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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추진경과1

3



구분 대학수 소장책수
(천책)

열람석수
(석)

직원수
(명)

자료구입비
(백만원)

대출책수
(천책)

일반대학 국공립 26 25,429 70,721 626 52,401 5,271

사립 153 78,105 258,110 1,347 141,879 18,356

소계 179 103,534 328,831 1,937 194,280 23,627

전문대학 국공립 9 404 1,929 14 321 59

사립 131 10,987 63,558 279 8,043 1,822

소계 140 11,391 65,487 293 8,364 1,881

교육대학 10 2,004 8,506 65 1,999 760

산업대학 12 3,937 11,392 62 5,366 633

기 타 37 2,805 7,647 125 6,928 309

전 체 378 123,671 421,863 2,518 216,937 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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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총계

1-1. 대학도서관 현황(1)



구분 대학수 소장책수
(책)

열람석수
(석)

직원수
(명)

자료구입비
(천원)

대출책수
(책)

일반대학 국공립 26 978,021 2,720 24.1 2,015,432 202,747

사립 153 510,491 1,687 8.8 927,312 119,972

소계 179 578,400 1,837 11.0 1,085,363 131,995

전문대학 국공립 9 44,954 214 1.6 35,687 6,561

사립 131 86,868 485 2.1 61,396 13,911

소계 140 81,367 468 2.1 59,743 13,439

교육대학 10 200,349 851 6.5 199,898 76,009

산업대학 12 328,118 949 5.2 447,203 52,781

기 타 37 75,806 207 3.4 187,239 8,340

전 체 378 327,171 1,116 6.7 573,908 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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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평균

1-2. 대학도서관 현황(2)



1-3.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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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교육연구지원을 위한 학술정보자원의 절대 부족

- 우리나라의 재학생 수 2만명 이상 대학도서관의 평균 소장 책 수는 1,914천책, 구독 학술지
종 수는 3,915종으로 각각 ARL 113위, 82위 수준에 불과

 최신 학술자원 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부족

- 우리나라 4년제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109천원으로 ARL 최하위인 Kent 
State Univ.의 40%에 불과

 대학 간 지식정보격차의 심화

- 최상위 20개 대학도서관의 평균 소장 책 수는 1,644천책, 자료구입비는 4,349백만원인데 비
해 최하위 20개 대학도서관은 각각 8천책, 3백만원에 불과

- 전문대학도서관은 4년제 대학도서관과 비교 시 소장 책 수는 14%, 직원 수는 19%, 자료
구입비는 5.5%에 불과



 제14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시“대학도서관활성화방안”심의·확정('02.11)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dCollection) 구축·운영('04~) 

- 학위·학술논문의 온라인 원문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학도서관 발전계획(2009~2013) 수립('08.1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발의('09.2.2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7개로 확대('09.12)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전북대

 외국 학술DB 공동 활용 사업 시작('10.7)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실시('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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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 정책 추진경과



◈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 특성화된 전문 학술정보센터로서의 대학도서관 육성 지원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 학술자원 공동 관리 체계 구축 외국 학술자원 확충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 대학도서관 평가

- 대학도서관 직원 직무역량 강화

- 대학도서관 발전 유공자/기관 발굴

- 국가 학술자원 관리 시스템 운영

- 대학 생산 학술자원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 의학학술정보종합시스템 개발·운영

- 학술자원 디지털배송시스템 운영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 외국학술DB 공동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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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전 및 추진체계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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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추진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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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책무성 부여

등 대학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 진흥을 도모

 '08.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대학도서관진흥법제정을 '09 교과부과제로확정

 '09.02. 대학도서관진흥법(안) 발의(정두언 의원 등 21명)

 '10.03.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 예비검토보고서 제출

 '11.03. 국회 교과위 소위 계류 중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정법 절차에 따라 연내 제정되도록 진력



2-2. 대학도서관 평가 정착(1)

 추진배경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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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유도를 통해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반 조성

 대학도서관 진단 및 우수 서비스 발굴·확산을 통해 대학도서관 활성화 유인

 일선 대학도서관의 평가 요구(의견조사 결과 95.7%가 평가 찬성, '09.07.)

