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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북미, 국 학도서  통계지표를 비교하여 국내 학도서  황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해 국내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 미국의 학  연구도서  회 통계보고서, 국의 학 

 국립 학 도서 회 통계보고서를 활용하여 비교 가능한 통계지표를 식별하여 비교 분석하 다. 먼  국내와 

북미 주요 학 간의 비교에서는 부분의 지표에서 북미 학의 도서  여건이 국내에 비해 우수하 는데, 특히 

북미 학이 국내 학에 비해 재학생 수 기  소장 장서 수, 도서  직원 수, 자료구입비가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와 국 학을 비교한 결과, 국내 학이 국 학에 비해 재학생 수 기  소장 장서 수, 도서  건물 연면 , 

도서  열람석 수 등에 우 를 보이는 반면, 국 학은 국내 학에 비해 재학생 수 기  도서  직원 수, 자료구입비, 

상호 차 신청 건수, 도서  이용자 PC 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학도서 의 

인력, 산 투입에 한 국가와 학 차원의 지원이 확 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학도서 , 황변화, 비교분석, 통계지표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current status and changes of academic 

libraries in South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academic libraries in North America and United 

Kingdom (UK). The five-year statistics of academic libraries were collected from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and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SCONUL), and the authors compared the statistical indicators 

that are comparable to each other. The circumstance and performance of academic libraries in North 

America were much better than those of South Korea. In addition, the area of library buildings in 

South Korea was larger than those in UK, and they also had more books and carrels than UK libraries; 

however, UK libraries had more library staffs, expenditure on material purchase, and interlibrary 

loan request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re should be more support on academic libraries in South 

Korea to increase library staffs and budget, which will invigorate library services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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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도서 은 학의 핵심 시설로서 학구성원의 교육․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학도서 의 교육  연구에 한 역할을 실제 데이터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를 

들어, 미국의 학  연구도서  회(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차원의 

로젝트를 통해 학도서  이용이 학생들의 학업과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진 바 있으며(Brown & Malenfant, 2015), 학도서 과 연구성과 지표 간에 상 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한혜 , 2005; Oppenheim 

& Stuart, 2004). 이를 토 로 학의 교육  연구경쟁력 강화를 한 학도서 의 역할을 강화

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교육부, 2019)과 더불어 학계  차원의 여러 연구(이지욱, 이용재, 2021; 

장윤  외, 2020)도 지속되고 있다. 

학도서 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가시화가 쉽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학 차원

의 도서 에 한 인식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학도서 에 한 산 투자가 동결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1개  당 정규직 사서의 수는 감소하

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학도서  활성화를 한 제도  기반인 ｢ 학도서 진흥

법｣이나 학기 평가인증에는 도서 수, 직원 수, 자료구입비 등에 한 최소기 이 규정되어 있

으나 이는 오히려 상을 유지하거나 감축시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박강수, 2021. 4.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코로나19의 유행과 정보기술의 발 은  세계 학과 학도서  운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와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재학생의 감소와 등록 의 동결 

등은 학의 재정에 향을 미쳐 학도서  운 에 여러 변화를 래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

보원, 2021). 학도서 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 으로 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 에 비한 발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국내 학도서  황에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 학도서 의 강 과 약 을 악하기 한 타 주요 국가 학도서  황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도서  황을 상 으로 높은 교육․연구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북미(미국 심)와 국(유다원, 2021. 12. 2)의 학도서  황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도서  통계 데이터와 보고서를 활용하여 비교 가능한 지표를 

식별하여 분석하 다. 한 지난 5년간의 황변화의 추이를 조사, 비교함으로써 국내 학도서

의  상황을 객 으로 악하고, 주요 국가 학도서  운 황이나 정책 방향과의 유사 과 

차이 을 식별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학도서  지원을 한 정책 수립에 필요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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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념  배경  선행연구

1. 국내와 북미, 국 학도서  통계 개요

우리나라 학도서  통계는 교육부의 ‘학술자원 공동 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문기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이하 KERIS)이 매년 

국 학의 도서  기본정보, 소장  구독자료, 시설, 인 자원, 산  결산, 이용  이용자, 자서

비스 부문을 조사하고 있다(최재황, 이종욱, 2020). 이러한 통계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http://rinfo.kr)을 통해 공개하여 정부  계부처, 학, 사서 등이 학도서  황을 악하여 

정책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미국 연구도서 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이하 ARL)의 ｢ARL Statistics｣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포 인 도서  통계로 알려져 있다. 1908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이 통계는 2020년 기  124개 회원도서 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 도서  운 황을 설명하고, 

도서  자원이 해당 사 상 이용자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 다. ARL 통계의 

지표구성은 10개 범주(장서, 비용, 인 자원, 이용자 교육, 참고서비스, 출, 자자원의 이용, 

상호 차, 도서  이용자, 학통계 일반), 3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최재황과 이종욱(2020)은 

ARL 통계와 국내 학도서  통계 간에 비교 가능한 세부 지표 12개 즉, 소장 장서 수, 자책 수, 

도서  직원 수, 자료구입비, 연간 도서  이용자 수, 외 출 건수, 참고 트랜잭션 건수, 상호

차 신청 건수, 상호 차 제공 건수, 이용자 교육 횟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원문 제공 건수를 

식별하여 비교한 바 있다.

