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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학은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발 에 기여한다. 이를 하여 정부는 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의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율  신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교 우 에 있는 학에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차등 지원하므로 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기본시설이자 핵심기 인 학도서 의 역할과 기능이 요하다. 하지만 

학도서 은 재정  인력 부족, 시설․설비․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학생들의 참여율 조 등의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CE 사업(2010-2016)에 선정된 45개 학 가운데 도서 이 참여한 18개 
학도서 의 로그램 운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문제 과 시사 을 도출하고 담당 사서를 상으로 학도서 의 역할과 

성과 등을 설문 조사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학재정지원사업에 비하여 학도서 이 고려해야 할 략과 

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Universiti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ciety by cultivating professional manpower 

with knowledge and qualifications as democratic citizens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improving the basic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and supporting autonomous innovation through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Since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differentially supports the government's 

finances limited to universities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through fair evalua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a basic educational facility and core institution that supports education and research, 

is important. However, university libraries have not been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jects due to financial and manpower shortages, poor environments such as facilities, facilities, and 

spaces, and low participation rates for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rogram 

operation cases of 18 university libraries in which libraries participated among 45 universities selected for the 

ACE project (2010-2016), derived problems and implications, and questioned the roles and achievements of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e results, strategies and measures to be considered by university libraries in 

preparation for the government's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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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고등교육법｣ 제28조에는 학의 목 을 ‘

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

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

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 은 학의 존재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

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

발 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질  역할을 강조하

고 있다.

이를 하여 정부는 학재정지원사업을 통

하여 학의 교육  연구 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학의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

년부터 실시된 학부교육기능 강화를 한 ‘학

부교육 선도 학 육성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이하 ACE 사업)’은 ‘잘 가

르치는 학’이라는 고유 랜드 창출과 학

에 직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의 

심이 높았고 기존 학재정지원사업들 가운데 

학의 자율성  장 만족도가 가장 우수하

다(정재안, 2019, 5). 2010년 11개교를 시작

으로 매년 3-16개교가 신규로 선정되었고 2016

년까지 재진입 12개교의 복을 제외하면 총 

45개교가 지원받았다. 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타 학

보다 우수한 학임을 인정받게 되고 사업 선

정을 홍보함으로써 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학도서 은 ｢ 학설립․운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2에 ‘교육기본시설’로 

규정되어 학의 기본 이고 필수 인 시설로 

구성원의 교육․연구․ 사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 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인력 부족, 

시설․설비․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학생들의 

참여율 조 등의 이유로 정부의 학재정지원

사업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학도서 은 학부  학원의 교육과정

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 다양한 지

식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학내 다른 기 (교

수학습센터, 산학 력단, 연구지원센터 등)과의 

력을 강화하여 학의 교육  학술연구 경쟁

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는 제2차 학도서

진흥종합계획(2019-2023)의 비 인 ‘공유, 개방, 

력의 랫폼 학도서  신을 통한 학 경

쟁력 제고’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의 도서  참여 

황을 분석하여 참여의 요성과 향후 사업 개

를 한 보완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학재정지원사업 가

운데 ACE 사업에 선정된 학의 도서  로

그램 운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담당 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앞으로 학재정지원

사업,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비하여 학

도서 이 고려해야 할 로그램 략과 방안을 

제안하 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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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문헌조사를 통해 ACE 사업과 련된 

연구의 경향과 흐름에 해 고찰하 다.

다음으로 사례조사는 ACE 사업(2010-2016

년)에 선정되었던 45개1) 학의 결과보고서를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기법으로 조사한 

다음 도서 이 참여한 18개 학교의 ACE 사

업 로그램을 분석하여 문제 과 시사 을 도

출하 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ACE 사업에 참여한 

학의 도서  사서를 상으로 ACE 사업에서 

학도서 의 역할과 성과 등과 련된 의견을 

조사하 다. 설문내용은 ACE 사업 인식도, 

학도서 과의 련성, 학도서  참여의 요

성, 수행시 어려웠던 과 보완 , 바람직한 

로그램 역과 기 효과, 앞으로 참여 여부와 이

유 등이다. 설문은 화면담 조사방법으로 실시

하 다. 

마지막으로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로 도출된 

사항을 반 한 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

도서 의 로그램 략과 방향을 제안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먼  ACE 사업에 참여한 학을 수조사

하 지만,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의 수가 18

개 으로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학재정지원사업 가운

데 ACE 사업에 참여한 학만을 상으로 하

다. 그 이유는 ACE 사업의 목표가 ‘잘 가르

치는 학 만들기’로 경쟁력 있는 학부교육 선

진모델 즉, 창의  융합시 에 합한 교육과

정, 교수-학습체계, 교육지원시스템 등의 구축

을 지향하기 때문에 학도서 의 교육  연

구활동 지원과 가장 련이 있고 국 모든 

학을 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1.3 선행연구 개

ACE 사업과 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교육

학 분야에서 정책연구 성격으로 시작하 다. 이

러한 정책연구는 ACE 사업과 련하여 기 

사업설계 방향을 제언하거나 간평가, 연차평

가, 컨설  방안들을 모색하는 내용이 주를 이

루었다(류장수, 2013; 강미 , 2017). 다음으로 

ACE 사업에 선정된 학의 핵심역량(이민정, 

2017)과 사례(이채 , 홍경남, 2015)를 조사․

분석하 고 학생들에게 구체 으로 어떤 향

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정성련, 2013; 최은

옥, 2017; 배상훈, 라은종, 한송희, 2017a)가 있

었다. 그리고 ACE 사업의 성과지표(김정수 외, 

2011; 민경 , 2015)와 성과(최손환, 2014; 배

상훈, 라은종, 한송희, 2017b; 김경호, 2017; 권

충훈, 2017)를 분석하 으며 이를 평가하고 과

제를 논의(김병주, 2016)하 다. 그 외에 정치학

 에서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  역동성을 분석(배상훈, 홍지인, 2016),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질  제고를 한 사례(안

혜진, 2018) 연구가 있었다.

