 용제공대상

정책형성과정(민주성) 교육과학기술부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2)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2)

전 주제분야 전공서적 및 참고자료(Reference)  전자책 원문 무료 제공netLibrary eBook

목록작성을 위한 미 국회도서관 해외 유틸리티LC CDS

컴퓨터·전자공학 분야 전자저널 및 Proceedings 등 300여 종의 원문제공ACM Portal

사전, 영어영문학, 문학, 정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천사 등을

수렴한 영어의 종합 데이터 베이스OED

법학분야의 전저저널 800여 종의 원문 제공Westlaw

의학분야 425종의 전자저널 제공PML

목록작성을 위한 해외 유틸리티OCLC Cataloging

제 공 내 용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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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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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학교 학술정보원 원장 ✣
김태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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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전개 방향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전개 방향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2008년 07월 0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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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기능 요약



－28－

3

1. 도서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역할

조직인력

서비스체제/
소프트웨어

• 대학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
•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도서관의 역할은 ?

• 도서관 조직 체제 및 운영은 합리적인가?
• 도서관 인력은 도서관의 역할에 맞게 전문적인가?

• 도서관은 서비스 지향적인가, 관리 지향적인가?
• 도서관의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가?
• 대학 생산 컨텐츠는 잘 관리되고 활용되는가?
• 도서관의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의 표준화 시스템인가?

하드웨어/
공간

•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충분히 오고 싶은 공간인가?
• 첨단 IT와 미디어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있는가?

I. 비전 수립

4

2. 학술정보원 비전 수립

비전

I. 비전 수립

대학 구성원의 학습·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상의 정보·인프라·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

조직인력

서비스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간

첨단 IT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공간을
통한 연구·학습환경 제공

국제 수준의 표준화된 시스템

양질의 콘텐츠 확충과 세계적인 학술정보
시스템을 통한 교수·학습의 수월성 추구

주제전문서비스 지원조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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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전 추진전략 수립

IT/미디어/문화/학습을 위한 복합공간 확보

차세대형 글로벌 학술정보시스템과 기관 레포지터리 구축

이용자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구현

학술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주제전문서비스 시행

관리중심의 기능적 조직을 서비스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II. 비전 추진전략

6

1. 도서관 조직개편

조직개편 진행절차 1조직개편 진행절차 1
삼성 SDS의 조직 컨설팅

1. 조직목표 수립 2. 조직과제 선정 3. 조직 재설계 4. 조직구조
대안 도출

1. 학술정보원 비전에
맞는 조직구조 선정

1. 주제별 전문 서비스 조직
강화

고객 중심의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조직 2. 첨단 IT 환경 운영을 위한

조직 강화

3. 관련 업무의 통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4. 시설/환경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1. 조직현황 분석

2. 핵심이슈/개선과제
도출

3. 이론적 모형검토

4. 국내외 사례분석

2. 조직 Role & 
Responsibility 정의

3. Staffing 원칙에 따른
적정 인력 산정

Specialization
(전문성확보)

Quality of
Service

Delivered
(서비스품질제고)

3S
추진 전략Standardi-

zation
(업무 표준체계확립) 도서관에서 사전에 작성한 ‘직무분석서’와

‘부서별/공간별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SDS의 컨설팅을 수행함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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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도서관 조직개편

조직개편 진행절차 2조직개편 진행절차 2

5. 도서관 수정안

6. 대학 본부와
협의

7. 도서관 최종안

8. 총장승인/
이사회승인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을 통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평가, 수정 작업

• 도서관 내 외부 변수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직제 도출

9. 조직개편 완료

• 대학 본부(기획실)와 협의

• 부서의 기능, 명칭, 단위조직 수 등 가이드라인 제시

• 기관 명을 ‘중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원’으로, 직제를 5부 1실

10과로 하는 조직개편안 확정

• 총장 승인 2007. 11

• 이사회 승인 2008. 01

• 2008월 3월 새로운 조직인 ‘학술정보원’ 출범

II. 비전 추진전략

8

1. 도서관 조직개편

학술정보원장

정책부원장 사서부원장

경영관리부경영관리부

기획홍보과

관리운영과

학술정보서비스부학술정보서비스부

인문사회정보과

과학기술정보과

이용자통합서비스과

디지털미디어부디지털미디어부

멀티미디어과

콘텐츠개발과

학술정보지원부학술정보지원부

자료수집과

자료조직과

학술정보시스템운영부학술정보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과

국학자료실국학자료실

도서관위원회

조직구조조직구조

※ 표시는 신설 부서/과를 나타냄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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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전문서비스 도입

인력확충 진행절차 1인력확충 진행절차 1
삼성 SDS의 인력 컨설팅

1. 인력운영 원칙
수립

2. 정원산정
이론모형 검토

3. 적정인력 산정 4. 보고/협의/승인

총장 보고
국내외 대학도서관
직원수 산정 기준
필요인력 산출

각국의 전문직, 비전문직
유형과 자격요건 분석

사서 vs. 비사서 적정
구성 비율 조사

이론모형 적용 시
필요인력 산정

현실적 적정인력 재 산정

정규직 15명 추가 요인

조정안 제출

최종 12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함

정보서비스/ 전략기획 중
심의 인력운영

관리 인력의 최소화

전문/비전문 인력의
직무분리, 효율성 확보

행정조교/근로학생 활용

II. 비전 추진전략

10

2. 주제전문서비스 도입

인력확충 진행절차 2인력확충 진행절차 2

5. 단계적 인력충원

6. 인력 재배치

7. 비정규직
인력계획

8. 보고/협의 승인

• 2008년 2월 학술정보원 체제로 인력 재배치를 단행함

• 정규인력 확충에 이어, 비정규직 소요인력 산정

• 개편된 조직의 직무에 따른 비정규 인력의 규모와 직무, 자격요건 정의

• 인사/예산 부서 협의

• 총장 승인 2008. 05

1단계 (’07.4)

4명

2단계 (’07.10)

5명

3단계 (’08.5)

3명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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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전문서비스 도입

학술정보원 인력 배치표학술정보원 인력 배치표

2131

52

1

1

4

3

1

4

10

1

4

1

1

계약직

비정규직

1

1

2

2

9

1

4

1

종일 아르바이트

1경영관리부

46계

4국학자료실

4자료조직과

1학술정보지원부

4시스템운영과

1콘텐츠개발과

1

5

3

1

4

5

6

1

2

2

1

정규직

자료수집과

멀티미디어과

이용자통합서비스과

과학기술정보과

인문사회정보과(분관포함)

관리운영과

기획홍보과

디지털미디어부

학술정보시스템운영부

학술정보서비스부

사서부원장

부서명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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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전문서비스 도입

연세대학교 주제전문서비스란?연세대학교 주제전문서비스란?
1. 1. 주제전문서비스 개요

•11명의 주제전문사서 배치로, 15개 학문분야의 주제별 전문서비스와
13개 단과대학 53개 전 학과에 대한 리에종(학과담당) 서비스 시행

•주제전문사서는 해당 주제분야를 전공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 전문 인력
•주제분야 교수/학생의 강의 및 연구, 학습 활동을 지원

2. 2. 주제전문사서의 업무

•장서개발 I  강의지원 I  학술정보조사 상담 I  정보활용교육 I  리에종서비스 I  
디지털전공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연구정보가이드, 신간 학술정보제공 등)

•향후 기관 레포지터리(IR)를 기반으로 학내 학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선도 / 지원

3. 3. 주제전문사서의 양성

•주제전문가의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 사서교육과정 진학(현재 5명)

4. 4. 의의

•주제 분야 전공자를 선발, 주제전문서비스를 시행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수준의 고품질 전문 학술정보서비스 체제를 갖춤
•도서관이 선도하여 직접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계획하고 추진한 대표적 사례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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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전문서비스 도입

기계공학/컴퓨터/정보산업전기전자

도시공/토목환경건축공학

화학/금속시스템/세라믹생명공학/화학공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음악대학

생물학/생화학

이과대학/학부대학물리학/천문우주학

5명
과학
기술

학과 연락 담당주제전문서비스담당

주제전문서비스 정식서비스 시작

2008.05
11명의 주제전문가 배치로, 
15개 학문분야에 대한 주제전문서비스, 
13개 대학, 53개학과 전체에 대한 리에종 1) 서비스

11명의 주제전문가 배치로, 
15개 학문분야에 대한 주제전문서비스, 
13개 대학, 53개학과 전체에 대한 리에종 1) 서비스

서비스 확대 (예정)

2008.~ •주제전문서비스 제도 정착 및 인력 지원 여부에 따라 서비스

확대 예정

•내부 직원의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병행

•주제전문서비스 제도 정착 및 인력 지원 여부에 따라 서비스

확대 예정

•내부 직원의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병행

1

2

상경대학/ 심리학경영학

사회과학대학중국학

법과대학법학

신과대학정치학

국문/사학/철학한국학

유럽어문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영문학/문헌정보학

6명
인문
사회

학과 연락 담당주제전문서비스담당

1)  리에종(Liaison)이란?
통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과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서(리에종)를 배치하여 정보서비스를 수행. 리에종

사서는 반드시 주제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제전문사서와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주제전문사서가 리에종서비스를 맡아 수행하기도 함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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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스톱서비스 시행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서비스내용

•문헌복사(Document Delivery) 서비스

•도서반납(Circulation) 서비스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동문 원스톱 서비스

•도서관 이용안내 서비스

•이용 권한 관리(Privilege) 서비스

•출입증 현장 발급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업무를
단일 창구로 통합한
‘원스톱서비스’ 시행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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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IR시스템 구축

학술정보
시스템

학술정보
시스템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ExLibris 패키지) 도입 결정2007.12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과 원주캠퍼스 학술정보처 통합운영

•세계수준의 표준화된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기존 학술정보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시스템으로 교체

•통합 운영이 가능한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교내 생산 학술 연구 정보자원의 수집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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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
대학 혹은 기관 커뮤니티의 디지털 컬렉션 또는 전자 서고
학내 생산 지식 정보의 체계적 수집, 가공, 축적, 유통시키는 일련의 서비스

4.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IR시스템 구축

•IR 구축 사례조사 팀 활동: IR구축사례 및 교내 콘텐츠 현황 조사, 콘텐츠
구축계획안 작성

2007.05~
2007.07

•IR 서비스 기획팀 활동: IR콘텐츠 수집범위 및 방법 구체화, 서비스계획안 작성
2007.12~
2008.03

•디지털자원관리 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도입 예정
•교내 e-learning시스템, 교내 콘텐츠 보유 사이트 연계를 통한 콘텐츠 수집 및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예정

•주요기관 컨텐츠 협력체제 구축

2008.07~

•IR 서비스 시작 예정2009.09

•‘콘텐츠개발과’ 신설: IR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정식 부서로 설치함2008.03

Institutional Repository (IR, 기관 레포지터리) 이란?Institutional Repository (IR, 기관 레포지터리) 이란?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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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1. 학술정보관 건립의 의의1. 학술정보관 건립의 의의

학술정보관 건립학술정보관 건립

대학 구성원의 학습·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상의 정보·인프라·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

대학 구성원의 학습·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상의 정보·인프라·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

서비스체제,조직인력서비스체제,조직인력

학술정보원

비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인프라 시설 확충IT인프라 시설 확충

유비쿼터스 도서관유비쿼터스 도서관

문화 휴게시설 확충문화 휴게시설 확충 글로벌 학술정보시스템 도입글로벌 학술정보시스템 도입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

주제전문서비스 도입주제전문서비스 도입

비전 달성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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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2000.11.13 학술정보관 건립준비위원회 구성, 건립계획 기획실 품의1

2004.05.08 학술정보관 기공식2

2005.03.09 학술정보관 건립추진 중앙도서관 TF팀 구성3

2005.05.14 학술정보관 착공식4

2006.03.16 학술정보관 신축 시작5

2006.11.09 학술정보원 조직 및 인력 계획안 총장 보고6

2007.11.20 공식명칭,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으로 결정7

2008.01.18 ‘학술정보원’ 조직 개편안 이사회 승인8

2008.05.13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개관9

2. 학술정보관 건립 주요 일지2. 학술정보관 건립 주요 일지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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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U-Lounge
Information Commons

과학기술자료열람실

멀티미디어센터

보존서고

국제회의실

U-Lounge

인문사회자료열람실

일반열람실(24시간)

기록보존소

국학자료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중앙도서관

• 첨단IT도서관
• 과학기술도서관

• 전통도서관
• 인문사회도서관

3. 공간계획 – 기본 컨셉3. 공간계획 – 기본 컨셉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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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중앙도서관

장기원국제회의실, 사무실

법학도서관

과학기술참고자료실, 교수열람실

대열람실, 노트북열람실

멀티미디어센터

Information Commons

U-Lounge, 전시실,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

IC·U-Lounge

헬프데스크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휴게실

국학자료실, 대학원열람실

인문사회참고자료실

사회/과학기술자료실

인문자료실

일반열람실(24시간),

사무실

2006.01~2008.03
2006.01~2008.03

10,112평(33,428㎡)
10,112평(33,428㎡)

지하3층, 지상6층
지하3층, 지상6층

건축규모건축규모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건축기간건축기간4. 학술정보관 건축 개요 / 배치 단면도4. 학술정보관 건축 개요 / 배치 단면도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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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완공 사진완공 사진

4. 공간계획 – 완공 모습4. 공간계획 – 완공 모습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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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Concept

• Ubiquitous 기술과 도서관의

콘텐츠, 휴게를 결합한 복합공간

구성

• 라운지의 휴식기능과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

Contents

• 종합안내(대형디스플레이시스템)
• 홍보섹션(각종 홍보영상 방영)
• MOD(IPTV)
• 매직미러(생활정보)
• 메모보드(메모, 광고 디스플레이)
• E-Book
• 전자신문

• 베스트/신간 전자도서

• 스마트테이블

• 디지털연못

• 안락한 휴게테이블과 소파

5. 주요공간 소개 – U-Lounge5. 주요공간 소개 – U-Lounge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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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Concept

• Information Commons / 
Collaboration

• 디지털 학술 정보 활용 및 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IT 인프라 환경이

구축된 공간

• 2개 층을 연속된 스텝으로 배치하여

개방형 정보 공유의 광장으로 활용

Contents

• 약 300대의 PC와 80여 석의

조망형 노트북열람석 제공

• 학술정보검색코너, 과제수행코너, 
인터넷정보검색코너, 
장애인전용코너, Express Internet 
코너 등 다양한 용도/공간으로 구성

• 5인 정도의 토의 및 세미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협업부스 16실 제공

5. 주요공간 소개 – Information Commons5. 주요공간 소개 – Information Commons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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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정보관 건립

Concept

• Multimedia Space
• 미디어의 제작, 편집, 감상, 교육, 열람, 

학습 등 멀티미디어에 대한 Total Service 
제공

•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교육의 수월성

추구

Contents

• 미디어 열람
• Blu-ray/VOD/DVD/어학 /오디오

• 매체편집 변환코너/IPTV/위성방송

• 미디어감상실
• 40인석 Theater로서 교육 및 문화 /여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전문 감상실

• Full HD DLP 프로젝터와 16:9 스크린 설치

• 어학부스
• 수려한 독립부스 형태의 어학학습공간

• 프리토킹이 가능하도록 소음 차단형

개인공간

• 멀티미디어교육실
• 다양한 S/W를 지원하는 실습형 교육공간

• 미디어제작실(Studio)
•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한 Public 

스튜디오 및 편집공간

• 프레젠테이션룸
• 프레젠테이션 기기가 설치된 소규모 세미나

및 프레젠테이션 활용 공간

5. 주요공간 소개 – 멀티미디어센터5. 주요공간 소개 – 멀티미디어센터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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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기능 요약

1. Ubiquitous Library

<최첨단 IT 기반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U-Campus Project와 연계

관내 전 구역이 무선 랜 설비를 갖추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네트워크와 연결됨

RFID 카드 한 장만으로도 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최첨단 IT 기반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U-Campus Project와 연계

관내 전 구역이 무선 랜 설비를 갖추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네트워크와 연결됨

RFID 카드 한 장만으로도 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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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기능 요약

2. Cultural Library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U-라운지 : IPTV, UCC 동영상, 영화, 디지털북, 전자신문 등의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멀티미디어센터 :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열람, 미디어 손수 제작 및 편집 가능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지원함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U-라운지 : IPTV, UCC 동영상, 영화, 디지털북, 전자신문 등의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멀티미디어센터 :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열람, 미디어 손수 제작 및 편집 가능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지원함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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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기능 요약

