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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은 교육으로부터 창출

Ø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의 수준은 국가경쟁력 판가름의 가장 중요한 요인

Ø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Ø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술 및 연구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

들어가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v 대학의 교육, 연구지원을 위한 학술정보자원의 절대 부족

v 최신 학술자원 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부족

v 대학 간 지식정보격차의 심화

v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취약



들어가며

6개 주요 세계대학 순위

(연구경쟁력 부문)

01. 국가경쟁력 : 대학경쟁력
§ OECD국가의 세계대학 순위 랭크 비율

§ GDP :  0.940

§ GERD :  0.911 

§ HERD :  0.933

03. 대학도서관 경쟁력

Ø 국가경쟁력과 대학도서관
• 사서수 : 0.971

• 도서관 총예산 : 0.927

Ø 대학경쟁력과 대학도서관
• 사서수 : 0.606

• 도서관 총예산 : 0.604

• 자료구입비 : 0.598

국가경쟁력

(국가 경쟁력)

GDP, GERD, HERD

대학 경쟁력

(대학의 연구경쟁력)

세계대학랭킹

연구경쟁력 순위

대학도서관

경쟁력

(자료, 예산, 인력…)

02. 대학 연구경쟁력

: 국가경쟁력

• 국가별 세계대학평가 연구경쟁력
부문 랭크비율

• GDP :  0.940

• GERD :  0.910

• HERD :  0.933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Ø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연구)경쟁력, 그리고 대학도서관

<김형각, 박자현, “통계로 보는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2016. KERIS>



들어가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Ø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

<윤희윤, 2008. “대학도서관이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OECD국가를 중심으로“.전국도서관대회>



들어가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v 2006. 12. 20 도서관법 전면개정 : 공공도서관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평생교육 진흥

v 2007. 12. 14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 공교육의 내실 강화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Ø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학도서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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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대학의 교육, 연구지원을 위한 학술정보자원의 절대 부족



Ø 학술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구입비의 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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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대학도서관 현실



대학도서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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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대학 간 지식정보 격차의 심화



Ø 대학 간 지식정보 격차의 심화 : 자료구입비 결산 기준(2016년 대학도서관통계)

구분 관수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합계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대규모 68 31,348 461 14,101 207 892 13 113,526 1,670 159,868 2,351

중규모 66 14,494 220 3,281 50 741 11 24,173 366 42,689 647

소규모 126 7,180 57 2,442 19 331 3 14,874 118 24,827 197

합계 260 53,023 204 19,823 76 1,964 8 152,573 587 227,384 875

구분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합계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전체 53,023 204 19,823 76 1,964 8 152,573 587 227,384 875

상위 20위권 13,781 689 9,845 492 367 18 69,570 3,478 93,562 4,678

하위 20위권 32 2 5 0 1 0 8 0 46 2

1. 대학의 규모별 자료구입비(단위 : 백만원)

2. 상,하위 20위권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단위 : 백만원)

대학도서관 현황



v 도서관 법제의 개편방향 : 통합법 => 분법화

국가
도서관법
(가칭)

대학도서관
진흥법

학교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1장:총칙

2장: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3장:국립중앙도서관

4장:지역대표도서관

4장의2:공공도서관
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5장:대학도서관

제6장:학교도서관

제7장:전문도서관
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9장:보칙

<출처:윤희윤,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발표자료. 2013>

35조(업무 ), 36조(지도 감독) 
조항 삭제

(단, 38조, 39조의 학교도서관
관련 조항은 존치)

법(령) 제정 과정



v 도서관 관련 법규

법 령 대 상 소관부처 주요목적 비 고

도서관법

(2006.12.20)

(타법개정)

국립중앙,공공(장

애인,병원,병영,교

도소,어린이)

대학,학교,전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육성 및 서비스 활

성화,정보격차의 해소, 평생

교육 진흥

-도서관법(1963)

-도서관진흥법(199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1994)

대학도서관진흥법

(2015.3.27)
대학도서관 교육부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

-2015. 9. 28 시행

-시행령 제정(2015.09.25)

