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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2010년 8월 26일 (목) 

시  간 내                 용 장소

13:00 - 14:00 •등록  시 람

2층 

가야

14:00 - 14:20

•개회

   - 개회사 (KERIS 원장)

   - 격려사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 )

   - 환 사 (서울 학교 총장)

   - 축사(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 원회 원장)

14:20 - 14:40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학도서 ․개인 시상

14:40 - 15:10 •민간 포탈서비스의 학술정보서비스 방향 (NHN(주) 김상헌 표)

15:10 - 15:40 • 학도서  발  계획 정책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15:40 - 16:10 •이용자가 원하는 학도서  서비스의 모습 (고려  안효질 교수)

○ 트랙별 문주제 강의  심층 토의

< /과장회의 >

16:30 - 17:40 • 학도서  평가 추진 계획 발표(교육과학기술부) 2층

가야 B17:40 - 18:10 • 학도서  정책 련 교육과학기술부 건의  자유토론

 <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

16:30 - 18:20

 •정리 분과

   - 표 화분과 원회 경과 보고  KERIS 종합목록 서비스 주요 안

(KERIS 유재욱 연구원)

   - 주요 토의 내용

     ․목록 표 화분과 원회 경과보고  토의

     ․정리업무의 한 성과평가 방법 토의

3층

 •수서/연간물 분과

   - 해외 DB아카데믹 라이선스 선정  상 경과 보고

(한국교원 학교 홍구표 사무 )

   - 주요 토의 내용

     ․수서 세부 업무별 심층 토의(국내자료, 국외자료, 자 , 연간물, 

1인 수서  기타)

3층 

비

행 사 일 정 표



16:30 - 18:20

•상호 차 분과

   - KERIS 상호 차 서비스 주요 안(KERIS 권지연 선임연구원)

   - 주요 토의 내용

     ․ 자배송(dCUBE)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렴하고 효율 인 국내외 학술자료 입수 사례 공유

     ․상호 차 수요층별 타겟 홍보 방안

3층 

해 A

•참고 사/열람 분과

   - 학도서 의 온라인 북카페(I love book) 운 사례

(한양 학교 ERICA 학술정보  김명기 과장)

   - 주요 토의 내용

     ․이용자와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마  사례

     ․주제사서 는 주제서비스 사례  발  방향

     ․참고 사, 열람분야의 발 인 내외  평가  측정 방법 

(사례소개 등)

2층

가야 A

• 산/dCollection 분과

   - 학술연구지원 스마트폰 서비스 사례  아이디어 제안 공모 수상

작(한양 학교 이상근 사서)

   - 주요 토의 내용

     ․ 변하는 모바일 서비스 확  추이  국내외 사례 소개

     ․모바일 환경에서 도서 의 응  목 가능성

     ․사서의 모바일 활용도  도서  시스템 용 방안 의견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도서  서비스

3층 

해  B

18:30 - 21:00 •만찬

야외

※ 우천시

3층 거문고

2일차 : 2010년 8월 27일 (금)

시  간 내                 용 장소

09:00 - 09:50
•새로운 미래가 온다 : 미래 학의 변화와 도서

(유엔미래포럼 박 숙 표)

2층

가야

09:50 - 10:20
•새로운 서비스를 향한 명지 학교 도서 의 도  : mU 서비스

(명지 학교 박성헌 도서 장)

10:20 - 10:30 •휴식

10:30 - 11:00
• 학도서 의 콘텐츠 변화에 따른 향후 발  방향

(KERIS 한혜  연구 원)

11:00 - 11:30
•스마트폰과 학도서  서비스의 성장  사례

(인천 학교 채진석 교수)

11:30 - 12:00
•정리, 수서/연간물, 상호 차, 참고 사.열람, 산/dCollection 분과 토의 

결과 발표 (분과별 운 자)

12:00 - 12:10 •경품 추첨

12:10 - 12:20 •폐회식 / 설문지 배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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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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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천세 입니다.

2001년 1회 학도서 회를 시작으로 벌써 10년을 맞이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 학도서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차 님, 서울 학교 오연천 총장님

께 먼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 주신 

국공립 학도서 의회 김문기 회장님, 한국사립 학교도서 의회 이상호 회장

님, 한국 문 학도서 의회 송병석 회장님, 한국 학도서 연합회 곽동철 회장님, 

그리고 국 학의 도서 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학 계자 여러분께 환

의 인사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학도서 이 하나의 도서 이 아니라 국가 으로 연결된 큰 의미의 도서 이 되

게 하는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은 아주 큰 이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도서  소장자료의 공동이용,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해외학술정보 공동

활용 등 오늘과 같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학도서  계자 분들의 

극 인 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

며, 고  알 산드리아 도서 과 로마 도서 , 우리나라의 속활자와 규장각 등 역

사 으로 보더라도 그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 도서 이 가장 번창했다고 합니다. 

