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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행사 일정표

■ 1일차 : 2015년 11월 16일 (월) 사회 : KERIS 배영헌 책임연구원

시  간 내                 용 장소

13:00~13:40
○ 등록 및 전시 부스 관람

○ 식전 공연(영남대학교 음악대학) 

2F

컨벤션 

13:40~14:00

○ 개회

  - 개회사(KERIS 원장) 

  - 격려사(교육부) 

  - 환영사(영남대학교 총장)

14:00~14:20 ○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14:20~14:50
○ 대학도서관 역할 탐색-대학도서관은 무엇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

14:50~15:20
○ 대학도서관 문헌복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처리 방안

(전주대학교 김규환 교수)

15:20~15:50
○ 대학도서관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용 MOOC 기반 구축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사례 중심(성균관대학교 김남숙 팀장)

○ 트랙별 전문주제 강의 및 심층 토의

< 관리자 그룹 토의 : 관/과장 종합 토의>

16:30~17:10 ○ 대학도서관진흥법의 향후 과제(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이응봉)

1F

클라벨홀
17:10~17:50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의 정책 방향

(광운대학교 오세훈 팀장)

17:50~18:20 ○ 대학도서관 현안에 대한 토의(진행 : 김종철 대도연 사무총장)

 <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

16:30~18:20

○ 정리 분과

  - 전거 제어에서 접근점 제어로 :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전거

통제용 개정 방향(부산대학교 노지현 교수)

  - 통합서지용 KORMARC 개정판에 대한 KERIS 지침 개발 경과 보고

(고려대학교 정은주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영남대학교 최우경 정리분과 운영위원)

    ⦁KORMARC의 개정 방향 

2F

아망떼홀

○ 수서/연간물 분과

  - 주제별 분관도서관과 학부(과)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수서 사례 : 미국 

UCLA 대학도서관의 주제사서 역할을 중심으로 (UCLA 조상훈 사서)

  -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근거기반 평가 방안 (동아대학교 전혜영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세종대학교 문성철 수서분과 운영위원)

    ⦁전문주제 분야 수서와 관련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사례 공유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각 대학의 수서 진행 상황

    ⦁컨소시엄 협상 결렬에 따른 향후 대학도서관의 대처 사례 등

1F

카멜리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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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장소

16:30~18:20

○ 상호대차 분과

  - 사용자 주도의 속달 상호대차 : 미 동부 12개 대학의 Borrow Direct 

(Princeton University 이형배 사서)

  - KERIS 상호대차 OpenAPI 연계 활용을 통한 연세대학교 업무 개선 

사례(연세대학교 경혜란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계명대학교 박애자 상호대차 분과 운영위원)

    ⦁도서관 상호대차 협업 사례 및 교내 비용 지원 현황 논의

별관1F

국화홀

○ 참고봉사/열람 분과

  -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진형 사서)

  - Social Media를 활용한 도서관 온라인 마케팅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솔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경북대학교 황명숙 참고봉사 분과 운영위원)

    ⦁직원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재교육 

    ⦁이용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RISS 및 KOCW 서비스 안내 

1F

다알리아홀

○ 전산 분과

  - 미래 대학의 변화와 정보화(KERIS 장상현 부장)

    ⦁플립러닝 도입 등 교수학습방법의 변화

    ⦁OCW 에서 MOOC까지 새로운 온라인 학습의 변화 등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상명대학교 유재섭 전산 분과 운영위원)

    ⦁21세기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역할에 대한 

토론

    ⦁대학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동향 소개 및 토론

2F

레이디스홀

18:30~21:00 ○ 만찬

■ 2일차 : 2015년 11월 17일 (화) 사회 : KERIS 백종명 연구원

시  간 내                 용 장소

09:00~09:40 ○ 지식정보의 선순환을 위한 연구자 중심 RISS 개편 방향(KERIS)

2F

컨벤션

09:40~10:20
○ 지하로봇도서관 : 미국 시카고대학교 만수에토 도서관 

(The University of Chicago, 박지영 사서)

10:20~10:40 ○ 휴식

10:40~11:20
○ 대구 “근대 골목 투어, 근대路의 길!!”