국의 ‘ 학  국립 학 도서 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이하 

SCONUL)는 1950년에 설립되어 1987년부터 학의 통계 데이터 ｢Annual Library Statistics｣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2014년에 100개 이상의 방 한 통계조사 항목을 30~40여 개의 

핵심 항목으로 개편했고(SCONUL, 2021), 2015년부터는 수집한 학도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도서 의 미래 략, 동향, 당면 과제를 제시하는 분석 보고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SCONUL 

통계는 8개 범주와 세부 지표로 구성된 주요 데이터부(main data tables)와 6개 범주와 세부 

지표로 구성된 생 데이터부(derived statistics)로 구분된다. 2020년 기  주요 데이터부를 구성하

는 SCONUL의 8개 범주는 ‘조직의 구성원과 이용자’, ‘공간  시설’, ‘장서 제공’, ‘도서  이용’, 

‘기록  특수 장서’, ‘도서  지출’, ‘도서  수입’, ‘OA 비용’이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SCONUL과 국내 학도서  통계 간 비교가능한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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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NUL 범주 SCONUL 지표 비교 가능 국내 통계지표

조직의 

구성원과

 이용자

1.1 정규 학 직원 수

사 상자 수

학생(학부, 학원생)

교원( 임, 비 임)

직원

6.2 사 상자 수 

(※ 학정보공시 데이터)

1.2 기타 정규 학 직원 수

1.3 정규 학생 수

1.4  등록된 외부 이용자 수

1.4a 총 정규 이용자 수

1.5 도서  직원 수 4.2 학도서  소속 직원

공간  시설

2.2 도서  건물 연면 (㎡) 3. 시설(도서  건물 연면 )

2.3 도서  열람석 수 3. 시설(총 열람석 수)

2.4 도서  이용자 PC 수 3. 시설(PC)

장서 제공
3.1 소장 장서 수 2.1 (도서 자료)(※ 2.2의 자책 수 제외)

3.2 연간 증가 책 수 2.7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 수

도서  이용

4.2 원문 이용(다운로드) 건수 7.3 상용DB 이용 건수(다운로드)

4.4 상호 차 신청 건수 6.7 상호 차 신청 건수

4.6 도서  방문자 수 6.3 이용자 수

도서  지출 6.3 자료구입비 5.1 결산

<표 1> SCONUL과 국내 학도서  통계 간 비교 가능 지표

2. 학도서  통계 기반 황분석 연구

우리나라 학도서 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황분석 연구는 오랜 기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어왔다. 먼  박일종(2009)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도서 연감에 수록되어 있는 

학도서 , 공공도서 , 학교도서 의 주요지표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그 결과를 도서  

운 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분석 데이터에서 계변수로 도서 수, 직원수, 장서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운 산을 추출하여 상 계수와 비모수검증법 등의 다양한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 다. 

오세훈(2010)은 학도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KERIS의 

학도서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2009년 4년제 학도서  264개 도서 의 통계 정보에 근거하여, 

소장자료, 시설  설비, 인  자원, 산, 도서  이용 등 5개 역을 심으로 우리나라 4년제 학도서

의 황과 실상을 조사 분석하 다. 

김기  외(2014)는 KERIS가 운 하는 Rinfo의 2010~2013년까지의 학도서  통계를 상으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경 자원 확보를 성과요소로 한 탐색  통계분석을 시도하 다. 요인분석 결과 

13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학도서  경 자원 확보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 다. 

김령은과 이제환(2017)은 국내 학도서 계 이용자 교육의 변화 추이와 양상을 통시 으로 살펴

보면서, 재의 이용자 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에 해 논의하 다. 통계자료는 KERIS의 

Rinfo에서 제공하는 학도서  통계와 한국사립 학도서 의회가 생산한 ‘이용자교육 조사보

고서’의 통계를 활용하 다. 

최재황과 이종욱(2020)은 국내 57개 주요 학과 북미 116개 주요 학의 도서  통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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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Rinfo와 미국 연구도서 회(ARL) 통계에서 유사성이 높은 12개 지표를 비교하여 

학 교육과 연구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국내 학도서 에 한 국가  학 차원의 심과 지원 

확 의 필요성을 논의하 다. 한 국가 간 황 비교연구와 더불어 학도서 이나 학술정보자원의 

역할을 실증 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 다.

최윤희와 정유경(2021)은 사서의 자기계발 심 역을 알아보기 해 학도서  사서가 한 해 

동안 수강한 교육이수내역을 바탕으로 사서 계속교육의 황을 악하 다. 이를 해 KERIS 학

도서  통계의 직원 교육훈련 항목을 활용하 고, 사서들의 교육이수내역 30,404건을 상으로 

직원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사서의 선호 교육주제, 학 규모별, 

지역별, 월별 심 있는 교육주제 등의 황을 살펴보았다. 