이번 제 10회 국 학도서 회는 지식강국을 향한 국가 경쟁력의 심에 있는 미

래 학도서 을 비하기 해 「JUMP UP! University Library 2010」이라는 슬

로건으로 비하 습니다.

개 회 사



속한 IT 기술의 발 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가 학술서비스에 본격

으로 용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 를 맞이하고 있습

니다. 한 Open Access와 Open Courseware 등 세계 으로 유례없는 정보공유 운동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이버 문정보와 Google Scholar 등 민간 포털에서의 학술

정보 제공으로 학도서 의 상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해 도서 계와 장의 노력들이 ' 학도서 발 계획‘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학도서 이 한 단계 더 발 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번 학도서 회에서는 (주)NHN 김상헌 표의 ‘포탈서비스의 학술서비스 방

향’, 그리고 고려 학교 안효질 교수의 ‘이용자가 바라는 학도서 의 나아갈 길’의 

강의를 통해 우리 학 도서 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탐구하는 귀한 강의를 제공하

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 그리

고 희 학도서 회만의 참여형 토론장인 ‘분과별 그룹토의’ 등을 통해 장에서

의 고민들을 진지하게 나 고 많은 아이디어와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26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천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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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차 님, 천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그리고 경향각지

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주신 학 도서 장님을 비롯한 도서  계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우리 서울 학교가 함께 ‘2010

년도 국 학도서 회’를 주 하게 된 것을 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회를 하여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 하며, 특히 

학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하여 밤낮으로 애써주고 계신 학 도서  계자 여러분

의 노고에 깊은 로와 격려의 말 을 드립니다.

국립 학인 우리 서울 학교는 ‘겨 의 학에서 세계의 학으로’ 성장하기 하

여 연구 심 로벌 캠퍼스를 추진하여 세계 10  학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

다. 한 각종 국가지원 연구센터와 연구소, 교수들이 연구에 집 할 수 있는 지원 

로그램을 통하여 세계화 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노력하는 시 에서 

2010년 제 10회 국 학도서 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신지식이 자고나면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시 입니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

많은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 학 내에서 생산된 지식을 공유

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매우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는 학 도서 이 ‘지식 뱅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자료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가공하여 서비스하는 명실상부한 종

합 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미래 지향 인 교육․연구 환

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 영 사



한 국내외 학술연구 기 과의 연계 력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 학도서 회는 이와 같은 도서 의 사명

을 실천해나가는 소 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지난 그 어느 회

보다 더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서 을 학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액과도 같은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잘 순환

되느냐에 따라 그 학의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학 도

서  계자 여러분들의 열정 인 모습을 뵈오니 우리나라 학의 미래는 매우 밝고 

역동 일 것이라는 감이 듭니다. 

모쪼록 회 기간 내내 학 도서 의 비 과 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소 한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며, 환 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26일

서울 학교 총장 오 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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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의 국공립 학교, 사립 학교, 문 학 도서  계자들이 한자리에 모

여 ‘제10회 국 학도서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해 여러 가지로 힘 써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차 님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  원장님, 서울 학교 오연천 총장님, 한국 학도서 연합

회 곽동철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국제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해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과의 지식과 정보 경쟁에서 우 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시 에 학의 역할은 그 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의 하나는 학도서 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계 수 의 경쟁력 있는 학에는 훌륭한 학도서 이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

습니다.

학도서 의 요한 기능은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도서 의 실은 그 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학이 국제경쟁에서 

우 를 차지하기에는 학도서 의 자료, 인력, 시설 등 인 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학도서 의 발 을 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정보들에 한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 경

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도서 을 학의 심장으로, 국가의 핵심기반시설로 발

시키려는데 참으로 커다란 기 를 하고자 합니다. 

축   사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국의 학도서 에서 참가

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없이 요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보니 정부의 학도서  정책에 한 설명은 물론 여러분들의 구체

인 업무와 련하여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정보공유, 유 강화가 학도서 의 발 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

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국의 학도서  계자 여러분과 이 행사를 비하시느라 수

고하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 학교, 한국 학도서 연합회 

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 학도서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향후  역시 국회 교육과학

기술 원장으로서 학도서 이 학의 심장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도서 의 모든 계자 여러분, 행사기간 동안 다들 몸 건강하시고 

즐겁고 소 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 재 일 국회 교육과학기술 원회 원장



12 2010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국 학도서 에서 근무하는 도서 인 여러분!