학교도서관진흥법

(2007.12.14)
학교도서관 교육부

공교육의 내실 강화, 지역

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작은도서관진흥법

(2012.2.17)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독서문화진흥법

(2006.12.28)
공공,학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 진흥

국회도서관법

(1988.12.29)
국회도서관 국회 국회 입법활동 지원

-국회도서관법

(1963~1981)

법(령) 제정 과정



v 대학도서관진흥법 추진경과

- 2008.11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09 교과부 과제로 확정(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2009.02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의원입법(정두언 의원 등 21인) 발의

- 2012.05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013.03 :  19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김세연 의원 등 15인)

- 2013.12 :  소관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2014.06 :  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 “ 대학도서관진흥법제정을 위한 TFT 구성”

- 2014.12 :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수정가결)

- 2015.02 :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수정가결)

- 2015.0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수정가결)

- 2015.03 :  국회 본회의 통과(2015. 3. 27 제정 => 9. 28부터 시행)

- 2015.03 :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 결과제출(6월 말)

- 2015.7.17 :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15. 9. 25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공포

법(령) 제정 과정



v 주요 쟁점

Ø 정두언 의원 발의(안) 당시

ü 문화체육관광부 “ 수용불가” 입장

ü 기존 「도서관법」의 수정· 보완

ü 대학도서관 평가 주관기관 문제로 대립(문광부 ↔ 교과부)

ü 「도서관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11.3월 교문위 상정)

Ø 김세연 의원 발의(안) 

ü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하고, 관련된 일반법 or 기본법 개정 : 법무부
※ 법의 실효성 약화 및 법적 안정성 저해

ü 대학의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 : 국회의원실

ü 추진체계(전담부서), 대학도서관 평가, 의무규정(자료, 시설, 직원) :  수석전문위원

Ø 대학도서관 내부

ü 대학의 규모 및 특성에 따른 대학 간 입장 차이

ü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cf. 학교도서관진흥법 사례,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법(령) 제정 과정



v 원안 vs. 최종안 비교(2-1)

구 분 원 안 최종안 비 고

정의규정의 정리
<제2조>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등

<제2조>

“ 도서관자료” 정의(삭제)

“ 사서” 의 개념(신설)

원격대학(방송대) 포함

유사법률인 도서관법, 학교

도서관진흥법에 맞춰 용어

재정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3조>

임의규정

<제3조>

강행규정(선언적)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대진법(특별법) 우선

<제5조>

도서관법과의 관계 수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경우대진법에따름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제8조>

임의규정, 대학 소속, 역할

추상적

<제8조>

강행규정, 대학의 장 소속,

역할 구체화

위원회 의무설치, 대학의 장

소속, 발전계획의 심의

☞ 위원회의 위상 강화

전담부서의 설치
<제9조>

전담부서의 설치(교육부)
<삭제> 교육부 직제규칙

법(령) 제정 과정



v 원안 vs. 최종안 비교(2-2)

법(령) 제정 과정

구 분 원 안 최종안 비 고

직원배치(사서 등)

시설 및 자료기준

<제10조>

직원배치 기준(시행령)

<제11조>

시설 및 자료기준(시행령)

<제11조~제12조>

사서와 전문직원의 구분,

직원배치 기준, 시설 및 자료기

준은 시행령의 범위에서 학칙

으로 정함

의무규정

대학의 자율성 보장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제12조>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추진주체 : 대교협 및 대학

도서관 관련 협의회

<제12조>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추진주체 : 전문기관 및 대학도

서관 관련 협의회

KERIS, 대학도서관엽합회 등

대학도서관 관련 전문기관

및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확

대

대학도서관 평가
<제13조>

대학도서관 평가

<제13조>

대학도서관 평가

기준,방법,절차는 시행령

평가결과의 반영(임의조항)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제9조>

신설 : 교육부

5년 단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제9조>

신설 : 수립 주체(대학)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기초



v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 과정

Ø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 2015년 3월~6월

ü 15. 4.1 :  1차 자문회의(연구진+자문위원 4명)