이처럼 다수 선행연구는 학의 ACE 사

 1) 2010년(11개교) + 2011년(11개교) + 2012년(3개교) + 2014년(7개교) + 2015년(10개교) + 2016년(3개교) 

총 45개교임. 수도권 15개교(가천 , 경희 , 동국 , 성균 , 이화여 , 앙 , 한양 /가톨릭 , 운 , 상명 , 

서강 , 서울시립 , 서울여 , 숭실 , 아주 ), 지방 30개교(계명 , 구가톨릭 , 부산 , 순천향 , 남 , 

울산 , 북 , 조선 , 충남 , 충북 /건양 , 오공과 , , 동국 (경주), 동명 , 동신 , 목원 , 목포 , 

배재 , 부산외 , 선문 , 세명 , 순천 , 신라 , 안동 , 우송 , 창원 , 한동 , 한림 , 한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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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설계 방향부터 사례, 성과, 평가, 효과, 컨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도서  

련 내용  연구는 거의 없었다.

   2. ACE 사업과 학도서  
로그램

2.1 ACE 사업 개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선도 학’을 목표

로 학의 건학이념, 비 , 인재상 등을 구 하

는 질 높은 교육을 해 교육 신에 한 의지

와 역량을 갖춘 4년제 학을 선정하여 

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 

교육과정에 한 질  보완, 학사제도의 선진  

개편, 교수의 역량 향상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

행정  학사 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학의 

자발 이고 통합 인 개 을 효과 으로 유도하

기 해 정부가 추진하 다. ACE 사업의 비  

 목표는 <표 1>과 같다(정재안, 2019, 22).

ACE 사업은 2010년에 ‘학부교육 선진화 선

도 학 지원사업’으로부터 신설되어 학 교육

역량강화사업과 공동의 비   목표 하에 정

성평가 도입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기간은 4년으로 신규 지원 학으로 선정된 

후 2년간 지원하고 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간평가 결과, 실

이 부족한 학은 지원을 단하게 되고 이

때 발생하는 지원 정 은 다른 학에 배분된

다. 사업비는 신규 진입 학의 경우 규모에 따

른 차등 지원을 받으며, 재진입 학은 신규 진

입 학 사업비의 70% 수 을 지 받고, 계속 

지원 학은 연차평가 결과를 반 하여 차등

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학 선정 차는 학 

소재지(수도권/지방)  규모( / 소)를 고

려하여 선정평가단의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장평가 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

업 리 원회에서 3단계 최종심의를 하 다. 

선정 학은 사업목표의 효과  달성을 해 

구분 내용

비 창의  인재양성을 한 신  학 교육

정책 목표 ‘잘 가르치는 학’ 학부교육 선도 모델 창출․확산

추진 략

교육과정  학사구조 개선, 교수-학습 역량 향상, 교육환경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학의 교육역량 제고

1. 교육과정 구성  운  개선

① 기 교양교육 강의

② 공교육 내실화

③ 비교과교육 내실화

2. 교육 지원시스템 개선

① 학사구조 등 교육시스템 개선

② 교수-학습지원 체제 강화

③ 교육 환경 개선

3. 성과 리 강화

① 학의 성과 창출  확산 노력 유도

② 핵심 성과 지속 리

③ 기 교양교육 지원체제와의 연계 강화

<표 1> ACE 사업의 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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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별 자체평가 원회를 구성․운 하여 자체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진사항의 조치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 다. ACE 사업 지원 학 수  

산 추이는 <표 2>와 같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학 지원사업으로 시

작한 2010년에는 수도권 4개교, 지방 7개교, 

2011년에는 수도권 3개교, 지방 8개교가 선정

되었다. 2012년에는 수도권 1개교, 지방 2개교

가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신규선정 학 없이 

기존 학을 계속 지원하 다. 2014년부터는 학

부교육 선도 학 육성사업으로 개편되어, 재진

입 6개교를 포함한 수도권 5개교, 지방 8개교가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수도권 6개교 가운데 

재진입 2개교가 포함되었고, 지방 10개교  재

진입 4개교가 포함되어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수도권 1개교, 지방 2개교가 선정되었다.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재진입 12개교의 복을 제외

하고 총 45개교가 지원받았다. ACE 선정 학 

황은 <표 3>과 같다.

따라서 ACE 사업은 학의 건학이념과 교

육비 을 반 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학부

교육 선진모델을 다양하게 창출하 고, ACE 

사업에 선정된 학은 창의  융합시 에 합

한 교육과정, 교수-학습체계, 교육지원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해 학교육 역량의 질  수

을 제고하 다(김병주, 2016; 배상훈, 홍지인, 

2016). ACE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교육부, 2018; 김병주, 2016). 첫째, 

학 차원에서 학부교육의 질 제고에 한 

학 구성원의 공감 가 형성되고, 그동안 상

으로 소홀했던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에 

하여 학 경 진  교수들의 심이 확

되었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학의 역할과 기

능으로서 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

는 계기를 마련하 고 학교육과 련된 제도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셋째, ACE 포럼 

등을 통해 우수 사례가 공유되고 공동 서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성과가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요한 성과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은 것이고 기존 학재정지원사업 가

운데 학의 자율성  장 만족도가 가장 우

수한 것이다. 2017년 사업에 한 체 만족도 

조사 결과는 5  기 으로 학생만족도 4.08

과 보직교수  직원 4.41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세훈, 정진갑, 정재안, 2018).