학도서  발 을 한 논의의 장인 ‘2010년 국 학도서 회“ 개최를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 원회 원장님, 

본 행사를 비해 주신 천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과 

서울 학교 오연천 총장님,

그리고 한국 학도서 연합회 곽동철회장님을 비롯한 

계자 여러분께 먼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학도서  계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로벌 경쟁시 입니다.

지구  모두가 지식경쟁 시 이자

지식정보의 창출과 활용 정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인 것입니다.

한 창출된 지식은 다시 공유 확산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재생산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선순환 구조’를 지식창출의 주체인 학, 

특히 학도서 이 주도 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요성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정책의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검하여 보완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학도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격 려 사



첫째, 학도서 의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인 학도서  진흥법(’09.2.25 발의) 등 련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도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도서  간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학의 도서 에 한 투자를 유도하고, 

학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도서  평가에 많은 학이 참여하여 학도서 의 

질  기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학도서  재정지원 사업을 확충하겠습니다.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사업 등 재 54억원의 학도서  

련 재정사업을 연차 으로 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도서  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학도서 의 진흥을 한, 

구체 인 방안을 논의하기 한 자리인 만큼, 

이에 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학도서 이 지식기반경제사회 구 을 한

국가 핵심기반 시설로 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 합니다.

끝으로 학도서 에 깊은 애정과 심을 갖고 

‘2010년 국 학도서  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을 드리면서 

이 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김 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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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먼  2010년도 국 학도서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

는 도서  계자 여러분 앞에서 의 짧은 생각을 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학도서 은 내외 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니다. 내

으로는 학문의 연구분야가 차 세분화되어 가고 있어 학도서 은 보다 방 하고 

문 인 학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외 으로는 정보기

술의 발 으로 도서 을 통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학술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학에서 작권법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교

육하는 사람으로서 학도서 에 해 바라는 몇 가지 말 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변화된 환경에의 적응

1. 오 액세스 자료의 수집

최근 도서 계에서는 ‘오 액세스(Open Access)’가 화두입니다. 오 액세스가 

추구하는 바는 완 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정보공유를 한 여러 운동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과거 컴퓨터소 트웨어를 심으로 ‘GPL’2) 등의 정보공유운동이 시

작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오 액세스란 “학술논문이 공개된 인터넷상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됨으로써, 구든지 인터넷 속 그 자체와 결부된 것 이외에는 재정

, 법   기술  장벽이 없이, 그 논문의 문을 읽고, 다운로드받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검색하고, 링크를 설정하고, 색인을 하여 수집하고, 소 트웨

어에 한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기타 합법 인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3)을 의미합니다. 오 액세스를 실 하기 해서는 작자가 그 논문을 이른바 

1) 이른바 ‘도서  우회 상’.

2) GNU General Public License. www.gnu.org.

3)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BOAI)(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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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Repository)’에 ‘셀  아카이빙(self-archiving)’하거나 ‘오 액세스 

(Open Access Journal)’에 게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  오 액세

스는 논문, 보고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상 디지털 장소에 등록하여 이를 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악될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재 ‘오 액세스  디 토리(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DOAJ)’4)에 5,271개의 이 등록되어 있고, 432,597개의 논문이 오

액세스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디 토리에 등록된  수가 많은 국가들

을 보면, 1 부터 3 까지 미국 1,114개, 라질 471개, 국 418개이며, 일본은 102

개로 12 , 한국은 18개로 약 40 에 속합니다. 

오 액세스 운동은 특히 학술지의 상업화로 구독료가 높은 서구에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한 학문발 이라는 목 으로 출 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업  DB가 발 해가면서 차츰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

도서 과 연구기  등은 ‘셀  아카이빙’의 방법으로 오 액세스 논문 등을 수집하

고 있습니다. 재 학도서 에서는 주로 석․박사 학 논문을 수집하고 있으며, 

차 학술논문이나 강의노트 등으로 그 범 를 넓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학 논문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논문을 수집하는 경

우에는  출 사와의 작권 련 계약에 주의하여야 합니다.5)

우리나라에서는 ‘KERIS’가 2003년부터 ‘dCollection’이라는 오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는 2009년 재 국 216개 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학의 논문 등이 디지털화되어 dCollection DB로 구축되고, 각 논문이 dCollection 사

이트에서 통합 검색될 수 있습니다. 오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의 ‘기

4) 스웨덴의 룬트 학교(Lund University) 도서 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www.doaj.org.

