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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짂흥법」(‘15.3.27.제정, 이하 대짂법)에 

따라「대학도서관짂흥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명지대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짂·시행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 

명지대학교 발전계획서 수립 근거 



I. 계획 개요(pp.1-14) 
   (1) 추짂배경 
      법적근거 
      교육부-대학도서관짂흥종합계획 
      명지대-MJU2025 중장기발전계획 

   (2) 추짂 목적 및 전략 
      당해 사업의 목적 
      전략 : 추짂방향 및 필요성 
      대학도서관발전계획(2016-2018)  
      추짂체계도 

   (3) 주요내용 
      총 사업기간 
      총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별 추짂체계 및 추짂 내용  

II. 대학도서관 현황(pp.15-44) 
   (1) 현황  
      현황 대비 학칙반영 필수사항 요약 
      현황 대비 학칙반영 이외 필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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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자원 참고문헌 이용현황   

   (2) 홖경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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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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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규모 및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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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학도서관 직원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1.4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홖경 개선 
   1.5 지역 사회 연계 및 대학도서관간 교류・협력 강화 
  기타과제 : 스마트모바일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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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도서관 관련 규정사항 학칙 반영 
       학칙 반영여부 및 계획 
       학칙 반영사항 
    (2)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3) 사서 및 전문직원 관련 사항 
       도서관 직원 현황 
       도서관 직원 확보・배치 계획 
       도서관 직원 교육・훈련 시간 
    (4) 시설 및 도서관자료 관련 사항 
       시설 현황 및 기준 
       도서관자료 기준 
       도서관자료 확보・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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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발전계획서 수립 절차 



대학도서관발전계획(2016-2018) 추짂체계도 



대학도서관발전계획(2016-2018) 추짂체계도 



현황분석 현황 대비 학칙반영 필수사항 요약 

주요 현황 
대진법 

적용조항 
2015년 기준  2016년 계획 

학칙반영 

필수사항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6조2항 

령 제2조 
규정・지침  부족 

대진법 관련 조항 

반영 
충족 

발전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9조2항 

령 제4조2항 

전산부문 

발전계획 수립 
부족 

대학도서관 3개년 

발전계획 수립 
충족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10조2항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충족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충족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기준  법 제11조3항 19명 충족 18-19명 충족 

사서 및 전문지원 교육・훈련 법 제11조3항 
연간교육시간 

16.6시간 
부족 

연간교육시간 

27시간 
충족 

대학도서관 시설 기준 
법 제12조2항 

령 제6조1항  

재학생 1인당  

2.1㎡ 
충족 

재학생 1인당  

2.1㎡ 유지 
충족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기준 
제12조2항 

령 제6조2항 

학생 1인당 장서수 

72권 
충족 

학생 1인당 장서수 

72권 이상 
충족 

학생 1인당 연간 1.9권 부족 학생 1인당 연간 2권 충족 



현황분석 예산현황 및 분석 



현황분석 학술자원 참고문헌 이용현황 및 분석 



현황분석 홖경 분석 및 시사점 



성과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추진과제  핵심성과지표(KPI) 성과목표 기준 2016 목표치 2017 목표치 2018 목표치 

필수과제 1. 교수․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1. [교수-학생] 교육학습지원서비스 

(LibGuide)  

• 서비스 학과 증가율 연도별 2% 이상 증가 8개학과 9개학과 10개학과 

• 서비스 메뉴 활용도 연도별 2% 이상 증가 4,727건 4,822건 4,918건 

2. [교수-학생] 강의지원 서비스 • 제공콘텐츠 증가율 연도별 2% 이상 증가 1,013건 1,034건 1,054건 

3. [교수] 개인별 연구과제 학술자원  

집중케어 서비스 

• 레퍼런스 활용 빈도 연도별 2% 이상 증가 10,597건 10,809건 

• 만족도 조사 평균 50% 이상 만족 만족도 50%이상 만족도 50%이상 

필수과제 2. 학술정보 확충 및 통합 관리체제 구축 

1. 전자자원 구입 및 유통 

전자저널/ WebDB / VOD 구입 

• 교수 1인당 종수 연도별 2% 이상 증가 58종 59종 

• 이용 증가율 연도별 2% 이상 증가 85,751건 87,466건 

2. 디스커버리 운영 

전자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 수록종수 연도별 2% 이상 증가 660,070,213건 673,371,617건 686,737,049건 

• 이용 증가율 연도별 2% 이상 증가 505,009건 515,109건 525,411건 

3. [OA] 수집 및 서비스 
• 구축건수 연도별 2% 이상 증가 13,150건 13,413건 13,681건 

• 이용 증가율 연도별 2% 이상 증가 - 2% 증가 2% 증가 

4. [리포지토리] 대학생산 학술 정보 수집 및 서비스 
• 구축건수 연도별 2% 이상 증가 18,729건 19,103건 19,485건 

• 이용 증가율 연도별 2% 이상 증가 5,337건 5,444건 5,553건 

필수과제 3. 대학도서관 직원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1. 도서관 인턴쉽 제도 도입 

도서관-문헌정보학과 협력 체계 

• 커리큘럼 확보수 연도별 2% 이상 강화 10개 10개 

• 인턴-실적평가 우수 50% 이상 우수 50% 우수 50% 

2. 외부기관 전문교육 참가 • 교육시간 연도별 2% 이상 증가 27시간 27시간 

필수과제 4.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1. 인문도서관 환경 개선 • 만족도 조사 평균 50% 이상 만족 만족도 50%이상 만족도 50%이상 