학도서 의 통계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때 활용된 데이터

는 체로 KERIS의 Rinfo  통계보고서, 한국도서 연감, 한국사립 학도서 의회 보고서, 

미국의 연구도서 회(ARL) 통계보고서 등 다양하 다. 본 연구는 KERIS의 Rinfo를 활용한 국내 

학도서  통계와 미국의 ARL 통계보고서, 그리고 국의 SCONUL 통계보고서를 활용하여 

학도서  황 반을 통시 으로 고찰해 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북미, 국 학도서  황을 비교하기 해 국내의 학도서  통계 데이터, 

북미의 ARL 통계보고서, 국의 SCONUL 통계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각국의 통계조사에 

기 한 보고서 표기연도와 자료기  기간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먼 , ARL과 SCONUL은 보고서 

표기연도를 자료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 간 자료기  기간에는 1개월의 차이가 있었다(<표 

2> 참조). 반면 국내의 경우, 보고서 표기연도를 자료기  기간이 아닌 통계분석 는 보고서 발행 

시 으로 설정하고 있어 ARL이나 SCONUL 보고서 표기연도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 

해석의 혼란을 이기 하여 자료기  기간을 토 로 분석연도를 <표 2>와 같이 재설정하 다. 

자료기  기간에 국내 통계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반 하는 2020년 통계가 존재하나, ARL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행된 통계보고서의 자료기  기간에 코로나19 시기가 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와 ARL 통계 비교는 2015~2019년까지의 5년 치(Mian & Roebuck, 2020; Morris & Roebuck, 

2017; 2018; 2019a; 2019b)를 비교, 분석하 다. 반면 SCONUL 통계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도가 부분 으로 반 되어 있어 국내와 비교 시 2016~2020년까지의 5년 치(SCO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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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를 분석하 다.

분석연도 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

표기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기 기간
2015. 2.~
2016. 2.

2016. 3.~
2017. 2.

2017. 3.~
2018. 2.

2018. 3.~
2019. 2.

2019. 3.~
2020. 2.

2020. 3.~ 
2021. 2.

ARL

표기연도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

자료기 기간
2014. 7.~
2015. 6.

2015. 7.~
2016. 6.

2016. 7.~
2017. 6.

2017. 7.~
2018. 6.

2018. 7.~
2019. 6.

-

SCONUL

표기연도 -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자료기 기간 -
2015. 8.~
2016. 7.

2016. 8.~
2017. 7.

2017. 8.~
2018. 7.

2018. 8.~
2019. 7.

2019. 8.~
2020. 7.

<표 2> 통계보고서 표기연도와 분석연도 기

ARL 통계조사에 참여한 북미 학의 회원교는 116개이며, 이들 회원교가 북미의 주요 학임을 

감안하여 비교 상이 된 국내 학은 체 학(2021년 기  391개 학)이 아닌 주요 학 57개로 

한정하 다. 이러한 국내 주요 학의 정의는 최재황과 이종욱(2020)의 연구에서 각종 세계 학순

(Times Higher Education, Quacquarelli Symonds, Leiden)에 최소 1회 이상 포함되어 발표된 학

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들 57개 학은 <표 3>과 같다. 한편, SCONUL 통계조사에 참여한 국 

학의 수는 168개로 체 학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체 학도서 과 비교하

다. <표 4>는 국내, ARL, SCONUL 통계 비교분석의 상이 된 학의 수를 제시한다. 

가천 , 가톨릭 , 강릉원주 , 강원 , 건국 , 경북 , 경상 , 경희 , 계명 , 고려 , 운 , 주과기원, 국민 , 오공과 , 

단국 , 동국 , 동아 , 명지 , 부경 , 부산 , 상명 , 서강 , 서경 , 서울과기 , 서울 , 서울시립 , 성균 , 세종 , 숙명여 , 

순천 , 순천향 , 숭실 , 신라 , 아주 , 연세 , 남 , 울산과기원, 울산 , 원 , 이화여 , 인제 , 인천 , 인하 , 남 , 

북 , 제주 , 조선 , 앙 , 충남 , 충북 , 포항공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 , 한동 , 한림 , 한양 , 홍익

<표 3> 국내 주요 학 리스트

구분
국내 vs. ARL 국내 vs. SCONUL

국내 ARL 국내 SCONUL

2015 56* 116 - -

2016 57 116 392 168

2017 57 116 393 168

2018 57 116 393 168

2019 57 116 393 168

2020 - - 391 168

* 주과학기술원이 통계에서 빠진 수치임

<표 4> 비교분석 상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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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 지표

국내와 ARL(북미) 학도서  황의 비교는 총 9개 지표, 즉 ‘소장 장서 수’, ‘도서  직원 

수’, ‘자료구입비’, ‘ 사 상자 수’, ‘상호 차 신청 건수’, ‘상호 차 제공 건수’, ‘이용자 교육 횟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원문 이용(다운로드) 건수’를 심으로 비교하 다. 최재황과 이종욱의 

연구(2020)에서는 총 12개의 지표가 비교 분석되었으나, 이들의 연구에서 정의나 작성방식에 부

분 으로 문제 는 차이가 있다고 지 된 5개 지표(‘ 자책 수’, ‘연간 도서  이용자 수’, ‘ 외 

출 책 수’, ‘참고서비스 건수’, ‘원문 제공 건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고, 2개의 지표( 사

상자 수, 원문이용 건수)는 새롭게 추가하 다. 

