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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와 법학도서관의 역할

송오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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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와 법학도서관의 역할

송오식(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Ⅰ. 들어가며

        It is far better to forsee even without certainty 
                              than not to forsee at all.  
                                 (Henri Poincaré)

개인이나 조직, 국가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한다.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따라 개인, 조직 국가의 운명이 갈린다. 이를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본다. 

도서관의 역할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 시대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를 거
듭하여 왔다. 시대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목적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산업
혁명을 거쳐 기술과학의 발달은 후기정보사회1)를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이끌고 있다. 
도서관은 예나 지금이나 정보의 집적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제 우리는 굳이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보다 더 풍부한 자료를 Google이나 네이
버를 통하여, 인터넷상 오픈 소스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등을 통하여 찾
아낸다. 마찬가지로 법률과 판례도 법령이나 판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언제
든지 내가 있는 곳(Ubiquiotos)에서 획득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법학도서관도 향후 정보
세계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능동적으로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 기술혁신의 시대, 융합의 시대에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학도서관의 진로모색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본 다음 그에 
따른 법학도서관의 미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Daniell Bell은 “후기산업(정보)사회는 정보나 서비스의 생산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
라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자본으로부터 정보로 이행한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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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의 흐름

1. 4차 산업혁명의 의의

 (1)  제레미 리프킨에 의한 산업혁명 분류 

  가. 1차 산업혁명 : 200년 전 인쇄기술이 석탄과 증기기관에 기반을 산업체제로의 
전환

  나. 2차 산업혁명 : 20세기 전기·전자·통신이 석유 경제 및 자동차에 기반을 둔 산
업체제로의 전환  ☞ 산업화시대

  다. 3차 산업혁명 : IT기술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체제로의 전환   
☞ 정보화시대 

 (2)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 등장

  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
꾸어지게 될 기술혁명시대의 벼랑에 서 있다. 그 규모나 범위, 복잡성에 있어서 변화
는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어
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은 모든 지구상 집단의 이해당사자 
– 공적이고 사적인 부분으로부터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Klaus Schwab 다보스 포럼 의장).  

  나.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다보스 포럼, 2016.1.20.),  
2015년 이후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
를 융합하는 기술혁명(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EF)

  다.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사회시스템 혁신, 현실
(Real)과 가상(Virtual)의 융합2)   

 (3)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IOT(Internet of Thing) :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바이스, 모바일 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및 나노테크놀로지, 로봇, 3D 프린팅, 

2) O2O(Online to Office)로서 구체적인 예로서는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쿠팡, 티몬, 에어비엔비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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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믈리시스템, 스마트객체, 온라인 및 블렌딩 학습, 공유경제 및 성과기반 경제, 
온디멘드 경제, 증강현실, 자동진단 및 의료 디바이스 변화 등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1) 기술과 산업구조, 고용구조, 직무역량의 변화

 (2) 경제시스템 변화 :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예, 우버택시, 에어비엔비)

 (3) 사회·문화시스템 변화 : 스마트교육 증강, 휴먼커넥션 

 (4) 교육의 변화 : MOOC, E-Learning, 각 분야 최고의 교수만 살아남음

 (5)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변화 : 인공지능(예, 왓슨), 의료로봇, 유전자조작 내지 선
별 출산  

Ⅲ. 미래 법학도서관의 역할 

고참들은 법학도서관은 사라지며 모든 법적 자료들은 조만간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싫증나게 들었을 것이다. 또한 책들은 곧 사라지며 사서
는 필요 없게 되리라는 것도. 족히 30년 이상 동안 이러한 레퍼토리는 자주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서를 단순히 책의 수집과 정리를 담당하는 것에 
한정짓기 때문인 것으로 잘못된 가정이다. 

향후 미래 법학도서관의 변화를 짚어보고 그에 대응한 법학전문사서의 역할을 모색
해 보기로 한다. 

1. 법학도서관의 현주소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학도서관의 획기적인 개선과 체제 구비
  인력과 설비, 장서의 수량, 저널의 수 등에서 상당부분 궤도에 진입
  초창기 평가에 대비하여 질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한 측면 

2. 도서관 관련 기술의 변화

  인터넷의 광범위한 접근 용이성, 법률정보검색을 위한 검색 알고리즘의 놀라운 발
전,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과 디지털화된 법률자료의 양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
는 기술의 변화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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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 로봇 출현 : 장서 정리, 도서관고객 응대 

 (2) IOT기술의 활용 : 출입 및 시설, 장서관리, 추천서비스, 관제서비스 이용자교육, 
위치기반서비스(자료위치정보) 

      - 신기술을 이용한 출입관리, 
      - 비콘을 활용한 도서관 안내(스마트 서가)
      - 센서를 활용한 실내 환경 모니터링

 (3)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기술의 획기적 발달

 (4) 맞춤형 정보제공기술의 발달 

3. 전문도서관, 전문사서의 역할 변화  

 (1) 전문도서관

  가. 전문도서관의 의의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서관. 그 기능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주제의 지
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데 있다.

