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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6.  중장기발전계획(2016-2020) 수립을 위한 TF 구성 

TF 구성 현황 분석(내외부 환경 분석) 

Action Plan 수립(비전, 목표, 추진전략, 세부 실행계획 등) 
세부 실행계획 별 추진 일정 및 주관부서 선정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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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양적 수준은?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은? 

이용자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RL Statistics 분석 

이용자 Survey 

ARL Trend 

Collection 
Development는  
효율적인가? 

(장서) 

Service  
제공 현황은  
어떠한가? 

(이용자 서비스) 

공간에 대한 이슈는? 
 

(건물,공간) 

Library 
Management 
(직원,경영) 

내부환경 
분석 

외부환경 
분석 

Internal Analysis 

1 2 

3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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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Weakness) 강점(Strength) 

• 초인류대학 지향에 부합하는 도서관 
• 관정관 신축과 이용자 맞춤형 공간 형성 
• RFID 및 ITC 시스템 도입 
•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장서 보유 
• 도서관의 다양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기금 모금)  

• 안정적인 예산 확보 미흡 
• 본관 시설의 노후화 
• 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 전문 역량을 갖춘 직원 요구 증가 
• 법인화에 따른 비대칭적인 제도 보완 필요  

위협(Threat) 기회(Opportunity) 

• 학문 융합화 등 주제전문서비스 확대 
• 정보 환경 변화 속도에 따른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요구 
• 새로운 형태 교육 방식 요구 증대 
• 문화·소통·여가 시간 활용 공간을 도서관에 기대 
• 외부기관 및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증가 

• 해외 학술자료의 지속적인 구독료 인상 
• 대형출판사 Big Deal에 따른 자료 
  선택권 취약 
• 동문서비스 확대 및 도서관 개방 요구 확대 
• 법인화에 따른 대학의 슬림화 
• 보조인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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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S-O전략 
(강점을 기회로 살리는 전략) 

• 도서관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방안 마련 
• 도서관 기금 모금 운영(본관 리모델링, 장서확충 등) 
• 서고 자동화시스템 도입 
• 이용 분석을 통한 공간 재구성 
• 대학의 간접비 10% 확보 

• 이용자 맞춤형 주제전문서비스 확대 
• 우수 장서 확충을 위한 장서 개발 
• 학내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한 이용자 소통과 협력 
• 국내외 도서관 간 교류 협력 강화 

W-T 전략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 

S-T 전략 
(강점을 이용하여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 

• 장서 및 이용자서비스 전략과 연계한 공간의 효율성 증대 
• 정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한 장서개발 
• 이용자 밀착형 서비스 개발 
• 시설 유지 및 IT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방안 수립 
• 본관 리모델링 및 관정관 문화공간 구성 

• 전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도서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 구축 
•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부가서비스 창출 
• 단순 업무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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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지식정보를 
창조하는 
도서관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세계 TOP 20 대학을 견인하는 

창의적 학술정보의 Hub 

창의적 학술연구  
서비스 

창조적 학술정보  
콘텐츠 구축 

참여하는 
스마트 도서관 

Library Reset Library Start-up 교수·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필수1 

학술정보 확충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 

필수2 

인력 및 전문성 강화 

필수3 

시설 및 환경 개선 

필수4 

지역사회 연계 및 
교류·협력 강화 

필수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성화 필수1 기타1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관리 

필수1 기타2 

비    전 

핵심목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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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

스 강화 
(필수/1) 

학술정보 확충 
및 통합관리체

제 구축 
(필수/2) 

   연구성과 및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 

   연구자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 

   RFID 기반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학술정보 확충 

   S-Space 운영을 통한 연구업적물  
   수집·공유·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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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인력 
및 전문성 강화 

(필수/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필수/4) 

  전문 사서직원의 적정 인력(T/O) 기준 확립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확대 

   도서관 규정 및 업무 매뉴얼 정비 

   보존도서관 확충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중앙도서관 본관 리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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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및 대학도서관 간 
교류·협력 강화 

(필수/5) 

기타-1 

기타-2 

  도서관 지역 사회 개방 확대 및 연계 프로 
  그램 운영 

   학술행사 VOD(Video on Demand)의   
   사회적 공유 

   대학도서관 간 교류·협력 강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성화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관리 



① 연구성과 및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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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정보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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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 사서직원의 적정 인력(T/O) 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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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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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의 지역 사회 개방 확대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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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한 성과지표 및 목표 수립 : 양적 성장, 질적 내실화 

‘도서관은 살아있다’ : 특성에 맞는 핵심 과제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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