3. Convenient Library

<쾌적하고 다양한 용도별 맞춤 연구 학습 공간>

목적과 용도에 따라 특색 있게 맞춤 설계된 열람석, 그룹 스터디룸, 세미나룸, 프레젠테이션룸, 

협업과제수행코너 등을 이용할 수 있음

화상 회의 및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실, 첨단 설비를 갖춘 학술정보교육실과 멀티미디어교육실

노트북전용열람실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연구와 학습이 가능함

자연 채광의 실내 정원 및 옥상공원과 함께 건물 곳곳에는 다양한 휴식공간과 외국인, 장애인, 수유자

등을 배려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 개개인을 위한 최적화된 맞춤시설을 제공함

<쾌적하고 다양한 용도별 맞춤 연구 학습 공간>

목적과 용도에 따라 특색 있게 맞춤 설계된 열람석, 그룹 스터디룸, 세미나룸, 프레젠테이션룸, 

협업과제수행코너 등을 이용할 수 있음

화상 회의 및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실, 첨단 설비를 갖춘 학술정보교육실과 멀티미디어교육실

노트북전용열람실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연구와 학습이 가능함

자연 채광의 실내 정원 및 옥상공원과 함께 건물 곳곳에는 다양한 휴식공간과 외국인, 장애인, 수유자

등을 배려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 개개인을 위한 최적화된 맞춤시설을 제공함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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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기능 요약

4. Research Consultation

<전문사서에 의한 전공별 주제전문서비스>

해당 학문을 전공한 주제전문사서가 주제 분야의 장서 개발, 강의/연구지원, 정보검색 교육, 연구 정보

조사, 학술 정보 상담 등을 전담하여 서비스 함

주제전문사서는 주제분야 및 인접학과와 도서관과의 연결 창구역할을 담당하며, 연구자와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전문사서에 의한 전공별 주제전문서비스>

해당 학문을 전공한 주제전문사서가 주제 분야의 장서 개발, 강의/연구지원, 정보검색 교육, 연구 정보

조사, 학술 정보 상담 등을 전담하여 서비스 함

주제전문사서는 주제분야 및 인접학과와 도서관과의 연결 창구역할을 담당하며, 연구자와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5. One-stop Service

<편리한 원스톱 이용자통합서비스>

문헌복사, 상호대차, 자료 반납 및 예약도서 대출, 장애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출입증 발급, 이용자 권한 관리, 동문 서비스,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함

<편리한 원스톱 이용자통합서비스>

문헌복사, 상호대차, 자료 반납 및 예약도서 대출, 장애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출입증 발급, 이용자 권한 관리, 동문 서비스,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함

II. 비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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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교훈

학술정보관 건립사업을 전담하는 팀 운영으로, 도서관에서 건축 프로젝트 주도

2001년부터 학술정보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외부 의견수렴, 

공간설계, 서비스계획수립, 주제전문서비스 제도 도입, 조직개편, 인력계획 등을

담당할 전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함

2001년부터 학술정보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외부 의견수렴, 

공간설계, 서비스계획수립, 주제전문서비스 제도 도입, 조직개편, 인력계획 등을

담당할 전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함

1

전담 팀을 통하여 학술정보관 건립사업 전반을 도서관에서 주도함
전담 팀을 통하여 학술정보관 건립사업 전반을 도서관에서 주도함

학술정보관 건축 관련 각종 위원회와 실무 그룹에 도서관장 및 담당 직원이

참여함

학술정보관 건축 관련 각종 위원회와 실무 그룹에 도서관장 및 담당 직원이

참여함

III. 평가 및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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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교훈

대학의 비전 달성과 경쟁력 강화

『Yonsei, the First and the Best』라는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도서관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음

『Yonsei, the First and the Best』라는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도서관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음

2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연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구지원, 
학술정보서비스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주제전문서비스 제도 도입을 목표로 설정함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연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구지원, 
학술정보서비스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주제전문서비스 제도 도입을 목표로 설정함

주제전문서비스의 정착으로 연구활동의 직접 지원체계를 확보함
주제전문서비스의 정착으로 연구활동의 직접 지원체계를 확보함

IT시설이 반영된 Ubiquitous도서관 건립
IT시설이 반영된 Ubiquitous도서관 건립

국내외 벤치마킹 도서관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
국내외 벤치마킹 도서관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

대학 내에서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됨
대학 내에서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됨

직원들 스스로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됨
직원들 스스로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됨

조직/인력,

서비스체제

조직/인력,

서비스체제

학술정보관

구축사업

학술정보관

구축사업

III. 평가 및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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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이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구 학교 문헌정보학과 ✣
윤희윤 교수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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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희 윤 교수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도서관이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7. 9)

Ⅰ. 발심(發心)

Ⅱ. 도서관의 정체성과 정언적 명제

Ⅲ. OECD 국가의 연구경쟁력 현주소

Ⅳ. 대학 연구경쟁력과 도서관의 함수

Ⅴ. 정각(正覺)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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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切 唯 心 造 ∞ 3

Ⅰ. 발심(發心)

도서관은 대학의 학술적 심장인가?

대학 당국과 정부는 왜 도서관의 역량강화와 충실화에 인색한가?

도서관은 어떤 언어로 대학 당국 및 교수집단과 소통하여 왔는가, 설득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언어가 도서관만의 그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도서관의 당위론적 중요성, 관념론적 접근, 상투적 언어는 여전히 지루

한 독백 내지 소리없는 아우성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언어들을 순열과 조합하여 실증적 논리를 개발할 것인가?

그 단초로 도서관이 대학의 연구경쟁력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 一 切 唯 心 造 ∞ 4

1. 도서관의 정체성

수사적(당위론적) 표현 : 대학의 심장, 학술연구정보센터 등 -> 말의 성찬, 언

어의 유희에 불과함

법제적 성격과 위상 : 대학의 교육기본시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

표 2) -> 내용의 빈약성, 실효성 부재, 사문화

대학종합평가지표상의 비중 : 5% 이하(선진국 10%를 적정 기준으로 설정) 

대학사회에서의 현실(조직)적 지위 : 부속시설 > 직속시설(대학의 예산, 인력

등에서 후순위)

교수집단의 인식적 위상 : 조직확대, 실물장서 수집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실물장서 확충의 불필요성,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반발, 기술결정주의(인터넷

내지 디지털 만능주의)의 확산(이공계 > 사회계 > 인문계)

Ⅱ. 도서관의 정체성과 정언적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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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切 唯 心 造 ∞ 5

2. 도서관의 정언적 명제

대학 교육연구활동의 적시적 지원(One Stop, Optimal Information Serving)   

대학의 학문적, 학술적 정체성을 대변·강화하는 고품질 지식정보시스템

(High Quality Information System)

누적성과 역사성을 겸비한 실물장서의 방대한 집적소(Archiving Center)

디지털 및 인터넷 정보자료의 주제게이트웨이(Subject Gateway)

하이브리드형 학술연구도서관(Hybrid Research Library)

- 실물공간과 디지털 오디세이

- 소장패러다임(Just-in Case)과 접근패러다임(Just-in Time)

- 적시적 이용과 장기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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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 정체성과 정언적 명제의 부정합 : 당위와 현실에서 배태되는 간

극을 극복하기 위한 실증적 논거 개발이 절실하고 중요함

도서관에 비판적인 또는 부정적인 교수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언

어개발과 전략적 접근방안의 강구

도서관에 대한 대학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교수의 연구생산성 제고, 대학의 대

외적 위상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임을 설명할 논리의 개발

정부의 도서관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대학의 연구경쟁력, 국가의 연구경쟁력

및 국제경쟁력의 동력임을 입증할 논거의 확보

요컨대 도서관의 대학 연구경쟁력 기여에 대한 실증적 행렬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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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경쟁력 순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및 지표 : 61개국을 대상으로 4개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 부문(분야별 5개 부문), 314개 항목(경성자료 201개, 설문자

료 113개)을 적용, 평가하고 경쟁력 지수 발표

3129382948,082Korea

2825303560,200France

22241721127,687Japan

2120212259,778United Kingdom

181922164,061New Zealand

17151065,228Finland

1616262382,491Germany

111312154,592Norway

108151316,275Netherlands

9914148,994Sweden

753531,946Canada

7126920,111Australia

65575,401Denmark

46887,391Switzerland

1111293,655United States

2008200720062005

국가경쟁력 순위인 구
(2004, 천명)

국 가

Ⅲ. OECD 국가의 연구경쟁력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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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및 지표 : 7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성장경쟁력
지수(GCI)의 3개 분야, 기업경쟁력지수(BCI) 2개 분야를 합하여 7개 부문, 93개 항목
(경성자료 14개, 설문자료 79개)으로 세분하여 평가

242114184,061New Zealand

1916101420,111Australia

1815302760,200France

1617984,592Norway

1312161531,946Canada

1123182548,082Korea

1011131216,275Netherlands

92151159,778United Kingdom

85169127,687Japan

66115,228Finland

57131382,491Germany

49338,994Sweden

33455,401Denmark

24787,391Switzerland

1122293,655United States

2007-20082006-20072005-20062004-2005

국가경쟁력 순위(GCI)인 구
(2004, 천명)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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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연구경쟁력 현황

a : 2002, b : 2001, c : 2000, d : 인문사회계 R&/D 제외
1) Purchasing Power Parities
2) TS DB(SCIE, SSCI, A&HCI)의 총 수록건수임(단, review, letter, note는 제외함)
3) 미국 논문수는 TS DB(SCI+SSCI+A&HCI)의 총 395,053편 중 70%(review, letter 등 제외)를 논문(articles)으로 간주, 재산출한 추정치임

1,68328,6566.5118.767.361.6130.481.8227,437OECD(평균)

18,324276,53739.316.868.963.1131.202.6039,700United States

2,04579,2295.521.465.743.9031.291.8931,400United Kingdom

64,6064.036.7a31.8a31.54b60.95b0.94a19,400Portugal

63020,8706.8c10.1d76.174.0123.86d2.64d20,900Korea

13,19578,68410.413.775.074.5217.693.1529,600Japan

84036,7063.0a32.8a48.3a43.00a50.80a1.16a27,700Italy

7,27170,3496.916.869.866.1231.142.5528,500Germany

2,44751,4497.719.362.352.11a38.36a2.1929,600France

5948,12817.719.270.570.0025.723.4930,600Finland

2168,7759.323.1a69.0a61.41b28.21b2.53a31,600Denmark

125,2453.315.361.051.4541.831.2618,500Czech Republic

66137,2547.2a35.753.047.5235.501.9431,500Canada

39711,5298.4d18.474.064.31b21.44b2.3130,900Belgium

2828,3705.8a27.0a66.8a43.9234.742.2031,700Austria

36723,8577.6a28.0a48.8a46.43a44.39a1.62a30,200Australia

HERDBERD산업정부

특허
(2002)

논문수2

(TS DB)
고용인력
1천명당연

구자수

GERD 사용(%)GERD 부담(%)GERD/
GDP
(%)

1인당
GDP

(PPPs1)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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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과학논문 생산성 현황

a : 2000, b : 2001, c : 2003

5.312.1469,30927,95113,059.0OECD(평균)

2.911.08802,598299,336276,260.2United States

5.862.33190,46875,57632,481.4United Kingdom

2.932.188,8366,5653,014.5Turkey

8.812.4149,56613,5625,627.1aSwitzerland

4.051.4042,16114,58610,419.8bSweden

-0.05-23432.1cLuxembourg

1.190.8026,56717,78522,246.6Korea

1.360.73146,74878,557108,248.1Japan

4.602.1381,43537,72017,698.6Italy

3.171.20176,64666,76655,673.5Germany

2.941.24112,66147,63938,360.0France

3.731.4818,6477,4054,997.0Finland

6.372.0926,0328,5584,086.8Denmark

5.012.0291,28036,78218,202.9Canada

5.171.6929,9879,7825,801.6Belgium

3.891.5520,0017,9525,137.7Austria

5.902.2452,74921,5029,608.6Australia

피인용회수논문수

100만 달러당 생산성
SCI 논문 피인용회수

(2003)
SCI 게재논문수

(2003)
GERD

(백만 달러, 2002)
국 가

∞ 一 切 唯 心 造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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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37)4 (0.24)23 (0.41)Czech Republic

7,265 (100.00)1,685 (100.00)5,580 (100.00)계

29 (0.40)2 (0.12)27 (0.48)Korea

31 (0.43)2 (0.12)29 (0.52)Spain

43 (0.59)6 (0.36)37 (0.66)Norway

49 (0.67)0 (0.00)49 (0.88)Poland

65 (0.89)2 (0.12)63 (1.13)Denmark

66 (0.91)1 (0.06)65 (1.16)Italy

76 (1.05)16 (0.95)60 (1.08)Australia

103 (1.42)28 (1.66)75 (1.34)Canada

160 (2.20)17 (1.01)143 (2.56)France

167 (2.30)7 (0.42)160 (2.87)Japan

170 (2.34)21 (1.25)149 (2.67)Switzerland

479 (6.59)52 (3.09)427 (7.65)Germany

673 (9.26)102 (6.05)571 (10.23)Netherlands

1,686 (23.21)419 (24.87)1,267 (22.71)United Kingdom

3,271 (45.02)982 (58.28)2,289 (41.02)United States

SSCISCI
계(%)

JCR 등재잡지 종수
국 가

4. 국가 연구정보 지배력 현황

∞ 一 切 唯 心 造 ∞ 14

5. 국가 연구경쟁력 지표 분석

유의수준 : ** 0.01 ; * 0.05

1특허수

.740**1JCR 등재잡지종수

.784**.885**1SCI논문 피인용회수

.900**.923**.936**1SCI 게재논문수

.972**.808**.876**.954**1총연구자수

-.289-.147-.101-.179-.2361
정부연구개발비
(GOVERD)

.898**.803**.877**.932**.943**-.1841총연구개발비(GERD)

.245.269.240.261.228-.756**.25611인당 GDP

.338.334.305.327.325-.623**.352.660**1국가경쟁력(WEF)

.367*.398*4.06*.384*.358-.664**.424*.793**.848**1국가경쟁력(IMD)

WEFIMD

특허
건수

JCR 등재
잡지종수

SCI논문
피인용회수

SCI 게재
논문수

총연구
자수

연구개발비
(정부부담)

총연구개발비
(GERD)

1인당
GDP

국가경쟁력지 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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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 경쟁력 순위

영국 ‘The Times’의 세계 대학 순위

1.021Russia22

1.021Finland21

1.531Korea20

1.531New Zealand19

1.531Denmark18

1.021Israel17

1.532Austria16

1.533Belgium14

5.0104Netherlands13

1.5321India12

4.5921Germany11

1.5332Singapore10

1.5322Hong Kong9

3.5742Switzerland8

4.0833Canada7

3.06411China6

5.010321Japan5

8.5171261Australia4

4.595211France3

12.02413842United Kingdom2

27.0543120127United States1

%계

Top 200
Top 100Top 50Top 20Top 10국가순위

∞ 一 切 唯 心 造 ∞ 16

중국 상해교통대학(SJTU)의 세계 대학 순위

0.8431Brazil22

1.6851Korea21

1.8942Spain20

3.6181562China19

1.47664Belgium18

0.422111Russia17

1.052211Finland16

0.843211Norway15

1.264211Austria14

1.054431Denmark13

1.476441Israel12

4.62318951Italy11

2.81410962Australia10

2.41211972Netherlands9

1.687663Switzerland8

2.21111954Sweden7

4.221191384France6

4.623191784Canada5

8.0403323165Germany4

6.8342413951Japan3

8.040363019112United Kingdom2

33.6168140119905317United States1

%계

Top 500
Top 400Top 300Top 200Top100Top 20국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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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학순위 결정지표의 회귀분석(영국 vs 중국) 

0.997.000.083.005.083외국인 학생수(IS)

0.993.000.110.003.066외국인 교수수(IF)

0.970.000.195.003.138국제기업의 대학평가(RR)

0.936.000.248.005.299연구논문의 영향력(CF)

0.891.000.274.004.297교수 대 학생비율(FS)

0.791.000.669.004.595동료평가(PR) 총평가점수(TS)= 

0.056 + 0.595PR + 

0.0297FS + 

0.299CF + 0.138RR 

+ 0.066IF + 

0.083IS

.169.056(상수)

베타표준오차B
회귀모형R2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비표준화 계수지 표
(변수)

1.000.000.093.000.103규모(S)

0.997.000.145.000.103고인용도(HiCi)