(대구광역시 중구청 이인숙 골목문화 해설사)

11:20~11:30 ○ 5개 분과별 토의 결과 요약 발표

11:30~11:45 ○ 경품 추첨

11:45~11:50 ○ 폐회식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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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장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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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다운로드

※ QR코드 앱을 설치하신 후 아래 QR코드를 인식하시면 해당 발표자료를 다운로드 받으

실수 있습니다.

1일차

기조강연

관리자

그룹 토의

실무자

그룹 토의

분과만족도조사

2일차

발표 강연





2015 전국대학도서관대회

1일차 (11월 16일)

시  간 내                 용 장소

13:00~13:40
○ 등록 및 전시 부스 관람
○ 식전 공연(영남대학교 음악대학) 

2F
컨벤션 

13:40~14:00

○ 개회
  - 개회사(KERIS 원장) 
  - 격려사(교육부) 
  - 환영사(영남대학교 총장)

14:00~14:20 ○ 학술정보 공유‧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14:20~14:50 ○ 대학도서관 역할 탐색-대학도서관은 무엇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

14:50~15:20 ○ 대학도서관 문헌복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처리 방안(전주대학교 김규환 교수)

15:20~15:50
○ 대학도서관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용 MOOC 기반 구축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사례 중심
(성균관대학교 김남숙 팀장)

○ 트랙별 전문주제 강의 및 심층 토의

< 관리자 그룹 토의 : 관/과장 종합 토의>

16:30~17:10 ○ 대학도서관진흥법의 향후 과제(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이응봉)

1F
클라벨홀

17:10~17:50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의 정책 방향
(광운대학교 오세훈 팀장)

17:50~18:20 ○ 대학도서관 현안에 대한 토의(진행 : 김종철 대도연 사무총장)

 < 실무자 그룹 토의 : 주제별 심층 토의 >

16:30~18:20

○ 정리 분과
  - 전거 제어에서 접근점 제어로 :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 방향(부산대학교 노지현 교수)
  - 통합서지용 KORMARC 개정판에 대한 KERIS 지침 개발 경과 보고(고려대학교 정은주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영남대학교 최우경 정리분과 운영위원)
    ⦁KORMARC의 개정 방향 

2F
아망떼홀

○ 수서/연간물 분과
  - 주제별 분관도서관과 학부(과)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수서 사례 : 미국 UCLA 대학도서관의 주제사서 역할을 

중심으로 (UCLA 조상훈 사서)
  -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근거기반 평가 방안 (동아대학교 전혜영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세종대학교 문성철 수서분과 운영위원)
    ⦁전문주제 분야 수서와 관련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사례 공유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각 대학의 수서 진행 상황
    ⦁컨소시엄 협상 결렬에 따른 향후 대학도서관의 대처 사례 등

1F
카멜리아홀

16:30~18:20

○ 상호대차 분과
  - 사용자 주도의 속달 상호대차 : 미 동부 12개 대학의 Borrow Direct (Princeton University 이형배 사서)
  - KERIS 상호대차 OpenAPI 연계 활용을 통한 연세대학교 업무 개선 사례(연세대학교 경혜란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계명대학교 박애자 상호대차 분과 운영위원)
    ⦁도서관 상호대차 협업 사례 및 교내 비용 지원 현황 논의

별관1F
국화홀

○ 참고봉사/열람 분과
  -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 방안(이화여자대학교 석진형 사서)
  - Social Media를 활용한 도서관 온라인 마케팅(포항공과대학교 이진솔 사서)
  - 주요 토의내용(진행 : 경북대학교 황명숙 참고봉사 분과 운영위원)
    ⦁직원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재교육 
    ⦁이용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RISS 및 KOCW 서비스 안내 