  나. 전문도서관 역할변화

     - 학술정보 유통 체계의 변화
       Open Acess, IR, SNS(빅데이터, 연구데이터)
     - 서비스 대상자 이용 행태 변화
        온라인, 리얼타임, 모바일, 디지털 멀티미디어 선호
     - 다양한 연구정보 플랫폼 출현
     - 다양한 전문정보의 수집과 공유

 (2) 전문사서

  가. 전문사서란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로서 특정 학문분야의 자료에 대한 이해와(특정 학문분
야 그 자체에 대한 학문적 배경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을 구비한 사서

3) 실제 법조인이나 학자가 정작 필요한 경우에 찾을 수 없고, 찾은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판
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이
주택, 미국 법학도서관과 로라이브러리언의 현재와 미래, 사람과 도서관, 2014.4.11.,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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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단순한 업무의 감소   

  나. 전문사서의 역할 변화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및 창의적 서비스 개발 
   - 전문가와의 소통 
   - 정보수집의 다변화 : 지역 및 각 로스쿨의 관련 정보 수집, 지자체 조례 및 훈

령, 법과대학 시절 자료 및 사진 수집
    
4. 법정보 제공 역할의 구체화 

 (1) 수요자별 구분 서비스 제공
     학생용, 교수용, 일반인 구분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방법 및 접근에 대한 교육 

 (2) 법학논문의 디지털화 : 전자도서관 

 (3) 법정보 교육의 상시화 
    - 학생 법정보조사과목 교육, 수시 교육 훈련 프로그램
    - 교수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 

 (4) 법정보 찾기 대회, 문화행사 등 이벤트 창출

Ⅳ. 나가며 

법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의한 법학도서관의 충실은 비단 교수와 학생 및 
법학연구자들에게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켜주어 연구성과를 최대한으로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의 법정보 제공 역할도 감당해야 한
다. 또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는 법학도서관 관여자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랑가나단 (S.R. Ranganathan 1892-1972)의 도서관학의 5법칙(1931)은 거의 
100년 전에 주장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이다. 오직 한 가지 - 그 법칙
의 단어 중 ‘책들’을 정보원(information sources)으로 대체한다면 말이다.

  1.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보관도 보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책은 이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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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독자에게 그의 책을 
  모든 사회의 모든 옥자는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책을 그 독자에게
  모든 책은 그 책에 어울리는 독자가 있다.

  4.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독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도서관 직원의 시간도 절약하라.

  5.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도서관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 법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현대의 자료에 그것들을 적용시킬 때, 관리하고, 보존하
고, 정리(체계화)하는 자료들이 급속도로 디지털화 하는 것을 보면 도서관의 사명이 
이제 무엇이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도서관은 독자의 경험을 가장 먼
저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소장품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정리하는 새로운 모드(기
법)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내지 적응시켜나가야 한다.

오늘날 구글의 사용이 보편화 된 세상에서 도서관에의 접근은 간단해야 한다. 사서
는 기술습득과 훈련을 끊임없이 하여야 한다.4) 

4) Richard A. Leiter, 현대 법학도서관에서 법학 사서의 역할, p.326. 
   http://law.unl.edu/documents/Schmid_Law_Library/Leiter-ModernLibraries.pdf



주제 발표 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사례

김정임(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사례

- 19 -

2017.08.24.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김정임(전문경력관, 법학박사)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서비스 사례



제9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 20 -

I. 서론

도서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4차산업혁명) 
: 전자자료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오픈액세스 등의 등장
향상된 고객맞춤형(이용자 중심) https://www.youtube.com/watch?v=c3-mRmtFWgc
향상된 판매후 서비스 https://www.youtube.com/watch?v=gn54aIuA5-0