 '10.07.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실시 기본계획 수립(차관결재) 및 발표

 '10.07.~11. 정책연구를 통한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실시

 공모에 참여한 58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

 계량지표 및 특성화지표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장 실사 등 3단계 평가 및 지표 개발

 3개 특성화 분야, 대학 규모에 따른 9개 그룹 구분 평가를 통해 10개 우수 대학도서관 선정



2-2. 대학도서관 평가 정착(2)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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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지연에 따른 법적 근거의 미비로 자율평가 실시

 대학도서관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격년제 평가 실시

 '11년에는 전문대학도서관, '12년에는 4년제 대학도서관을 평가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

 평가 자체의 전문화·고도화 및 평가 결과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근본적인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의 확립을 통한 평가의 합리성 확보

 각종 대학평가 및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2-3. 대학도서관 직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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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직원 재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학술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와 정보

요구의 다변화·전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역량 확보 지원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 4개 교육과정 운영(113명 이수)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개최 : 4개 분과 세미나 개최(552명 참석)

 대학도서관 직원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교육 기회 확대(2회 증설, 6회 운영)

 대학도서관 현장 의견 수렴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2-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최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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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도서관 관계자들 간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최신 동향 파악, 

학술정보서비스 성과의 교류·확산, 대학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 기회 제공

 2010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최

 대학도서관 관계자 377명 포함 총 500여 명 참가

 대학도서관 주요 현안 논의, 정책 발표 및 현장 의견 수렴, 유공자(기관) 발굴·포상

 5개 분과별 전문 주제 토의 및 발표

 201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개최



학술자원 관리 체계 구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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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 학술자원 현황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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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rinfo.mest.go.kr) 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학술자원

보유·활용 현황 등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현황 관리 시스템 운영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조사 및 대학도서관 평가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통계 관리의 일원화 및 개별 대학도서관의 업무 부담 경감

 학술자원 통계 관리 체계의 지속적 개선 및 연계 활용도 제고

 통계분석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3-2. 대학 생산 학술자원 공동 활용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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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등 대학·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주요 학술자원 수집·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으로 국가 학술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도 제고

 학술자원유통시스템(dCollection) 보급·운영 : 2천2백여 개 기관 참여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원문 340만건 구축·연계로 연간 1,975만건 서비스

 학술자원 수집·디지털화 및 품질 관리 강화

 학술자원유통시스템 고도화로 이용자 친화적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3-3.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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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도서관, 병원도서관 등 의학 관련 학술정보 유통·관리기관 간 연계 및

학술자원 공동 활용을 통해 의학 분야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원

 57개의학도서관, 127개전문도서관등 184개기관참여로연간 4만여건공동활용

 이용자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신규 개발(MEDLIS ULM)

 학술지종합목록구축시스템 신규 개발로 DB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환경 제공



3-4. 학술자원 디지털배송시스템 운영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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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시 인쇄 학술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전송함으로써

학술자원 공유의 속도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디지털배송시스템(dCUBE) 개발·운영으로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처리

시간을 평균 4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

 2010. 3. 1. 서비스 개시 / 8,609건 서비스(전체 상호대차의 10%)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이용 활성화로 학술자원 공동 활용 편의성 제고



학술자원 확충4

20



4-1.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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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분야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핵심 외국 인쇄학술지를 망라적
으로 수집·보존 및 공동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및 개별
대학도서관의 인력·예산·공간 절감

 7개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핵심 학술지 6,537종, 논문
585만편을 확충하고 상호대차를 통해 연간 13,420건 공동 활용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핵심 학술지 확충, 공동 활용 시스템 개선 및 홍보로 학술자원 활용도 제고

 사회과학 분야 2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추가 지정(행정·경영학, 교육·사회학)



4-2. 외국 학술DB 공동 활용

 사업내용

 주요 추진 성과

 2011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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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외국 학술DB의 대학라이선스 구독 및 전 대학 공동 활용으로 국가적
차원의 가용 학술자원 확충, 예산 절감 및 대학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도모

 핵심 외국 학술DB 17종을 대학라이선스 구독하여, 연간 912만건 공동 활용

 원문(Full Text) 중심의 외국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종 수 확대

 전문대학 등 특성화된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 학술DB 도입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핵심 학술자원 발굴·확충



향후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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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국가적 차원의 가용 학술자원 지속적 확충

 국가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활성화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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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학술DB 국가라이선스 구독 지속적 확충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추가 지정 및 지원금 합리화

 대학 생산 학술·연구 성과물 디지털화 지원

 학술자원현황관리시스템(rinfo), 학술자원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자원디지털배송시스템

(dCUBE),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 등학술자원공동활용시스템고도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적극 추진

 대학도서관 평가 제도 정착 및 운영 합리화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



5-2. 기대효과
 국가 학술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구입 예산 절감

 대학·연구자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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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핵심 학술자원의 지속적 확충으로 국가의 학술연구 역량 강화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을 통해 개별 대학도서관의 중복 구독을 방지

 국가적 차원의 핵심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으로 대학 간, 연구자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학술연구 환경 제공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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