0.987.000.246.000.205논문수(SCI)

0.977.000.186.000.206논문수(N&S)

0.943.000.323.000.206교수 수상(FA)

0.865.000.226.001.206졸업생 수상(AA)
총평가점수(TS)= -
0.006 + 0.206AA + 
0.206FA + 
0.306N&S + 
0.205SCI + 
0.103HiCi + 0.103S

.016-.006(상수)

베타표준오차B
회귀모형R2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비표준화 계수지 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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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 연구경쟁력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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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 연구경쟁력 지표 분석

a : 2002, b : 2001, c : 2000, d : 인문사회계 R&D 제외

0.646.8769.7626,06631,2603,970.9OECD(평균)

1.045.1174.1205,190197,525a40,172.9United States

1.218.2675.259,55449,045a 7,211.0United Kingdom

0.555.0191.49,71617,544a1,938.0aTurkey

0.654.7648.37,28011,191a1,529.5aSwitzerland

0.695.1773.111,77817,1462,277.7Sweden

0.416.0376.620,26749,1963,359.4Spain

0.2019.0651.71,0375,27654.4Slovak Republic

0.325.4069.03,18010,062589.1Portugal

0.2210.9468.48,57938,455784.0Poland

0.634.8371.53,9286,251812.9Norway

0.3210.1367.33,1389,701309.7New Zealand

1.016.3676.215,96015,828a2,510.7aNetherlands

0.454.3561.44,80110,648c1,102.5bMexico

0.5711.311.917301.5Luxembourg

0.667.1083.717,47826,4192,460.2Korea

0.353.9376.960,469172,39615,396.9Japan

0.964.6874.027,15928,301a5,809.2aItaly

1.028.8875.33,5453,474399.1Ireland

0.495.0767.127356253.8Iceland

0.497.5464.32,9425,957390.1Hungary

0.627.5781.55,2948,544b699.0Greece

0.725.0669.749,07068,2439,704.2Germany

0.353.0744.122,66464,4037,385.0France

0.526.8384.16,82813,0331,000.1Finland

0.826.5371.96,3077,665966.0Denmark

0.688.4054.52,8604,218340.4Czech Republic

0.894.6783.831,20734,9106,683.5Canada

0.807.8183.49,61812,034b1,231.5Belgium

0.984.9081.46,8116,977a1,388.7aAustria

0.457.4580.119,11642,780a2,566.0aAustralia

연구자 1인당100만 달러당

연구생산성(논문수)총논문수 중
대학논문수(%)

대학논문수
(TS DB)

대학
연구자수(명)

HERD
(백만 달러, PPP)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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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 연구경쟁력과 도서관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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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croscopic Approach : OECD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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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scopic Approach : Universities in the ARWU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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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곡선 적합도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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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각(正覺)

도서관은 ‘대학 학술연구의 심장’이다.

대학과 정부는 ‘도서관의 충실화 전략이 대학 및 국가 연구경쟁력의 출발점 ’임
을 각인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사서직)은 기관 레포지터리를 구축하여 소장자료와 교수의 연구결

과물(학술논문, 저서, 보고서) 인용자료를 비교 체크하여 기여도를 측정하는 사

례연구를 축적해야 한다.

대학 및 정부는 ‘도서관의 연구생산성 및 연구경쟁력 기여도 ’를 사례별로 분석, 

검증하기 위한 연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一微塵中含十方, 初發心時便正覺

감사합니다



관/ 과장회의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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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la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un-Yoon Lee, Librarian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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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윤
Multimedia Collections Librarian, East Asian Library, USC

The USC Libraries’ Strategic Plan

Outline

USC 및 USC 도서관 소개

USC 도서관 전략 기획: 과정 및 배경

USC 도서관 전략 기획: 기본 이념

USC 도서관 전략 기획: 운영 목적 / 세부 목
표

USC 도서관 전략 기획: 실행 절차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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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ww.usc.edu

1880년에 설립: 설립 당시 학생 53명, 교수 10명; 현 학생
대 교수 비율: 10 대 1

캠퍼스 위치

University Park Campus: Los Angeles의 Downtown 
Arts and Education Corridor 중심부에 위치

Health Science Campus

Programs and centers in Marina Del Rey, Orange 
County, Sacramento, Washington, D.C., Catalina 
Island, Alhambra and around Southern California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nt’d)

재학생 (2007- 08 academic year)

Undergraduates: 16,500 명

Graduate and professional: 17,000 명

Total: 33,500 명

외국인 학생: 5,800 명

한국학생: 649 명

2007 입학생

지원자: 33,760 명

합격자: 8,55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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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nt’d)

2007 학위 취득자

학사: 4,676 명

석박사: 5,380 명

6년 졸업율

2007년 졸업 (2001년 입학) 85 %

2006년 졸업 (2000년 입학) 84 %

교수및 교직원

교수: 3,200명 (Full-time)

교직원: 8,200명 (Half-time 이상)

학생 직원: 6,600명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nt’d)

단과대학

The College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Graduate Schools

17 Professional Schools: USC Leventhal School of 
Accounting; School of Architecture; Marshall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Cinematic Arts;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School of 
Dentistry; Rossier School of Education;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Roski School of Fine Arts; 
Divis School of Gerontology; Gould School of Law; 
Keck School of Medicine; Thornton School of 
Music; School of Pharmacy;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School of Social Work; 
School of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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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Libraries
www.usc.edu/libraries

21 branch libraries: Accounting; Architecture & 
Fine Arts; Boeckmann Center; Business; 
Cinematic Arts; Dental; Doheny; East Asian; 
Feuchtwanger Memorial; Gerontology; Grand 
Avenue; Law; Leavey; Medical; Music; 
Philosopy; Science & Engineerng; Social Work 
Information Center;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Archives; VKC Library

USC Libraries (cont’d)

Collection Statistics from fiscal year 2006-7

Total volumes: 4,038,228

Serial titles: 103,275

Visual materials: 3,192,538

Microfilm units: 6,278,392

Manuscripts and archives (in linear feet): 47,545

Electronic books: 316,097

Electronic journals: 65,381

Digital Archive items: 245,419

Circulation and renewal transactions: 560,884

Library instruction sessions: 1,104

ILL (to: 22,627; from: 17,423)

Total reference transactions: 61,358

Electronic reference transactions: 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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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Libraries’ Strategic Plan
전략 기획안

2007년 8월 1일 Catherine Quinlan 관장 (Dean) 
으로 부임; 8월 전략기획팀 소집; 매주 정기적 회
의; 사서들과의 포럼

2007년 12월 완성

실행안

2008년 1월 - 4월 기본틀 계획

2008년 4월 - 5월 기본틀 완성

2008년 4월 22일 개시

2008년 7월 – 2009년 12월 완성

USC ’s strategies direction (대학의 전략기획)

Social needs 

Global presence 

Innovative, learner-centered education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적 요소)

Culture of persistent connectivity

A content-focused approach 

Preservation, retrieval, and critical evaluatio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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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s of our primary community (일차 이용
자)

USC administration, faculty, students, and staff

Alumni and donors

Secondary audiences (이차 이용자)

Los Angeles and the region

Global researchers and scholars

Context (cont’d)

The Essenti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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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ential Library
Foreword (머리말)

Foundations (기본 이념)

Vision—what we aspire to become

Mission—our guiding purpose

Values—core principles

Imperatives (goals) (운영목적)

Collections

Technology and access

Customer service

Moving forward 

Foreword

The Essential Library

대학의 전략기획 뱡향

향후 12-18 개월의 목표설정

미래 혁신의 중요성 강조

강의와 연구활동의 주춧돌로서의 도서관, 
그 역활의 중요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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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C Libraries will be an innovative, 

inspiring, and integral partner in the scholarly 

achievements of USC faculty, students, and 

staff. 

USC 도서관은 USC의 교수, 학생 및 교직원

들의 학문적 연구를 혁신적으로 고무,  지원

하는 총체적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Foundations: Vision

In so doing, we activ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the 

advancement of society.

우리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학문적 연구개

발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하고자 한다

Foundations: Vision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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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build:

A dynamic intellectual and physical environment

Vital partnerships

우리는 향후
역동적인 지적 ·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커뮤니티와의 필수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Foundations: Vision (cont’d)

We will build:

A culture of ubiquitous service

An appreciation of knowledge in all its forms

• 유비쿼터스 서비스 문화를 확립하고

•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의 가치 및 역할을 존중할 것이다. 

Foundations: Vision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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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build:

A dynamic intellectual and physical environment that will 

attract and retain top-tier students, faculty, and staff 

and encourage the creativity necessary to support the 

global ambitions of USC.

우리는 향후

가장 우수한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을 유치하고 USC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역동적인 지적 · 물
리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Foundations: Vision (cont’d)

We will build:

Vital partnerships, through which we will develop 

interdisciplinary collections that support faculty teaching 

and research, student learning, and the cultivation of 

critical-thinking abilities.

우리는 향후

•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활동, 학생들의 수업,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의 고취를 지원하는 학제간 장서 개발을 통한 필

수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다.

Foundations: Vision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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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build:

An agile, progressive culture of ubiquitous service that 

connects our users with relevant information.

우리는 향후

•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진취적으로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문화 ’를 확립할 것이다.

Foundations: Vision (cont’d)

We will build:

An appreciation of the value of past knowledge, in all its 

forms, and its role in informing the scholarship of the 

future.

우리는 향후

• 다양한 형태의 과거 지식들이 미래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및 역할을 존중할 것이다.

Foundations: Vision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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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chieve our vision, the USC Libraries 

actively support the discovery, creation, and 

preservation of knowledge. 

USC 도서관은 위에 제시한 비전을 이루기위해서, 지식

의 발견, 창조 및 보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Foundations: Mission

We develop collections and services that support 

and encourage the academic endeavors of faculty, 

students, and staff; build a community of critical 

consumers of information; and help develop 

engaged world citizens. 

우리는 1)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학구적인 노력을 지

원, 장려하며 2) 비판적인 정보 이용자 사회를 구축하고

3) 세계 시민들의 참여를 고취하는 장서개발과 서비스

에 힘쓰고 있다. 

Foundations: Mission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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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se means, we contribute to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USC의 지속적인 성공에 기

여하고자 한다.

Foundations: Mission (cont’d)

This mission is our guiding statement of 
purpose by which we measure the 
significance of all potential pursuits. 

이 임무들은 도서관의 운영 지침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들의 중요성을 평가하
는 기준이 된다.

Foundation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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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implement our mission, we remain 
committed to the following values that inform 
our actions as library professionals at USC:

우리에게 부과된 이 임무들을 실행함으로써, 우
리는 USC의 전문직 사서로서 다음의 가치들을
견지해나가고자 한다.

Foundations: Values (cont’d)

Service excellence

Integrity

Scholarly inquiry

Innovation

최상의 서비스

성실성

탐구 정신

혁신성

Foundations: Valu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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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ommunication

Social responsibility

Library as place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

사회적 책임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Foundations: Values (cont’d)

Service excellence. We value reliability, responsiveness, 

and an active anticipation of users’ needs. Through the 

evaluation and thoughtful application of best practices, 

we improve services to enable the success of our users. 

최상의 서비스. 우리는 신뢰성, 신속한 처리능력, 그리고

이용자의 잠재적 요구에 대비한 능동적 대처에 최상의 가치

를 부여한다. 최고의 업무방식을 도입, 평가함으로써 서비

스를 향상시키고 이 최상의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성공을 가

능하게 한다.

Foundations: Valu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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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Through respect, professionalism, and 

accountability, we earn and maintain the trust of 

USC faculty, students, staff,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that of our colleagues within the USC 

Libraries. 

성실성. 상호존중 및 신뢰,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USC 교수, 학생, 교직원,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 동료간의 신뢰를 얻고 유지한다.

Foundations: Values (cont’d)

Scholarly inquiry. We encourage vigorous 

intellectual investigation and value the results. 

We support the process of discovery and foste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curiosity. 

탐구 정신. 우리는 열정적인 지적 탐구를 장려하고

그 결과에 가치를 두며, 지적 발견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지적 호기심을 장려한다.

Foundations: Valu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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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We define innovation by its capacity to solve 

problems and support useful new services and collections. 

We encourage informed risk-taking and recognize the 

advantages of evolving technology, while respecting the 

collections and technologies of the past. 

혁신성. 혁신이란 문제 해결 능력과 유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컬렉션을 지원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컬렉션과

기술들을 존중,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기술들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험적인 시도를

장려한다.

Foundations: Values (cont’d)

Effective communication. We communicate openly and 

directly so that faculty, students, and staff have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excel; so that our community 

can make the best possible use of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and so that our contributions to USC ’s
strategic goals are apparent to the university.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

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를 최대한 사

용할수 있도록 한다. 또 이러한 소통을 통해 우리가 USC의

전략적 목적에 기여하고 있음을 널리 인식시킨다.

Foundations: Valu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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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sponsibility. We embrace our roles as 

guardians of and guides to the universe of 

knowledge. We advocate for academic freedom 

and diversity, and we bring our unique expertise 

to bear on relevant issues.

사회적 책임. 지식세계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우리

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

을 옹호하며 우리의 독자적 전문성으로 관련이슈

들에 참여한다.

Foundations: Values (cont’d)

Library as place. We create welcoming environments 

that encourage individual study, collaboration, and the 

social aspects of learning. We inspire our community by 

celebrating the strengths of our collections, services, 

and spaces.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개인학습, 공동연구, 또한 제반 사회

적 학습활동을 장려하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

프로그램, 전시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방식으로 우리의 컬렉션과 서비스와 공간의 활용을 장려

한다.

Foundations: Valu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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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컬렉션)

Technology and access (테크놀로지 와 액세스)

Customer service (이용자 서비스)

Imperatives (Goals)

Collections Imperative

To ensure ready access to existing resources and to 
develop focused collections that support effective 
learning, exceptional teaching, and innovative 
research at USC. 

이용자들이 기존의 모든 자료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 이
용이 가능하고 USC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및 강의, 그리
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컬렉션을 개
발하는 것을 우리의 운영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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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Objectives 

Ensure the accuracy of all location records in 
the library catalog.

도서관 목록의 모든 소장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Review, inventory, and provide bibliographic 
access to materials in Grand Library.

그랜드 도서관 (보관소) 자료들에 대한 서지를 재검

토하고 점검하여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Collections Objectives (cont’d)

Review, catalog, and integrate incompletely 
processed materials, including gift collections.

증여도서를 포함하여 정리가 미비한 자료들을 재검
토, 점검, 그리고 시스템화 한다.

Ensure appropriate allocation of collection space 
in Doheny, VKC, Leavey, and Grand Libraries.

도히니, VKC, 리비 그리고 그랜드 도서관의 컬렉션
공간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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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Objectives (cont’d)

Review digitization activities and develop a plan 
for future growth.

디지털화 작업을 재검토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
다.

Develop a plan to obtain an archival-quality 
collections repository on or adjacent to campus.

캠퍼스 내 혹은 근교에 기록 보존소 수준의 컬렉션
보존소를 계획한다.

Technology and Access Imperative

To provide an intuitive, robust, and flexible library-
technology environment that supports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at USC.

USC에서의 모든 교육, 강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직관적이고 확고하며 유연한 도서관-테크놀로지 환경
을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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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nd Access Objectives (cont’d)

Create an intuitive, unified electronic interface to 
library holdings.

직관적이고 일관된 도서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고
안한다.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electronic-resources 
interface for access to materials in all languages 
and scripts.

모든 문자와 언어로 된 전자자료의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유용성을 향상시킨
다.

Technology and Access Objectives (cont’d)

Develop capabilities to support USC distance-
learning programs.

USC 통신교육프로그램의 지원능력을 개발한다. 

Enhance hardware and software support to 
library faculty, staff, and users.

도서관 사서및 직원 그리고 이용자 커뮤니티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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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nd Access Objectives (cont’d)

Develop a technology-training program for 
library faculty and staff that defines goals and 
measures progress.

도서관 사서및 직원들을 위한 테크놀로지 교육 프로
그램으로 그 목적이 명확하고 진전과정을 측정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Customer Service Imperative

To enhance the quality, relevance, and 
availability of the USC Libraries’ services.

USC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 적합성, 유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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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Objectives
Develop a broad, effective outreach-and-
instruction plan to increase awareness and 
effective use of library services.

방대하고 효과적인 아웃리치및 이용자교육을 계
획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효과적인 이
용을 높인다.

Develop metrics to assess and improve 
service.

