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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서관연감 2000-201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명 예산 신축년도

성결대학교학술정보관 220억 2010년 09월

명지대학교도서관

성균관대학교학술정보관

연세대학교학술정보원

고려대학교도서관

한성대학교학술정보관

450억

550억

620억

440억

108억

2010년 03월

2009년 03월

2008년 05월

2005년 05월

2003년 10월

신축 면적(㎡) 층수

13,167

27,800

23,800

33,428

23,382

11,814

지하1층, 지상6층

지하3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6층

지하1층, 지상5층

지상6층

전주대학교도서관 지하2층, 지상4층 2011년 03월9,600 340억

동서대학교민석도서관 300억 2007년 09월14,345 지하2층, 지상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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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학술정보관

인하대학교정석학술정보관

조선대학교도서관

포항공대정석학술정보관

108억

450억

180억

496억

도서관명 예산 증축년도

영남대학교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도서관

광주교육대학교도서관

200억

80억

100억

25억

2003년 10월

2003년 09월

2003년 04월

2003년 04월

2005년 02월

2004년 11월

2004년 05월

2003년 02월

증축 및
리모델링

11,814

25,185

18,408

24,420

24,003

15,650

17,340

5,620

지상6층

지하2층, 지상6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6층

지하1층, 지상6층

지상6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면적(㎡) 층수

가천대학교전자정보도서관 2,600 지하1층, 지상2층 2010년 08월24억

동국대학교도서관 160억14,500 지하4층, 지상4층 2003년 01월

경성대학교도서관 11,384 15층 중 4~9층 사용 2003년 09월

중앙대학교도서관 14,000 지하1층, 지상4층 150억 200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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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현황 ; 장서



• 5년후 도서관 장서 예산 전망(2010년 미국 4년제 대학 239개 도서관장 대상 설문조사) 

– 저널 : 인쇄저널 비중은 줄고 대부분 전자저널로 전환 (저널예산의 88%가 Digital)

– 도서 : 단행본 예산의 반은 전자책으로 전환 (도서예산의 46%가 Digital)

<5년후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투입 예상>

대학도서관 현황 ; 장서

• “ITHAKA S+R LIBRARY SURVEY 2010 :Insights from U.S. Academic Library Directors”. Web. 9 May 2012.



10년 후 도서의 디지털화 정도 분석

대학도서관 현황 ; 장서

ARL 도서관의 전자자료 지출 현황

• James Michalko, Latest Trends in US Libraries and  OCLC in the Digital Environment, 2010.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율 2009년 39.7%에서 2012년 53.2%로 증가2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명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과 모바일서비스 비중 확대3

미국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율 2008년 1%에서 2012년 22.5%로 성장1

Google, Hathi Trust, Europeana 도서관과 협력하여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4

대학도서관 현황 ; 장서

• 이응봉, 대학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Google, Hathi Trust, Europeana 도서관과 협력하여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4

• 권태훈, 미래 대학도서관의 생존전략, 2012.

국내 대학도서관 학술 DB 구입 예산 증가에 따른 예산 압박 및 국가차원의 해결방안 모색5

Big Deal 에 대한 거부감/ Open Access Journal 및 IR(Institutional Repository) 확산7

DB구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지정 확대 및 서비스 제공6



대학도서관 현황 ; 서비스



대학도서관 현황 ; 사서

주제전문사서

학과담당, 리에종서비스 도입의 증가1

대부분 주제별 ‘장서’ 및 ‘공간’의 구분만 이루어진 상태2

호칭의 문제3
l 주제정보전담사서, 주제담당사서, 학과전담사서, 주제전담사서

l 주제전문사서제의 토착화에 대한 장애요인(추가적 교육내용, 방법론[자격, 양성 등] 부재,  확신

결여)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에종서비스가 제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호칭의 문제3

주제전문서비스의 과정 or 주제전문서비스의 한국적 토착화4

계속적인 주제전문사서 양성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제시 필요5



요 인 학부생
(%) 대학원(%) 전체(%) 해결방안

누가 주제전문사서인지 모르겠다. 82(54.3) 49(51.0) 131(53.0)
• 이용자 교육 보완
• 마케팅

해당 주제분야 지식 부족 22(14.6) 15(15.6) 37(15.0) • 사서의 인식제고 및 능력개발

주제전문사서 약력, 소개부족 25(16.6) 18(18.8) 43(17.4)
• 정보서비스 홍보
• 홈페이지 수정

대학도서관 현황 ; 사서

주제전문사서

주제전문사서제도의 필요성 비 율

필요하다. (86.21 %)

필요하지 않다. (13.79 %)

선행 과제 비 율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의 개선

(자격시험 및 자격증 수여 등)
(29.70%)

문헌정보학 교육내용의 개선 (29.70%)

관련법률 및 규정의 개정 (16.83%)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개선 (23.77%)

기 타 (0.00%)

