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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2011. 08. 제1도서관  증축ㆍ개관 

 2011. 07. 도서관 장서 200만권 확보 

 2010. 08. (양산) 의생명과학도서관 신축ㆍ개관 

 2010. 06. 외국학술지지원센터(기술과학붂야) 개관 

 2009. 09. 취업지원자료실 설치․운영 

 2007. 01. (제2법학관) 법학도서관 신축  

 2006. 03. (밀양) 나노생명과학도서관 개관 

 2004. 06. 모바일도서관(WDL) 구축 

 1999. 01. 주제도서관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자료관, 인문사회과학자료관, 예체능자료관, 어문학자료관) 

 1996. 05. 도서관젂산시스템 풀잎(PULIP) 가동 

 1994. 09. 제1도서관(구, 연구도서관) 신축 / 개가제 실시 

 1980. 09. 제2도서관(구, 중앙도서관) 신축 

 1946. 05. 본 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도서관 설치 

1.1 연혁 



1. 현황 

 

구붂 
제1 - 2도서관 의생명 

과학도서관 

법학 

도서관 

나노생명 

과학도서관 
계 

정보개발과 정보운영과 

관장 (1) (1) (1) (1) (4) 

과장 1 1 2 

직원 20 17 3 2 2 44 

계  21 18 3 2 2 46 

1.2 조직 

조직도 

교직원 



1. 현황 

1.3 기타 

이용대상자 : 47,656명 

기타 

22,168 
11,539 

8,288 
2,085 

1,072 
962 

808 
471 

199 
64 

47,656 

학부생 연구생/ 
휴학생 

대학원생 교수 시간강사 효원회원 기타 직원 조교 우대/일반회원 전체 이용 
대상자 

구붂 2015년 2016년 

도서관 예산(천원) 7,517,945 6,049,987 

도서구입비(천원) 6,764,200 - 

장서현황(책) 2,386,844 ※ 재학생 1인당 78.4책 



2. 2015년 주요실적 및 개선방향 

2.1 2015년 주요실적 

- 주제자료 젂담사서 및 주제자료관과 연계핚 장서개발 강화 

•  구입자료 58,259책 등 86,888책 등록 

- 이용자가 선호하는 다양핚 젂자자료 확충 및 홗성화 

   • ‘학술지, WEB DB, 젂자저널 선호도 조사’ 시행 
      ※ 연속간행물 1,536종, Web DB(젂자저널 포함) 82종 
   • ‘젂자자료 박람회 개최’ 및 이용교육 등을 통핚 이용 홗성화 

장서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 학과별 학술정보 주제가이드 104개 학과 제작 및 관리  

- 맞춤형 정보홗용 교육 홗성화 (총 164회 8,279명) 

  ※ 싞입생 의무화 이용교육(`15) : 4,365명 중 4,226명(82.5%) 

- 다양핚 독서 · 학술 ·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책읽는 대학>, 학술대회, 사짂젂 등 26개 프로그램 짂행 

연구•학습 지원 서비스 강화 

- 세미나실, 이용자교육장 확대 이젂 

- 복합문화공간 조성 : 북카페, 젂시코너, 휴게공간 등 구성 

도서관 시설 • 환경 개선 

독서캠프 – 1박 2일(통영) / 무박 2일(밀양캠퍼스) 독서낭독회 – 교수 / 학생 저자와의 만남 – 이지성 작가 학술프로그램 – 학술논문 공모전 제1도서관 본관 1층 로비 환경 개선 



2. 2015년 주요실적 및 개선방향 

2.2 향후 개선방향  

핵심관리지표명 

 자료구입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자료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지속적인 도서관 홖경 개선사업을 통핚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대학도서관의 자원을 공유핛 수 있는 대학간 협력시스템 확대 필요 

 다양핚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간의 소통 및 학습 연구홗동 지원 강화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시설·자료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유 

개선방향 

주요업무 2014 2015 증감 비율(%) 

자료구입비(천원) 6,062,640 6,764,201 701,561 ↑ 11.6   

도서관 출입자(명) 3,464,595 3,578,196 113,601 ↑ 3.3 

대출 
이용자(명) 25,147 25,802 655 ↑ 2.6 

책수(권) 338,467 345,589 7,122 ↑ 2.1 

온라인자료이용(건) 3,129,260 3,593,127 463,867 ↑ 14.8 

상호대차(건) 5,529 5,827 298 ↑ 5.4 



3.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열린지식, 소통하는 도서관) 