5) 각 출 사들의 오 액세스 련 작권정책에 해서는 ‘www.sherpa.ac.uk/romeo/’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오 액세스의 조건 내지 유형도 다양한데, 컨  ‘Pre-print’, ‘Post-print’, ‘Publisher’s 

version/PDF’, ‘Paid Open Access’, ‘Mandated Open Access’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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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로 표 인 것은 그 외에 ‘KAIST’의 

‘KOASAS’, ‘KISTI’의 ‘Science-Attic(과학다락방)’ 등이 있습니다. 

석․박사 학 논문제출자 기타 학술논문의 작자가 논문을 각 학의 오 액세

스 리포지토리에 등록할 경우 ‘학 (학술)원문제공 서비스에 한 동의서’라는 

작권이용허락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선스의 범 에 해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각 조건, 즉, ‘ 작자표시’, ‘비 리’, ‘변경

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상 

기  리포지토리에서는 논문 등록 차에 해서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자료의 이용조건( 작권)은 어

떠한지에 한 설명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기  리포지

토리에 셀  아카이빙하는 등록자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라이선스 조건에 한 상

세한 설명이 반드시 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DRM’6)에 의하여 라이선스 조

건에 반되는 행 에 해서는 기술 으로 이를 지할 수는 있겠으나, 이용자에

게는 이용 상 논문에 해 허용되는 행 와 허용되지 않는 행 가 무엇인지 분명

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도 있습니다. 컨  ‘KISTI’의 ‘Science-Attic’은 그 홈페이지 첫화면 하

단에 CCL을 의미하는 로고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사이트는 크리에이티  

커먼즈 라이센스에 의하여 이용허락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검색자료의 표시화면 상단에 CCL을 뜻하는 로고와 함께 “본 산출물은 작자표

시-비 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센스 3.0가 용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만일 이용자가 검색자료를 다운로드하기 하여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라이선

스 조건에 한 설명문을 보여주고, 그 조건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향후 학도서 에서도 이러한 차를 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도서 이 주로 단순히 도서를 구매, 보존, 출해주는 수동 인 역할을 했다

6) Digital Righ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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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재는 극 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능

동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컨  각 학 내에서 수많은 학술행

사가 개최되고, 각종 기념회 등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회성으로 개최되어 종료되는 학술행사나 기념회 등은 해당 행사의 참여자가 아

니면, 그 행사의 개최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 참여자라 하더라도 컨  

발표문, 토론문, 연설문 등의 내용을 지속 으로 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를 각 개인에게 기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따라서 학도서 은 어도 각 학 

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의 내용을 문서 는 동 상 자료 등을 통해서 이를 

수집하고, 각 유형별로 정리․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게 함으로써 향후 동 

행사의 결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행사의 참여자들은 자료집의 형태로 그 행사의 내용이나 결과물을 보유하

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들은 일반 으로 해당 자료집을 구하기 어렵고, 각 

참여자들이 그 자료를 보존하여 제3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기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도서 에서 각 학 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의 자료

집, 동 상 등을 종합 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재 도서 법(제20조)과 작권법(제31조)에서 국립 앙도서 이 일정한 기

에 부합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에 국한하고 있으며, 학술행사 등의 자료

집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학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온라인 자료라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도서 법과 작권법에 따른 수집 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 내의 학술행사 결과물에 해서는 다른 외부기 보다도 

학 내의 도서 이 그 보존가치를 정확히 단할 수 있다고 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수집․보존은 학도서 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됩니다. 다만 

이를 해서는 작권법상 도서  련 규정에서 학도서 이 하는 와 같은 행

는 작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작재산권제한조항을 신설하

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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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정보서비스의 제공

2010년 7월말 기 으로 국내 스마트폰가입자의 수가 이미 314만명에 달하고 있

고, 올 연말에는 400만명을 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상당수는 학생 등 

은 층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주지하다시피, 단지 화나 문자를 주

고받는 통 인 의미의 통신수단의 개념을 벗어나, ‘내손안의 PC’로서 다양한 목

으로 활용 가능한 휴 기기입니다. 이제 반드시 책상 의 컴퓨터를 통해서만 인

터넷 검색이 가능한 시 는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웹서핑

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학도서 이 이러한 환

경의 변화에 응하기 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스마

트폰에 최 화된 형태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유행이 고되고 있는 태블릿P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형식 인 측

면뿐만 아니라, 학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  자책(e-book)의 형태

로 제공되는 것들도 스마트폰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포맷을 다양하게 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산하의 22개 공

립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자책을 다운로드받아 스마트폰에 장해 놓고 언제든 

불러내 읽을 수 있는 애 리 이션인 ‘리 로피아’를 개발․보 하고 있는데, 올 연

말부터 자책서비스를 제공할 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학도서 에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한 향후 스마트폰의 이용이 증할 것으로 상되므로 자책 자체의 수도 

차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책의 진정한 가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서 이를 읽을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며, 따라

서 스마트폰의 보 증 와 함께 자책에 한 수요도 증할 것으로 상되기 때

문입니다. 자책으로 제공될 콘텐츠에는 특히 학의 강의교재나 강의노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서는 물론 작권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

지만, 그 개정 이라 하더라도 작자가 이를 오 액세스 리포지토리에 등록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권리자들이 작물이용환경이 변화하 다는 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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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한 조건의 작물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유연하게 응하는 자세를 가

져야 할 것입니다.