1F
다알리아홀

○ 전산 분과
  - 미래 대학의 변화와 정보화(KERIS 장상현 부장)
    ⦁플립러닝 도입 등 교수학습방법의 변화
    ⦁OCW 에서 MOOC까지 새로운 온라인 학습의 변화 등 
  - 주요 토의내용(진행 : 상명대학교 유재섭 전산 분과 운영위원)
    ⦁21세기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역할에 대한 토론
    ⦁대학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동향 소개 및 토론

2F
레이디스홀

18:30~21:00 ○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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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공유 ‧유통 우수 기여 
대학도서관 및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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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김 기 영 교수

대학도서관 역할 탐색
-대학도서관은 무엇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대학도서관 역할 탐색-대학도서관은 무엇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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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1일차)

전주대학교

김 규 환 교수

대학도서관 문헌복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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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1일차)

성균관대학교

김 남 숙 팀장

대학도서관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용 MOOC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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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1일차)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이 응 봉 회장

대학도서관진흥법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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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응 봉

1.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경과

   지난 2009년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정두언 의원이 최초 발의(2012년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한 이후, 무려 6년여에 걸친 산고 끝에 비로소 2015년 3월 
김세연 의원 발의(안)(2013년 3월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표 발의)이 수정·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대 국회에서 진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2009년 정두언 의원 
발의(안)은 대부분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
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그래서 도서관계 일각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복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2월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 상정 이후,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
리 최초의 발의(안)보다 어느 정도 진일보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015년 2월 11일 법사위의 입법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대학의 정의에서 원격대학과 각종 
학교 및 평생 교육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대학도서관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의 장이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대학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라고 대학도서관진흥법
(안)의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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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입법 관계자들 스스로가 최초 발의(안)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조항들이 많지 않아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강행조항들
의 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수정(안)에서는 원(안)보다 강화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당초 김세연 의원 발
의(안)보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
무조항들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물론 원(안)에 있던 교육부 내 도서관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안)은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었고 대학도서관 평가의 의무화, 대학평
가와의 연계 내지는 평가결과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
다. 그러나 법안 자체로는 기존의  학교도서관법이나 2009년 발의된 정두언 의원
(안)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아 대학도서관계를 포함하여, 학
교도서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던 학교도서관계 등 도서관계 전체로 하여
금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표 1>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안)/최종(안) 비교·분석

구    분 김세연 의원 발의(안) 최종(안)

적용대상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외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모든 교육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등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책무 -행·재정적 지원가능(임의조항)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
진흥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책무로 한정 -대학 및 대학도서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대학소속(임의조항) -대학의 장 소속(의무조항, 구체화)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상 강화
도서관 직원 -사서로 한정 -사서 및 전문직원으로 구체화

교육훈련 -임의조항 -의무조항
도서관간 

협력 -추상적 -구체적 사례 열거

각종 계획 -없음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무조항)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의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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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
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령이 그러하듯 이 대학도서관진흥법 또한 각
종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안심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도서관진흥법의 특성 상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는 까닭에 비록 시행령이 도서관계가 원하는 내용으로 확정되더라도 대학들이 이
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부도 나름대
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3월 20일에 발표된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
획(2014~2018)｣ 관련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과 정책적 지원체제의 강화를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단
계적으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추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학 내 대학도서관
의 중요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도서관 평가를 현행 대학평가와 
연계하고 정보공시 등을 통한 평가결과의 공개 및 공유,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방법까지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015년 4월 경 한국대학도
서관연합회에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탁하였고, 한국대학
도서관연합회에서는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한 후 
6월 중순 경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였다.