ü 15. 5.11~5.22 :  대학도서관 의견조회

ü 15. 5.27 :  2차 확대자문회의(대학도서관연합회 이사회)

v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에 따른 교육부 부담 가중 : 공청회 생략(?), 보고서 발간(X), 대학의 압력

Ø 주요 현안

ü 사서, 시설, 자료 등 각종 기준에 대한 대학 간 입장 차이(규모, 국/사립, 4년제/전문대…) 

ü 대학도서관의 현실과 이상적(?) 기준 사이의 간극(외국 사례, 법률)

ü 극심한 대학 간 편차로 인해 대학도서관 기준 설정에 한계

ü 대학도서관 ó 교육부 ó 대학총장 간 입장 차이

Ø 결 론

ü 대학도서관계(연구진) :  연구결과 + 대학 의견 + 확대자문회의 결과 => 최종보고서 확정

ü 교육부 : 대학도서관계 + 대학 본부 => 시행령 최종안 국무회의 의결(2015. 9.22)

법(령) 제정 과정



v 법률 제정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Ø 성 과

ü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ü 임의규정 ⇒ 강행규정(ex. 정부 및 지자체 책무,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직원배치 기준, 시설 및 자료기준, 대학도서관발전계획)

ü 추상적 ⇒ 구체적(대학도서관발전계획,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

ü 학내에서의 위상 강화(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대학도서관 평가)

Ø 한 계

ü 교육부 내 대학도서관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실패

ü 대학도서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제한적

(ex.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입장 반영 실패

성과와 한계



v 시행령 제정의 성과

Ø 교육부 보도자료 : 2015. 9. 22

ü “ 사서· 자료의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관계기관 협의(’15.7.15～’15.7.28), 입법예고(’15.7.17～’15.8.26)

ü 대학도서관 직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 기준 : “ …열악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

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ü 대학도서관 자료의 기준 : “ … 도서 확충을 통해 도서관의 물적 최소 여건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ü 대학도서관 평가 : “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평가를 통한

대학의 자체적인 도서관 투자와 발전을 유도하였다.”

※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 시설·인력·자료현황, 특성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평가

성과와 한계



v 시행령 제정의 한계

Ø 대학도서관계의 반응 : 2015. 7. 22. (7. 17. 입법예고안에 대한 성명서) 

A.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5조(사서 등)의 단서조항(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종류에서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적용 제외) 삭제 할 것, 

B. 도서관 정책의 선순환 구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국가단위) ⇔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교육

부)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대학)]에서 교육부의 책임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C. 사서배치 기준을 전면 재조정 할 것 : 최소 기준(교육부) => 대학 현장에서는 최대 기준으로

둔갑 => 사서직 정원감축을 위한 법적 기준으로 오작동

D. 학술정보의 양적 성장의 시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을 마련

할 것 : 현재 기준대로라면 4년제 대학 연평균 장서증가수(2.1권)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연

간 60만권에 이르는 장서감축(금액으로는 114억) 예상. 

E.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견인장치로 대학도서관 평가의

제도적 안착과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할 것

성과와 한계



v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요

Ø 구성 : 총 15조(부칙 2조)

Ø 제정사유

ü 현행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선언적으로만 규정

ü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됨

Ø 주요내용

ü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책무(3조)

ü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및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8조, 9조)

ü 사서,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11조, 12조)

ü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13조)

ü 대학도서관 평가(14조)

Ø 의무조항 : 6개 조항 시행령 위임

주요 내용



v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위임 조항

구 분 위임 법률 내용 학칙

대학도서관의 운영
제6조(설치· 운영)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③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서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

항에 따른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학칙으로 정한다.