서비스 고양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Customer Service Objectives (cont’d)

Evaluate and improve training to instill and 
reinforce a system-wide service ethos, 
including the idea that library personnel are 
receivers of service as well as providers.

도서관 직원은 서비스의 제공자일 뿐만아니라 이
용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전 시스템적 서비스 정
신이 점차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을 향상시키고 이를 정확히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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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팀을 여러 위원회로 분리

세부 목표들을 위원회들이 분담

각 위원회가 실행안 기초틀을 고안
(Implementation frameworks)

2008년 1사분기에 모든 목표의 실행
안 기초틀 완성

Implementation Planning

Implementing The Essential Library

6. Raise funds for construction (기금을 마련한다 )

5. Secure approval in principle from the office of the 
provost (부총장실의 승인을 얻는다)

4. Commission architectural rendering (건물 렌더링
의뢰)

3. Estimate costs                                               (비
용 견적)

2. Determine scope of the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project, including size and capacity of 
the facility (자동 보관소 , 검색시스템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한다 )

1. Consult with senior USC facilities staff on location, 
other issues. (경험많은 시설전문 직원에게 자문을
구한다 ) 

MayAprMarFeb
Jan  
09DecNovOctSeptAug

July 
08

C6: Develop a plan to obtain an archival-quality 
storage facility on or adjacent to campus. (캠퍼스 내
혹은 근교에 기록 보존소 수준의 컬렉션 보존소를
계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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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Board of Trustees

Provost’s Council

Deans’ Council

Central Communications 
executive group

Friends of the USC 
Libraries Board of 
Directors

Alumni Presidents Council 
and many other alumni 
groups

Promoting the Plan

Department chairs and 
higher

Undergraduate Student 
Government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ent Senate

Chronicle and Daily Trojan

Print and online

The Essential Library 실행

조직 개편 (Reorganization)

예산안 (Budget)

The Three Paralle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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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최대 활용

Create great libraries at and for USC
(USC의, USC를 위한 위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가치 증명

Our Time Is Now

Everyone Is Essential 
to the Essential Library



실무자 그룹 토의:

주제별 심층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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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 Archives의 개념과 내용

Archives(옥스포드 영어사전)
공공기록물 또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
보전적 역사적 기록 또는 문서

대학 Archives (William J. Maher 1992)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증거유산을 보존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설비, 보유물, 인원, 정책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
“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대학 공동
체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적 목
적에 기여한다는 사명과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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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 Archives의 개념과 내용

기록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 1999.1)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
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
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대학 기록물
“대학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
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
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정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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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경북대(경북대 대학기록관 규정 4조)

문서, 도서, 유인물류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생산된 모든 문서,서식, 카드,도면류
교내 각 부서 발간 모든 정기 또는 부정기간행물
교내 각종행사 및 학술활동 관련자료와 각종 유인물(안내장,순서지)

교직원 및 학생의 논문, 저작물
경북대학교 교사(校史)와 관련된 기록물
기타 대학기록관에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다중매체 자료-디스켓, 시디롬,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
각종 전자 문서, 사진 및 필름

박물류
각종 기념품(선물류 포함)
행정 박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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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명지대(명지대 박물관 규정 6조) 

행정부서의 공문서 중 사료적 가치있는 기록물

교수의 연구와 관련한 기록물

학생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법인과 관련한 기록물

졸업생 및 동문회와 관련한 기록물

외부기관 및 개인소장 우리대학교 관련 기록물

기타

2008-07-09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김복희 5

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서강대(서강대 기록보존소 규정) 

문서규정에 의한 모든 공문서

시청각 자료 및 전산자료

교내외 학교관련 각종 행사 및 학술활동 자료와
유인물

기타 서강대와 관련한 각종 기록물과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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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서울대(서울대기록관규정 2조)

공문서 및 회의록

제도, 정책, 계획의 결정에 참고한 각종의 자
료, 조사연구보고서, 검토서 등

교수, 학생, 학적 인사 및 행사기록

시설 및 설계도면

기타 대학사료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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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연세대 (연세기록보존소 규정 3조)

보존 기록류
문서규정에서 정한 교내 각 부서 모든 문서 및 서식류

교내 각 부서 발간 정기 또는 부정기간행물

교내 각종 행사 및 학술활동(학생활동 포함)관련 자료와 유인물

기타 연세대학교 교사와 관련된 자료

기념 박물류
각종 기념품 및 휘장(선물류 포함)

시청각자료 및 전산자료

기타 행정 박물류

의학사 자료
세브란스병원 및 의과대학 관련기록물 또는 박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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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전남대(전남대 자료관 운영규정 2조)

문서류 :  기안문, 시행문 위주의 기록물
카드류 : 사람, 시설, 재물 또는 물품 등 관한 낱장 기록물
도면류 : 토목, 건축, 기계, 토지 등의 구조나 설계 도면류
대장류 : 문서철에 등록, 발급 또는 수납 등 연속기록 장부류

시청각 기록물 :  영상 또는 음향기록물과 사진 등의 기록물
행정자료

국내외 발간 행정관련 간행물
행정에 필요한 전문 및 일반교양 도서 및 비도서 형태 시청각자료
기타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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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홍익대 (홍익대 기록보존소 규정 3조)

기록사료류
역사적 보존 가치 내재 문서류와 서식류

본교 부속학교와 법인 발간 정기.부정기 간행물

행정, 학술활동(학생활동 포함) 관련 각종 자료 및 유인물

교직원 및 학생 개인 관련자료(논문, 저작 포함)

기타 본교, 부속학교 및 법인의 역사 관련 기록물

기념 박물류
(기념품 및 휘장(선물류 포함)

시청각자료 및 전산자료

기타 행정 박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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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동경대 (전상숙)

대학운영의 역사를 시사하는 공적문서, 서류철, 사무기록, 기타문
서

대학 내 제 기관의 의사록, 의견서, 답신, 보고서 등

대학이 간행하는 연보, 요람, 잡지, 신문, 홍보지 등

대학졸업생의 졸업증서, 앨범, 강의노트, 전기, 서신 등

학장, 학부장, 교수, 직원 등 개인소장 문서류 중 대학에 관한 것

대학설립자, 기부자, 졸업생 등 관계자의 문서

대학역사 나타내는 기장,문표,기념품, 상장과 상패,기,제복,제모,인
장

대학에 관련된 사진,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대학사에 관한 간행물

학문사적인 의미를 갖는 실험기구, 연구실 제작품,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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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와세다대 (전상숙)

설립자.대학 관계자 자료

대학 공문서

교우관계자료

와세다 중.고등학교 구 소장 자료

운동부 자료

개인문고

고등교육자료

와세다대학 소장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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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청화대학 (노은정)

행정기록
역사적 기록, 행정 기록물, 사진, 카세트, 아티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기록
졸업논문, 연구기록물, 프로젝트 초안, 특허기록, 출판기록
물, 건물작업초안 및 완성그림, 건축 오리지날 지도

개인기록
개인 : 교수와 직원기록, 학생.대학원생 기록, 박사학위 취
득 후 연구자의 기록, 고용되지 않은 교수와 직원기록, 다
른 학생 기록

학생신분 : 학생 신분 카드, 학생 성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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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하버드대 (전상숙)

공식적 대학 기록물

대학의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 생산된 각종 기록물

의사록, 편지, 재정기록, 인쇄물 등

대학 출판물

대학의 공식 인쇄물(보고서, 카탈로그, 지도, 기자회견문)

대학 출판소의 출판물

학사.석.박사학위논문, 학술상 수상 논문 등 대학 생산 논문류

일반 참고물

교과과정, 학생활동, 행정기관, 교육부서, 

학생조직,  동창회 등 대학과 관련된 인쇄물 또는 필사본

전기물과 대학 임직원에 관한 기록물

시청각물

대학 활동과 관련된 사람, 장소에 대한 사진, 프린트물, 그림,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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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오하이오 주립대학 (노은정 대학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학부서의 문서파일(통신문서, 의사록, 보고서)
학생 기록물
저명한 교수의 기록물
대학출판물 : 연감, 인명록, 정기보고서, 기술보고서
대학교수와 행정직원에 관한 전기파일
대학과 관련된 주제나 사람에 대한 신문스크랩
대학부서의 변천사
시청각물 :학교전경, 학생활동, 행사 등에 대한 사진,필름,비디오테
잎
대학 전경의 변천사
대학 위원회, 자문회 등의 의사록
축구와 다른 운동프로그램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생 매거진에 대한 종합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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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Archives 수집 범위
인디애나 대학 (노은정 )

법령과 세칙, 의사록, 회의록, 성적증명서, 대학법인
체의 직원목록

문서파일 : 통신파일, 기획, 활동, 기능관련 주제파일

정책문, 결의문, 특정집단의 보고서, 질문지 등

대학출판물 : 뉴스레터, 잡지, 팜플렛, 단행본, 포스
터

시청각자료 : 사진, 필름, 디지털이미지, 녹음, 비디
오

대학과 관련된 학생, 교수, 직원의 개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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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Archives 관리 기관

• <대학기록물 보존업무의 소속별 현황-국내>(김신정)

• 도서관 :   가톨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영산원불교대, 
용인대, 우송대, 인제대, 전남대, 제주교대, 창원대, 초당대, 한국교원대

• 박물관 : 강원대,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주대, 세종대, 수원대, 순천대, 아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 총장 직속 :  경북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청주교대, 홍익대

• 학교 법인 : 서강대

• 행정부서 :  광주교대, 대구교대, 밀양대, 영남대,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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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Archives 관리 기관

• <대학기록물 보존업무의 소속별 현황-해외> (노은정)

도서관
하버드대 : Harvard University Archives 
펜실바니아대학 : University Archives & Records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 Penn State University Archives
예일대학 : Manuscripts and Archives
오하이오주립대학 : Ohio State University Archives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 University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Services)
듀크대학 : Duke University  Archives
인디애나 대학 : Indiana University Archives
데이턴 대학 : Atchives & Special Collections
메사츄세츠 암허스트 대학 Special Collections and Archives

독립기구
동경대학 : 동경대학 사료실
동북대학 : 동북대학 사료관
청화대학 : 청화대학 당안관(? 案 ), *문서관, 사료관의 의미
남경대학 : 남경대학 당안관
북경대학 : 북경대학 당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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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 vs Archives vs 박물
관
(노은정)

공통점

기록자료 수집.정리.보존 필요시 이용시키는 사회적 기능

기록자료 후세 전달하는 정보전달기능

비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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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기록관리관 박물관

정보적 가치 자료 조직 유관 자료 역사적 가치 자료

외부 기록 내부 기록 외부 기록

재 수집 가능 유일본 유일본

문화적 목적 기관 상호간 관계 문화적 목적

수집(구입,기증,교환) 인수(이관, 위탁) 수집(구입,기증,교환, 발굴)

주제 분류 출처 원칙 분류 장르, 시대별분류

개별적 단위목록 집합 단위 목록 개별적 단위목록

자료 개별적 가치평가 자료 상호관계 내 가치평가 자료 개별적 가치평가

5. Archives의 분류

출처의 원칙

기록물을 집적한 발원지에 따라 분류

어떤 기관의 업무에 관련되는 활동의 기록물
은 다른 기관의 그것과 섞이면 안된다

원질서의 원칙

기록물의 생산순서의 정확한 파악과 유지

관련기관의 활동과정에서 취급된 순서대로 그
명칭과 함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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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chives의 분류

• (노은정)

고려대 : 행정단위 업무와 흐름 중심 기능분류방식
1차분류 행정기능 1~9
2차분류 독립업무 0~9
3차 분류 세부업무 0~9
파일분류 문서종류 01~99
예시 )

938-01 : 9부속행정+3학예자료+8교사자료-이관 교사자료
938-07 :           “ -100년사 편찬

제한점
행정기능이나 독립업무 발생시 확장 곤란
대학 연구소 등의 기록물 분류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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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chives의 분류

• (노은정)

홍익대 :  출처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 혼합 사용
기록물 생산 부서(사안에 따라 특정 주제 고유번호 부여)

대분류(000~999)-중분류(00~99)-세분류(00~99)

기록물 생산 연도(월)

기록물 형태 번호 : 01 문서류, 02 책자류, 03 대장류

예시)
부속기관 취업정보센터 1999년 정기간행물

005-07.1999.02

행정부서 학생처 장학파트 1993년 작성 대장
004-02-00.19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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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chives 분류
• <대학기록물 분류안>(노은정)

1차 분류 :레코드 그룹 기호 사용
A 대표기구,    B 행정기구,         C 연구시설기구, 
D 부속기구(지원시설),              E 부속기구 (부속시설), 
F  부설학교,   G 단과대학/학부,  H 대학원, 
J 기타,          K 학생지원
Y 유형별 컬렉션 : 사진앨범, 비디오테이프 등
Z 주제별 컬렉션 : 대학 이외 생산 기록물이나 대학관련 수집자료

2차 분류 :1차 레코드그룹 내 하위 및 서브그룹 :0~9, A~Z  
3차 분류 : 00~99. 부서별 혹은 업무 기준
4차 분류 : 3차 분류의 세부기능 A~Z 24개 (필요 시 만 적용)
5차 분류 : 00~99. 문서종류별 구분
예시

1대 총장 일기 : 대표기구(A)  총장(0) 간행물(99) 단위업무 일기(00)=>A099.00
교무처 교무과 시간강사 위촉문서 =행정기구(B) 교무처(1) 교무과(02) 단위업무(C)  문서(01)

=> B102.C01
인문학연구소 발간 보고서 : 연구소(C)) 인문대(1) 인문학연구소(01)  행정간행물 (F) 간행물(99)

=>C101.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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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 Archives 과제

• (정미봉)

대학 기록물 범위의 규정

대학기록물 관리기구 및 규정의 강화

대학 내 상호협력체 구성

대학기록물 홍보와 인식의 확대

대학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구축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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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2006년 7월

박물관 : 실물, 사진, 기록물 수집 및 보유

도서관 : 기록물 수집 및 보유

2006년 8월~ 

박물관 : 실물자료(사진 및 기록물 도서관인계)

도서관 : 사진, 기록물(인쇄물, 비도서, 시청각)

교사자료 조직법 제정
(SWUA: Seoul Women’s University Archives)

교사자료 Meta DB (1900종) 및 홈페이지 서비스

2007년

교사자료실(코너) 신설 및 자료 배가

교자자료 원문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서울여대 사실정보 구축 및 홈페이지 검색 제공
(SWCN : Seoul Women's University Community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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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2007년

1970년대 영화 필름 복원

사진자료 이미지 구축

2008년

교사자료 관리 시행세칙 제정

홍보실 사진자료 도서관 인수 (앨범 64권 사진 약 5000점)

이미지 구축 사진자료 정보 수집 작업

사진 정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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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인쇄물 및 정보 자료-

교사자료 수집 범위

각종 인쇄물(간행물, 책자, 팜플렛, 홍보물, 초
청장, 달력, 스티커, 예배순서지 등)

정보를 담고 있는 각종 비도서 자료 : CD, 
DVD,  Video tape, Audio Tape, film 등

사진 자료

행정 문서 제외 : 사무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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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인쇄물 및 정보 자료-

1) 교사자료를 구분하는 별치기호 "SW"를 부여한다.
2) 교사자료 자체와 Meta DB관리를 위해 관리구분을

“SA"로 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3) 다양한 자료유형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KORMARC의

007형태기술필드기호를 채용한 형태기호를 사용한다. 
비도서MARC 007 형태기술필드 앞 두자리 기호 적용
서울여대 비도서자료 별치기호 구성 방식 적용
기존 도서관 자료 조직체계와 조기성 제공
자료 판독과 통계 산출 용이성 제공
향후 발생 가능한 매체 다양성에 유연한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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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인쇄물 및 정보 자료-

4) 자료의 일관된 조직과 손쉬운 검색을 위하여 행정부
서 등에서 발간된 공식자료는 주제분류를, 기타 부
서(단체) 개별 발간물은 생산자자분류를 적용한다.
<주제별 분류>

대학 행정부서 공식 자료
공식자료가 아니지만 부서자료로 처리할 수 없 으며 본

교 교육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
총장 관련 자료

<생산자별 분류>
행정부서의 공식자료 외 생산물
학과,  부속.부설기관, 유관기관, 각종 단체 생산물
교내 각종 행사 및 학생 활동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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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인쇄물 및 정보 자료-

• 5) 특정 정기발간자료가 동일한 위치에 배가될
수 있도록 시리즈 기호를 부여한다.