이러한 ACE 사업은 2017년 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사업(ACE
+
)으로 확 ․개편하여 

10개2) 학을 신규 선정하 고, 2019년부터는 

사업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학 지원사업(ACE) 학부교육 선도 학 육성사업(ACE)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규 선정 수(개) 11 11 3 - 13(6) 16(6) 3

학 수(개) 11 22 25 25 27 32 32

산(억원) 300 600 600 600 573 594 594

* (  )는 신규 선정 학 수 가운데 재진입 학 수를 의미함

<표 2> ACE 사업 지원 학 수  산 추이

 2) 수도권 3개교(삼육 , 안양 , 인하 )/지방 7개교( 구 , 동서 , 연세 (원주), 우송 , 청주교 , 한국교원 , 

한국기술교육 ) 총 10개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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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소재지
규모

학수 학명
소

학부 교육 

선진화선도 

학 

지원 사업 

(ACE)

2010

수도권
￭ 1

11

성균  

￭ 3 가톨릭 , 서울시립 , 서울여

지방
￭ 2 구가톨릭 , 울산

￭ 5 건양 , 세명 , 신라 , 한동 , 한림

2011

수도권
￭ 1

11

경희

￭ 2 서강 , 아주

지방
￭ 3 계명 , 북 , 충북

￭ 5 동국 (경주), 목포 , 안동 , 우송 , 한밭

2012

수도권 ￭ 1

3

한양

지방
￭ 1 남

￭ 1 오공

학부 교육 

선도 학 

육성 사업 

(ACE) 

2014

수도권
￭ 2

13

(6)

성균 (재), 앙

￭ 3 가톨릭 (재), 운 , 서울여 (재)

지방
￭ 3 구가톨릭 (재), 조선 , 충남

￭ 5 건양 (재), , 동명 , 목원 , 한림 (재)

2015

수도권
￭ 3

16

(6)

가천 , 동국 (서울), 이화여

￭ 3 상명 , 서강 (재), 서울시립 (재)

지방
￭ 4 계명 (재), 부산 , 순천향 , 북 (재)

￭ 6 동국 (경주, 재), 동신 , 부산외 , 순천 , 창원 , 한동 (재) 

2016

수도권 ￭ 1

3

숭실

지방
￭ 1 선문

￭ 1 배제

* 2013년은 신규선정 학이 없음, (재)는 과거 한번이라도 지원받은 학임

<표 3> ACE 사업 선정 학 황

ACE+ 사업을 CK 사업, PRIME 사업, CORE 

사업, WE-UP 사업과 함께 ‘ 학 신지원사업’

으로 통합하여 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3)

2.2 학도서  로그램 분석과 시사

ACE 사업에 참여한 45개 학교의 도서

을 수조사한 결과, 18개 이 ACE 사업 련 

로그램을 운 하 다. 주요 로그램 사례는 

<표 4>와 같고, 이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부분 도서 이 독서 련 로

그램을 심으로 진행하 으며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는 조하 다. 그리고 로그램 내용이 

거의 비슷하여 ACE 사업의 목 인 학별 여

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3) 교육부는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 학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 지원)을 바탕으로 4개 사업(국립

학육성, 학 신지원, 산학 력, 연구)으로 재구조화하 음. 국립 학과 련해서는 PoINT 사업을 국립 학 육

성사업으로 확 하 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 학 신지원

사업’으로 통합하 으며, 특수목 지원은 학의 핵심 기능인 산학 력과 연구를 하여 사업을 통폐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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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학교

인 라 

확충

MAX 교육을 한 교육시설 

개선

앙도서  리모델링: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 150석 규모 쉼터와 업

공간 제공, 서고  학습공간 재배치, 입출입시스템 변경, AV 시네마 

룸 구축

숭실

도서  개선 도서  인문학 카페 설치, 로비 도장공사 서강

학습정보시스템 개선
수강교과목․취업/자격증․교내외 교육 로그램 련 자료 제공, 교내 

이용가능한 학습공간  학습매체 정보 실시간 제공
한림

학생@도서  Project
도서  장서수 확 (e-Book 확충), 기존 서가․열람실 등을 학생들이 

상주하는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
한양

- 책을 워서 읽을 수 있는 조형물 설치 건양

- 도서  인테리어, 학생들 테이블과 컴퓨터 구입 한밭

서비스

학술정보 인 라 고도화

학술정보 이용행태를 반 한 홈페이지 구 , 국내외 학술자료 검색 

용이성 향상  원문 이용 지원, 1:1 맞춤형 연구․학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화 솔루션(독서 로 일링 서비스, 맞춤형 

학술정보서비스) 운용, 자도서  업그 이드  온라인 지정도서

(e-Reserve) 운 , 온라인 큐 이션 서비스, 맞춤형 학술정보 서비스, 

학술․연구실  정보 리포지터리 서비스 확  운 , 연구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이화여

온라인도서  운 서강 멀티미디어 온라인 도서  ‘Creative Sogang’ 운 서강

HY-Reader 로그램
학술정보  홈페이지 개편  HY-Reader 홈페이지 연계,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웹 근성 확
한양

콘텐츠 

개발

학술정보 시피 통계 활용 공모 , UCC 창작 공모 , 콘텐츠 스토리 상명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교육(신입생 도서  이용교육 포함) 부산

학술정보활용 법 교육
학술정보활용법 교육 로그램 개발  성과분석 연구, 수업 커리큘럼 

정성 확인  고도화 작업 진행, 연구보고서 발간
운

로

그램

독서포탈북삼매 로그램

북삼매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멘토와 독서토론클럽 운 , 북삼매 

홈페이지 운 , 북리뷰 공모 , 명사의 지식강연 개최, 휴먼북 라이 러

리 운 ,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동국

Big Books 토론 회
캠퍼스별 주제도서를 지정하여 토론 회 개회(신입생 상, 골든벨, 

토론 회, UCC 등), Big Books 독서토론 회 ‘멈춰라 생각하라’ 개최
경희

책 읽는 한양운동본부
한양인 독서문화 조성, 한양 독서 축제 로그램 운  지원  학생 

독서 활성화
한양

HY-Reader 로그램

HY-Reader 독서인증 로그램 도입  시스템 개발, 독서원정   

독서캠  진행, 독서마일리지제도 개발, 명사 청 강연, 북페스티벌, 

Ask a Book*, 독서 골든벨, 독서캠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개편  

HY-Reader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웹 근성 확 , 책곶간 로그램(독

서 술 로젝트, 사제동행 로그램, 휴먼 라이 러리)