학술DB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도 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

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인터넷의 ‘교외 속서비스’를 통해서 자택이

나 기타 교외에서 학술DB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속 자체는 스마트폰 등에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페이스를 스마트폰에 최 화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

며, 이는 원칙 으로 해당 학술DB의 매회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몇몇 학

술DB의 경우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컨  국내학회지

DB인 ‘ 리미디어(주)’의 ‘DBPIA’ 논문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용 서비스인 ‘모바일DBPIA’7)가 최근 오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로서 외국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 랫폼인 ‘EBSCOhost’도 스마트폰 

용 인터페이스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지 않은 학술DB의 경우 하루속히 그러한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 작권법은 도서 이 소장도서를 디지털화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디지털

화된 도서는 각 도서 내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1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도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우 불편한 장애요

인이 됩니다. 행 작권법 하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화된 도서를 보는 경우에

는 작권자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됩

니다. 라이선스계약체결의 번잡성을 피하기 해서는 작권법을 개정하여 외에

서 디지털화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9)

7) http://m.dbpia.co.kr.

8) http://search.ebscohost.mobi 는 http://m.ebscohost.com.

9) 이른바 ‘ 외 송서비스’의 허용.



기조강연 3：이용자가 원하는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모습 61

자책,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가 차 많이 보 되어 가고 있고, 

해당 정보나 기기의 사용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 언제까지 

아날로그 도서의 이용을 권유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술발 으로 인한 도서이용의 

편리함을 애써 제한하고 있는 재의 상황은 장기 으로는 학생  연구자 등 이용

자들로 하여  도서 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도서 은 한편으로는 행 작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작권자  출 사와 

의하여 보다 확 된 범 로 자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작권법의 규정을 실의 도서 이용수요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극 으로 

제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도서 자료의 디지털화

재 구 (Google) 등의 기업에서 상업 으로 세계 여러 도서 들의 장서를 디

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구 은 2004년 12월부터 이른바 ‘북서치 로젝트(Book 

Search Project)’를 시작하여  세계 모든 도서의 자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자료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도서 자료의 디

지털화는 희귀도서, 도서, 고서 등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에 한 근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에서 분명 정 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 , 보존 

 이용의 용이성, 소장공간문제의 해결 등으로 향후 디지털화는 가속될 것으로 

망됩니다. 단지 수입지출이라는 업  측면에서만 본다면, 학도서 들도 구 과 

약을 맺어 소장도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 으로, 

한정된 산과 첨단기술의 부족 때문에 도서 은 구 과 같은 기업의 디지털화 제

안을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원칙 으로 

그 국가의 국민들이 스스로 이를 보존하고 리 공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의 

어려움 때문에 도서의 디지털화를 사기업, 그것도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험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구 과 같은 거 기업이  세계 자도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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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지 를 차지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용자들의 정보 근권이 사기업의 경

정책에 따라 축소되거나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사기업은 도서 의 공

공  기능을 결코 담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립 앙도

서 , 국회도서  등을 통해서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야 할 것

이고, 학도서 은 그 소장자료  복되지 않는 범  내에서 디지털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서는 각 도서 간 디지털화 상인 도서의 선정, 목

록의 공유 등의 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도서의 디지털화 사업은 

도서 , 작권자, 출 사 등 이해 계자들이 서로 긴 하게 조하여, 도서 의 공

공성, 작권자의 이익, 이용자의 정보 근이익 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8월 재 국립 앙도서 은 39만권의 도서를 디지털화하 다고 합니다. 