• 6) 연도(권호)를 권차기호로 사용하여 동일자료
의 배가순서를 정한다. 

• 7) 청구기호는 별치.형태기호, 분류기호, 시리즈
기호, 연도기호 이상 4개 기호를 조합하여 생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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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인쇄물 및 정보 자료-

• 정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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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청구기호 예시
[5대 총장 선거 출마자 발표자료]

발행자 분류 청구기호 예시
[제5기 노원구민 박물관대학]

내용 기호 내용 기호

파일링 자료 SA-TZ 낱권보관자료 SA-TA 

총장 선거자료 PR-210 부속기관 박물관 부박37 

후보자 발표문 A 박물관대학 A 

2005년 (5대) 2005(5대) 2004년(제5기) 2004(5기) 

8.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인쇄물 및 정보 자료-

• 8) Meta Data 
자료유형 : 팜플렛, 책자, 포스터, 사진, 필름, 동영상, 오디오 등
서명사항 : 본서명 / 부서명 / 기타 서명/ 대등서명
통일서명 : 통일서명 (권.연차, 편서명)
저자사항 : 기관명, 기관코드
발행사항 : 발행년
청구기호: 별치기호, 분류기호(주제기호 or 발행자기호), 도서기호, 시
리즈기호, 권차기호
소장사항 : 소장처, 등록번호
형태사항 :  면수, 크기, 형태 주기
부 출 : 개인, 단체, 기타 검색을 위한 부출
주 제 명 :  비통제, 개인, 단체
기 타 : ISBN, 언어
연 동 : 동일연동, 참조연동
행사주기 :  행사기간, 장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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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인쇄물 및 정보 자료-

• 입

• 력

• 예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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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소식정보-

• 입

• 력

• 예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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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소식 정보(SWCN)-

서울여대 소식정보

서울여대 관련 각종 무형의 정보

서울여대 활동상과 시대적 사실에 대한 길잡이

MARC CIR(Community Information Format)참조

2005년 UDL 설계

2006년 소식정보 데이터 입력(학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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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소식 정보(SWCN)-

서울여대 소식정보 구성요소
제목 : 제목, 상세내용, 시작일, 종료일, 장소
주최 : 단체, 기관, 개인(연관정보, 연락처, 홈페이지)
필자 : 필자명, 연락처
정보원 : 정보원, 발행연월, 권호, 수록지면, 유형
주제명- 인명
주제명-영역, 분야
주제명-비통제
주기
연관정보
동일연동 정보
참조연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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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소식 정보(SWCN)-

서울여대 소식정보 주제명(영역, 분야 ) 
규정.학칙

기구.제도
공고.홍보
공연.전시.답사.대회
연수.방문.교류.
서비스.시설
진로.가이던스.취업
학생회.동아리
대학행사
출판.수상
보직
입시.통계.명단발표
특강.세미나.워크샵
교직원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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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소식 정보(SWCN)-

서울여대 소식정보 입력 예시) 
제목 : 2004년 후기 학위수여식

상세내용 : 학사360명, 석사77명, 박사14명 총451
명

시작일~종료일 : 20040820~ 20040820

장소 :  대강당

정보원 : 서울여대 학보

발행연월 : 20040830

권호 (지면) : 443 (6) 

주제명 :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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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소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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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소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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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여대 Archives 조직 및 관리 사례
-향후 과제-

교사자료 (SWUA)

정보 수집 사진자료 Meta 데이터베이스 구축

2차 인수(홍보실)사진자료 이미지 구축

교사자료 관련 규정 보완.개정

디지털복원 영상자료 오디오 작업

소식정보 (SWUA)

소식정보 & 교사자료 DB 참조연동예정

정보원 확대 소식정보 추가 구축(교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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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도서관 업무 영역
도서관 위상의 확보
사서 전문성과 직업 의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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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충남대학교 민지은

2008.07.09

충남대학교 민지은

해외 기관과의 상호대차 사례

- 충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목 차

1. 해외 상호대차 현황

2. 해외 연계 기관

3. 해외 비연계 기관

4. 신청 방법

5. 비용 정산 방법

6. 타기관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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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호대차 현황 1

2

접수 단계
이용자 신청이용자 신청

ᆞ 도서관 홈페이지

ᆞ 이메일, 직접 방문

해외 상호대차/원문복사 자료 제공

확인 단계
서지 정보 확인서지 정보 확인

ᆞ 종합목록

ᆞ 검색엔진 및 DB

소장처 확인소장처 확인

ᆞ 국내(KERIS, NDSL)

ᆞ 국외 협약 기관

처리 단계
타기관 신청타기관 신청

ᆞ 연계 기관

ᆞ 비연계 기관

자료 인계자료 인계 비용 정산비용 정산

ᆞ 도착 처리(기관별)

ᆞ 이용자 연락

ᆞ 이용자

ᆞ 제공기관 (송금)

해외 상호대차 현황 2

3

자료별 신청 비율

학술지(복사) 단행본(대출)

83%

단행본(복사)

10% 7%

1건당 평균 비용1건당 평균 비용
- 일반 신청 : 국내 (2,790원), 해외 (9,590원)

- 강의 지원 : 국내 (3,780원), 해외 (35,500원)

기관별 신청 비율

직접연계기관

79%

대행연계기관

9%

직접신청-기관

4%

직접신청-기타

8%

전체 상호대차 대비전체 상호대차 대비
- 국내 2,918건(83.1%), 해외 592건(16.9%)로 국내 의존 비율이 높음.

- 국내외 단행본 대출 및 복사 서비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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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계 기관

4

OCLC

국내 대행 기관국내 대행 기관직접 연계 기관직접 연계 기관

SUBITO

일본
국회도서관

NII /
INFOTRIEVE

BL /
CISTI

NLM

• 95개국 10,000여개 ILL 회원기관
참여 (연간 1,000만 건)
• 복사 자료의 전자전송 및 비도서
자료의 대출 가능
• http://newfirstsearch.oclc.org/

• 북유럽 36개 ILL 회원기관 참여
• 복사 자료의 전자전송 및 대출
• 이용자의 지역 및 신분별 그룹화
• http://www.subito-doc.de/?lang=en

• 일본 자료의 서지정보
• 도서 대출 가능
• https://opac.ndl.go.jp/

• KERIS 대행
• NII:107개관, INFOTRIEVE:5개 지부
• KERIS ILL 시스템 및 http://www4.i
nfotrieve.com//default.asp

• KISTI 대행
• 캐나다, 영국
• http://www.ndsl.kr/index.do

• 미국 의학도서관 협회
• PUBMED 자료
• 서울대 의과대학 도서관 대행

: http://medlars.snu.ac.kr/

해외 비연계 기관

4

기타기타기관기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도서관

출판사 /
개인저자

• http://www.bnf.fr/
• 고서 전권 복사 가능
• http://webapp.bnf.fr/sfdd/sfdd_for
meng.htm#demande 또는
ill@bnf.fr 

• 학술교류 협정 대학 도서관
• 이메일: ILL 담당자 + 협정담당기관

• 검색 엔진
• 발송방법 및 비용 체크

중국
국가도서관

• http://nlc.gov.cn
• 전자전송 (건당 $12)
• 이메일: ill@nl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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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6

• 홈페이지 신청란
• 이메일 신청 (붙임1)

자료

신청하기

• IFLA 서식 (붙임2)
• 청구기호, 소장정보 등
• 비용지불 방법

정보 및 문서

첨부하기

해외로 상호대차/원문복사 자료 신청!

• 종합 목록
• 해당 기관

소장 여부

확인하기

꼭!

비용 정산 방법

7

국제우편환 / 쿠폰 IFLA Voucher

○ 일본, 유럽 기관

○ Full voucher, Half voucher

○ voucher@ifla.org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IFM / INVOICE
○ OCLC의 대표적인 정산방법

○ 은행 송금 방식 - 수신자 주소,전화번호, 
발신자 신분증 등

○ INVOICE – 은행 수수료 고려해야

신용 카드

○ 일본 기관에서 많이 요청

○ 우체국에서 $로만 송금

○ 가능국가, 유효기간 체크!

○ SUBITO, BNF, 중국국가도서관

○ 카드번호, 카드종류, 유효기간, 성명 등

○ 서식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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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사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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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이메일 신청 예시

a. 자주 사용하는 문구 영문버전 (출처 : KERIS 공지사항 2007.5.10일자)

(1) 신청후 발송방법 변경하고 싶을 때

  - Air mail -> EMS 

   : I would like to change the ship type from air-mail to EMS.

    (발송방법을 air-mail에서 EMS로 바꾸고 싶습니다.)

  - EMS->Air mail 

   : I would like to change the ship type from EMS to air-mail.

    (발송방법을 EMS에서 air-mail로 바꾸고 싶습니다.)

(2) 발송 응답이 지연될 때

   : I would like you to send the document to me as soos as possibe.

    (가능한 빨리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3) 취소응답이 지연될 때

   : I would like you to handle my cancel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취소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4) 재발송 요청시

  - 잘못된 자료가 발송되어와서 재발송 요청시

   : I am afraid you might send me the wrong doucument. Would you please  

    check out my request and resend it?

    (잘못된 자료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고 다시  

    보내주시겠습니까?)

  - 자료의 복사상태가 좋지 않을때

   : Due to the bad quality of photocopy, it is very difficult to read the  

    document. Would you please resend the document?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 자료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보내주시겠습니까?)

  - 우편물 분실로 인해 재발송 요청시

   : I am afraid the document is lost. Would you mind resending the  

    document?

    (자료가 분실된 듯 합니다.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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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청 사례

Dear Mr/Ms,

 My name is Ji-Eun Min, a librarian in charge of interlibrary loan service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My user really want to get a material, 'Assemblées généralle politique de ceux de la 

réligion prétendue réforme / tenue à Sainte-Foi, Châtellerault, Jargeau, Saumur, 

Bibliothèque Mazarine, ms. 2608, fols.2-3'. 

 I tried to order it via fomular(OCLC, Subito etc.), but I couldn't. Therefore I want to 

order it directly. Would mind searching and requesting this material? Please let me know 

how to order it & how much it is, if you don't mind.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Best regards, 

Ji-Eun Min / ILL Sec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20 Gungdong, Yuseonggu, 

Daejeon 305-764

South Korea

Tel:+82-42-821-7205

Patron No. CH Kim 6-74

Dear Mr/Ms,

My name is Ji-Eun Min in charge of Interlibrary loan service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I requested a material to you via SUBITO, and I checked you sent the material quickly. 

Sorry to bother you, but I didn’t receive the material. Would you mind checking and 

sending it again? The request is follow: 

SUBITO:2008051300062 from 05/13/2008 03:41:07 at UB Frankfurt b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Title of journal: Annales du Jardin Botanique de Buitenzorg 

/ article: Weber-van Bosse 1911;24:25-33. 

Best regards,

Min / ILLSec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20 Gungdong, Yuseonggu, Daejeon

South Korea

Tel. +82+42+82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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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IFLA ILL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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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신용카드 서식

a. SUBITO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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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용 서식

To: 

International Interlibrary Loan

National Library of China

Zhongguancun Nandajie,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Postal Code：100081

Tel & Fax：0086-10-68419290

E-Mail: ill@nlc.gov.cn

                                                                   Date 2007. 7. 30

Authorization and data sheet

I herewith authorize National Library of China to debit my credit card directly

(   ) the indicated invoice amounts in general

(√) the indicated invoice amount after single confirmation  Request No.: W2007:314

--------------------------------------------------------------------------------------------------------------------------------

Further unpaid invoices should be paid with this credit card       yes(  )   no(√)

Customer I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ard number:  *****-****-*****-*****

Name of card-organization:  VISA

Expiry date(YYYY/MM):  ****/**

Name of card holder:  Min, JI EUN

Signature: 

E-mail address and/or telephone number of the card holder

  : jemin@cnu.ac.kr, +82-42-82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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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홍순영

참고봉사/열람 분과

주제전문서비스 사례 분석

주제전문서비스 사례 분석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

2008. 7. 9

Agenda

업무 추진 현황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학과전담사서 개요

Appendix : 국내외 Liaison servic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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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Agenda

학과전담사서 개요

학과전담사서제 추진 배경

• 2006. 8 ~ : 신임 관장의 주제전문사서 육성 의지 표명

• 2006. 11 ~ 12 : 서울대학교 도서관 경영진단 실시
학과전담 Coordinator案 제시

• 2006. 12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개년 발전계획(Vision 2010) 수립
2010까지 세계 40위권 수준 대학도서관 진입을 목표로 Information, 
Service, Place의 3개 핵심 부문 추진 전략 도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학과전담사서의 찾아가는
서비스(안) 수립

• 2007. 2 : 서울대학교 도서관 조직 개편 단행 (학과전담 부서 신설 및
전담 직원 11명 배치).  시범서비스 실시

• 2007. 11 : 관악 캠퍼스 내 전 대학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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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찾아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교수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찾아오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

+ +

• 도서관 사서의
이용자 친밀도 제고

• One-Stop Service 
제공

• 사서의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 Coordinator에 의한
학과전담서비스

• 도서관의 핵심
Supporter 그룹
형성

• 온라인 서비스 강화

• 이용자 중심의
학술정보시스템
제공

On-line Service

Info DeskInfo Desk 학과전담사서
온라인

서비스 강화

학과전담사서 추진 목표

학과전담사서제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
로서 중기적으로 도서관의 Supporter 그룹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제
전문사서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

세계 수준의 대학 도서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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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직 (2007.2.6)

행정지원팀

기획홍보/

대외협력
행정 시설관리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단행본

수서/정리

연간물

수서/정리

연간물

수서/정리

관악캠퍼스 내 전 대학 Cover (’07. 11~ )

기획 홍보
부문 신설 (’07.2)

중앙도서관장

수서정리과정보관리과

자료실

핵심 5개 단과대학 Cover (’07.2~10 ) 시범서비스

서비스 확대

기증/교환기증/교환
전산

지원실

실장 (총괄)실장 (총괄)

인문대 팀 (2명)인문대 팀 (2명) 사회대 팀 (2명)사회대 팀 (2명) 자연대 팀 (2명)자연대 팀 (2명)

음악대학

미술대학

환경대학원

음악대학

미술대학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법과대학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법과대학

국제대학원

공대 팀 (2명)공대 팀 (2명) 사범대 팀 (2명)사범대 팀 (2명)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행정대학원행정대학원

학과전담사서 조직 구성

1 단계 (2007. 2) : 핵심 5개 단과대 전담 시범서비스

2 단계 (2007. 11~  ) : 관악캠퍼스 내 전 대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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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담사서 담당 업무 영역

Info Desk 운영 전반 총괄

도서관 제반 서비스 관련 이용자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 / EndNote 이용교육 / 강의지원 교육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조사 / 학술정보 검색 상담 / 
SCI 피인용횟수 조사

학과별 구독 학술지 목록 제공 / 신간 출판정보 제공

구입 신청 도서/학술지/데이터베이스 수합, 처리

도서관 제반 서비스 요청 수합, 처리

교수 면담

내 용

참고질의 서비스

Info Desk 운영

이용교육

장서개발

연구지원서비스

교수 방문

신규 추
가업무

기존 수행
업무

업무 영역

학과전담사서 업무 분장

장서개발장서개발 코디코디 교육자료교육자료 개발개발 코디코디

홍보홍보 코디코디 Info Desk Info Desk 운영운영

코디코디

공통 업무

교수 방문

연구지원서비스

이용교육/강의지원

장서개발

참고질의

자료 구입 업무 총괄

구독 학술지 목록 수합

신간 정보 제공

(2명)

교육자료 제작 총괄

교육 프로그램 기획

외부 강사 섭외

(3명)

홍보자료 제작 기획

교수 방문 기념품 기획

홍보 배너 기획

(3명)

Info Desk 매뉴얼 관리

Info Desk 근무자 지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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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Agenda

업무 추진 현황

2007
학과전담사서 주요 업무 추진 경과

20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수 방문 시 설문조사 및 면담일지 종합보고서 작성

교수 방문용 홍보 자료 기획 및 제작

2007년도 2차 신규임용교원 워크숍 중앙도서관 소개

학과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계획(안)수립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부서 신설 (2. 6)

Info Desk 및 학과전담사서를 위한 교육계획(안)수립

사서직 직업의식 함양 교육 실시 (외부 초청 강사)

주제담당서비스 운영 현황 벤치마킹 방문 (S사립대)

학과전담사서 홍보용 리플릿 제작

2007년도 1차 신규임용교원 워크숍 중앙도서관 소개

도서관 직원 친절교육 실시 (외부 초청 강사)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를 위한 DB교육 실시 (1차)