2.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의 문제점

   교육부의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내
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에 대학도서관계는 반발하였고,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시행령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9월 28일 시
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대학도서관계의 수정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현실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보다도 못한 실정이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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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 사서가 단 한명도 없는 대학이 조
사 대상 425개 대학 중 무려 90곳(21.1%)에 달하고, 연간 장서구입비가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 72곳(16.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의 석․박사 학위수여 대학을 비교한 결과
를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연간 자료구입비는 4.68배, 소장 장서량은 3.27배, 
도서관 직원 수는 9.9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간 인프라의 격차도 심각하다. 전문대학은 사서 1인당 감당해야할 교수 
수, 학생 수가 4년제 대학 대비 2.3배가 많으며, 재학생 1인당 장서량은 4년제 대학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행령의 각종 기준을 논의하
는 과정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하향평준화를 통한 평균치 맞추기와 대학 당국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제정된 시행령에는 사서직의 최소 배치기준은 입법예고
(안)보다도 후퇴했고, 증원인력에 대한 기준은 아예 삭제되었으며, 최소 배치기준을 충
족하는 대학의 인력감축을 막기 위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합의한 ‘이 법 시행시의 
배치기준 이상’ 으로 규정하기로 한 조항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또한 
학술정보의 경우 e-Journal, e-Book, Web DB 등 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른 자료구입
비의 법제화를 요구한 대학도서관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순 장서량만을 기준으로 제
시함으로써 향후 변화하는 학술정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
들었다.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초 김세연 의원 발의(안)에서는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범위에서 
원격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한
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대학본부에서 중앙도서관과 전국(13개 지역대학)에 도서관 시설을 설치‧운영하
여 교육‧연구 및 17만 재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대학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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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확대하였다. 법제정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
고 하위법인 교육부의 시행령 제5조(사서 등)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
6호,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고 함으로써 상위법
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5조(사서 등)의 단서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2항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령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1항에서 대학도서관 면적은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향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적용대상 대학도서관의 전체 사서직 수(비정규직 포함)는 총 2,617명(4
년제 대학 2,365명, 전문대학 252명)이다1). 이는 미국 대학도서관 대비 평균 1/10 
수준2)으로 소규모 대학의 경우 고품질의 학술정보서비스는 고사하고 도서관을 지키
기에도 모자라는 숫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대학도서관의 
직원 수는 34.6%나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도서관은 33.2%, 학교도서관
은 55.6% 직원 수가 증가하였다3).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도서
관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서의 최소 배치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학도서관 전
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서직의 총 인원은 812명에 불과하다. 즉, 시행령에서 정
한대로 할 경우 전체 사서 2,617명 중 1,805명(68.9%)을 감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전국에 도서관 사서를 배출하는 문헌정보학과는 40여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서관과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가 매년 2,000여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도서관계에는 이미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
학도서관에서는 지난 10여년간 34.6%의 도서관 직원이 줄어들었으며, 공공도서관은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이 확대되면서, 고용불안정을 유발하는 계약직을 양산하고 있

1) 학술정보통계서시스템(http://rinfo.kr) 내용 재가공(2015.10.1. 검색)
2)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교육부. 2014.
3) 한국도서관연감. 한국도서관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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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학교도서관 역시 사서교사의 배치는 고사하고, 계약직 사서만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채용
이 「대학도서관진흥법」으로 인해 확대되고, 사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기준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감축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대학도서관발 도서관 청년실업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7일, 미국의 ‘US News & World Report’는 ‘글로벌 최고 대학’ 750
곳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대학의 이름은 100위권 내에는 하나도 없었으
며, 대부분의 국내 대학 순위는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월 30일, 영국 타
임스 고등교육(THE )에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 역시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100위 
안에 있었으며, 나머지 국내 대학의 순위는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대학 순
위에서 1위를 놓치지 않는 하버드 대학도서관의 사서 수는 1,200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학교
유형

설립
유형

직원 현황(인원) 시행령

구분 사서 비사서 전체 직원 사서 기존 대비
사서 증감

4년제

국·공립
일반 687 125 812 100 -587

교육 49 9 58 30 -19

사립

대규모 1,224 357 1,581 156 -1,068

중규모 277 155 432 126 -151

소규모 128 108 236 161 33 

합계 2,365 754 3,119 573 -1,792

전문대

국·공립 12 7 19 13 1 

사립

대규모 131 71 202 101 -30

중규모 81 40 121 83 2 

소규모 28 20 48 42 14 

합계 252 138 390 239 -13

전체 합계 2,617 892 3,509 812 -1,805

<표 14> 대학도서관 직원 현황과 사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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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는 대학도서관의 사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이미 국립,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도서관이 아
닌 대학본부로 발령내는 형식으로 인원 감축을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실제의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대학도서관진흥
법」을 이미 「대학도서관말살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조문 그대로 대학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직의 최소 기
준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각종 평가 등에서 관련 지표가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는 비록 최소 기준
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최대 기준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된다. 