국내와 SCONUL( 국) 학도서  황은 앞의 <표 1>에 근거하여 총 11개 지표, 즉 ‘소장 

장서 수’, ‘연간 증가 책 수’, ‘도서  직원 수’, ‘자료구입비’, ‘ 사 상자 수’, ‘상호 차 신청 건수’, 

‘도서  방문자 수’, ‘원문 이용(다운로드) 건수’, ‘도서  건물 연면 ’, ‘도서  열람석 수’, ‘도서  

이용자 PC 수’를 심으로 비교하 다. 

<표 5>는 국내를 심으로 ARL과 SCONUL 학도서  통계와 비교 가능한 지표를 6개 범주, 

즉 자료, 인 자원, 산, 이용  이용자, 자서비스, 시설로 구분한 것이며, 이들 세 국가의 

황 비교는 이 범주를 기 으로 분석하 다. 한 재학생 1인당 평균을 산출하기 해 국내의 

경우 자료기  기간에 속한 재학생 수( 를 들어, 자료기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인 

경우, 2020년 4월 기  재학생 수)를 용하 으며, ARL과 SCONUL의 경우 각국 보고서에 

제시된 재학생 수를 용하 다. 한편 사 상자 수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을 비교하 다. 

구분 국내와 ARL(총 9개 지표) 국내와 SCONUL(총 11개 지표)

자료 ∙소장 장서 수
∙소장 장서 수

∙연간 증가 책 수

인 자원 ∙도서  직원 수 ∙도서  직원 수

산 ∙자료구입비 ∙자료구입비

이용  이용자

∙ 사 상자 수

∙상호 차 신청 건수

∙상호 차 제공 건수

∙이용자 교육 횟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 사 상자 수

∙상호 차 신청 건수

∙도서  방문자 수

자서비스 ∙원문 이용(다운로드) 건수 ∙원문 이용(다운로드) 건수

시설

∙도서  건물 연면

∙도서  열람석 수

∙도서  이용자 PC 수

<표 5> 비교 상 범주와 분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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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황변화 비교분석

1. 국내와 ARL 학도서 의 비교

국내와 ARL 학도서  간 비교에서는 자료, 인 자원, 산, 이용  이용자, 자서비스 부문에 

걸쳐 총 9개 지표의 체 평균과 재학생 는 직원 1인당 평균 수치를 비교 분석하 다.

가. 자료 부문

국내 학의 평균 소장 장서 수(5년  통계 비 6.4% 증가)와 재학생 1인당 평균 소장 장서 수는 

꾸 히 증가(5년  통계 비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RL 학의 경우에도 체 평균은 

계속 증가하 고, 재학생 1인당 평균은 등락이 있었지만 5년  통계 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표 6>, <그림 1> 참조). 국내와 ARL 학의 재학생 수 기  평균 소장 장서 수 비율은 2015년

에는 약 1:2.7이었고, 2019년에는 약 1:2.4로 나타나 격차가 다소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평균 

(단 : 천책)
1,442 1,444 1,480 1,511 1,535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책)
77 79 83 85 87

ARL

평균 

(단 : 천책)
5,601 5,653 5,703 5,806 5,932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책)
206 206 202 203 207

<표 6> 국내  ARL 학 소장 장서 수 변화

<그림 1>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 변화

나. 인 자원 부문

국내 학의 평균 도서  직원 수는 꾸 히 감소(5년  통계 비 10.8% 감소)하 고, ARL 

학 역시 감소(5년  통계 비 2.0% 감소) 추세에 있었다. 재학생 1,000인당 기 으로 국내 

학의 평균 직원 수는 5년  통계 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ARL 학 역시 7.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7>, <그림 2> 참조). ARL 학의 감소 폭이 국내에 비해 더 높지만 

ARL 학의 체 평균 도서  직원 수는 여 히 국내에 비해 약 4~5배 많았다. 국내와 ARL 

학의 재학생 수 기  평균 직원 수 비율은 2015년(1:4.5)에 비해 2019년에 미세하게 어든 것

(1:4.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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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평균 

(단 : 명)
31.5 29.6 28.8 28.5 28.1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명)
1.7 1.6 1.6 1.6 1.6

ARL

평균 

(단 : 명)
208.3 209.2 207.0 205.3 204.1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명)
7.7 7.6 7.3 7.2 7.1

<표 7> 국내  ARL 학도서  직원 수의 변화

<그림 2> 재학생 1인당 

도서  직원 수 변화 

다. 산 부문

국내 학의 평균 자료구입비는 꾸 히 증가(5년  통계 비 6.8% 증가)하 고, ARL 학도 

꾸 히 증가(5년  통계 비 7.8% 증가)하 다(<표 8>, <그림 3> 참조). 재학생 1인당 기 으로 국내 

학의 평균 자료구입비는 매년 꾸 히 증가(5년  통계 비 12.7% 증가)했고, ARL 학 역시 매년 

완만한 증가(5년  통계 비 2.4% 증가) 추세에 있었다. 국내와 ARL 학의 재학생 수 기  평균 

자료구입비 비율은 2015년(1:3.8)에 비해 2019년에 소폭 어든 것(1:3.5)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평균 

(단 : 백만원)
2,942 3,027 2,968 2,980 3,142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천원)
157 167 167 168 177

ARL

평균 

(단 : $1,000)
13,517 13,872 14,190 14,370 14,579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

($1=1,200원)

497

(596

천원)

505

(606

천원)

503

(603

천원)