〃

서강필독서 독후감 회
서강필독서 1차 100선, 2차 130선을 상으로 독후감 회 개최, 여러 

권의 도서를 읽고 비교, 분석하는 쓰기로 확
서강

로욜라 창의지성학교
독서클럽, 주제에 한 쓰기(특강, 토론, 공모 , 문집발간), 교수님 

필독서 추천
〃

책 읽는 학, 원북원 부산
무박 2일 독서캠 , 1박 2일 문화기행, 독후감 공모 , 효원인과 함께 

하는 원북원 부산, 효원인 감동공유
부산

<표 4> ACE 사업 참여 학도서 의 주요 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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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소계 계

인 라 

확충

시설 ￭ ￭ ￭ ￭ ￭ ￭ 6
8

장서 ￭ ￭ 2

로 

그램 

독서 ￭ ￭ ￭ ￭ ￭ ￭ ￭ ￭ ￭ ￭ ￭ ￭ ￭ 13

24쓰기 ￭ ￭ ￭ ￭ 4

공모

( 회)
￭ ￭ ￭ ￭ ￭ ￭ ￭ 7

서비스 ￭ ￭ ￭ ￭ ￭ 5 5

콘텐츠 개발 ￭ ￭ ￭ ￭ ￭ 5 5

<표 5> ACE 사업 참여 학도서  로그램의 내용별 분석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ACE 참여 학도

서 의 규모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규

모 도서 이 소규모 도서  보다 로그램, 

서비스, 콘텐츠 개발 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 도서 은 인 라 확충이 높게 나타났

다. 주요 로그램 분석 결과와 시사 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인 라 확충의 경우, <표 5>와 

구분 내용 학교

독서클럽 활성화
독서클럽 운 , 독서캠  실시, 서평쓰기 특강 진행, 우수 서평  클럽 

시상식
운

독서문화진흥 로그램 오거서
(五車書)

Brand Yourself!-TEDxSKK 컨퍼런스 개최, ‘세계 화폐속 인물 탐구, 
내 고장을 트윗하라’ 화제의 쓰기, 환경사진 (소 , 갯벌 ), 민통선 
평화기행 련 독서 리뷰  테마여행 개최, 우수 Contents 모집 책자 

‘독서를 부탁해’ 발간, ‘부모님 편지가 담긴 한 권의 책’ 입학식 행사 

성균

책 읽는 캠퍼스
도서추천 300여건, 출건수 1,500여건을 목표로 좋은 책 추천  책 
읽는 분 기 조성, 양서를 통한 지식 함양 

울산

공별 필독서 선정과 북리뷰 
공별 필독서를 선정하여 교양과목별 북리뷰 도서로 지정, 필독서 

독서량에 비례하여 CU-ALE 마일리지 수 부여
구카

톨릭

아테네학당 독서토론

아테네학당(The School of Athens) 운 : 다양한 주제로 특강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활동, 자율 으로 책을 선정하여 독서토론 클럽 운 , 
학내 독서와 토론 문화 확산

건양

북콘서트
학자, 술가, 방송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자리로 자유로운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

이화여

가천 유니온/독서 아카데미
독서토론 회, 독서축제, 토론배틀(토론동아리, 교내 토론배틀 참가, 

tvN 학토론 배틀 회 참가) 
가천

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책을 읽고나서 가상의 여행수기 작성, 공모 한림

-
독서토론클럽(심화과정, 공별 클럽), 독서퀴즈 회, 타블라라사 
쓰기 회

계명

- 독서동아리, 작가 콘서트 담, 학생들과 탐방 세명

*소규모 독서모임으로 지정 도서 련 문인을 청하여 깊이 있는 사고력 배양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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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별( )

소계 계 비고
(11) 소(7)

인 라 

확충

시설 2 4 6
8

장서 1 1 2

로 

그램

독서 9 4 13

24쓰기 2 2 4

공모( 회) 5 2 7

서비스 3 2 5 5

콘텐츠 개발 3 2 5 5

<표 6> ACE 사업 참여 학도서  로그램의 규모별 분석

같이 시설 확충  리모델링이 6개 (30.0%), 

장서 확충이 2개 (10.0%)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는 기존의 열람실 이미지를 탈피하여 학생

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추기 하여 

숭실  도서 의 경우, 이용자 휴식공간인 쉼터

와 숭실마루를 제공하여 학습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하 고, 서강

 도서 은 인문학 카페를 설치하는 등 학생 

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으로 개선하 다. 후자

는 도서 이 학의 수업  학문 활동을 지원

하는데 가장 기본 인 사항이며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한양  도서 은 도서와 자책을 확충

하고 한림  도서 은 수강교과목, 취업․자격

증, 국내외 교육 로그램 련 자료를 확충․제

공하 다. 따라서 도서  건물과 시설을 리모델

링할 때에는 단순 노후화와 문제를 개선하기 

한 공사를 뛰어넘어 학생 친화 , 학습과 휴식

을 겸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토론․ 업 활

동과 취․창업 비 공간으로 추진하고, 수업 

 연구 지원을 한 수요자 심의 장서개발 

 학습자료 확충과 다양한 교육자료  매체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도서  로그램의 경우, 독서 로그

램은 13개 (65.0%), 쓰기 로그램은 4개

(20.0%), 공모 과 회는 7개 (35.0%)으

로 독서 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한양  백남

학술정보 은 독서를 통해 인문학  소양을 갖

추고 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통섭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HY-Reader 독서 인증제  마일

리지 제도4)를 도입하 고, 동국  도서 은 독

서포털 북삼매 로그램으로 북삼매 홈페이지

를 운 하여 북리뷰 쓰기 편집  장, 추천

도서 등록, 신규 로그램 신청, 휴먼북 라이

러리 이용자 질문, 도서 출  북리뷰 이력 조

회 등을 지원하고 휴먼북 라이 러리(사람이 

책 한 권이다!)와 멘토 교수가 지정한 책을 읽

고 정기 으로 독서토론을 시행하는 멘토와의 

독서토론 클럽을 운 하 다. 건양  도서 도 

다양한 학과의 교수와 학생이 을 구성하여 자

율 으로 책을 선정하고 토론하는 아테네학당

 4) HY-Reader 인증제의 목표는 한양 의 궁극  지향 인 다이아몬드형 인재 양성, 로벌리더로서 인성개발, 다양

한 독서활동을 통한 창의 역량, 소통 역량, 통섭 역량 증 , 자율 인 독서 습 화임. 주요 로그램은 교과과정인 

고 읽기 교과목, 휴먼리더십, 로벌리더십과 비교과과정인 독서골든벨, 독서토론 회, 쓰기 회, Ask a Book, 

북페스티발, 학술세미나, 문학콘서트, 명사 청강연, 골든벨 도서 자 청강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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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 다. 따라서 독서 련 행사와 로