   대학도서관 사서 수의 충족여부는 이미 74.9% 정도의 대학도서관이 「대학도서관
진흥법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단지 25.1% 정도의 대학에서
만 1~2명 정도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는 25%.1의 대학도서관의 

학교
유형

설립
유형 구분 대학 수 사서 충족 사서 미충족

4년제

국·공립
일반 34 34 0

교육 10 10 0

사립
대규모 52 52 0
중규모 42 39 3
소규모 62 23 39

합계 200 158
(79.0%)

42
(21.0%)

전문대

국·공립 9 6 3

사립
대규모 52 44 8
중규모 44 26 18
소규모 34 20 14

합계 139 96
(69.1%)

43
(30.9%)

전체 합계 339 254
(74.9%)

85
(25.1%)

<표 15> 대학도서관 사서 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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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가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판단은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30.0%의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도 힘든 상황의 74.9%에 해당하는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이후 무
려 1,805명의 사서직 수를 감축당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를 불러올 법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실제로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대학도서관진흥
법」이 아니라 「대학도서관말살법」이라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대학 총결산의 1.0%(전문대학 0.3%) 
미만으로 2005년 약 2,400억원에서 2013년 2,500억원으로 정체상태에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은 2005년 7조 8천억원에서 2014년 17조 8천억
원으로 10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97
천원인데 비해, 미국 ARL 평균은 427천원으로 약 4.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자료
의 구독예산은 연간 5% 이상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료구입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연구경쟁력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는 질적으로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
다.

   한편,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기준들을 정하고 대학 당국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학
도서관이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 미국 ARL-ACRL 합동위원회 보고서
      (1960년, criteria for judging excellence in university libraries)
      - 도서관 경비는 대학교 경비의 5%
      - 자료구입비는 도서관 경비의 34%
      - 도서관의 일반적 경비는 도서관 경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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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대학도서관(단일 캠퍼스)의 예산 기준(2004년)
      - 도서관 예산의 최저 기준: 대학 총 예산의 6%
      - 학생 1인 당 최저 기준 500달러

   ◻ 일본 사립대학도서관 운영 요항(일본 사립대학협회, 1968년)
      - 도서관 경상비가 대학경상비 중 점하는 비율 기준
      -  종합대학 및 문과계 대학 8~10%, 이과계 대학 6~8% 

   정책연구진에서는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연구결과에서 대학도서관 장서확충
의 필요성, 학술정보시장에서 e-Journal, e-Book, Web DB 등 전자자료의 비중 확
대 및 대학도서관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등을 감안
하여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준 및 대학도서관 자료구입 비율(대학 총 결산의 2% 이상)
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평균 자료구입비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대학 총 결산의 
1.0% 미만, 전문대학은 그보다도 열악한 0.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운영
에 필요한 총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면 자료구입비의 총액에 있어 외국 대학과의 차이
는 더 심각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4년 기준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
서증가 수가 2.1권인 상황에서 교육부의 시행령에는 각각 4년제는 2권, 전문대는 1권
으로 하향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55만여권에 이르는 
대학도서관 장서의 감축이 예상되며, 단행본 구입비 또한 100억4) 정도가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표 4 참조). 