503

(603

천원)

509

(611

천원)

<표 8> 국내  북미 학 자료구입비 변화

<그림 3>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변화 

라. 이용  이용자 부문

이용  이용자 부문에서는 사 상자 수, 상호 차 신청 건수, 상호 차 제공 건수, 이용자 교육 

횟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의 5개 지표를 비교 분석하 다. 먼 , 국내 학의 평균 사 상자 수 

 직원 1인당 평균 사 상자 수는 2017년 큰 폭의 하락 이후 차 증가(직원 1인당 기  5년  

통계 비 17.4%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ARL 학은 큰 변화 없이 꾸 한 증가(직원 1인당 기  

5년  통계 비 9.9% 증가) 추세에 있었다(<표 9>, <그림 4> 참조). 그 지만 국내 학의 직원 1인당 

평균 사 상자 수가 ARL 학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학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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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ARL 학에 비해 4~5배가량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와 ARL 학 간 직원 

수 기  평균 사 상자 수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23~0.26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상호 차 신청 건수의 경우, 국내 학은 체 평균이나 재학생 1인당 평균이 연도 간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완만한 증가(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20.0% 증가)를 보인 반면, 

ARL 학의 경우는 매년 완만한 감소(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14.9% 감소) 추세에 

있었다(<표 9>, <그림 5> 참조). 이에 따라 2015년에 비해 2019년에는 국내와 ARL 학 간 평균 

상호 차 신청 건수 비율이 1:20에서 1:14로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 차 제공 건수에서 국내 학의 경우 매년 정체 는 완만한 증가(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16.7%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ARL 학의 경우는 지속  감소(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20.2% 감소) 추세에 있었다(<표 9>, <그림 6> 참조). 이로 인해 국내와 ARL 학 간 평균 

상호 차 제공 건수 비율이 2015년(1:21)에 비해 2019년에는 1:14로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

상자 수

국내
평균 (단 : 천명) 27.8 30.5 28.2 29.2 29.1 

직원 1인당 평균 (단 : 명) 883 1,029 981 1,022 1,037 

ARL
평균 (단 : 천명) 42.7 43.1 44.1 44.8 45

직원 1인당 평균 (단 : 명) 233 235 242 248 256

상호 차 

신청 건수

국내
평균 (단 : 천건) 0.93 1 1.01 0.97 1.09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0.05 0.06 0.06 0.05 0.06

ARL
평균 (단 : 천건) 27.35 27.77 25.56 25.72 24.76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1.01 1.01 0.91 0.90 0.86

상호 차 

제공 건수

국내
평균 (단 : 천건) 1.06 1.08 1.15 1.16 1.27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0.06 0.06 0.06 0.07 0.07

ARL
평균 (단 : 천건) 33.63 34.93 30.71 29.73 28.54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1.24 1.27 1.09 1.04 0.99

<표 9> 국내  ARL 학 사 상자 수  상호 차 건수 변화

<그림 4> 직원 1인당 

사 상자 수 변화

<그림 5> 재학생 1인당 

상호 차 신청 건수

<그림 6> 재학생 1인당 

상호 차 제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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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용자 교육 횟수 지표를 비교한 결과, 국내 학의 평균 이용자 교육 횟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 히 증가(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11.6% 증가)하 고, ARL 학은 체 

평균 이용자 교육 횟수는 증가하고 있었으나 재학생 1인당 평균은 매년 소폭 감소(5년  통계 비 

2.3% 감소)하고 있었다(<표 10>, <그림 7> 참조). 국내와 AR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이용자 

교육 횟수의 비율은 2015년에 1:7.1에서 2019년에는 1:5.9로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의 경우, 국내 학의 평균은 2016년 한해 하락을 기록한 이후 꾸 히 

증가(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4.2% 증가)하고 있고, ARL 학 역시 2016년 한해 

소폭 하락한 이후 완만한 증가(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3.4% 증가) 추세이다(<표 10>, 

<그림 8> 참조). 국내와 AR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교육

횟수

국내
평균 (단 : 건) 101 97 107 109 113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건) 5.4 5.3 6.0 6.1 6.4

ARL
평균 (단 : 건) 1,037 1,053 1,072 1,077 1,067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건) 38.1 38.3 38.0 37.7 37.3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국내
평균 (단 : 명) 2,625 2,171 2,434 2,454 2,581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명) 139.6 119.5 136.6 138.1 145.5

ARL
평균 (단 : 명) 19,798 19,690 20,741 21,392 21,740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명) 728 716 735 749 753

<표 10> 국내  ARL 학 이용자 교육 횟수와 참가자 수 변화

<그림 7> 재학생 1,000인당 

이용자 교육 횟수 변화

<그림 8> 재학생 1,000인당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변화

마. 자서비스 부문

원문 이용(다운로드) 건수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이후 통계 작성이 시작된 국내 학의 평균은 

2018년 큰 폭의 증가 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 기 으로 재학생 1인당 평균은 2016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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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RL 학의 경우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증가(재학생 1인당 

기  5년  통계 비 12.7% 증가) 추세에 있다(<표 11>, <그림 9> 참조). 국내 학의 평균 원문 이용 

건수가 ARL 학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2019년에는 이들 간의 비율이 1:0.9로 나타났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평균 

(단 : 천건)
- 2,280 5,848 3,837 2,708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 126 328 216 153

ARL

평균 

(단 : 천건)
3,761 3,943 4,013 4,065 4,179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118 126 130 133 133

<표 11> 국내  ARL 학의 원문 이용 건수 변화

<그림 9> 재학생 1인당 

원문 이용 건수 변화 

2. 국내와 SCONUL 학도서 의 비교

국내와 SCONUL 학 간 비교에서는 6개 범주(자료 부문, 인 자원 부문, 산 부문, 이용  

이용자 부문, 자서비스 부문, 시설부문)에 걸쳐 총 11개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 다. 특히 5년간

(2016~2020년)의 데이터 분석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이 반 됨에 따라 4년(2016~2019년)

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2020년은 별도로 분석하 다. 