교수 방문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데이터 수집 분석)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를 위한 DB교육 실시 (2차)   

Info Desk 시범 서비스 개시 (3. 26)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를 위한 DB교육 실시 (3차)

교수 방문 시 증정 기념품 검토 및 제작 발주

교수 방문 및 면담 개시 (5. 17)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를 위한 DB교육 실시 (4차)  

학과전담 서비스 대상 캠퍼스 내 전 대학 확대

주제담당서비스 운영 현황 벤치마킹 방문 (C국립대)

주제담당서비스 운영 현황 벤치마킹(보스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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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담 서비스 준비작업

학과전담사서학과전담사서 교육교육

• 사서직 직업 의식 함양 교육 : 1회 (외부 초청 강사)

• 직원 친절 교육 : 1회 (외부 초청 강사)

• 데이터베이스 교육 : 총 3회 7일 연속 강좌 (DB업체 파견 강사)

타 기관 벤치마킹

• S 사립대 주제담당사서제 벤치마킹 : 도서관 방문 견학

홍보자료홍보자료 및및 방문방문 기념품기념품 제작제작

• 학과전담사서 홍보용 리플릿, 서비스 안내 브로셔, 주제별 DB 디렉토리,   

교수 대상 설문지 양식 등 자료 제작 : 총 6종

• 교수 방문 홍보용 기념품 제작 : 총 2종

학과전담 서비스 홍보자료 Tool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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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문 업무 프로세스

START

•
/

,

• ,

방문 대상 교수 Profile 구축

• Profile 입력 항목
– 인적 사항 (신분, 성별, 생년월

일 등)

– 학력 (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 주요 경력 사항

– 저서/논문/학술활동 내역

– 연락처 (전화, FAX, E-mail)

– 교수 개인 홈페이지 URL  

• Profile 작성 시 참고 정보원
– 교수 개인 홈페이지

– 서울대 교수협의회원 명부

– 한국학술진흥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

작성 건수 : 총 95명

(5개 핵심 단과대학 총 교수수
의 10% 목표 설정)

학력
1984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1986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96 독일 베를린자유大(Fre ie  Un ivers itaet Berl in ) (박사)

주요경력

1996 ∼ 1999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1999 ∼ (현) 서울대 사회학과 조교수/부교수
1999.6 ∼ 2000.12. 사단법인 정보사회학회 총무
1999.12∼2000.12. 한국사회학회 총무
2001. 7 ∼ (현) 서울대 정보사회포럼 대표간사
2002. 3 ~ 2003. 1 서울대 중앙교육연구전산소 정보관리부장
2002. 8 ~ (현) 베를린공과대학 '기술과 사회' 센터 객원연구원
2003. 3 ~ 2004.7 서울대 중앙전산원 부원장
2003. 8 ~ (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학 협동과정 겸임교수
2006. 2. ~ 2006. 8. 워싱톤대학 인터넷연구센터 방문교수

저서/논
문/학술
활동

2005 과학사회논쟁과 한국사회, 집문당
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공저), 서울대 출판부
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공저), 서울대 출판부
2002 인터넷커뮤니티와 한국사회, 한울
2002 사이버시대의 사회변동 (공저), 집문당
2002 인터넷과 이동전화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부
2001 한국 벤처기업가, 벤처기업가정신 (공저), 인간사랑
2001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 (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정보통신부문 벤처기업가정신에 대한 조사연구(공), 정보통신연구진
흥원
2000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통신기술정책의 장기비전 : 사회적 측면을 중심
으로(공)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999 정보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21세기 사회문화모델 개발(공), 정보통
신연구진흥원
1999 기업엘리뜨의 21세기 경제사회비전(공), 문학과지성사
1998 지식정보사회학 : 이론과 실제, 서울대출판부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공), 삼성경제연구소

SAMPLE

SAMPL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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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문 후 후속 업무처리

• 면담일지 작성 (교수 관심 서비스, 불만•요구사항, 향
후 업무계획 등 기록)

• 맞춤정보체크리스트 수합, 데이터 분석

• 방문 시 요청사항 처리 및 타 부서 이첩사항에 대한
follow-up • 진행상황 보고

• 교수 불만 및 요구사항 ᅳ> 간부회의 보고 자료를 통
한 안건 상정

•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개선사항 수시 연락

• 교수 설문지(맞춤정보체크리스트) 및 면담일지 종합
보고서 작성

교수 방문 후 고객 관리 - 사례

• 신규 서비스 및 개선사항 안내 메일 발송

Google Scholar에서의 SFX 링킹 서비스 안내

KERIS 시행 교수 해외논문 구매 지원 안내

e-Resource 학외 이용방법 개선 안내

해외 상호대차 원문복사 서비스 이용 안내 :

- 미국 : OCLC-ILL, 일본 : NDL, NII 

IEEExplore 동시 이용자수 확대 안내

IEEE Educational Courses 무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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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문 월별 추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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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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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담 연구지원실 월별 교수방문
(2007.05~2007.12.31)

횟수

교수 방문 단과대별 현황

인
문

대
학

사
회

대
학

자
연

대
학

공
과

대
학

사
범

대
학

5 1
( 횟 수  5 2 )

3 2
( 횟 수  4 0 )

3 3
( 횟 수  3 5 )

3 7
( 횟 수  3 9 )

3 5
( 횟 수  3 9 )

0

10

20

30

40

50

60

학 과 전 담  연 구 지 원 실  단 대 별  교 수 방 문 ( 2 0 0 7 .0 5 ~ 2 0 0 7 .1 2 .3 1 )

인 문 대 학

사 회 대 학

자 연 대 학

공 과 대 학

사 범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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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교수 needs 분포 현황

인문대

연구지원

29%

참고질의

21%

장서
개발

50%

기타

0%
교육

0%

사회대

교육

0%
장서개발

21%

참고질의

0%

기타

0%

연구

지원
79%

자연대

교육

0%
기타

9%

장서
개발
73%

참고질의
0%

연구지원

18%

공과대

교육

20%

연구지원

20%참고질의

40%

장서개발

20%

기타

0%

사 범 대

교육
8% 연구지원

17%

참고질의

0%

기타
8%

장 서 개 발

67 %

자료 구입 요청 많음

연구지원 요청 많음

연구지원 요청 비율 가장 높음 자료 및 DB 구독 요청 많음

전자저널 수요 매우 높음

자료/DB 구독 신청 비율 상대적으로 낮음

EndNote 이용교육 수요 높음
자료 및 DB 구독 요청 많음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장서개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음

연구지원서비스, 1

• 서비스 대상 : 교수 및 대학원생

• 서비스 내용 :

√ 선행 연구 조사 및 자료 입수 방법 안내

√ 논문 인용 정보 제공 (SCI 피인용 횟수 조사)

√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학술정보 검색 상담

• 제공 현황 : 총 427건 제공
교수(189건), 대학원생(209건), 기타(29건) - as of 2007. 2. 6 ~ 12. 31

• 제공 사례 : 1) 지식질서 계량화 지표 수립 프로젝트 - 인문사회

2) 연구과제 신청을 위한 자료 조사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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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서비스, 2 - 사례

• 지식질서 계량화 지표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외교학과) 

1차

1. 도서관의 디지털화 – 도서관 보유
디지털 정보의 양,  지식의
디지털화와 분류체계의 변화는? 

2. 주요 정부자료•사료의 디지털화

3. 정보화사업(과학기술, 학술 등)의
추진 및 DB화 정도,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투자 액수, 디지털 백과사전 등

4. 각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현황

5. 각국별, 각 대학별 e-Learning 
course의 개설 정도

6. 각 조직별 KMS의 도입 정도

7. 각국별 정보검색사의 숫자, 제도의
존재 여부

2차

1. 각국의 웹 사이트 개설 수
(자국어 및 외국어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숫자

2. 인터넷 도메인 개설 수 : 
gTLDs, ccTLDs별 통계

• 검색전문 서버(검색
로봇)의 숫자, Google 
서버의 전 세계 분포도, 
각국 포털 사이트의
해외진출 현황

3차

• 각국별•언어별 위키피디아에
담긴 정보의 양

4차

5차

• de jure기술 표준화 제정의
발원 및 주도

6차

1. 온라인 Publication의 계량화
지표

2. 주요 포털 사이트의 페이지
뷰, 외부로부터의 링크 수, 
인터넷 웹 사이트의 접속도와
duration 정도, 정보 트래픽의
양, 검색엔진/포털 사이트의
숫자 및 페이지 뷰, 방문자 수

7차

1. de facto 표준의 장악 정도

2. 인터넷에 떠있는 사회과학

지식의 양과 질

연구지원서비스, 3 – 사례

• 연구과제 신청을 위한 자료 조사 요청 – 수의학과 교수

농림부 공고 제2007-232호
2008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단위 : 년, 백만원)

• 질의 내용 - 생체 주입형 무선 바이오센서
• 가축의 몸 안에 무선 바이오센서를 장착하고, 건강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 관련 특허 검색도 부탁 드립니다

• 제시 Keyword - biosensor, wireless implant, biocompatability, livestock, 
health monitoring

1,5003가축의 실시간 건강 측정용 생체 주입형 바이오센서
및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농림기자재
(2)

지원
한도

지원
기간

과 제 명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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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서비스, 4
연구 지원 서비스 보고서 

 

 ◈ 이용자 정보 

이름   안덕근 교수 신청 일자   2007/11/2    

대학 / 학과   국제학과 신분  조교수 

 E-Mail(기본)  dahn@snu.ac.kr  전화번호   

기타연락처(HP)   011-9936-3299 FAX    

 

 ◈ 질의 요청 내용 

신청 번호  2007-0218 

 질의 제목  China and India Factor: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상세 질의 내용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의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부상이 가지는 의미  

중국과 인도 경제성장의 원인, 지속성장 가능성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 주제어 
economic performance of China and India   

Trade structure of China and India  Investment   

완료 요구일 2007/11/10 

 

 ◈ 처리 내용 

안덕근 교수님께! 

 

문의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습니다. 

경제 관련 웹 정보원도 참고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원문 입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연구지원실 황경애(883-5300)사서로 전화주십시오 

연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처리 내용 

자료형태 DB 명 페이지 

국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목록 p. 3 
단행본 

국외서 WorldCat p. 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목록 p. 29 
국내서 

KERIS p. 30 학위논문 

국외서 PQDT p. 32 

한국학술정보 p. 33 
국내서 

누리미디어 p. 34 

Business Source Premier p. 35 

EconLit p. 36 

학술논문 

국외서 

CSA Illumina : Social Subject p. 37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 38 

NBER – Working paper p. 39 

World Bank p. 41 

IMD p. 42 

IMF p. 44 

포스코 경영연구소 p. 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51 

삼성경제연구소 p. 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 54 

웹 정보원 

수출입은행 – 수은해외경제 p. 55 

 DB 마다 중복된 문헌이 있을 수 있으며 Control + Click시 서지사항으로 이동 

 

 

SAMPLE

SAMPLE

SAMPLE

도서관 이용교육

정기교육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 (각 월 1회)

EndNote 이용교육 : 월 2회

도서관 정보검색 : 월 1회

주제별 출장교육 : 주제별 DB 맞춤형 교육

강의지원 교육 : 교수 강의 교과목에 맞춘 DB 이용교육, EndNote 교육,   

도서관 정보검색 및 제반 서비스 이용교육

개설 교육개설개설 교육교육

• EndNote 교육 수요 폭주로 교육 담당자 증원 및 교육횟수 증설
• 강의지원 교육 수요의 현저한 증가 추세
• 도서관 정보검색 교육 개설 : 학부생 위주의 도서관 자료검색 및 서비스

활용법 교육

특기 사항특기특기 사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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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육 업무 추진 현황

인문사회(11)

과학기술(12)

EndNote(17 )

도서관정보검색
(2)

72

23

0

10

20

30

40

50

60

70

80

횟수

정기교육 강의지원 개별교육

교육유형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교육통계(2007.02~2007.12.31)

도서관정보검색

EndNote

과학기술

인문사회

장서개발

업무 내역업무업무 내역내역

• 교수 요청 긴급 구입도서(Rush order) 처리, 학과별 구독

학술지 리스트 제공, 주제별 신간 출판정보 제공

• 학술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독 요청 수합 및 담당 부서 전달.

구독 반영 여부 통보

특기 사항특기특기 사항사항

• 단대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과에서 자료확충을 강력히 요구

• 교수 강의용 DVD 자료 구입 요청의 현저한 증가

“사회복지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강의용 영상자료

해외 명강의 DVD 자료 검색 및 구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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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교수 방문 효과

• 교수 연구실의 Door-to-Door 방문으로 홍보 효과
-> 과거 부정적 이용 경험에 의한 고착된 이미지 개선 효과

• 도서관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의 기능 수행
-> 서비스 수요의 획기적 증가

연구지원서비스 수요의 비약적 증가 / 서비스 경험자의
재 신청률 증가
교수 강의지원 및 EndNote 교육 수요 폭증

• 도서관에 대한 교수진의 인식 변화에 기여
-> 기존 서비스의 update 내용 안내
-> 신규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

• 학내 교수진의 자발적 도서관 홍보 그룹 양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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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문 후 서비스 개선 사례

• IEEExplore 동시 이용자수 확대 (10 -> 15명) 

• 독일도서관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회원기관 가입

(www.subito-doc.de) 

• 소장학술지 원문복사서비스 이용 장애 개선
Linux의 Firefox에서도 원문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개선

• 국내 E-book 접속 시 이용자 인증 방식 개선
도서관 이용자 인증 -> 서울대 포털 SSO 통합 인증

• Solars(도서관OPAC) 검색 결과의 EndNote 반입 개선

연구지원서비스 의의 : User Comments

TEXT

지식의지식의 역동화역동화

“지식의지식의 역동적인역동적인 지형지형 변화로변화로 인해인해
과거와과거와 같은같은 개별개별 연구자에연구자에 의한의한
지식지식 업데이트는업데이트는 비효율적일비효율적일 뿐뿐
아니라아니라 거의거의 불가능불가능””

TEXT TEXT

확장된확장된 지식으로의지식으로의 접근접근

““최근의최근의 학제간학제간 연구연구 추세는추세는 낯선낯선
지식지식 도메인으로의도메인으로의 확장적확장적 접근을접근을
요구함요구함. . 이에이에 연구지원서비스의연구지원서비스의
역할이역할이 기대됨기대됨””

Situation

Solution
“지식의 역동성을 감당하고, 교수와의 협업을 통한

지식의 접근법을 전수할 지식 관리자의 설정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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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전략

• 학내 On/Off-line 홍보 미디어 활용

도서관 발송 E-mail을 준스팸 메일로 간주하는 대
이용자 대응 전략은?