학도서 도 특히 희귀도서를 심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 앙도서 은 한 54만건의 주요 웹상의 콘텐츠를 수집하 다고 합니다. 학

도서 도 한 각 학 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한 각종 자료와 동 상 

등을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시 의 귀 한 지식정보를 후세에 달하

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원문복사서비스의 제도  허용  강화

재 KERIS의 문헌복사시스템을 통해서 타 학도서 에 소장된 정기간행물의 

논문 등 도서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헌복사를 신청하면, 각 이

용자들이 해당 문헌의 복제물을 우편, 팩스  자배송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됩니

다. 자배송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직  일로 수령하지는 못하고, 이용자의 소속 

학도서 을 통하여 출력물의 형태로 원문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즉, 완 한 의미의 자배송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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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복사서비스 자체에 해서는 재 작권법 인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 있

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 작권법상으로는 도서 은 도서 등이 “  그 밖

에 이에 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도서 에 그 복제물을 요구

할 수 있는데(동법 제31조 제1항 제3호), KERIS 문헌복사시스템의 경우 해당 문헌

의  는 구입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도서 에 그 문헌의 복제물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작권법에 따르면, 

이 경우 문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도서 은 이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동법 제31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자배송의 경우, 문헌복사를 요

청하는 도서 에 해당 문헌이 일로 달되기 때문에,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권법은 특정 도서 이 이용자가 다른 도서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 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1조 제3

항). 그러나 자배송의 경우, 도서 간 문헌 일의 송신은 특정 개인(도서 사서)

만이 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 의 구성원이 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작권법상 ‘ 송’(동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컨  불행하게도, 학도서  간 행화된 문헌복사서비스는 행 작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실과 법률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련부처에서는 되도록 빨리 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헌복사신청시 이용자들에게 원문 일이 아닌 출력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마도 작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인쇄된 형태의 원문은 이용자가 이를 보존하기도 쉽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이를 달  수령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문

일을 이용자에게 직  이메일로 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

니다. 물론 이를 해서는 먼  문헌복사서비스 자체를 명백히 허용하고, 더 나아가 

완 한 의미의 자배송까지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작권법상 도서  련 규정

(제31조)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 직  이메일 송을 불허하는 이유는 불

법이용(불법 복제․배포 등)의 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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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든 아날로그 형태이든 불법이용의 험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며, 기술이 발

하고, 작물이용환경이 변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용의 험을 우려하여 이

용자에게 언제까지나 아날로그방식의 이용만을 강요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Ⅲ. 결  론

학도서 은 수동 인 자료의 구매  보존의 기능을 탈피하여, 극 인 정보

의 수집, 검색  제공으로 그 기능의 심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이 게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학구성원들의 교육  연구활동을 보다 효

과 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 을 하여 제 나름 로 생각한 바를 

에서 두서없이 말 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련 법률규정이 정비되고, 학도서

의 인 ․물  자원이 히 비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학당국은 

물론 련 정부부처에서도 학도서 의 역할과 기능이 변모하고 확 되어야 한다

는 을 고려하여, 앞으로 지속 인 심과 지원이 뒤따르기를 기 합니다. 감사합

니다.



관/과장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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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학의 투자를 유도하여 도서 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질  만족

도를 개선

◦ 학도서  서비스에 한 진단  질  수  제고

   - 학도서  간 선의의 경쟁 체제 구축

   - 학도서  서비스  운  우수 사례 발굴 

◦ 학도서  진흥의 방안으로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일선 학

도서 에서 학도서  평가를 요구

❖ 학도서 평가에 한 학도서 의 의견(설문조사, ‘09.7.13,)

   - 학도서  평가 필요 : 95.7% 

   - 평가의 목  : 정부의 지원(27.6%), 교육  연구기여도 측정(26.2%), 정보서비스 개

선(25.2%), 자율경쟁 유도(16.2%), 모범사례 발굴(4.8%)     

❖ 추진경과

◦ ‘07.2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 설치(도서 법 제12조)

◦ ‘08~’09 국도서  운 평가(도서 정보정책 원회 주 ) 추진

   - 학도서 은 2008년과 2009년 국도서  운 평가에 불참

◦ '08.10 학도서  발 계획(2009~2013) 수립

   - 도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외국학술자원 공동활용 등 일부만 

추진

◦ ‘09.2.25 정두언의원 「 학도서 진흥법」발의

   - 학도서  독립평가의 근거를 마련

◦ ‘09. 11 도서 정보정책 원회에서 학도서 도 운 평가 참여 요청

◦ ‘09.12~10.3 우리부에서 “ 학도서  평가 방안”을 정책연구 추진 

◦ ‘10.3.30 도서 정보정책 원회에서 학도서  평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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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 학도서  평가는 교과부가 주 하여 추진

 -「 학도서 진흥법」제정을 통하여 학도서  평가에 한 근거를 마련한 후 주기  

평가 실시

 - 다만, 법 제정 에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지표개발, 시범평가 실시 등 독립평가에 하

는 평가 방법 모색

Ⅱ. 2010년 평가추진 계획(안)

❖ 정책연구 추진

◦ 내용 : 학도서  평가모델  지표개발, 시범평가 실시 방안 마련

◦ 추진방안 

   - 학교수  학도서  문가 등으로 연구진 구성

   - 연구진  일부는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정책연구진이 시범평가에 주도 으로 참여하는 방안 고려