• 홈페이지 수정

소극적 봉사 태도 20(13.2) 14(14.6) 34(13.8) • 사서의 인식제고 및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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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현황 ; 전략

v 2010년 전후 전국적으로 대학도서관 조직의 축소 및 인원 이동 현상

v 동국대, 가톨릭대,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계명대 등

대학도서관 조직의 축소

대학조직 내 입지 축소

v ‘정보’의 절대적 제공자로서의 위상 약화

v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향 제시 미약

사서의 전문성 약화

v 대학 내 도서관의 ‘부속기관’으로서의 한계

v 도서관장의 위상 약화



분석 근거



분석 근거



Planning Our Future 
Libraries

; BluePrints for 2025 (2014)

The Future of Univ. Libraries 
; 2012 Midwinter Report (2012)

Future Thinking for 
Academic Librarians ; 

Higher Education in 2025 
(2010)

Top 10 Assumptions for the Future 
of Academic Libraries & Librarians 

(2007)

서비스

- 네트워크와 가상공간을
이용한 서비스의 활성화

-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
증대

- 도서관 자원. 서비스 교육과정과의 연
계 필요

- 새로운 정보기술에 관한 교수 및 학생
을 위한 교육 필요

- 가상공간을 이용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의 증가

- 사이버 위협의 증가
-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

증가

- 디지털 컬렉션, 디지털 아카이빙
의 중요성

- 공정이용(Public Access)의 문제
대두

- Technology-related service
- Technology-rich User

environment

이용자

- User -> Member(회원)
(문화 창조 및 공유를 통

한 참여 형 도서관)
- 지역밀착형 상호작용 및

서비스

- 교수와의 연계
- 이용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격
차 해소

- 수업 및 과정 이수 형태
에 대한 요구 증가

- User -> Customer(고객) & 
consumer

- 이용자(교수/학생)의 정보 및 서비
스 요구 및 기대치 증가

- 개인정보보호/ 지적 자유에 대한
요구

물리적

- 심리적. 상징적 가치
-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의 디자인 필요

- Collaboration & partnership
- convergence
- 이용자들은 현대적이 아닌 전통적 형

- 장애인을 위한 설계 - 쾌적한 시설(high-quality facilities)
에 대한 요구 증가

물리적
공간

의 디자인 필요 - 이용자들은 현대적이 아닌 전통적 형
태의 도서관 공간을 더 선호.

인적자원
(사서)

– 물리적 공간에 갇혀 이용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사서의 역량을
제한

-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자
로서의 역할 필요

- 변화와 현식을 위한 창조적 리더십 필
요

- 계속 교육 / 전문성 개발/ 능력과 역할
의 변화 지향

- 새로운 서비스 및 기술의 습득, 교수와
의 협력 등을 위한 시간 제공

- 미디어장서의 수집, 보
존, 접근 제공능력 중요

- 다양한 학문분야 교수들과의 협력
중요

- 지적재산권 문제 대두에 따른 사
서의 역할 필요

전 략

- 도서관에 맞는 독자적 운
영시스템 구상

- 직원 변화시킬 경영전략
필요

- 안정적 자금확보방안 필
요

- 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상
생 필요

- 대학당국과 도서관의 관계 중요
- 예산은 도서관 생존의 문제와 직결
- 의욕적이고 재능 있는 사서의 확보 및

동기부여
- 재정개선, 도서관 협력자 창출, 혁신

조성
- 예산축소에 대한 관리자와 직원간 커

뮤니케이션 중요

- 예산상황의 악화
- 도서관의 전통적 문화

쇠퇴

- 조직의 목적과 미션에 대한 도서
관의 기여도 평가

- 예산의 지속적 유지 및 확보방안
중요



u 시설적 측면

대학도서관 : Information Commons -> Learning Commons (학문 및 교육 지향 )

공공도서관 : Physical Commons -> Virtual Commons -> Cultural Commons (문화와 대중성 지향)

시설 및 공간의 다양화가 도서관 영역 및 사서 역할의 확장?

u 장서적 측면

대학도서관의 학술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자매체의 증가와 접근패러다임의 치중은 당연

공간활용에 있어 도서관의 본래적 기능인 ‘보존’과 ‘이용’의 조화가 깨질 우려

제언.1 ; 공간

공간활용에 있어 도서관의 본래적 기능인 ‘보존’과 ‘이용’의 조화가 깨질 우려

실물장서 : 주제분야 전문서비스를 위한 기본 – 전자자료로의 대체가 아닌 상보적 측면에서 고려

u 사서적 측면

공간 및 장비와 이를 활용하는 인적자원과의 연계의 문제

공간의 제공과 확충 -> 건물 및 공간의 관리자/ 안내자의 역할 증대

공간의 확정 및 다변화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사서의 역할 변화 및 질적 향상에는 소홀

u 이용자적 측면

이용자의 요구 중 공간 확보 및 시설개선 요구에 집중하는 경향

인적자원 및 서비스의 개선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다고 인식하는 경향

도서관의 목적이 정보제공 및 사서에 의한 서비스가 아닌 공간, 시설, 그리고 장비의 제공이라고 인식될 우려



제언.1 ; 공간

From  Library as place to place as library1

Every library will be different2

연구와 학습 제공을 위한 Learning Commons 지향3 연구와 학습 제공을 위한 Learning Commons 지향3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복합학습공간 지향5