그램은 재 수 으로 유지하되 학별 상황에 

맞추어 학제간, 융복합 형태의 로그램을 개발

하고 각종 공모 (독후감, 북리뷰, 독서 PT 등), 

북콘서트, 독서골든벨, 독서캠 , 북페스티벌 

등을 통해 독서의 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

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도서  서비스는 5개 (25.0%)이 추

진하 는데, 이화여  도서 은 학술정보 이용

행태를 반 한 홈페이지 구 , 국내외 학술정

보 검색  원문 지원, 1:1 맞춤형 학술정보 서

비스, 학술․연구실 정보 리포지터리 서비스, 

연구정보 분석서비스, 온라인 큐 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 고, 구가톨릭  도서 은 공

별 필독서를 선정하여 교양과목별 북리뷰 도서

로 지정해 독서량에 비례한 CU-ALE 마일리

지 수를 부여하 다. 따라서 학도서  서

비스는 학부  학원의 각종 교육과정과 학

술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학술정보를 이용자 맞

춤형으로 제공하여 교육  연구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서

는 이용자를 집단별로 세분하여 열람  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도서 큐 이션, 정보검색 

지원서비스, 원격정보 서비스, 참고질의 응답서

비스, 최신 연구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공별로 특화된 정보추천 서비스 등을 제

공해야 한다.

넷째, 도서 의 콘텐츠 개발은 5개 (25.0%)

이 추진하 는데, 운  도서 은 학술정보활

용법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 커리큘럼 

정성을 확인하고 교육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

하 다. 따라서 학도서 은 도서   정보

매체활용 교육 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생

들의 도서  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미디

어․정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 

과제물  소논문 작성법 교육, 연구 부정행  

범 와 표  방시스템 사용법 등 학습․연구

윤리와 련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연구윤리 문제를 사 에 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3. ACE 사업 련 인식도 조사  
개선방안

3.1 조사 상과 설문지 구성

ACE 사업에 참여한 총 45개 학의 도서  

사서(참여 18명, 비참여 27명)를 상으로 ACE 

사업에 한 인식도를 설문 조사하 다. 조사 기

간은 2020년 8월 1일에서 7일이었고 구체 인 

질문 내용은 <표 7>과 같다. 

구분 질문 내용 질문 수

참여도서

(18명)

성별(1), 연령(1), 근무경력(1), ACE 사업 인식도(1), 학도서  련성(1), 학도서  

참여의 요성(1), 수행상 어려웠던 (1), 보완 (1), 바람직한 로그램 역(1), 기 효과

(1), 앞으로 참여 여부  이유(2)

12

비참여도서

(27명)

성별(1), 연령(1), 근무경력(1), ACE 사업 인식도(1), 학도서  련성(1), 학도서  

참여의 요성(1), 바람직한 로그램 역(1), 기 효과(1), 앞으로 참여 여부  이유(2)
10

<표 7> ACE 사업 선정 학의 사서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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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8>과 

같이 성별은 여성(71.1%)이 남성(28.9%) 보

다 다소 많았고, 연령 는 40 (57.8%)가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 30 , 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0-20년 미만(44.4%)이 

가장 많았고 20-30년 미만, 5-10년 미만, 3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3.2 인식도 조사 결과 분석

3.2.1 ACE 사업에 한 인식도

① ACE 사업 인지도

ACE 사업이 ‘잘 가르치는 학 만들기’를 목

표로 학부교육 선진모델을 다양하게 창출하고 

확산하여 학교육 역량의 질  수 을 제고한

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해 <표 9>와 같이 

알고 있음이 87.5%(46.7 + 37.8)로 모름(6.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설문 응답자 부분이 

ACE 사업에 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ACE 사업에 참여한 사서(18명)는 

모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 고 참여하

지 않은 사서의 74.1%(20명)도 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② 학도서 과의 련성

ACE 사업과 학도서 의 련성에 해서

는 <표 10>과 같이 련 있음이 68.9%(51.1 + 

17.8)로 련 없음(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ACE 사업에 참여한 사서(18명)는 모두 학

도서 과 련이 있다고 응답하 지만, 참여하

구분 참여도서 비참여도서 계

성별
남성 27.8(5) 29.6(8) 28.9(13)

여성 72.2(13) 70.4(19) 71.1(32)

연령

20 5.6(1)  - 2.2(1)

30 22.2(4) 14.8(4) 17.8(8)

40 55.5(10) 59.3(16) 57.8(26)

50  이상 16.7(3) 25.9(7) 22.2(10)

근무경력

5-10년 미만 11.1(2) 11.1(3) 11.1(5)

10-20년 미만 44.5(8) 44.5(12) 44.4(20)

20-30년 미만 33.3(6) 40.7(11) 37.8(17)

30년 이상 11.1(2) 3.7(1) 6.7(3)

계  100(18)  100(27)  100(45)

<표 8> 인구통계  특성

구분 모름
들어본 은 

있지만 잘 모름
보통임

조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계

참여 - - - - 40.0(18)  40.0(18)

비참여 - 6.6(3) 8.9(4) 37.8(17) 6.6(3)  60.0(27)

계 - 6.6(3) 8.9(4) 37.8(17) 46.7(21) 100.0(45)

<표 9> ACE 사업에 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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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련이 없음

비교  

련이 없음
보통임

비교  

련이 있음

매우

련이 있음
계

참여 - - - 24.4(11) 15.6(7)  40.0(18)

비참여 2.2(1) 11.1(5) 17.8(8) 26.7(12)  2.2(1)  60.0(27)

계 2.2(1) 11.1(5) 17.8(8) 51.1(23) 17.8(8) 100.0(45)

<표 10> ACE 사업과 학도서 의 련성

지 않은 사서의 22.2%(6명)는 련이 없다고 

인식하 다. 그리고 ACE 사업 로그램에 참

여한 학도서 이 40.0%(18개 )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학에서 재정지원사업 계획

시 학도서 을 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으

로 추측된다.