◦ 평가지표 개발 

   -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 학도서  평가지표”

  - 교과부에서 수행한 “2007년 학도서  평가지표 개발  실행 방안에 한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 하는 “ 학도서  통계시스템 지표” 등을 참고하

여 학도서  평가 지표 개발 후 시범평가 실시

◦ 연구비 : 50,000천원

◦ 추진기간 : ‘10. 7～12(6개월)

월별 

 연 구 내 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가모델  평가지표 결정

 의견 수렴  평가 공고

 시범평가 실시  보고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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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원회 구성․운

◦ 원회는 정책연구진을 포함하여 9명으로 평가 원회를 구성

   - 다만, 필요에 따라 평가 문가나 학도서  장 문가를 원으로  

가능

◦ 운 기간 : ‘10. 7～11(5개월)

◦ 운 방법

   - 원회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평가모델과 평가지표를 기 으로 학

도서  평가를 실시

   - KERIS는 원회 운 (회의소집, 진행, 결과정리 등)을 담당 

❖ 학도서  평가 실시

◦ 평가 상 : 국 학도서 을 상으로 공모

    ※【붙임 1】 학도서  황

◦ 평가기간 : ‘10.9 - 11(3개월)

◦ 공모분야(특성화) : 3개 분야 결정

공모분야(특성화) 사례 시

1)교육․연구지원서비스

- 학도서  제공 로그램, 교육  연구지원서비스, 주제별, 학

과별 정보서비스, 인 자원 문화 역량 강화, 원스톱서비스, IT 

모바일서비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교육, 기타

2)콘텐츠 확충  

학종합지식정보센터 

역할 강화(content)

- 디지털 도서 , 고문헌, 희귀자료, 향토자료, 학내 모든 정보자원

련기 과의 력(CTL, 연구소, 산학 력, 이러닝..), 기  포지

토리, on/off-line 자료개발정책, 어학, 컴퓨터, 취업 등 련 디지

털 콘텐츠 확보  제공, 특성화 자료 구축  활용, 기타

3)지역사회 연계  

외 력분야

- 학도서  외 력  지역사회 연계, 학도서  련 회, 

학회 단체 참여 활동, 국내외 도서 간 력 체제 구축(인 업무 

등 제안활동), 지역사회도서  개방, 기타

   - 학규모 등을 고려하여 작은 규모의 도서 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



72 2010 전국대학도서관대회

< 학규모 구분>

구분

학생수 비고

최소 최 학교수 도서구입비 재학생수
학생1인당자

료구입비

15,000명 이상 - 36 118,061 998,668 118,218

6,000명 이상 15,000명 미만 91 71,058 831,778 85,429

소 - 6,000명 미만 248 32,294 597,723 54,028

   - 체 1  우수도서  선정방법 : 총 수  가장 높은 학으로 선정

❖ 학도서  평가방법

◦ 평가배

   - 학도서  체 평가배 을 1,000 으로 함.

   - 기본지표는 400 ,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는 200 , 공모분야(특성화) 평가

는 400 으로 함

◦ 평가 단계

   - 1차평가 : KERIS계량지표(400 ) 수와 특성화 정량평가 부분의 도서

기본사항(100 )의 수를 평가하여 3배수 선정

   - 2차평가 :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200 ) 결과와 특성화 정성평가(300 )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

   - 3차평가 : 장평가는 우수도서 으로 선정된 10개 학을 방문하여 진

여부만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차순  도서 을 평가 

◦ 평가방법

   1) 기본평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 하는 학도서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를 이용하여 정량평가

     - 일반지표 200 , 공동활용지표 200 으로 총 400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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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족도 조사 : 정성 평가

     - 20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문 기 을 통하여 설문조사, 총 수

는 200  임

   3) 특성화 역 : 특성화 분야별 시 설명 제시

     - 공통지표 100 , 특성화 평가 300 으로 총 400

     - 3개 공모 분야에서 평가 상 학이 시된 지표를 선택하여 2009년도 

특성화사업 실 을 기술 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정성평가

     - 정성평가 척도는 다양한 사업 역에 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

도, 공헌도, 국민 수혜 여부, 창의성 등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 지표를 개

발하고 배 을 할당함(지표간 비율은 추후 논의)