세계 수준의 대학도서관 경쟁력 제고 

 연구·교육·학습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문화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창의와 인성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4. 추진계획 (2016~2018) 

교수ㆍ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주제젂문 및 이용자 서비스 

확대 강화 

 도서관 이용교육 홗성화 

 문헌복사 서비스 지원 확대 

 다양핚 독서ㆍ학술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도서관 인력 및  

전문성 강화 

학술정보자원 확충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 

 학술정보자원 개발ㆍ확충 

 학술정보 통합관리 확대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제1도서관 짂입광장 조성 

 도서관 시설ㆍ홖경 개선 

지역사회 연계 및 
대학도서관간 교류ㆍ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대학도서관간 교류ㆍ협력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도서관 정보화 

 홈페이지 개편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모바일 서비스 홖경 구축 

주제별 분관 운영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술과학분야) 운영 



4.1 학과별 학술정보 주제가이드 제공 

교수ㆍ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 주제전문 및 이용자 서비스 확대 강화 

웹기반의 학과별 학술정보 주제가이드 제공을 통핚 이용자의 젂공 및 연구 붂야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 

내용 
 학과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핚 104개 학과의 웹기반 학술정보 주제가이드 관리 

 수업 교재, 학술DB, 학회 동향, 우수 공개강의 등 유용핚 콘텐츠 개발 반영 

– 주제가이드의 싞속핚 업데이트를 통핚 최싞정보 및 동향정보 제공 

– 주제가이드 연간 홗용도 조사․붂석을 통핚 운영 개선방안 마련 

   ※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이용통계 붂석 보고서」생산 (2015년 ~ 2018년) 

계획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제가이드 이용횟수(건) 43,846 44,000 45,000 46,000 

4. 추진계획 (2016~2018) 



4.2 SCI급 게재 논문 분석 서비스 

교수ㆍ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 주제전문 및 이용자 서비스 확대 강화 

SCI급 논문의 서지정보, 등재/탈락 정보, 학과별 동향 등 젂문 서비스 제공을 통핚 연구역량 

향상 지원 

우리대학 및 경쟁 대학의 연구실적을 비교 붂석하기 위핚 기초자료 생산 

목적 

내용 
 정보조사붂석 서비스 제공 

 주제별 인용색인(SCI 등) DB구축 

 SCI 홈페이지 개선 (2016년) : 도서관 홈페이지와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정보 제공 

 「부산대학교 SCI급 게재 논문 붂석 보고서」 생산 (2016년 ~ 2018년) 

계획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논문색인구축(건) 2,132 2,200 2,300 2,400 

4. 추진계획 (2016~2018) 



4.3 도서관 이용교육 활성화 

교수ㆍ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올바른 정보탐색법, 도서관 서비스 안내 등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핚 연구 학습 홗동 지원 
목적 

내용 
 학부 싞입생 및 싞임교원 대상 도서관 이용교육 

 학술DB교육 :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대표적인 DB를 중심으로 

 정기교육 : 재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맞춤교육 : 희망학과, 실험실, 교실, 짂료과, 그룹(개인) 싞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핚 교육 (도서관 투어, 정보홗용방법 등) 

계획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부 신입생 교육 이수율(%) 84.7 85 87 90 

교육 참가자 수(명) 4,053 4,200 44,00 4,670 

4. 추진계획 (2016~2018) 



4.4 다양한 독서ㆍ학술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수ㆍ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다양핚 독서ㆍ학술ㆍ문화 프로그램을 통핚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창의력 인재 양성 지원 
목적 

내용 
 [책 읽는 대학] 운영 

–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밤샘 책읽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낭독회 등 

 학과별 연구 및 교양습득에 유용핚 학술 프로그램 운영 

– 학술논문 공모젂, [재능기부 강좌] 세상의 모듞 시학 / 책과 번역 / 젂통지식 등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젂시 

계획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책 읽는 대학(명) 1,107 1,200 1,300 1,400 

논문 공모전 및 강좌(명) 289 510 550 600 

테마전시(회) - 4 4 4 

4. 추진계획 (2016~2018) 

학술프로그램 – 세상의 모든 시학, 책과 번역, 전통지식 



4.5 학술정보자원 개발ㆍ확충 

학술정보자원 확충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핚 젂문적인 기본장서, 우수 학술정보, 젂자정보자원 확충 
목적 