가. 자료 부문

자료 부문에서는 소장 장서 수와 연간 증가 책 수를 비교하 다. 2016~2019년까지 국내 학의 

평균 소장 도서 수는 꾸 히 증가(재학생 1인당 기  4년  비 10.2% 증가)한 반면, SCONUL 

학은 지속 으로 감소(2016년 비 2019년 재학생 1인당 평균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SCONUL 학의 도서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표 12>, <그림 10> 참조).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소장 도서 수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9에서 1:0.7까지 격차가 

벌어졌으나 2020년에는 다시 1:0.9로 격차가 좁 졌다.

연간 증가 책 수의 경우, 2016~2019년까지 국내 학은 꾸 히 감소(재학생 1인당 평균 4년  

비 2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SCONUL 학 역시 큰 폭으로 감소(재학생 1인당 기  

4년  비 36.4% 감소)했다. 특히 2020년에 SCONUL 학의 연간 증가 책 수 감소 폭(재학생 

1인당 기  28.6%)이 특징 이었다(<표 12>, <그림 11> 참조).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연간 증가 책 수 비율은 2016년에는 1:0.37이었으며 2020년에는 1:0.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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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장 

장서 수

국내

평균 

(단 : 천책)
371 378 385 390 395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책)
59 62 64 65 66

SCONUL

평균 

(단 : 천책)
628 620 568 561 729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책)
53 52 47 45 57

연간 

증가 

책 수

국내

평균 

(단 : 천책)
18.5 16 14.9 13.1 11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책)
3.0 2.6 2.5 2.2 1.8

SCONUL

평균 

(단 : 천책)
12.9 11.4 10.1 9 6.4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책)
1.1 1.0 0.8 0.7 0.5

<표 12> 국내  SCONUL 학의 자료 부문 변화

<그림 10> 재학생 1인당 
소장 장서 수 변화

<그림 11>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변화 

나. 인 자원 부문

도서  직원 수를 살펴본 결과, 2016~2019년까지 국내와 SCONUL 학 모두 평균 직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었다. 국내 학의 재학생 1,000인당 평균 직원 수는 꾸 히 감소(4년  통계 비 

7.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SCONUL 학 역시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 으로 감소(4년 

 통계 비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반 된 2020년의 경우, 국내 학

은 년과 비교하여 재학생 수 기  직원 수에 변동이 없었으나 SCONUL 학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그림 12> 참조). 최근 5년간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도서  직원 수 비율은 1:3.8~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

평균 

(단 : 명)
8.5 8.2 8.2 7.9 7.6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명)
1.4 1.3 1.3 1.3 1.3

SCONUL

평균 

(단 : 명)
68.0 65.5 63.2 64.6 64.5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명)
5.8 5.5 5.2 5.2 5.0

<표 13> 국내  SCONUL 학의 도서  직원 수 변화

<그림 12> 재학생 1,000인당 

도서  직원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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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 부문

2016~2019년 국내 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구입비는 유지 는 소폭 증가(재학생 1인당 

기  4년  통계 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SCONUL 학 역시 소폭 증가(재학생 1인당 

기  4년  통계 비 2.1% 증가)하 다. 2020년에는 국내 학은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구입비가 

년에 비해 2.9% 감소한 반면 SCONUL 학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그림 

13> 참조).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자료구입비 비율은 1:2.4~2.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

평균 

(단 : 백만원)
632 613 610 633 611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천원)
101 100 101 105 102

SCONUL

평균 

(단 : ￡1,000)
2,245 2,276 2,340 2,420 2,386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

(￡1=1,330원)

191

(254

천원)

190

(253

천원)

192

(255

천원)

195

(259

천원)

186

(247

천원)

<표 14> 국내  SCONUL 학의 자료구입비 변화

<그림 13>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변화 

라. 이용  이용자 부문

이용  이용자 부문에서는 사 상자 수, 도서  방문자 수, 상호 차 신청 건수 3개 지표를 

분석하 다. 먼  2016~2019년 국내 학의 평균 사 상자 수는 꾸 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직원 1인당 평균이 소폭 증가(4년  통계 비 2%)하 으며, SCONUL 학은 평균  직원 

1인당 평균 사 상자 수 모두 증가(직원 1인당 기  4년  통계 비 11.2%)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이어졌으나 SCONUL 학의 직원 1인당 평균 사 상자 수가 