③ 학도서  참여의 요성

ACE 사업에서 학도서  참여의 요성에 

해서는 <표 11>과 같이 요하게 인식하는 응

답자가 73.3%(17.8 + 55.5)로 요하게 인식하

지 않음(8.9%)보다 높게 나타났다. ACE 사업

에 참여한 사서(18명)는 모두 학도서  참여

가 요하다고 응답하 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

서의 14.8%(4명)는 요하지 않다고 인지하

다. 따라서 부분의 사서는 학도서 을 학부

교육 선도 학 육성사업에서 요한 역할을 하

고 학교육 역량의 질  수 을 높이는데 요

한 지원 기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2.2 ACE 사업 수행상의 인식

① 수행상 어려웠던 

ACE 사업 로그램을 담당하 던 사서(18

명)가 사업 수행상 가장 어려웠던 은 <표 12>

구분
 

요하지 않음

비교  

요하지 않음
보통임

비교  

요함

매우

요함
계

참여 - - - 22.2(10) 17.8(8)  40.0(18)

비참여 - 8.9(4) 17.8(8) 33.3(15) -  60.0(27)

계 - 8.9(4) 17.8(8) 55.5(25) 17.8(8) 100.0(45)

<표 11> ACE 사업에서 학도서  참여의 요성

구분 1순 2순 가 치 합*

재정  인력 부족  55.5(10) 22.2(4) 24

학생들의 참여율 조 16.7(3) 27.8(5) 11

도서  시설․설비․공간 등의 환경 열악 16.7(3) 16.7(3) 9

성과 심의 평가 11.1(2) 27.8(5) 9

학내 구성원의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 -  5.5(1) 1

계 100(18) 100(18) 54

*가 치는 1순 에 2, 2순 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표 12> ACE 사업 수행상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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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재정  인력 부족이었고 학생들의 참

여율 조, 도서  시설․설비․공간 등의 환

경 열악․성과 심의 평가, 학내 구성원의 필

요성에 한 인식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 앞으로 보완

ACE 사업 로그램을 담당하 던 사서(18

명)는 앞으로 ACE 사업 수행시 보완해야 할 

으로 <표 13>과 같이 재정 지원과 인력 확보를 

가장 높게 인식하 고 다음으로 로그램 기획

에 이용자 요구와 사서 의견 반 , 학생 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홍보 실시, 차별화되고 특화

된 다양한 로그램 개발 순으로 응답하 다. 

3.2.3 참여 희망 로그램 역과 기 효과

① 바람직한 로그램 역

학도서 이 ACE 사업에 참여할 때 희망

하는 로그램 역은 <표 14>와 같이 학습․

연구 지원이 가장 높았고 독서 행사  로그

램, 콘텐츠 개발, 이용 교육, 인 라 확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도서  사서들은 학습․연

구 지원을 가장 바람직한 역으로 생각했지만, 

ACE 사업에서 진행한 로그램은 부분 독서

와 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학도서 은 학

생의 교육  학습과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ACE 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한 사서는 학

습․연구 지원, 콘텐츠 개발, 이용 교육 순으로 

높았고, 비참여한 사서는 학습․연구 지원, 독서 

행사  로그램, 이용 교육, 인 라 확충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사서는 콘텐

츠 개발을, 비참여한 사서는 독서 행사  로

그램을 좀 더 요하게 인식하 다.

구분 1순 2순 가 치 합*

재정 지원과 인력 확보 55.5(10) 31.3(5) 25

로그램 기획에 이용자 요구와 사서 의견 반 22.2(4) 25.0(4) 12

학생 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홍보 실시 16.7(3) 25.0(4) 10

차별화되고 특화된 다양한 로그램 개발  5.5(1) 18.7(3) 5

계 100(18) 100(16) 52

*가 치는 1순 에 2, 2순 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표 13> 앞으로 ACE 사업 수행시 보완

구분 1순 2순 가 치 합*

학습․연구 지원  51.1(23)  28.9(13) 59

독서 행사  로그램 17.8(8)  31.1(14) 30

콘텐츠 개발 13.3(6) 17.8(8) 20

이용 교육 11.1(5) 13.3(6) 16

인 라 확충  6.7(3)  8.9(4) 10

계 100(45) 100(45) 135

*가 치는 1순 에 2, 2순 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표 14> 학도서  참여시 가장 바람직한 로그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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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CE 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바람직한 로그램 역의 인식도(1순 ) 

② 학도서  참여의 기 효과

ACE 사업에서 학도서 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 효과는 <표 15>와 같이 학생의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상이 가장 높았고, 학의 

교육 역량  경쟁력 강화, 캠퍼스내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 학 구성원(경 인, 교수, 학생 

등)의 학도서 에 한 인식변화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도서  사서들은 학생의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가장 기 하는데 반해, 

ACE 사업에서 진행한 로그램은 독서와 련

된 것이 부분이었다. 그리고 ACE 사업 참여여

부에 따라 참여한 사서는 학의 교육 역량  

경쟁력 강화를, 비참여 사서는 캠퍼스내 독서문

화 조성에 좀 더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앞으로 참여 여부  이유

앞으로 ACE 사업과 같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서는 91.1%(41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표 16>과 

같이 ACE 사업 참여여부에 상 없이 학의 

교육  연구 활동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학교육 역량의 질  수  제고, 

학 구성원의 학도서 에 한 심 확

와 인식 변화, 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발 에 기여, 학의 부속기 이기 때문으

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8.9%(4명)는 그 이유로 인력 부

족과 도서  공간  시설 열악 등을 제시하

다. 