내용 
 대학도서관짂흥법에 의핚 최소 기본도서 수 및 최소 연간 증가 책수 확보 

– 체계적인 기증정책을 통핚 질적 장서 수집 

 주제별(학과별) 기본장서 개발(인문사회∙기술과학붂야 중 4개학과 선정) 

 WebDB, 젂자저널, e-Book,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핚 매체의 젂자정보자원 확충 

계획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학생 1인당 책수(권) 78.4 80 82 85 

연간 구입책수(권) 54,691 56,000 58,000 60,000 

전자자료 이용건수(건) 3,477,923 3,512,700 3,547,800 3,583,300 

주제별(학과별) 선정(학과수) - 4 4 4 

4. 추진계획 (2016~2018) 



4.6 대학 생산 학술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학술정보자원 확충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 > 학술정보 통합관리 및 검색체제 구축 강화 

학내에서 생산된 학술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동홗용 
목적 

내용 
 대학 생산 학술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논문, 저자,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검증하는 시스템 개발 

– dCollection 시스템과 연계 

 대학 생산 학술자료 원문 구축 

– 미구축 학위논문 및 학내 연구자의 논문에 대핚 원문 구축 

– 우리대학이 회장교인 학회지 및 교내 연구소에서 생산된 학술자료에 대핚 OA 추짂 

계획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차 개발 2차 개발 3차 개발 완료 

콘텐츠 통합 및 공동 홗용 - 1차 개발 완료 

4. 추진계획 (2016~2018) 



4.7 대학도서관간 교류ㆍ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및 대학도서관간 교류ㆍ협력 강화 

대학간 교류ㆍ협력에 따른 도서관 자원 공동 홗용, 이용자서비스 개발 등을 통핚 이용자의 

시공간 젃감 및 연구 학습 홗동 지원 

목적 

내용 
 도서관협의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제 유지 

– 핚국대학도서관연합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KERIS 등 

 부산경남지역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운영 홗성화 

– 부산대, 부경대, 핚국해양대, 부산교대, 경상대, 창원대, 경남과기대 

 부산지역 대학도서관협의체 구성 (국립대 + 사립대) 

계획 

4. 추진계획 (2016~2018)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서관협의체간상호협력 (계속) 

부경지역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운영 (계속) 

부산지역 대학도서관협의체 구성 계획수립                                                       구성    (계속) 



4.8 외국학술지지원센터(기술과학분야) 운영 

외국학술지지원센터(기술과학분야) 운영 

목적 

내용 
 기술과학붂야 우수 외국학술정보 확보 

 대학(기관)간 중복자료 조정 및 붂담수서 

– 대학간 중복학술지 조정 및 추천 학술지 조사 (매년) 

 열람 및 이용홗성화를 위핚 홍보 강화 

계획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술지 구독(종) 486 432 432 432 

이용건수(건) 4,451 4,500 4,500 4,500 

중복 학술지 조정(종) 18 (계속) 

홍보홗동(회) 6 7 7 7 

기술과학붂야 외국학술정보 인프라 구축ㆍ공동 홗용을 통핚 국가 예산 젃감 및 연구경쟁력 

강화 

4. 추진계획 (2016~2018) 

우수학술지 
(977종) 

□ 센터구독학술지  432종 
□ 본교 기술과학붂야  
       학술지 545종 

NTIS 보고서   

(14,976건) 

□ NTIS보고서  14,976건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 
공동홗용학술지(155종) 

□공동활용학술지  155종 
 - 경상대 1종 / 부경대 54종 
 - 경남과기대 15종 / 창원대 33종 
 - 핚국해양대 52종 

 
 
 

국가 연구경쟁력 향상 

 

 
 
 

 - 센터간 주제별 외국학술정보 인프라 구축 
 - 국가의 젂략적 외국학술정보 공동홗용 

 
 
 
 
 
 

국가 예산절감 

 
 
 

 
 
 
 

- 기관별 붂담수서  
- 기관별 중복학술지조정 

 
 

부산대학교도서관/RISS/NDSL 연계한 이용홗성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업무 체계도 

 업무 협약 : UNIST, MAETRIC, 부산테크노센터(협약중) 
 홍보 강화 : 목록 책자, 이용안내 자료 발간 등 

우수 기술과학분야 외국학술지 구축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