다소 높은 6.1% 증가하 다(<표 15>, <그림 14> 참조). 국내와 SCONUL 학 간 직원 수 기  

평균 사 상자 수 비율은 1:0.2~0.3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2016~2019년 도서  방문자 수의 경우, 국내 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은 등락은 

있었지만 체 으로 증가(4년  통계 비 10.0%)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SCONUL 학은 소폭

으로 감소(4년  통계 비 4.9%)하 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국내 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 방문자 수 감소 폭이 78.8%에 달했으며, SCONUL 학은 이보다는 낮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그림 15> 참조).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자료기  기간이 다르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는 데, 2020년 국내 통계는 코로나 시기 체(2020. 3~2021. 2)를 포함하나 SCO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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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코로나 시기를 부분 으로 반 (2019. 8~2020. 7)한다.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방문자 수 비율은 2020년(1:3.4)을 제외하면 1:1.2~1.4 수 을 보이고 있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

상자 수

국내
평균 (단 : 명) 9,304 8,656 8,857 8,798 8,444

직원 1인당 평균 (단 : 명) 1,092 1,053 1,084 1,114 1,115

SCONUL
평균 (단 : 명) 16,976 16,793 17,460 17,930 18,999

직원 1인당 평균 (단 : 명) 250 256 276 278 295

도서  

방문자 수

국내
평균 (단 : 천명) 375 372 363 395 86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명) 60 61 60 66 14

SCONUL
평균 (단 : 천명) 954 956 979 962 600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명) 81 80 81 77 47

상호 차 

신청 건수

국내
평균 (단 : 건) 167 167 159 176 112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0.03 0.03 0.03 0.03 0.02

SCONUL
평균 (단 : 건) 2,229 2,285 2,276 2,047 1,697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0.19 0.19 0.19 0.16 0.13

<표 15> 국내  SCONUL 학의 이용  이용자 부문 지표 변화

<그림 14> 직원 1인당 

사 상자 수 변화 

<그림 15> 재학생 1인당 

도서  방문자 수 변화 

<그림 16> 재학생 1인당 

상호 차 신청 건수 변화 

2016~2019년 상호 차 신청 건수를 살펴본 결과, 국내 학의 평균은 증가하는 추세 으나 

SCONUL 학은 감소하고 있었다. 재학생 1인당 평균으로 국내 학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SCONUL 학은 감소(4년  통계 비 15.8%)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는 국내와 

SCONUL 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이 년에 비해 각각 33.3%,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그림 16> 참조).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상호 차 신청 건수 

비율은 2019년에 1:5.3으로 다소 좁 졌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1:6.3~6.5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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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서비스 부문

자서비스 부문에서는 원문이용(다운로드) 건수 지표를 조사하 다. 2016~2019년 국내 학의 

평균 원문이용 건수는 2018년에 격히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 지만 반 으로 증가

하는 추세 다. SCONUL 학의 경우에는 꾸 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국내 학은 평균 원문이용 건수가 20% 증가한 반면에 SCONUL 학은 10% 감소하 다

(<표 16>, <그림 17> 참조). 2018년을 제외한 나머지 시 에서는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원문이용 건수 비율이 약 1:2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

평균 

(단 : 천건)
377 907 603 452 538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60 149 100 75 90

SCONUL

평균 

(단 : 천건)
1,755 1,834 2,030 2,116 1,961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건)
149 153 167 170 153

<표 16> 국내  SCONUL 학의 원문이용 건수 변화

<그림 17> 재학생 1인당 
원문 이용 건수 변화 

바. 시설 부문

시설 부문에서는 도서  건물 연면 , 도서  열람석 수, 도서  이용자 PC 수의 3개 지표를 

분석하 다. 먼 , 국내 학의 평균 도서  건물 연면 은 2017~2018년에 증가한 후, 2020년까지 

유지되고 있었고, SCONUL 학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재학생 1인당 평균 연면 은 

국내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 지만 SCONUL 학은 정체 는 감소하면서 황 격차가 확

되고 있었다(<표 17>, <그림 18> 참조). 국내와 국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연면  비율은 

약 1:0.6~0.7로 나타났다. 

도서  열람석 수의 경우, 2016~2019년 국내 학의 평균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2020년에 

소폭 감소(재학생 1,000인당 기  2019년 비 1.1%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SCONUL 학 

한 국내 학과 유사한 양상(재학생 1,000인당 기  2019년 비 2.5% 감소)을 보이고 있었다

(<표 17>, <그림 19> 참조). 그 지만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도서  열람석 

수 비율은 약 1:0.6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이용자 PC 수를 조사한 결과, 국내 학의 평균은 유지 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 으며, 

SCONUL 학은 유지 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 다(<표 17>, <그림 20> 참조). 코로나19 상황이 

반 된 2020년에도 큰 변동은 없었으며, 국내와 SCONUL 학 간 재학생 수 기  평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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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수 비율은 약 1:2.7~2.9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도서  

건물 

연면

국내
평균 (단 : ㎡) 7,158 7,243 7,410 7,433 7,491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 1.14 1.19 1.22 1.24 1.25

SCONUL
평균 (단 : ㎡) 9,679 9,436 9,435 9,893 10,084

재학생 1인당 평균 (단 : ㎡) 0.82 0.79 0.78 0.80 0.78

도서  

열람석 수

국내
평균 (단 : 석) 1,127 1,135 1,134 1,128 1,117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석) 180 186 187 188 186