2. 자연도서관 환경 개선 • 만족도 조사 평균 50% 이상 만족 만족도 50%이상 만족도 50%이상 

필수과제 5. 지역 사회 연계 및 대학도서관간 교류·협력 강화  

1. 공동수서 / 공동 이용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력 

• 협력기관수 연도별 2% 이상 증가 8개기관 8개 8개 

• 실적(건수/절감액) 연도별 2% 이상 증가 13건 17건 15건 

2. 지역도서관 협력 • 체결기관수 연도별 2% 이상 증가 5개 5개 

3. 산학 협력 • 체결기관수 연도별 2% 이상 증가 5개 5개 

기타과제 .  스마트모바일 라이브러리 

모바일 도서관 구축 
• 모바일 이용률 연도별 2% 이상 증가 848,244명 865,209명 882,513명 

• 만족도 조사 평균 50% 이상 만족 50%이상 만족 만족도 50%이상 만족도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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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제 

  교수·학습 지원기능의 강화 

1. [교수-학생] 교육.학습지원서비스 

2. [교수-학생] 강의지원 서비스 

3. [교수] 개인별 연구과제 학술자원 집중케어 서비스 

  학술정보 확충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1. 학술자원 확보 및 서비스 

2. 전자자원 통합운영 시스템  

3. [OA] 수집 및 서비스  

4. [리포지토리] 대학생산 학술정보 수집 및 서비스 

  대학도서관 직원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1. 도서관 인턴쉽 제도 도입 

2. 외부기관 전문교육 참가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1. 인문도서관 환경 개선 

2. 자연도서관 환경 개선 

  지역 사회 연계 및 대학도서관 교류.협력 강화 

1. 공동수서 / 공동이용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력 

2. 지역도서관 협력 

3. 산학 협력 

스마트모바일 라이브러리 
기타과제 

모바일 도서관 구축 

법·제도적 기반 

구축 

학칙반영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학칙 반영 

 2016. 3. ~ 2018. 12. (총 2년 9개월)   

총 사업기간 

총 15개 단위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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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위사업 소개 
 
필수과제 1. 교수·학습 지원기능의 강화 

단위사업 3. [교수] 개인별 연구과제 학술자원 집중케어 서비스 

추진체계 

추진내용 

교수 연구과제에 사용된 Reference 분석, 학술정보 수요조사, 

자료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필요한 학술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연구과제 수행 시 지원하는 서비스 

□ Reference 분석 

□ 학술정보 수요조사 

□ 자료이용 패턴분석 

□ 자료접근 연구 

□ 교수별 리스트 셋팅 

- 준비기 : 2016년 

- 구축기 : 2017-2018년 

- 확장기 : 2019년 ~  



주요단위사업 소개 
 
필수과제 2. 학술정보 확충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 1. 학술자원 확보 및 서비스 

추진체계 

추진내용 

연구 우수대학으로 성장할 기본 인프라 확장의 일환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필

요한 학술자원 유지 및 확충을 위한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지원 방안 모색  

연구과제를 위해 필수적으로 Reference하고 있는 주요 4개의 핵심 전자자원 

ScienceDirect, Wiley, Springer, IEL에 대한 구독유지를 위해 도서관과 산학협

력단이 매칭펀드 형식의 협력지원으로 연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 공급에 불편

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산학협력단-지원 대상 전자자원 

- 준비기 : 2016년 

- 구축기 : 2017-2018년 

- 확장기 : 2019년 이후 ~  



주요단위사업 소개 
 
필수과제 2. 학술정보 확충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 3. OA 수집 및 서비스  

추진체계 

추진내용 

재정감소에 따른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감축으로 직접 구입방식 이외에 이용에 

문제가 없는 공개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소장자원에 국한하지 말고, 최근 무료로 이용가능

한 공개접근 정보를 활용가능하게 가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접근

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OA(오픈액세스)자료를 적극 연구 검토하여 도서관 활

용 자원으로 수집하여 서비스  

□ K-MOOC((Korea Open CourseWare) : 인성교육 및 인문학적 소양교육 강화 

□ KOCW(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강의지원 강화  

□ 해외 유수 대학도서관 활용 OA : 최신 대학 트렌드 공유 

- 준비기 : 2014-2015년 / - 구축기 : 2016-2018년 / -확장기 : 2018년 이후 ~ 



주요단위사업 소개 
 
필수과제 3. 대학도서관 직원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단위사업 1. 도서관 인턴쉽 제도 도입 

추진체계 

추진내용 

도서관-문헌정보학과 협력체계를 통한 인턴쉽 제도 도입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

(Myongji Library-NEXT) 추진, 이를 위해 졸업-미래선도창의융합과정 현장성 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운영방식 

∙STEP01 : 관학협약 체결 

∙STEP02 : 인턴쉽 대상 선정 

∙STEP03 : 인턴쉽 진행 

∙STEP04 : 평가 

□ ML-NEXT 커리큘럼 : 14개 업무과정 마련 

- 준비기 : 2016년 / - 구축기 : 2017-2018년 / - 확장기 : 2019년 이후~ 



주요단위사업 소개 
 
필수과제 5. 지역 사회 연계 및 대학도서관 교류.협력 강화 

단위사업 1. 공동수서 / 공동 이용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력 

추진체계 

추진내용 

전자자원의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감소하는 구입비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적 접근점 모색이 필요. 이러한 접근점으로 RISS 

및 지역협의회의 원문복사서비스, KERIS 지원의 FRIC(외국학술지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또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고가의 전자자원 등을 협

력 수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원문복사서비스 확대 

□ FRIC(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용 

□ 지역협의회별 분담수서 확대 

- 준비기 : 2014-2015년 / - 구축기 : 2016-2018년 / - 확장기 : 2019년 이후~ 



작성 샘플보기 

필수과제 :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 

1.1 교수․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감사합니다. 

강정원 (mimi1725@한메일) 
명지대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