Scholar Commons ; Collaborative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4



제언.2 ; 장서 및 검색시스템

전자저널 컨소시엄 일원화1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확충 및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2

공동보존서고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협력 및 노력 필요3

Open Access  Institutional  Repository 구축4

Simplicity (in Searching Complex Data Bases),  Everything anywhere, anytime 5

l 단순함과 완벽함의 조화

l Search technology providers – Convenience, Individualization    



제언.3 ; 서비스

대학도서관 스스로가 대학 내의 가르치는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대학도서관은 단지 대학 내에 존재하는 많

은 ‘부속기관’ 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할 뿐이며, …. “대학도서관은 가르치는 기관(teaching institution)” 이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 장덕현, 대학도서관과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3. -

대학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요 문화프로그램은 음악회. 전시회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대학 고유의 교육적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지역사회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가

질 수 없는 유일한 특성이기도 하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주민 서비스 역시 이러한 대학 고유의 교육적 특성과 역할을 홍보하고 부

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박원형, 대학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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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유 프로그램 기획

학습 연계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 전체 관리

인력지원 – 강사, 전문가 지원

인력지원 – 자원봉사자 지원

독서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

장소, 시설 지원

자료 개발

도서 선정

이용자 의견 조사

사서 계속교육

홍보, 마케팅

평가 도구 개발

평가 작업

평가 결과 분석 및 향후 계획 수립

• 이지연 등, 학교. 공공. 대학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p.156.



교육 내용 도서관 수 비율(%)

정보활용능력, 도서관 이용 교육 모두 실시 280 36.9

정보활용능력 교육만 실시 4 0.5

공공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실시 현황

제언.3 ; 서비스

도서관 이용 교육만 실시 330 43.5

실시하지 않음 145 19.1

합 계 759 100

• 이지연 등, 학교. 공공. 대학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p.34.



질문.3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공도서관)

순번 문항 비율(%)

1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 및 자료이용방법 26.08

2 정보검색 및 활용방법 37.00

3 스마트폰 활용법 15.21

제언.3 ; 서비스

3 스마트폰 활용법 15.21

4 대상자별 이용자교육 6.52

5 전자책 활용방법 4.34

6 원하지 않음 4.34

7 무응답 6.52

• 박희진, 배경재, 정보활용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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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도,   ○ : 지원,   △ :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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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교육적 역할 분담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1

대학 및 지역사회의 ‘정보활용교육’주체 역할 담당2

From instruction to teaching3

년 도 교육 횟수 합계

2010년
정보검색특강 25회, 학술DB교육 38회
학과/수업연계특강 51회

114회

2011년
정보검색특강 33회, 학술DB교육 39회
학과/수업연계특강 31회

103회

2012년
정보검색특강 34회, 학술DB교육 33회
학과/수업연계특강 31회

98회

2013년
정보검색특강 28회, 학술DB교육 19회
학과/수업연계 특강 90회

137회

S대학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제공 현황

§ 도서관 정보활용법(정규교과목)  : ‘사서’가 강사로 수업

§ ‘읽기와 쓰기’ ‘계열별 글쓰기’ 수업과 연계

Y대학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제공 현황

§ 주제전문서비스와 정보활용교육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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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Lobbying – On & Off Campus4

대학 내에서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강화2

Professional Development ; Continuous Learning3

도서관내 기획 및 대내.외 협력 전담부서 설치 운영1

Top 10 Trends in Academic lib.

• Communicating Value

• Data Curation

• Digital Preservation

• Higher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Environments

• Patron Driven e-book Acquisition

• Scholarly Communication

• Staffing

• User Behaviors and Expectations Univ. of Nebraska-Lincoln, http://libraries.uni.edu/StaffDevCore

l Demonstrating the Library’s   Value to Campus 



지속적
홍보

참고서비스
(교육)강화

l 별도 행정조직 (관리운영팀)  운영
- 교내 커뮤니케이션(조직, 예산, 인사 등) 전담 조직

-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가능

l 교육적 역할의 강화

- 맞춤형 정보활용교육 제공 – 기초교육원 연계

*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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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증대

자생력

확보

- ‘도서관 정보활용법’ (교양선택) 강의 제공

l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주제성’보다 ‘전문성’ 우선 판단

-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유도 및 지원

l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교내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교내 매체를 통한 홍보

- 홍보 및 인사 담담 부서에 외부 활동 성과 지속적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