유형의 Off-line에 의한 홍보 효과에도 주목

• 신규 임용 교원 워크숍 활용

• 각종 교수회의 활용

단과대학별 교수 학사협의회, 학과 교수회의

교무부학장 회의

• 도서관장의 적극적 홍보 의지 필요

대학 간부회의 및 학장회의 시 홍보

홍보 기사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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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 상의 문제점

제도 운영제도제도 운영운영

• 전담 배치 인력 대비 적정 업무량 검증 곤란. 수요 의존적 서비스 특성

-> 관리자층의 향후 인식 여하에 따라 인력 감축 우려 항시 내재

• 공무원 순환 보직제로 인한 인사 이동 시 주제 전문성 육성 곤란
• 소수 인력이 다수 대학을 커버함으로 인해 교수진의 신뢰 획득 어려움
• 분관 도서관과의 상호 역할 정립 혼선
• 서비스 대상의 전면 확대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담당 업무 영역의 Span

of control 초과

• 주제 전문성 배양을 위한 현실적 교육 여건 취약

DB 업체 강사 초청 교육 및 연구지원서비스 업무 경험 축적에 의존
• 과학기술 분야 연구지원 대응 취약

학과전담사서의 주제 전문성 취약
Collaboration에 의한 공동 연구 우세 -> 연구지원서비스 입지 취약

주제 전문성주제주제 전문성전문성

향후 추진 계획
교수 방문교수교수 방문방문

• 교수 방문 저변 확대 및 신임교수 주력, 집중 관리

연구지원서비스연구지원서비스연구지원서비스

•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도입
연구지원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생산된 지식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도모

•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시 온라인 서비스 평가 방식 도입
• 신임교수 연구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이용교육이용교육이용교육

• 신규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각화 모색
연구보조원(RA) 교육
외국인 이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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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국내외 Liaison service 현황

국내 주제전문서비스 현황

-기존 인력 담당
-담당 대학별 2인 1조 체제
-중앙 집중형 근무
-협력사서제 도입(2008. 4~  )

-교수 방문
-연구지원 (문헌조사 및 상담) 
-이용교육
-장서개발
-참고서비스

-인문 · 환경대학원 · 음 ·미대

-사회 · 경영 ·법대·국제대학원

-자연대 ·농생대 · 수의대

-공대 ·약대 ·생활과학대

-사범대 ·행정대학원

10명(+1 업무 총괄)

학과전담사서

서울대 (2007. 2~  시행)

-주제전문인력 7명
신규 채용

-주제 서비스 및 리에종
대상 학과 구분

-중앙 집중형 + 분산 근무

-교수 방문
-연구지원 (학술정보상담)
-이용교육
-장서개발(신간도서 선정)

-영문 ·문헌정보 -한국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중국학
-물리 ·천문우주
-생물 · 생화학
-생명공학 · 화학공학
-건축공학
-전기전자 · 기계공학

11명(+1 업무 총괄) 

주제전문사서

연세대 (2007. 9~  시행)

-기존 인력 담당
-과제도서 조사 · 구입 및 코너운영
-중앙 집중형 근무

비고

-교수 방문
-연구 및 강의지원
-이용교육
-장서개발
-학습지원 및 참고서비스

주요
업무 영역

담당 대학
/학부(과)

전담 직원

명칭

구분

-유동 ·예술학부 -자연과학
-어문 -정보통신
-인문 -응용화학 ·
-사회과학부 신소재 ·기계
-경제 ·경영학부 -건축 ·조경 ·
-법과대학 사회환경 ·
-생활 ·사범대학 시스템경영

-약학 ·생명공학
·스포츠과학

12명

주제담당사서

성균관대 (2005.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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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문서비스 업무 영역별 비중

신간도서 선정
(40%)

10이용자 교육 (30%)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참고 서비스
(33.6%)

코디네이터
(20%) 

자료 선정

(15%)

홍보 / 
마케팅
(10.7%)

이용 교육
(20.7%)

교수 방문 /  
홍보 마케팅

(20%)

장서
개발
(5%)

Info 
Desk 
운영
(5%)

이용 교육
(30%)

연구지원 / 
참고 서비스

(40%)

이용교육
(30%)

학술정보 상담 등
기타 (30%)

해외 Liaison services 현황, 1

SPEC survey on Liaison services, May 2007
• 설문지 배포 : ARL 123개 회원 도서관
• 응답수 : 66개 도서관 (대학 : 63, 기타 : 3 기관 - 54% 응답률) 

Summary
• 62개 대학도서관에서 각 학과 대상 Liaison service 제공 중
• 29개 도서관(49%)이 1980년 이전부터 Liaison service 개시

• 대부분의 응답 도서관(52개관, 85%)이 학내 전 학과 대상 Liaison 사서 배정
• 대다수의 도서관에서 Liaison 사서 1인당 4~5개 학과 전담 (cf. 4개 도서관에서

는 사서 1인당 15개 이상 학과 담당)   

• Liaison 사서의 자격 및 직무 배정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함 – 44 개관
(75%)

• 다수의 도서관에서 “학과별 needs에 대한 사서의 인지”에 따라 Liaison 서비스
개시 - 33개관 (60%)

• 교수와의 공식, 비공식적 미팅 및 커뮤니케이션이 Liaison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 담당

• Source : Logue, Susan … et al. Liaison services 
(SPEC Kit 301). Washington D.C. : AR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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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Liaison services 현황, 2

Departmental outreach

Communicate department 

needs back

Reference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instruction

Others
Digital project support

Individual consultations

Advice on copyright

Exhibits 
• Source : Logue, Susan … et al. Liaison services 
(SPEC Kit 301). Washington, DC. : ARL, 2007.

해외 Liaison services 현황, 3 -

Challenges of Liaison services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contact with faculty

• Liaison 서비스에 별 관심이 없고 시간의 압박을 받으며, 접
촉 시도에 무반응인 교수

Time constraints on liaisons

• 담당 학과수 과다, 전문분야 외 학과 담당, 각 학과별 신기술, 
신개념, 기타 변화에 대한 적응

Communication

• 메시지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접촉 대상 교수에게
Liaison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 Source : Logue, Susan … et al. Liaison services (SPEC Kit) 
Washington, DC. : AR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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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Contact at : hongsy@snu.ac.kr
880-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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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2.0 
&

library 2.0

Web 2.0 
&

library 2.0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손 태 익

인생의 3가지 요소 ?

library 2.0의 3가지 요소

1. 웹 2.0과 library 2.0- library 2.0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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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efinition
1.0 = 독불장군 2.0 = 최소한 두 사람 , 두 분야

Library 2.0 = 사람과 사람을 이어 줄 수 있는 ‘Talk’ 을 연결하여 즐겁고 재미난 ‘Play’ 를 주며

이용자들을 더욱 ‘Love’ 할 수 있게 그래서 도서관이 ‘Love’ 받을 수 있게 되는 서비스

1. 웹 2.0과 library 2.0- library 2.0의 개념

1. 웹 2.0과 library 2.0- library 2.0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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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2.0과 library 2.0- library 2.0의 개념

1. 웹 2.0과 library 2.0- library 2.0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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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2.0과 library 2.0- library 2.0의 개념

2. library 2.0 – 해외 사례

• 간편한 콘텐츠 제작

• HTML이 필요하지 않음

• 온라인 협업 공간

• 활용 사례

– 팀내 프로젝트

– 지식 저장소

– 원격 협업공간

– FAQ
– 강의코스 안내

– 백과사전

– 학내 인트라넷

Wi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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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Wiki-인트라넷

2. library 2.0 – 해외 사례

Wiki – 교육,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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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Wiki – 도서관 웹 사이트

2. library 2.0 – 해외 사례

Wiki – 주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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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Wiki – DB 소개 및 레퍼런스가이드

2. library 2.0 – 해외 사례

Wiki- conference 기록 및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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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킹 툴

• 온라인 상에 즐겨 찾기를 공유

• 관심분야 커뮤니티 형성

• 태그 분류

• 활용 사례

– Resource collections
– Subject guides
– 수업 참고 정보원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크 - Subject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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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크 - Subject Guides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크 - Subject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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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크 -커뮤니티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크 –수업 참고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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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크 –수업 참고 정보원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북마크 – 참고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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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멀티미디어 공유

• photo & video collections online
• 쉬운 Upload
• 활용 사례:

– 교육

– 마케팅 & 홍보

– Digital collections 
management 

– 온라인 전시회

– 투어

2. library 2.0 – 해외 사례

멀티미디어 공유 – 기록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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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멀티미디어 공유 – 도서관 이벤트

2. library 2.0 – 해외 사례

멀티미디어 공유 – 도서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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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멀티미디어 공유 – 도서관 교육

2. library 2.0 – 해외 사례

멀티미디어 공유 – 도서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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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 온라인 인맥 커뮤니티

• 제 3의 공간

• 관심 커뮤니티 공간

• 활용 사례:
– 포탈 사이트

– 인적네트워크

–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네트워크 – 도서관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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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네트워크 – 도서관 홍보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네트워크 – 도서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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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네트워크 – 사서 홍보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네트워크 –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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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네트워크 – 저널 article 검색

2. library 2.0 – 해외 사례

소셜 네트워크 – 전문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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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블로그 • 1인 미디어

• 최신 정보 순 정렬

• HTML 불필요

• 활용사례:
– 최신 뉴스

– 직원 커뮤니케이션

– Subject resources
– 강의 자료

– 미디어 리뷰

– 소식지

2. library 2.0 – 해외 사례

블로그 – 도서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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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블로그 – 주제 정보원

2. library 2.0 – 해외 사례

블로그 – 직원 교육 및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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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블로그 – 레퍼런스

2. library 2.0 – 해외 사례

IM(Instant Messaging)
• 실시간 채팅

• 전문적인 기술 불필요

• 활용 사례:
– 온라인 레퍼런스

– 직원 커뮤니케이션

– 원격 모임

–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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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IM – virtual Reference

2. library 2.0 – 해외 사례

IM – virtual Reference +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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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Second Life 

• 3-D 온라인 공간

• 활용 사례

– 원격 교육

– Virtual 이벤트

– 컨퍼런스

– 마케팅 & 홍보

2. library 2.0 – 해외 사례

Second Life – subjec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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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Second Life – virtual reference 

2. library 2.0 – 해외 사례

Second Life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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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rary 2.0 – 해외 사례

Second Life – 전시회

<참조 > PRAK’s blog

1. 웹2.0: 미국에서 닷컴 버블을 이기고

살아남은 기업의 벤치마크 모음

2. 한국의 웹2.0: 미국에서 닷컴 버블을

이기고 살아남은 기업의 벤치마크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한 서비스

3. 한국식 웹2.0: 한국에서 닷컴 버블을

이기고 살아남은 기업의 벤치마크

4. 1∩2: 미국에서 성공한 웹2.0 서비스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 케이스

5. 1∩3: 미국의 웹2.0과 한국식 웹2.0의

공통분모

6. 2∩3: 한국상황에 맞게 변용된 웹2.0과

한국식 웹2.0의 공통분모

7. 1∩2∩3: 모든 것의 교집합. 3.0?

현재 한국
library2.0
나아가는 방향

3. library 2.0 –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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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방향 및 결론

Library 2.0은 새로운 과제?

Library 2.0 = 이용자 + 사서들의 협업

- 언제든지 공유를 할 준비

- 이용자들을 공동 협력자로 항상 참여
유도

- 협업 공간(플랫폼)을 마련

- 사서 2.0이 될 준비

3. library 2.0 – 향후 발전 방향

감사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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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연합회 소개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KERIS Bld. 13층

(TEL) 02-888-2891    (FAX) 02-2268-1859, 
H/P : www.kucla.or.kr E-mail : roliro@naver.com

○ 일시 : 2008. 07. 10.
○ 장소 : 양양 대명 쏠비치리조트

[전국대학도서관대회]

Ⅰ. 설립과정
Ⅱ. 조직체계
Ⅲ. 사업단별 과업

Ⅳ. 사업내용
Ⅴ. 맺는 말

I. 설립과정

다양한 이슈 발생과 대학의

통합 단체 필요성 대두

저작권법 재 개정 문제

대학도서관법(가칭) 입안

전자자료공동구매 제도개선

학위논문공동이용 체계구축

대학도서관평가기준 제정

사서 재교육 문제

저
작
권
법
공
동
대
책
위
원
회

2004.07.29.

한
국
대
학
도
서
관
발
전
위
원
회

2006.06.19.

국도협

1962

사도협

1972

전도협

1996

학공협

2003 2007.12.12.

한
국
대
학
도
서
관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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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총회 감사

부회장

회장

사무총장

법제연구
사업단장

전자정보
사업단장

학위논문
사업단장

교육출판
사업단장

사무처
상호대차
사업단장

II. 조직체계

회 원 관 :  국도협 51관, 사도협 121관, 전도협 66관,   계 238  회원관
이 사 :  [당연직] 5명,  [3개 대도협 및 회장 위촉직] 14명,  계19명
회 장 :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
부 회 장 :  [당연직]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3명
감 사 :  [당연직]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 감사, 3명
사업단장 :  3개 대학도서관현의회에서 추천한 복수 사업단장 제도

법제연구사업단

‘저작권법’ 개정

‘대학도서관법’ 입안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법’(안) 분석 및 문제점 제거

전자자료사업단

구매Consortium 개선 (Big Deal 개선, 가격검증, 표준계약서 제정 등)

학위논문사업단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운영

교육출판사업단

‘대학도서관’ (연합회지) 및 ‘대학도서관백서’(통계 및 분석 자료) 발행

세미나개최

상호대차사업단

현물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III. 사업단별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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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

보상금

중앙도서관

원문
복사

학위논문DB

복사

복사전송센터

보상금납부

보상금

국회도서관

B대학

보상금

인편/우편

합법

분실

보상금

연구실

위법

강의실

위법

용역복사
위법

무인복사

위법

Ariel
E-mail

Fax

위법

IV. 사업내용 [저작권법 개정과 학위논문 이용, 복사실 운영, 원문복사서비스]

IV. 사업내용 [대학도서관법의 제정]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 시행령 미 제정

도서관법시행규칙

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법(2006.10.0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대학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 (2006.10.04)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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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소지의 내재

사유재산권 침해 [비 현실적인 납본보상금 (1억원~10억원/년)]

개인정보의 침해 [자동수집장치에 의한 개인정보의 강제수거] 

법률유보금지원칙 위배 [법률로 규정할 사항까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DL의 개념 혼동

오프라인 개념[구입개념]과 온라인 개념[접근개념]의 혼동

DL의 개념 [DB/HW/SW/Net Working] 미 정립→NDL 11,499평 신축 [공간개념]

예산낭비 (중복투자) 등

중복적 Digital 자원의 집중 관리[대학은 자체 Back Up System에 의한 보존 가능]

비공개 학술 DB의 공개로 인한 국가적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비 현실적 보상으로 인한 대학의 DL 고사 및 디지털 자원 개발 저해

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한 일방적, 편의주의적, 관료중심적 입법

대응일지

2007. 11. 20.     제1차 입법 반대 의견 발표[국중이 반박 의견 발표]

2007. 11. 21.     대도연 의견서 국회의원 방문 전달

2007. 11. 27.     ‘온라인디지털납본법’의 문제점 국회입법조사관에 설명

2008. 02. 15.     제2차 입법 반대 의견 발표[국중의 의견서 분석 발표] 

IV. 사업내용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법’ 분석 및 문제점 제거]

우리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학위논문이용과 원문복사서비스를 원활히 하고, 

용역복사실 운영을 합법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

는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약칭)을 분석

하여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전자자료공동구매제도 개선, 사서의 재교육 등 우리가 할 일은 산적

해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서관연합회와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가 앞장서서 유

관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도서관 행정의 실질적 주

체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없는 탑 쌓기는 사

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V. 맺는 말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개

✣ 강원 학교 도서 ✣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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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강원대학교 도서관 개요

일일자자 : 2008. 7. 9(: 2008. 7. 9(수수) ~7. ) ~7. 10(10(목목))

장소장소 : : 양양양양 대명쏠비치대명쏠비치 리조트리조트

강원대학교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

목 차

Ⅰ. 일반현황(직원, 소장자료, 시설)

Ⅱ.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Ⅲ. 졸업자격 인증제 독서분야 운영

Ⅳ. 지역주민 도서관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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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직 원1. 직 원

춘천캠퍼스춘천캠퍼스

교수 :  3 명

사서직 :  21명

기능직 : 2명

기성회직 : 3명

계 :  29명

교수 :  3 명

사서직 :  21명

기능직 : 2명

기성회직 : 3명

계 :  29명

삼척캠퍼스삼척캠퍼스

교수 :  1명

사서직 :  6명

기능직 : 1명

기성회직 : 2명

계 : 10명

교수 :  1명

사서직 :  6명

기능직 : 1명

기성회직 : 2명

계 : 10명

Ⅰ. 일반현황

춘천캠퍼스춘천캠퍼스

단행본 : 936,678권

정기간행물

국내(구입/수증) : 523종/1,831종

국외(구입/수증) : 530종/133종

전자자료(전자저널,웹DB) : 67종

비도서 : 44,724개

단행본 : 936,678권

정기간행물

국내(구입/수증) : 523종/1,831종

국외(구입/수증) : 530종/133종

전자자료(전자저널,웹DB) : 67종

비도서 : 44,724개

2. 소장자료2. 소장자료

삼척캠퍼스삼척캠퍼스

단행본 : 276,754권

정기간행물

국내(구입/수증) : 223종/250종

국외(구입/수증) : 179종/0종

전자자료(전자저널,웹DB): 15종

비도서 : 9,665개

단행본 : 276,754권

정기간행물

국내(구입/수증) : 223종/250종

국외(구입/수증) : 179종/0종

전자자료(전자저널,웹DB): 15종

비도서 : 9,6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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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삼척캠퍼스삼척캠퍼스