4) 대학도서관 단행본 구입 단가 19,000원 기준(출처: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한국교육학술
정보원),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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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설립
유형 구분 관수 재학생 

수(A)

현황 시행령
증가책 
수(C)
(책)

평균(C/A)
(책)

증가책 
수(C)
(책)

증감

4년제

국·공립
일반 34 440,677 1,126,902 2.6 881,354 -245,548 
교육 10 24,319 132,771 5.5 48,638 -84,133 

사립
대규모 52 961,975 1,896,749 2.0 1,923,950 27,201 
중규모 42 314,399 623,243 2.0 628,798 5,555 
소규모 62 122,948 359,885 2.9 245,896 -113,989 

합계 200 1,864,318 4,139,550 2.2 3,740,244 -410,914 

전문대

국·공립 9 9,193 16,501 1.8 9,193 -7,308
대규모 52 292,183 334,402 1.1 292,183 -42,219 
중규모 44 132,699 211,852 1.6 132,699 -79,153 
소규모 34 48,436 67,004 1.3 48,436 -18,568 

합계 139 474,413 615,203 1.3 474,413 -140,790 
전체 합계 339 2,338,731 4,754,753 2.0 4,204,144 -550,609 

<표 4> 대학도서관 연간증가 도서 수와 증감 현황

* 단행본 구입 단가(2014년): 19,000원
* 2014년 90,340,307,000원에서 79,878,736,000원로 감소(-10,461,571,000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중 60% 이상이  e-Journal, 
e-Book, Web DB 등 전자자료 확충에 사용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자료는 크게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구성되는데 학술정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행본에 비해 연
속간행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크다. 특히, 학술정보시장에서 연속간행물은 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e-Journal, Web DB 형태로 출판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자료구입비 기준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의 시행령에는 단
행본을 제외한 연속간행물 및 전자자료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다.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학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자료구입비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료기준의 제시 등은 교육
부가 대학도서관에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부칙조항이다. 지난 2009년 정두언 의원 발의부터 시작해 대학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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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대학
도서관은 각종 정량적 지표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으며, 대학도서관 관련 종사자들 
중 일부는 대학도서관진흥에 대한 꿈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서야 겨우 결실을 맺게 된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시행을 다시 몇 년씩이나 유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아마도 시행령대로라면 대다수 4년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은 유예기간을 더 길게 
두길 원할 수도 있다.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현행 시행령 어디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만큼 대학에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는지 의문이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아무리 관심이 없는 법이라도 좁게는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수천명의 사서에서부터 좀 더 넓게는 수만명의 도서관 관련 종사자와 
더 넓게는 대학도서관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백, 수천만명에 이를 이용자들을 생각한
다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등 최소한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
야 했다. 사실 대학도서관계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학
수고대하였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교육부의 일방적인 공청회 생략으로 대학도서관 
현장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자칫 대학도서
관계를 무시하였다거나 아니면 대학도서관계와의 소통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다. 훌륭한 정책은 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발품에서 나온다
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의 향후 과제

   현행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도서관 시설기
준, 사서직원의 교육훈련 등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시행령을 철회하고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정책연구진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
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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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대학도서관 관련 정책의 선순환 구조에서 교육부의 책임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여부 점검, 대학 정책에서의 도서관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한 연구 활
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구입비 재정 지원 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장이 임의로 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학도
서관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봉사대상자 수와 장서량 등이 포함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직원 배치 기준을 전면 상향 조정해야 한다. 

   넷째, 대학의 도서관 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료의 디지털화 등 대학도서관의 환
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 확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도서관 평가의 제도적 안착 및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학도서관 평가를 포함한 각종 조항들이 자칫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대학
을 통제해왔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경위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지금의 대학도서
관진흥법시행령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실행할 수 있는 훨
씬 강화된 기준과 본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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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1월 17일)

시  간 내                 용 장소

09:00~09:40 ○ 지식정보의 선순환을 위한 연구자 중심 RISS 개편 방향(KERIS)

2F
컨벤션

09:40~10:20
○ 지하로봇도서관 : 미국 시카고대학교 만수에토 도서관 

(The University of Chicago, 박지영 사서)

10:20~10:40 ○ 휴식

10:40~11:20 ○ 대구 “근대 골목 투어, 근대路의 길!!”(대구광역시 중구청 이인숙 골목문화 해설사)