전자자료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오픈액세스

일단 아무런
내용이나

채워
넣어보자

Page.3

I. 서론(2)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2) 

정보통신의 발달로 물리적 경계의 파괴: 순작용과 역작용
순작용: 세계화의 가속화, 인류의 이해도 향상, 과학기술발전 촉진의 여파
가 도서관으로→ 풍부한 정보
역작용: 오프라인상의 문제 전파 속도 가속,  정보의 쓰나미, 해킹문제 등
이 도서관으로→정보의 신뢰도 문제

Page.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196&cid=47305&categoryId=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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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의 지위 및 특성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자원
인적현황, 물적현황, 정보서비스 현황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입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실정보 서비스
서비스 매체: 오프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II.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관

01

02

03

Page.5

“국회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1. 국회도서관의 법적 지위 및 특수성

II.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관

국 회 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

01_ “국회법”상 지위

「국회법」 제22조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제1항)”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
·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제공(제2항)”

02_ “도서관법” 상 지위
「도서관법」 제2조제7호

03_ “국회도서관법” 상 지위 및 목적에 따른 특수성
「국회도서관법」 제2조제3항
“도서관은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회 이외
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 도
서관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목적: 입법 및 의정지원, 대국민서비스

Page.6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
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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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관

2.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자원
(1) 인적구성: 조직도 (2017.5.30현재)

Page.7

http://www.nanet.go.kr/libintroduce/etc/orgJobView.do

II.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관

2.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자원
(2) 물적구성(2017.6.30현재): 장서현황, 국회도서관(여의도)

국회도서관 부산관(2021년 개관예정)

Page.8

http://www.nanet.go.kr/libintroduce/etc/libDataStatu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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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관

회답
서비스

입법지식
서비스

국회법률
도서관

전자
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

DB

정 보 시 스 템

국회도서관의 모든 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중심에 둔 것
내부(국회)자료를 최대한 공개 활용지원
사실정보 요청 회답서비스를 중심으로, 4개의 정보시스템 운영

2.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자원
(3) 정보서비스 현황(2017.7.30 현재)

Page.9

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의 의의

III.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서비스

01_ 법률정보의 의의

02_ 국회도서관의 입법활동지원
「도서관법」 제2조
① 국회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03_ 국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국회도서관법」 제2조
직무: 입법 및 의정지원, 대국민서비스

Page.10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국회도서관법」 제2조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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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의 의의

III.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서비스

18대
법률안제출 1만건 돌파
12,220건

19대
법률안제출 15만여건(15,182건)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가결율
18대 의원입법 14%, 정부입법 41%
19대 의원입법 11%, 정부입법 28%

Page.11

참고: 국회 역대입법현황

입법지원 제고 필요

2. 법률정보실 및 법률정보서비스 유형

III.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서비스

01_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02_ 법률정보서비스 유형: 
레퍼런스 요구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정보, 실시간정보, 사후정보

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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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정보실 및 법률정보서비스 유형

III.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서비스

법률정보총괄과
법률정보총괄담당과 법률정보열람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정보서비스 기획· 운영,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기획협력 업무와 법률정보센터 및 의원열람실의 열람업무 등

외국법률정보과
전문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조사ㆍ번역하여 제공

Page.13

법률정보관리과
국회의원 및 입법관련 부서에 주요국 법률의 번역문 및 원문을 제공하는 『외국법률번역DB』, 
입법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입법현안 법률정보』 운영 업무

법률정보개발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쟁점중심으로 입법경과를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연계한 「법률쟁점DB」와
전문. 세분화된 주제분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정보에 선택적 접근을 위한 「법률문헌색인DB」 구축업무

(1) 법률정보실

III.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서비스

회답
서비스

각종
DB

각종 발간물
입법현안 법률정보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법안관련 외국입법레

법률도서관
통합 시스템

각종
DB

2. 법률정보실 및 법률정보서비스 유형

(2) 법률정보서비스 유형

Page.14

실시간정보
(회답정보)

사전정보
(예측정보)

사후정보
(축적 DB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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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서비스

2.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조직 및 유형

(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포털: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Page.15

IV. 국회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

1.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의 유형(자료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간적 맞춤

이용자 공간

공급자 공간

공간적 맞춤 법

법학
법률정보

입법
국회
등

주제별 맞춤

직역별 입법
지원 인력
(예: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보좌진: 

보좌관, 비서관, 비
서, 인턴) 등) 

대상별 맞춤

입법활동
절차

의정활동
절차

Pag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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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 요소