●

시설기준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

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대학도서관 평가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

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내용



v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항 목 연구안 입법안 비 고

자료구입비
대학 총결산 대비 2% 이상

(전문대 1% 이상)
-미반영

대학도서관 평가

-의무규정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의무화

(공개, 재정지원사업 반영)

-임의규정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의 지속성, 안정성,

실효성에 의문

-

직원배치 기준

-최소인력 : 3명

-증원인력 : 산출기준 당 1명

(학생 1천명 초과 2천명 당/

장서 5만권 초과 5만권 당)

-최소인력 : 3명(전문대 2명)

(산출기준 미만 시 2명,1명)
-하향 평준화

-감축 기준(근거)으로

악용

자료기준

-기본도서 : 1명당 70권 이상

(전문대는 30권 이상)

-증가책수 : 1명당 4권 이상

(전문대는 2권 이상)

-기본도서 : 1명당 70권 이상

(전문대는 30권 이상)

-증가책수 : 1명당 2권 이상

(전문대는 1권 이상)

-전자자료 구입비는 자

료구입비의 60%(전문대

는 30%) 이상 권장

- 제재 조항이 없는 법(령)으로 이행 강제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대학도서관 평가를 제도적 장치로 활용 : 평가결과를 대학평가 또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



v 대학도서관 장서량 변화 동향

핵심지표 변화 동향

구 분
4년제 전문대 비고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4년제 전문대

대학수 245개 248개 140개 138개

평균 재학생 수 8,663명 8,108명 3,430명 3,302명

평균 장서량 515,100권 561,588권 88,242권 104,012권

법적 기준 장서량 611,728권 583,757권 106,326권 102,354권

부족 장서량 -96,629권 -22,169권 -18,084권 1,657권

연간 장서 증가량 기준 17,325권 16,215권 3,430권 3,302권

기준 충족 대학수 160(65.3%) 126(50.8%) 89(63.6%) 68(49.3%)

기준 미달 대학수 85(34.7%) 122(49.2%) 51(36.4%) 70(50.7%)

- 전반적인 장서량 증가, 법적 기준 장서량의 감소, 연간 장서 증가량 기준 감소에도 불구하고, 

- 기준 충족 대학의 비율은 감소하고 기준 미달 대학수는 증가



v 대학규모별 장서 관련 변화 동향(2013~2016) :  4년제 대학 규모별

핵심지표 변화 동향

- 대학규모는 재학생수에 따라 A(25,000명 이상), B(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C(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D(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E(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F(5,0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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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년 대학규모에 따른 장서량 변화 추이

A B C D E F



v 대학도서관 직원수 변화 동향

핵심지표 변화 동향

구 분
4년제 전문대 비고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4년제 전문대

대학수 245개 248개 140개 138개

평균 재학생 수 8,663명 8,108명 3,430명 3,302명

평균 직원수 13.46명 12.5명 2.8명 2.6명

법적(최소배치) 기준 2.71명 2.7명 1.7명 1.7명 -

사서직 비율 76.0% 74.9% 65.3% 68.8%

비정규직 비율 32.7% 34.1% 34.4% 39.7%

기준 충족 대학수 200(81.6%) 204(82.3%) 132(94.3%) 131(94.9%) -

기준 미달 대학수 45(18.4%) 44(17.7%) 8(5.7%) 7(5.1%) - -

- 평균 직원수 : 정규직 + 비정규직 + 사서직 + 비사서직

- 비정규직 비율의 상향



v 대학도서관 직원수 변화 동향 : 4년제 기준

핵심지표 변화 동향

구 분
평균 직원수(명) 기준충족대학비율 정규직 비율 사서직 비율 정규직 사서비율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A 58.6 56.0 100.0% 100.0% 68.4% 65.8% 83.5% 82.4% 60.9% 57.8%

B 37.4 34.4 100.0% 100.0% 69.6% 69.2% 80.5% 79.9% 58.9% 61.7%

C 25.4 24.4 100.0% 100.0% 69.3% 73.0% 80.8% 79.5% 64.2% 66.6%

D 18.4 18.8 96.8% 96.8% 60.9% 60.4% 73.2% 72.6% 49.8% 50.8%

E 11.7 10.7 100.0% 98.2% 62.5% 58.6% 68.6% 68.2% 49.9% 46.1%

F 3.5 3.5 63.9% 65.9% 76.5% 75.5% 65.0% 66.1% 55.2% 53.3%

- 대학규모는 재학생수에 따라 A(25,000명 이상), B(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C(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D(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E(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F(5,000명 미만)