11:20~11:30 ○ 5개 분과별 토의 결과 요약 발표

11:30~11:45 ○ 경품 추첨

11:45~11:50 ○ 폐회식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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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Chicago 

박 지 영 사서

지하로봇도서관 : 미국 시카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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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2일차)

대구광역시 중구청 

이 인 숙 골목문화 해설사

대구 “근대 골목 투어, 
근대路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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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Library with  

Ex Libris 엑스리브리스는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도서관솔루션을 제공

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 *source: Library Journal, An Industry Redefined, April 2007 

엑스리브리스는 British Library, Harvard, Yale, Oxford 등 전 세계 우수기관에서 검

증받은 도서관 관련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있는 업계 최고의 글로벌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한국지사가 설립된 이후 서울대, 연세대,  KAIST, UNIST를 

비롯한 80여 기관에서 1개 이상의 엑스리브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lma – 도서관리시스템 [LAS + 디지털자원관리 시스템] 

Primo – Library 2.0 기반의 차세대 검색 솔루션 [Discovery & Delivery] 

SFX – Open URL 기반의 전자자원 관리 링킹솔루션 

bX – 이용자행태를 기반으로 연관성이있는 아티클을 제공하는 Discovery 

개념의 아티클추천서비스   

korea@exlibrisgroup.com / 070-8254-6545 





Refworks 주요기능

RefWorks 만의 장점

1. 보다 심플한 인터페이스로 누구든지 용이하게 사용 가능

2. One Click (Save to Refworks) 으로 레퍼런스 및 PDF 원문을 동시에 반입 및 관리 가능

3. 향상된 공유 기능 및 원문 내 하이라이트/노트 입력 기능 으로 동료 연구자들과의 연구정보 공유 용이

4. PDF 서지정보 추출 기능으로 다운로든 받은 원문 서지 자동 추출

5. 클라우드기반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6. 이용 통계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연구패턴 파악 및 자관의 주요 이용 전자자원 파악 용이

7. Summon 정보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 추천기능 사용가능

8. 아티클 별 Tag 분류 기능으로 자동 Tag 폴더 생성

참고문헌 정보뿐 아니라 원문정보까지 One-Click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고, 스마트해진 “RefWorks”를 만나보세요!

참고문헌 저장 및 문서관리

- ProQuest, PubMed, ScienceDirect, RISS, Google Scholar 등 학술DB reference 및 + 원문 article 관리 기능

논문작성 시 Bibliography 생성

- 4,000여종의 출력스타일을 활용하여 참고문헌 리스트 생성 (국내 학회지 스타일 제공)

- Write-N-Cite 프로그램 : MS Word와 연동하여 인용/각주/참고문헌 리스트 자동 생성

Reference 공유 및 의견교환 기능 제공

- 폴더공유 및 여러 권한으로 공동연구자에게 권한 부여, 폴더 안의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 가능

2015년도 상반기 RefWorks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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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www.sco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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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KOREAN ARTS SERIES  한국 현대예술 시리즈 

Navigate the fineness of Korean arts in the grand movements of history

역사의 흐름 속에서 꽃피운 

한국 현대 예술가들의 열정!

서울시 종로구 종로12길 15 한림출판사

Tel 02 734 5087  Fax 02 730 5149  Website www.hollym.co.kr  e-Mail info@hollym.co.kr