구분 1순 2순 가 치 합* 비고

학생의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상 35.6(16) 24.4(11) 43

학의 교육 역량  경쟁력 강화 20.0(9) 31.1(14) 32

캠퍼스내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 24.4(11) 13.3(6) 28

학구성원의 도서 에 한 인식변화 11.1(5) 17.8(8) 18

학도서 의 인 라 확충 6.7(3) 4.4(2) 8

학도서 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설명 2.2(1) 8.9(4) 6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 - - -

학도서 의 컨텐츠 개발  강화 - - -

계 100(45) 100(45) 135

*가 치는 1순 에 2, 2순 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표 15> ACE 사업에서 학도서  참여의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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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 2순 가 치 합* 비고

학의 교육  연구 활동 지원 78.1(32) 22.0(9) 73

학교육 역량의 질  수  제고 12.2(5) 48.7(20) 30

학 구성원의 학도서 에 한 심
확 와 인식변화

4.9(2) 12.2(5) 9

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발
에 기여

2.4(1) 12.2(5) 7

학의 부속기 이기 때문 2.4(1) 4.9(2) 4

계 100(41) 100(41) 123

*가 치는 1순 에 2, 2순 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표 16> 앞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 이유

3.3 참여 략  방안

정부의 학재정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교 우 에 있는 학에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차등 지원하여 학의 기본역량을 향상

시키고 자율  신을 지원한다. 학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 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기본시설이자 핵심기 인 학도서 의 역

할과 기능이 요하다. 이에 ACE 사업에 선정

된 학의 도서  로그램과 사서의 인식을 조

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교

육역량강화사업에 비하여 학도서 이 고려

해야 할 략과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CE 사업은 학의 교육역량 제고를 

하여 교육과정  학사구조 개선, 교육-학습 

역량 향상, 교육환경  시스템 개선을 추진 

략으로 한다. 이 에서 교육환경  시스템 개

선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내 기 이 학

도서 이다. 왜냐하면 학의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료, 공간, 서비스, 로그램 등을 제공

하는 학도서 은 학의 학술  우수성․연

구비 조성․연구경쟁력 제고, 교수의 학문  우

수성․연구생산성․학술지 인용  의존도, 그

리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과 유의한 상 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윤희윤, 2021, 14). 2011년 HKBU(Hong Kong 

Baptist University)의 학부생 학업성과와 도서

 자료이용을 상 분석한 결과, 도서  자료를 

많이 이용할수록 학생의 평균 성 이 높은 것으

로 밝 졌다(Wong & Webb, 2011). 그리고 

2019년 공립 연구 학 학부생  학원생의 도

서  방문, 자료이용, 공간 만족도와 학업성과

의 상 분석 결과, 학생의 공간만족도는 학업성

취도와 부  상 성, 자료(논문, DB) 이용은 학

업성취도와 정  상 계가 있었다(Scoulas & 

Groote 2019). 따라서 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

업을 공모할 때 학도서  참여를 필수(의무)

사항으로 명문화하여 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

의 질 제고, 교육  연구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ACE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은 <표 

12>와 같이 재정  인력 부족, 도서  시설․

설비․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성과 심의 평

가, 학생들의 참여율 조 등에 어려움이 있었

다. 하지만 학도서 은 학의 기본 인 교

육기본시설이자 학술정보 유통과 서비스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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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표 13>처럼 재정지원

과 인력을 확보하고 로그램 기획에 이용자 

요구와 사서의 의견 반 하여 차별화되고 특화

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CE 사업이 종

료된 2017년 9월을 기 으로 ACE 사업에 참

여한 학도서 은 ｢ 학도서 진흥법｣ 시행

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사서 최소 배

치기 5)과 제6조 제1항의 연면  기 6)은 충

족하 지만,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

의 도서 자료 기 7)의 경우, 최소 기본도서수

는 충족하 으나 최소 연간 증가책수는 학생 1

인당 1.94권으로 법정기 (2권 이상)보다 었

다. 그리고 ACE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학도

서  인 라를 비교하면 <표 17>과 같이 ACE 

사업 참여 학도서 은 비참여 학도서 보

다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수․자료구입비․

출도서수는 많았지만, 재학생 1인당 연간 도서

증가책수․연면 과 재학생 1천명당 도서  직

원수는 었다. 학 체 평균과 비교하면, 재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와 출도서수가 높게 

나타나 ACE 사업으로 재정 지원과 학생의 이

용률이 많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도서 의 인 라 충실화를 한 학도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학도서 진흥종합계획

에 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ACE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로

그램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도서 이 독서 

련 로그램을 심으로 진행하여 로그램

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 고 인 라 확충, 콘텐

츠 개발, 서비스 제공은 조하 다. 이를 극복

하기 해서는 각 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ACE 사

업에서는 이화여  도서 의 이용자 맞춤형 학

술정보서비스와 온라인 큐 이션, 운  도서

의 학술정보활용법 콘텐츠 개발, 한양  백

남학술정보원의 HY-Reader 인증제  마일리

지 제도, 동국  도서 의 북삼매 로그램, 건

양  도서 의 아테네학당 등이 있었다. 따라

서 학도서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표 15>와 같이 학생의 지식정보 활

구분

ACE 사업

체

(189개)

참여 비참여

형

(11개)

소형

(7개)

계

(18개)

형

(8개)

소형

(19개)

계

(27개)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수(권) 73.31 76.36 74.83 67.97 74.19 71.08 109.8

재학생 1인당 연간 도서증가책수(권) 1.68 2.19 1.94 1.58 2.84 2.21 3.1

재학생 1인당 연면 (㎡) 1.15 1.31 1.23 1.25 1.37 1.31 2.1

재학생 1천명당 도서  직원수(명) 1.13 1.33 1.23 1.21 1.42 1.31 2.0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천원) 162,660 129,796 143,399 124,397 111,449 114,020 132,372

재학생 1인당 출도서수(권) 11.41 11.33 11.37 7.10 6.75 6.92 8.9

*교육부, KERIS. 2017. 2017 학도서  통계 분석 참조. 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9.22. 기  데이터)

<표 17> ACE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학도서  인 라 비교

 5) 학의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가 5만권 이상인 경우’는 ‘사서 3명 이상’을 둔다.