- 평균 직원수 : 정규직 + 비정규직 + 사서직 + 비사서직



v 대학규모별 직원 관련 변화 동향(2013~2016) :  4년제 대학 기준

핵심지표 변화 동향

- 대학규모는 재학생수에 따라 A(25,000명 이상), B(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C(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D(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E(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F(5,000명 미만)

- 평균 직원수 : 정규직 + 비정규직 + 사서직 + 비사서직

-4.5%

0.0%

-3.8%

-1.3%

-5.1%

-7.9%

0.0% -0.5%

-0.8%

4.9%

-3.7%

0.0%

5.4%

-1.6%

3.6%
2.3%

0.0%

-0.8%

-0.8%

1.9%

-8.6%

-1.8%

-6.2%

-0.6%

-7.7%

0.1%

3.0%

-1.2%

1.6%

-3.4%

-10.0%
-8.0%
-6.0%
-4.0%
-2.0%
0.0%
2.0%
4.0%
6.0%
8.0%

평균 직원수 기준 충족 대학 정규직 비율 사서직 비율 정규 사서직 비율

'13~'16년 대학규모에 따른 직원수 변화 추이

A B C D E F



v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 4년제 대학

핵심지표 변화 동향

구 분
재학생수 도서관 자료구입비 1인당 자료구입비 자료구입비 비율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2013년 2016년

A 37,933 37,085 4,950,583,537 5,107,167,469 130,510 137,715 1.13% 1.05%

B 22,517 22,519 2,845,913,871 2,814,597,377 126,392 124,988 1.08% 1.02%

C 17,267 17,154 1,917,241,853 1,779,025,019 111,033 103,707 0.99% 0.95%

D 12,150 12,157 1,321,288,540 1,509,854,252 108,747 124,196 0.99% 0.86%

E 7,638 7,606 664,963,918 601,987,784 87,065 79,148 0.70% 0.70%

F 1,935 1,875 184,894,974 183,419,760 95,572 97,834 0.75% 0.70%

- 대학 총 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의 전반적 하락

- 4년제 대학은 0.96%(13년) => 0.87%(16년), 전문대학은 0.27%(13년) => 0.26%(16년) 하락



핵심지표 변화 동향

v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관련 변화 동향(2013~2016) :  4년제 대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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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년 대학규모에 따른 자료구입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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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학도서관 장서

Ø 법적 장서량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의 비율 증가

ü 재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본도서 및 연간 증가 책수 기준 하락

ü 2013년 대비 13.2%의 장서량 증가, 부족 장서량은 84.7% 개선(2016년 기준)

v 대학도서관 예산

Ø 2013년 대비 2016년 기준 대학 총 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의 전반적 하락

ü 대학 규모에 따라 자료구입비 관련 항목의 변동폭 상이

v 대학도서관 직원

Ø 2013년 대비 2016년 기준 대학도서관 직원수, 정규직, 사서직 감소 추세

ü 대학 규모에 따른 직원 관련 항목의 변동폭 상이

시사점

1. 장서구입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장서량 및 부족 장서량 개선비율 => 장서의 질 하락

2.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도의 투자 => 핵심 3대 지표의 동반성장 대신 하향 평준화

3. 제도적 견인 장치(평가 및 결과활용) 미흡 => 대학도서관 평가의 불확실성 확대



I. 대학도서관 핵심 3대 지표의 기준 개정

ü 대학도서관 자료 및 직원 기준의 상향 조정

ü 대학도서관 예산 관련 조항의 법제화

II.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정책적 수단) 마련

ü 대학도서관 평가의 기준, 방법, 시기, 절차 등 구체적 방안 확정

ü 대학도서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구체화(법제화)

III. 법개정을 위한 대학도서관계 자구노력

ü 대학도서관진흥법(령)에 대한 대학도서관 현장의 부정적, 비관적 인식의 변화

ü 대학도서관 및 관련 단체 간 협력과 연대 강화

Ø 도서관협회 ó 대학도서관연합회 ó 국립, 사립,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Ø 대학도서관연합회의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정책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Ø 대학도서관 간(국립 ó 사립, 4년제 ó 전문대…등) 교류· 협력· 정책공조 확대

ü 대학도서관 현장의 의견수렴 및 규모, 설립 유형 등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개정방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