SCONUL
평균 (단 : 석) 1,372 1,374 1,426 1,470 1,474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석) 117 114 117 118 115

도서  

이용자 

PC 수

국내
평균 (단 : ) 79 78 77 74 73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 13 13 13 12 12

SCONUL
평균 (단 : ) 420 420 431 436 432

재학생 1,000인당 평균 (단 : ) 36 35 35 35 34

<표 17> 국내  SCONUL 학의 시설 부문 지표 변화

<그림 18> 재학생 1인당 

도서  건물 연면  변화 

<그림 19> 재학생 1,000인당 

도서  열람석 수 변화

<그림 20> 재학생 1,000인당 

도서  이용자 PC 수 변화 

Ⅴ.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도서  황에 한 객 인 이해를 해 국내 학도서  통계와 

북미의 ARL, SCONUL 통계를 비교하 으며, 특히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학도서 의 변화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 , 국내와 북미 주요 학의 도서  황을 비교한 결과, 비교 상이 된 부분 지표에서 

북미의 여건이 국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북미 학도서 은 국내 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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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 비해 재학생 수 기 으로 소장 장서 수가 약 2~3배 많았으며, 도서  직원 수는 약 4~5배 

많았다. 그리고 재학생 수 기  자료구입비는 약 3.5배, 상호 차 신청  제공 건수는 약 1.1~1.2배, 

이용자 교육 횟수는 약 6~7배,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는 약 5배가량 북미가 국내보다 많았다. 그리고 

직원 수 기  사 상자 수는 국내가 북미보다 많았는데 이는 북미의 도서  직원 수가 국내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한 원문 이용 건수도 국내가 북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표는 국내에

서 2018년에 격히 증가 후 감소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련하여, 원문 이용통계 

산출에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수치 왜곡이 발생한 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별 이용통계 산출 기 이 

상이할 수 있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지표에 한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5년간의 통계 변화분석을 통해 양국 간의 학도서  황 반에 격차가 미세하게 

어들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은 체로 국내 학의 황이 유지되고, 북미 학의 황이 소폭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와 국 학 간의 비교에서는 국내가 국에 비해 재학생 수 기  소장 장서 수, 

연간 증가 책 수, 도서  건물 연면 , 도서  열람석 수에 있어 우 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국은 국내보다 재학생 수 기  도서  직원 수 약 4배, 자료구입비 약 2.5배, 도서  방문자 수 

약 1.2~1.4배, 상호 차 신청 건수 약 6~7배, 원문 이용(다운로드) 건수 약 1.2배, 도서  이용자 

PC 수는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까지의 통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의 학도서  황 격차가 좁 지고 있는 지표로는 국내가 우 를 보이는 재학생 수 기  

연간 증가 책 수와 국이 우 를 보이는 도서  직원 수, 도서  방문자 수, 상호 차 신청 건수가 

있었다. 반면 황 격차가 확 되고 있는 지표로는 국내가 우 를 보이는 도서  건물 연면 이 

있었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황 차이가 유지되고 있었다. 국내 학도서 의 2020년 통계는 코로나19 

시기를 반 하고 있는 반면에 국 학도서 의 2020년 통계는 코로나19 시기를 부분 으로 반

하고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그 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모두 도서  방문자 수와 상호 차 

신청 건수 등의 이용 지표가 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국내 학은 자료 부문의 재학생 기  소장 장서 수에 있어 북미 학 수 에는 미치지 

못하나 국 학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었다. 한 시설 부문에 있어 국내 

학은 국 학보다 재학생 기  도서  건물 연면 이나 열람석 수는 우 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학도서 의 물리  여건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국내 학의 재학생 기  도서  직원 수와 자료구입비는 북미나 국과 비교하여 확연

하게 낮았는데, 이는 국내 학도서 에 한 인력, 산 투입이 확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상호 차 신청․제공 건수나 이용자 교육 횟수․참가자 수, 도서  방문자 수 등의 서비스 제공 

 이용 련 지표도 국내 학이 북미나 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  서비스와 이용 

활성화에 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한 로그램 개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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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운 을 해서는 결국 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과 연구경쟁력이 상 으로 우수한 타 국가의 황과 비교하 을 때, 국내 학도서

은 외형  발 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단된다. 그 지만 여 히 도서  서비스와 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한 인력과 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국가, 

학 차원의 지원은 확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도서  실은 녹록치 않다. 부분의 학이 

재학생 수의 감소, 등록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 운 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도서 에 한 

투자를 동결 는 축소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이에 학도서  서비스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자원 구독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 자료에 한 근성도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해서 먼  학도서  차원에서는 한정된 산과 

인력으로 학구성원의 요구에 선제 으로 처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나아가 략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리․창출하여 학에서의 도서 에 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학계 차원에서는 학도서 의 성과가 학의 교육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분석

하여 제시함으로써 도서 에 한 투자  심이 확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도서 을 비롯한 련 기 과 단체, 학계 등은 학도서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 으로 기존의 ｢ 학도서 진흥법｣이나 학기 평가인증에 규정된 최소기 에 

한 실화와 더불어 더욱 다양한 학도서  지표가 학기 평가인증뿐만 아니라 학기본역량

진단 등의 학평가와 연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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