❖ 평가결과 공개  우수도서  지원

◦ 평가결과 공개

   - 우수도서  선정은 평가 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도서  평가 

수는 평가시스템에서 체평가 일정 완료 후 확인 가능  

   - 개별도서 의 평가 수와 순 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우수기  명단과 각 

그룹별 최고 수, 항목별 최고 수 만 공개

◦ 우수도서 에 한 재정 지원 : 5억2천만원 

   -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산과 연계하여 지원

구분 소 계

체1 70,000

1분야 60,000 50,000 40,000 150,000

2분야 60,000 50,000 40,000 150,000

3분야 60,000 50,000 40,000 150,000

계 180,000 150,000 120,000 520,000

◦ 우수도서  표창

   - 교과부장  표창 : 10개

   - 표창일시 : 별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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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 일정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일정 소요일

◦ 시범평가  정책연구 계획 수립      6월 1개월 교과부

◦ 평가모델  평가지표에 한 정책연구

   - 평가 원 
7-8월 2개월 원회

◦정책연구 결과에 한 의견수렴

   - 평가모델  지표, 평가방법
8월 2일

국 학

도서 회

◦ 평가모델  평가지표 확정 8월 1일
교과부

원회

◦평가계획 공고  평가 상도서  공모

   - 평가모델  평가지표 안내
9월 14일

교과부

원회

◦ 평가시스템에 자료 입력  수정 9월 14일 학도서

◦ 1차 서면평가

   - 평가시스템 입력 자료 평가
10월 21일 원회

◦ 2차평가( 장실사)

   - 우수도서 에 한 장실사(진 여부만 조사)   
10월 7일 원회

◦ 평가결과 심의자료 작성

   - 최종 평가결과 자료 작성
11월 7일 원회

◦ 평가 원회 평가결과 심의 11월 1일
교과부

원회

◦ 평가결과 공표  수상기 에 통보 11월 1일 교과부

◦ 평가지표 개발  시범평가 결과에 한 보고서 작성 11월 3주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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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학도서관 현황

1. 학도서  주요지표 총계

 자료기 일 : 2009.3.1

구분 학
소장자료

(천책)

시설  설비
직원

(명)

도서구입비

(백만원)

출 황

열람석수

(석)

도서  건물 

연면 (㎡)

출자수

(천명)

출권수

(천명)

일반

학

국공립 26 24,396 69,448 440,515 752 52,732 467 5,231

사립 145 74,228 254,574 1,966,376 2,107 136,324 2,921 17,991

계 171 98,623 324,022 2,406,891 2,859 189,057 3,388 23,222

문

학

국공립 10 519 2,539 13,131 27 604 17 76

사립 129 11,534 66,105 696,022 390 8,237 293 1,665

계 139 12,052 68,644 709,153 417 8,841 309 1,741

교육 학 10 2,086 7,502 45,909 83 1,733 245 743

산업 학 11 3,583 12,025 82,554 79 4,874 102 613

기타 28 2,037 7,538 161,843 142 5,836 168 406

계 359 118,381 419,731 3,406,350 3,580 210,341 4,212 26,725

 

2. 학도서  주요지표 평균

 자료기 일 : 2009. 3. 1

구분 학
소장자료

(천책)

시설  설비
직원

(명)

도서구입비

(천원)

출 황

열람석수
도서 건물

 연면 (㎡)

출자수

(명)

출권수

(권)

일

반

학

국공립 26 938 2,671 16,943 26 2,028,170 17,945 201,179

사립 145 512 1,756 13,561 12 940,166 20,146 124,077

계 171 577 1,895 14,075 14 1,105,594 19,811 135,800

문

학

국공립 10 52 254 1,313 3 60,370 1,682 7,571

사립 129 89 512 5,396 3 63,856 2,266 12,906

계 139 87 494 5,102 3 63,605 2,224 12,522

교육 학 10 209 750 90,326 8 173,254 24,487 74,290

산업 학 11 326 1,093 97,689 7 443,097 9,254 55,768

기타 28 73 269 5,780 5 208,446 6,007 14,495

계 359 330 1,169 14,640 10 585,907 11,732 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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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정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건의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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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분과
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 보고 및 KERIS 종합목록 

서비스 주요 현안

유 재 욱

(KERIS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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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연간물 분과
해외 DB아카데믹 라이선스 선정 및

협상 경과 보고

홍 구 표

(한국교원 학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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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 분과
KERIS 상호대차 서비스 주요 현안

권 지 연

(KERIS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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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봉사/열람 분과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북카페(I love book) 

운영사례

김 명 기

(한양 학교 ERICA 학술정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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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dCollection 분과
학술연구지원 스마트폰 서비스 사례 및

아이디어 제안 공모 수상작

이 상 근

(한양 학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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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가 온다：

미래 대학의 변화와 도서관

박 영 숙

(유엔미래포럼 표)

※ 최종 자료는 국 학도서 회 홈페이지(library.riss.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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