건물 : 5,532㎡

열람석 : 1,146석

- 일반열람실 : 786석

- 자료열람실 : 360석

건물 : 5,532㎡

열람석 : 1,146석

- 일반열람실 : 786석

- 자료열람실 : 360석

춘천캠퍼스춘천캠퍼스

건물 : 14,693㎡

열람석 : 1,686석

- 일반열람실 : 1,158석

- 자료열람실 :   528석

건물 : 14,693㎡

열람석 : 1,686석

- 일반열람실 : 1,158석

- 자료열람실 :   528석

3. 시 설3. 시 설

Ⅱ.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 배 경1. 배 경

해외 학술정보 교류 기반 조성
동북아 중심 대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직원 역량강화와 인적 교류를 통한 학술정보서비스 향상

2.  추진경과2.  추진경과

교류 및 네트워크 협정 조인
○ 중국 요녕대학 도서관(2003. 7)
○ 중국 남개대학 도서관(2004. 3)
○ 중국 인민대학 도서관(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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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러시아 이루크츠크대학 도서관(2004. 11)

○ 베트남 국립하노이대학 도서관(2004.11)

동아시아 대학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2004.11, 강원대)

제2회 동아시아 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참석(2006.10, 중국 요녕대)
○ 요녕석유화공대, 협의회 가입(2006. 10)
○ 심양사범대학, 협의회 가입(2006. 10)

제3회 동아시아 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참석(2007.6,  러시아 이루크츠크대)

Ⅱ.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창립 총회(2004)                                2차 총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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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2차 총회(2006)                                 3차 총회(2007) 

Ⅱ.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3.  추진 현황3.  추진 현황

해외대학 학술정보 온라인 활용기반 조성

대학 출판물 교환 사업 추진
○ 중국 요녕대학 대학출판물 자료 교환

직원 파견 교류
○ 2005  강원대 ⇔ 요녕대(중국)  : 1명
○ 2005  강원대 ⇔ 인민대, 남개대(중국) : 1명
○ 2006  강원대 ⇔ 국립 하노이대(베트남) : 1명
○ 2007  강원대 ⇔ 요녕대(중국)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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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4.  향후 추진 계획4.  향후 추진 계획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협의회 다국어 공동 홈페이지 개발 추진

지속적 교류 근무 추진

○ 강원대 ⇔ 남개대 교류 계획(2008.  9 )

○ 강원대 ⇔ 요녕대 교류 계획(2008. 10 )

○ 제4회 동아시아 대학도서관 총회 참석 예정(베트남 하노이대)

Ⅲ. 졸업자격 인증제 독서분야 운영

1. 배경1. 배경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외국어,컴퓨터,독서분야) 시행

독서를 통한 창의적 인성과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졸업생에 대하여 독서를 매개체로 한 전인적인 지식습득과

교양을 함양토록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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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졸업자격 인증제 독서분야 운영

2002-2005학년도 입학자 : 권수제

○ 일반계열 : 40권 이상(인증시험 또는 독서활동)

○ 예?체능계 : 25권 이상(인증시험 또는 독서활동)

☞ 2001학년도 입학자 : 일반계열(30권), 예?체능(20권)

2006학년도 입학자 이후 : 2트랙(point제+권수제)

○ 일반계열

인증시험 또는 독서활동을 통해 최소 100 point 이상

독서클럽에 참여하여 최소 40권 이상

○ 예?체능 계열

인증시험 또는 독서활동을 통해 최소 60 point 이상

독서클럽에 참여하여 최소 25권 이상

2. 인증 기준2. 인증 기준

Ⅲ. 졸업자격 인증제 독서분야 운영

독서활동 및 독서클럽

○ 독서활동(독서관련 세미나, 토론회, 과제도서등)

과제도서는 1회당 2 point , 최대 20 point

기타 독서관련 활동은 1회 참석 1 point , 최대 20 point

☞ 독서활동 부문에서 40point 인정

○ 독서클럽

1회 참석 1권으로 인정

40권 이상 인정시 독서분야 통과(국어교육, 영어교육, 철학, 법학)

독서분야 인증등급

최소 인증기준최소 인증기준보통

125 point이상50-69권우수

175 point 이상70-89 권탁월

225 point 이상90권 이상최상

2006 이후 입학2001 – 2005 입학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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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졸업자격 인증제 독서분야 운영

3. 운영 현황3. 운영 현황

운영위원회

○ 구성(8명) : 위원장(도서관장), 위원(도서관장 추천)

○ 기능

필요시 추천도서의 선정, 변경 및 문제출제(도서선정위원 위촉 가능)

운영세칙, 평가방법, 추천도서의 등급책정등 주요사항 의결

평가대상 추천도서 현황

○ 도서선정 : 운영위원회(매년 11월중)

○ 2002년 100권 ⇒ 매년 20권씩 추가 선정

○ 2008년 문학분야 : 110권 / 사상분야 : 110권

☞ 2006년 이후 2트랙 운영으로 도서에 따라 2~5 point 등급

Ⅲ. 졸업자격 인증제 독서분야 운영

(CBRT실 인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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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주민 도서관회원제 운영

1. 배경1. 배경

도서관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제공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평생교육 환경 마련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및 참여 유도

Ⅳ. 지역주민 도서관회원제 운영

2. 운영현황2. 운영현황

없음3책 7일5책 1개월3책 7일대출권수

- 일반열람

실 이용

- 좌동- 좌동- 자료열람/대출

- 일반열람실 이용
이용범위

가입대상자
중 신청자

예치금

(50,000원)

- 강원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자

- 도서관 발전기금 기탁자

- 도서 기증자

- 도내소재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체가입조건

6개월2년평생2년회원기간

- 좌동- 좌동- 강원도내 거주 주민

- 도내 소재한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체 소속 인직원

- 본교 휴학생및 졸업생

- 강원대학교 및 도서관 발전

기금 기탁자, 도서기증자

- 도내 소재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성원

가입대상

준회원정회원우대회원단체회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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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주민 도서관회원제 운영

일반열람실 이용 제한

○ 시험기간중 이용제한(준회원에 한정)

○ 규정위반자

회원기간 연장

○ 1회 연장 가능

○ 회원수 초과시 연장 불가(준회원)

회원수 제한

○ 정회원, 우대회원, 단체회원 : 없음

○ 준회원 : 400명

3. 운영 규정3. 운영 규정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 소개

✣ KERIS 국가지식정보센터 ✣
김동우 장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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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배경 및 목적

2. 학술정보 유통 현황

3. 사업 추진 경과 및 일정

4. 사업 추진 체계

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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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학술자원 현황

조사 표준화

학술자원 현황조사 체계

일원화

조사결과 공동활용

정보 공개 요구 증대
(대학정보 공시제,   
대학 도서관 통계 등)

정보공개 기반의 학술
자원 유통

학술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유통관리

학술자원 상호 연계
활용

대학 간행물 디지털화
및 보존

디지털화 등 신규 과

제 발굴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학술자원 생성, 관리, 

유통체제 고도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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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월7월 10월9월 11월 12월항 목

5

(신세계I&C컨소시엄)

주관사업자
대학 및 산하기관

대학 연구소 산하기관

• 사업 계획 수립 및 기획

• 부분별 사업 관리 등KERIS

및

주관사업자
• 사업 총괄관리

• 학술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고도화 전략수립

• 학술자원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등

주요 역할구분

• 사업 기획 및 지원

• 대학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유지

교육

과학기술부

• 학술자원 통계 및 현황 조사 참여

• 자료 제공 및 협조

• 학술자원 기초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등

대학 및

산하기관

주요 역할구분

학술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학술자원관리체제
고도화 전략수립

학술자원관리
시스템 시범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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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학술자원관리체제 구축

2. 학술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3. 학술자원관리체제 고도화 전략수립

4. 학술자원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I

II

III

7

학술자원관리체제 고도화 계획

수립

목표 모델 제시 및 이행계획

수립 등

대학도서관 통계 및 현황 조사

대학 및 연구소의 생성·보유 ·
디지털화 현황, 학술연구자원

현황 조사

해외학술정보 도입 및 유통현황

조사 등

교과부 산하기관의

학술연구정보 실태 파악

학술자원관리 시스템 시범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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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대학 및및 연구소연구소 등의등의

생성생성··보유보유··디지탈화한디지탈화한

학술연구자원학술연구자원 현황조사현황조사

대학도서관 통계 및

현황 조사

공동활용 및 디지털 유통이 필요한 대학 내 학술자원 발굴 및 디지털

화 실태 파악

대학내 생산·출판된 학술자원의 현황 및 유통 현황 조사

대학별 특성화 자원(특수교육, 종교, 여성학 등)과 공동활용 대상 자원

조사

학술자원 보유?활용 현황 조사

여러 기관의 상이한 통계조사표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조사 항목 개발

이를 기준으로 도서관의 예산, 인력, 시설, 자원, 서비스 등 국내 대학

도서관에 대한 총체적 현황 조사

도서관 관련 사업 및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학도서관의 기초 통계

자료 제시 및 필요한 항목 확장 개발

9

해외학술정보의해외학술정보의

도입도입 및및 유통유통 현황현황 조사조사

교과부 산하기관의

학술연구정보 실태

파악

인쇄학술지에 대한 국가적 공동활용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외 학술지

도입 및 유통구조 조사 분석

해외전자정보의 도입 및 활용 현황 조사

해외학술정보의 유통구조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국가 라이선스 정책 기본 자료 제시

교과부 산하기관이 보유중인 자원의 유형, 정보서비스 시스템, 자원의

유통 경로 등 조사

각 기관의 학술자원에 관한 중복·유사 정보서비스를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학술자원의 활용 극대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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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 도서관 및 연구
소 대상 온라인 조사
실시

조사결과 통계시스템
적용

• 디지털화 실태 조사

• 학술자원의 현황 및 유통

현황 조사

• 특성화 자원(특수교육, 

종교, 여성학 등) 및

공동활용 대상 자원 조사

사전조사를 통한
환경 분석

Web survey를 통한
조사참여

주요 대학, 연구소, 
산하기관 방문조사

• 인터뷰를 통한 분석

•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 정보기술 환경 분석

• 정보화 요구 분석

현황 조사를 위한
조사항목 도출

실무자 및 자문위원
검토

• 사전조사 결과 정리

• 학술자원 관리의 선진

사례분석 및 문헌 조사

• 조사항목 개발안 도출 및

자문위원회를 통한 확정

학술자원 현황 조사
를 위한 표준 통계
항목 개발

실무자 및 자문위원
검토 및 확정

• 국가통계시스템과

비교검증

• 자문위원회를 통한

학술연구자원에 대한

표준 통계항목 확정

• 의견수렴 및 보완

11

** 대학교

도서관명(국문)

주소

관리 담당자

** 대학교

151 - 000

**** 과 홍 길 동

설립주체 국립 홈페이지

대표전화

lib@k~~.ac.kr

02 – 0000 - 0000

조 회조 회 신 규신 규 삭 제삭 제 저 장저 장

서울시 00구 000로 00번지

전화번호 02 - 000 - 0001 이메일 book @ k~~~.ac.kr

도서 권수

전자자료 종수

45,600

2,365

고서 수 2,578 시청각자료

증가 및 제적권수

1,580

7,820560간행물 종수

학위논문

동영상 자료

1,036

2,365

학술논문 6,890

5,698전자파일

직원

총 예산

17

384,000,000

직원교육 56회 / 98명

300,000,000자료 구입비

Illu
str

at
ive

찾아보기찾아보기

찾아보기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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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및
연구소

산하
기관

대학및
연구소

산하
기관

13

대학 생산 학술자료 디지털화

학술단체 생산 학술자료
디지털화

역사 자료, 고서 디지털화

소장자료 종합목록 구축

소장자료 공동이용(상호대차)

이러닝 자료 공동활용

정보서비스 기관연계

정책/연구기관 연계

국가 공동 보존 서고

고서, 역사자료 보존

해외 DB 도입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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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황조회 챠트/그래프 통계분석 보고서

대학

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온라인
조사

방문
조사

통계
연계

Internet

15

대학

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온라인
조사

방문
조사

통계
연계

Illu
str

at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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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llu
str

at
ive

17

•대학정보 공시제 연계 •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대학 도서관 자료집
•대학도서관 협의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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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

II

III

19

• 학술자원 전략계획 수립 및 시스템화를 통한 학술자원관리 효율화

• 학술자원의 생성에서 유통에 이르는 학술자원 Life-Cycle의 체계적 관리

• 학술자원 현황을 근간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활용

• 도서관 현황 정보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사안 결정시 기초 자료 활용

• 기관별로· 추진하던 현황조사 항목 표준화 및 단일화

• 학술자원 발굴과 디지털화를 통한 학술자원 관리 일원화 및 공동활용

• 학술자원 현황을 통한 중복구입 최소화 및 해외학술지원센터 기능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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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

2008 전국대학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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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스트레스관리

1. 스트레스 원인
2. 건강도 측정
3. 도인체조
4. 호흡과 명상

스트레스

심장박동 수 증가
혈당 증가
혈중 지방농도 증가
동공 확대

스트레스 발생 시 주로 나타나는 현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다 쓰기 위해서
다. 그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예전보다 운동신경이 뛰어 나야했고 힘이 센 동
물들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스트레스 상황은 옛날과 많이 다르다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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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중요하고 급한일
2. 중요하지만 안 급한일
3. 급하나 안 중요한일
4.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세상살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의 순서 1 -> 2 -> 3 -> 4
•보통 사람들의 일의 순서 1 -> 3 -> 2 -> 4

•당신의 일의 순서는?
•그렇다면 2번의 대표적인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

남색초원하늘소 알락 하늘소 긴알꽃하늘소

개미여치 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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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남는 자는

가장 힘이 센 자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니고

오직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이다.

감각의 원리

水昇
머리는 시원하게

火降
아랫배는 따뜻하게

자료제공: ㈜단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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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50대

유연성
체 크

평형감각

건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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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참가업체리스트

업체명 연락처 FAX 주소 홈페이지 

㈜톰슨로이터 02-2076-8218 02-722-894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13층

www.thomsonreuters.com

메가존㈜ 02-2109-2564 02-2109-2599 서울시 악구 신림4동 527-13 삼남빌딩 www.mz.co.kr

㈜)신세계아이앤씨 02-3397-1356 02-3397-139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http://www.sinc.co.kr/

㈜교보문고 02-2105-0599 02-2103-5924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3 교보문고빌딩 www.kyobobook.co.kr

㈜로앤비 02-541-1322 02-541-2660 서울시 강남구 논 동228-3 빌딩 5층 www.lawnb.co.kr

㈜리바트서울사무소 02-3480-8105 02-3480-8120 서울시 서 구 서 동 1301-4 KCC빌딩3,4층 www.livart.co.kr

㈜솔트룩스 02-3402-0081 02-3402-0082 서울시 강남구 치동 967 덕일빌딩 www.saltlux.com

㈜신원데이터넷 02-326-3535 02-326-02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0-20 www.shinwon.co.kr

㈜쓰리소 트 02-828-5335 02-844-2901
서울시 동작구 신 방동 395-68 
보라매나산스 트업무동 21층

www.3soft.co.kr

㈜앨세비에르 코리아 02-6714-3106 02-732-8689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534 천우빌딩 4층 http://Korea.elsevier.com

㈜엔라이 미 02-2694-1920 02-2694-1922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111-5 유림빌딩702 www.enlibmi.co.kr

㈜엡스코 코리아 02-598-2571 02-817-257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510호

www.ebscokorea.co.kr

㈜존와일리 02-338-9700 02-337-1929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41-1 
엘리텔빌딩 405호

www.wiley.com

㈜지디아이 02-720-8950 02-720-8952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 3-917호

www.gdi.co.kr

㈜ 수닷컴 02-300-9110 02-300-940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번지 
리꿈스 어비즈니스센터 17층

www.fasoo.com

㈜포스비 테크 041-568-4778 041-555-3573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273-20 www.phose.co.kr

㈜퓨처 리 070-7829-5304 02-337-6363 서울시 마포구 창 동141-4 www.futurenuri.com

㈜퓨처원 02-2109-6751 02-2109-675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809호

www.futurewin.co.kr

㈜KITIS산학연정보사 02-3474-5290 02-3474-4603
서울시 서 구 서 동 1355-3번지 
서 월드 1106호

www.kitis.co.kr

㈜ProQuest 02-733-5119 02-734-5120
서울시 서 구 방배동 3001-2 
방배디오슈페리움1차 305호

www.proquest.com

한국학술정보㈜ 031-940-1110 031-908-3189
경기도 주시 교하읍 문발리 
주출 문화산업단지 513-5

www.kstudy.com

씨지정보통신㈜ 02-2635-8558 02-2635-85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33 
이앤씨벤처드림타워 3차 1009호

www.cg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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