 6) 학도서  연면 은 재학생 1인당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7) 학도서 의 최소 기본도서는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이고 최소 연간 증가책수는 학생 1명당 2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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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능력 향상, 학의 교육역량  경쟁력 강화, 

캠퍼스내 독서문화 조성 등을 한 로그램을 

학 여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먼  교육과

정의 문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활용

교육과 과제  논문 작성법, 연구윤리, 도서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과 련된 교육을 제공

한다. 다음으로 공지식 심의 교육에서 연

계 공을 목하거나 문제해결 심의 융복합 

로그램을 개발한다. 한양  백남학술정보

은 특정 주제에 한 책을 읽고 주제와 련된 

토론을 통한 논리  사고를 진작하고 학제간 

융합 연구를 지원하여 창조 이고 합리 인 문

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학술융합 세미나를 제

공하 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명의 본격

인 비를 해 학생들의 창의 이고 비

인 사고, 문제해결능력, 공감  업력, 의사소

통능력 등의 기 교육과 인간과 사회, 인류 문

명을 조망하고 자신의 삶에 한 책임의식과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폭넓은 인문학  교양 

로그램을 개발․운 하여 학업의 연장선에

서 지성인을 양성하도록 한다. 학 내의 인

라를 최 한 활용하여 문가 청 강연회, 토

론회, 워크  등을 기획하고 ‘휴먼북 라이 러

리’를 운 하여 다양한 공과 직업을 가진 휴

먼북(사람책)과 학생(이용자)이 화를 통해 

책에서 얻기 어려운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ACE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의 

로그램 참여실  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는 학생 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도서 에 한 인식개선

과 활용도를 높이기 한 극 인 홍보  활

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도서  방문  홈

페이지 속․이용률을 조사하여 책자, 홈페이

지, 수막, 게시 , SNS, 홍보부스 등을 활용

해 홍보를 진해야 한다. 그리고 학과(교수)

의 조를 통해 수업이나 과제를 연계하여 참

여를 독려하고 도서  이용교육을 오리엔테이

션이나 온라인으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한 국내외 학도서 에서 시행하는 홍보․마

 략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벤치마킹

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해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ACE 사업은 기존 학교육역량강

화사업의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를 강화

하고 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각 학의 사업 

집행계획을 평가지표에 반 하 다. 하지만 정

성지표가 포함되면서 핵심 성과지표에 한 평

가가 공정하지 않고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 불

명확하여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한 

논의가 많았다(정재안, 2019, 5-6). 따라서 

학도서  성과평가 역시 사업의 수행과정과 성

과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기획에도 반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2016년 ACE 사업 선정 평가

지표는 3개 역(기본교육여건, 학부교육발

역량, 학부교육발 계획)으로 별하여 6개 항

목, 25개 평가내용으로 구성하 다. 그 에서 

학도서  련 항목은 학부교육 발 역량에

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황’의 ‘교수-학습 

지원 체계’와 학부교육 발 계획에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개선 계획’의 ‘교수-학습 지원 

체계 개선’이지만 학도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도서

의회 등과 연계하여 정부의 교육역량강화

사업과 련한 평가 역과 평가지표를 사 에 

<표 18>과 같이 개발․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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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평가지표 비고

연구  

교육 지원 시스템

인 라
인력 시업참여 도서  직원수

정량
산 사업 산

로그램
로그램 체계성

정성
로그램 특성화

평가 만족도
사업운  직원의 만족도

사업참여 학생의 만족도

<표 18> 정부의 교육역량지원사업과 련한 학도서  사후 평가지표(안)

4. 요약  결론

정부는 학의 학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질

 수 을 제고하기 해 ACE 사업을 추진하

고, 학은 재정  측면에서 ACE 사업의 지

원이 지 않은 비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을 가졌다. 하지만 학의 각종 교육과정과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서비스의 구심체 역할

을 하는 학도서 이 ACE 사업에 참여한 

학은 많지 않았고 그 로그램 한 독서 련 

로그램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ACE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의 로그램을 조사․분석하

여 문제 과 시사 을 살펴 으로써 향후 교육

역량강화사업을 계획․운 하고 학도서 이 

참여할 새로운 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기 자

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학재정

지원사업에 학도서 이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략과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도서 은 학의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료, 공간, 서비스, 로그램 등을 제공

하여 학의 학술  우수성․연구비 조성․연

구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교수의 학문  우수

성․연구생산성을 높이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에 기여도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공모할 때 학도서  참여를 필수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하여 학의 경쟁력 강

화, 교육의 질 제고, 교육  연구여건 개선 등

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ACE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은 재

정  인력 부족, 도서  시설․설비․공간 등

의 열악한 환경, 성과 심의 평가, 학생들의 참

여율 조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

기 하여 학도서 은 재정지원과 인력을 확

보하고 로그램 기획에 이용자 요구와 사서의 

의견 반 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학도서  인 라 충

실화를 한 학도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학도서 진흥종합계획에 반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셋째, ACE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로

그램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도서 이 독서 

련 로그램을 심으로 진행하여 로그램

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 고 인 라 확충, 콘텐

츠 개발, 서비스 제공은 조하 다. 이를 극복

하기 해서는 학생의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

상, 학의 교육역량  경쟁력 강화, 캠퍼스내 

독서문화 조성 등을 한 로그램을 학 여

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넷째, ACE 사업에 참여한 학도서 의 

로그램 참여실  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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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 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먼  극 인 홍보  활용계획을 수립

하고 학생의 도서  방문  홈페이지 속․이

용률을 조사하여 책자, 홈페이지, 수막, 게시

, SNS, 홍보부스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한

다. 그리고 학과(교수)의 조를 통해 수업이

나 과제를 연계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도서  

이용교육을 오리엔테이션이나 온라인으로 형

태로 제공해야 한다. 한 국내외 학도서

에서 시행하는 홍보․마  략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를 발

굴해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ACE 사업은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

성평가를 강화하고 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각 

학의 사업 집행계획을 평가지표에 반 하

다. 따라서 학도서  련 평가지표인 연구 

 교육지원 시스템의 구축  활성화에 한 

성과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도서 의

회 등과 연계하여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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