9 Choreographers in Motion: Retrospective and Perspectives  

10 Korean Abstract Painting: 
A Formation of Korean Avant-Garde   

11 Gugak: Traditional Korean Music Today

12  Contemporary Korean Theater: Beyond Tradition and 
Modernization

13 Contemporary Korean Ballet: Scenes and Stars

14 Korean Painting: From Modern to Contemporary, 1945-1980s

15 Postmodern Art in Korea: From 1985 on

1 Daehangno: Theater District in Seoul

2 Diaspora: Korean Nomadism

3  Harmonia Koreana: A Short History of 20th-century Korean Music

4 City as Art: 100 Notable Works of Architecture in Seoul

5  Dancing Korea: New Waves of Choreographers and Dance 
Companies

6 K-Pop: Roots and Blossoming of Korean Popular Music

7 Coexisting Differences:
Women Artists in Contemporary Korean Art

8 Acts and Scenes: Western Drama in Korean Theater 

Publication Date 2011, 2012, 2013, 2014, 2015
Page ① 128 p ② 160 p ③ 128 p ④ 232 p
 ⑤ 136 p ⑥ 160 p ⑦ 176 p ⑧ 144 p
 ⑨ 152 p ⑩ 160 p ⑪ 168 p ⑫ 168 p
 ⑬ 176 p ⑭ 160 p ⑮ 152 p 
Details 15.0 x 22.5 cm | full color | soft cover 
ISBN ① 978-1-56591-321-9
 ② 978-1-56591-323-3
 ③ 978-1-56591-325-7
	 ④ 978-1-56591-327-1
 ⑤ 978-1-56591-329-5
 ⑥ 978-1-56591-331-8
 ⑦ 978-1-56591-333-2
 ⑧ 978-1-56591-335-6
 ⑨ 978-1-56591-337-0
 ⑩ 978-1-56591-339-4
 ⑪ 978-1-56591-341-7
 ⑫ 978-1-56591-343-1
 ⑬ 978-1-56591-345-5
 ⑭ 978-1-56591-347-9
 ⑮ 978-1-56591-349-3
Price 10,000 KRW (each)









시맨틱웹��
현실 속의기술입니다 !

시맨틱웹/시맨틱검색..�

시맨틱전문기업프로토마와상의하십시오.

명쾌한해법을제시해드립니다.

•시맨틱(의미)검색시스템

•시맨틱웹구축컨설팅

•온톨로지구축방법론

•시맨틱웹시스템

•지자체맞춤형의미검색시스템

•대학교맞춤형의미검색시스템

㈜프로토마

Semantic Solution Provider / Frontier of Topic Maps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JNK디지털타워) 501
T. 02-6092-5056 F. 02-6092-5057 / email. master@frotoma.com

www.frotoma.com

•시맨틱도서검색시스템

•���(�����������)�시스템

•시맨틱텍스트마이닝솔루션

•학술관계분석솔루션

•연관성추적솔루션

•민원분석솔루션



DIGITAL MAGAZINES 

Flipster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편리하게 유명 해외 매거진을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디
지털 매거진 솔루션입니다. 도서관의 잡지 서가에 비치되어 있던 해외 유명 매거진들을 언제, 어디
서나, 어느 기기에서든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엡스코 디지털 매거진 서
비스입니다. 
현재 500여 종 이상의 저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제공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Subject 
 Business and Economics 
 Communications 
 Current events 
 History 
 Humanities 
 Politics 
 Science 
 Technology 
 And more… 

“Flipster provides an attractive, easy-to-use interface, unlimited access to subscribed titles, and 
easy remote use from mobile devices so patrons can enjoy leisure reading from many locations.” 
 

– Shirley Horbatt, Academic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 

Top Magazines 
 Bloomberg Businessweek 
 Columbia Journalism Review 
 Current Biography 
 Ebony 
 Entrepreneur 
 Forbes 
 Fortune 
 Money 
 National Review 
 Newsweek 
 Rolling Stone 
 Science News 
 The Atlantic 
 TIME 

Features 
 데스크탑, 노트북, 모바일 기기(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에서 유명 해외매거진의 온라인 
액세스 제공 

 모바일 기기(Android App, iOS App 제공)에 
다운로드 가능 

 최근 이슈를 포함한 모든 이슈는 Carousel 
View 방식으로 편리한 접근 방식 제공 

 매거진 원문에서 관심 주제 분야에 대한 검색 
가능 

 목차에서 바로 관심 기사로 이동 가능 
 주제별 카테고리에 따른 매거진 열람 가능 

해외 유명 매거진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에서나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