IV. 국회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

01_ 대상: 국회 직원
의원 보좌진 및 국회보좌기관

02_ 내용: 법률정보
국내외 법령정보, 법령관련 사실정보, 법령입안 관련정보

03_ 시간: 이용자 편의
근무시간 중 요청시간

Page.17

04_ 장소: 이용자 편의
국회의원실, 의원회관 휴게실, 의원열람실 등 요청장소

IV. 국회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

맞춤형
교육실시

맞춤형교육
공지

수요맞춤형
시간등 확정

이용자
피드백

차기교육
반영

목적: 입법지원인력의 법률정보조사 능력향상 지원을 통한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맞춤형 법률정보조사 검색교육: 2015년
맞춤형 법률정보조사 검색교육: 2016년
맞춤형 법률정보조사 검색교육: 2017년

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조사 및 검색교육 사례

Pag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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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이용자 중심 사회로 진입

V. 결론

01_ 서비스 경쟁자의 변화: 
사람 기계

02_ 서비스 내용의 변화: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Page.19

1. 지향점을 분명하게:
기관의 성격·목표에 근거

2. 효율성 중심으로: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주제 발표 2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사례

장정순(부산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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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사례

부산대학교도서관 장정순

jsjang@pusan.ac.kr

Contents

연혁 및 개요
목표 및 추진과제

법학도서관 소개

01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추진실적

03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추진실적 평가

04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추진사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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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혁 및 개요

목표 및 추진과제

법학도서관 소개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3

1. 법학도서관 소개(1)

연면적 및 열람 좌석수

연면적 : 1,876.26 ㎡
열람 좌석수 : 470석

장서 및 연간물 현황

장서 : 113,979권(‘17. 7)
연간물 구독 : 981종(‘16.)

개관시간

학기중 : AM 9 ~ PM 9
방학중 : AM 9 ~ PM 6
토요일 : AM 9 ~ PM 1
공휴일 : 휴관

이용 현황(최근 3년 평균)

대출 : 11,588권
반납 : 11,884권
출입자 수 : 9,922명

1996. 12. 26. 법학분관으로 개관
2006. 법학관 증축

2007. 1 제2법학관 4-5층으로 확장 이전

연혁 및 개요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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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도서관 소개(2)

전국대학 법학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

로스쿨을 지원하는 학문의
중심축 역할

목표 및 추진과제

법학전문정보센터로서 기반조성
및 서비스 고도화

법학도서관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 및 상호협력증진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5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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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추진사업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7

2. 추진사업(1)

추진사업 세부 사업내용 구분 추진시기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

법학관련 기본장서 및 특성화 자료 확보 계속 연중

국외 단행본 구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계속 3월~12월

학회지, 학술지, Web DB, 전자저널 선정 및 구독관리 계속 연중

로스쿨 25개 법학전문도서관 현황 분석 계속 익년 1~2월

법학도서관 공간 활용을 위한 계획(안) 마련 신규 7월~9월

‘15년 : 법학도서관 현황 – 법학도서관 현재와 미래-
‘16년 : 보존서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 마련 및 시행

연도별 신규사업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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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사업(2)

추진사업 세부 사업내용 구분 추진시기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법학 / 법률 연구와 강의를 위한 정보조사 계속 연중

신착외국학술지 목차 제공 계속 연중

강의지원서비스 계속 3~4, 9~10

법학도서관 이용교육 계속 연중

교수연구저작물 수집 및 비치 계속 4~5, 10~1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법학분야) 논문작성 및 투고 규정
조사와 제공

계속 연중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열람시간 확대 계속 연중

’13년 : 열람시간 확대 – 토요일 개관(5월부터)
’14년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법학분야)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조사와 제공

연도별 신규사업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9

03
2법학자료 확충과 운영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추진실적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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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1)

2305

3577 3406

1597

1704

82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14 2015 2016

국내서 국외서

법학관련 기본장서 및 특성화 자료 확보

- 매년 법학도서관 장서 확충 계획(안) 수립

- 법학도서관 정리자료 목록 작성 및 비치 : 12회

- 신간자료 추천 및 희망도서 신청 안내 메일 발송 : 2회

국외 단행본 구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연 2회

- 구성 : 위원장(분관장) 외 법전원 교수 6명

간사(법학도서관 팀장) 1명

- 2017년 자료 추천 실적 : 405종 820책

학회지, 학술지, Web DB, 전자저널 선정 및
구독관리

- 인쇄자료 : 총 199종(구입 85종, 기증 114종)

- Web DB :  LawnB 외 4종

- 전자저널 : 782종

- 단권 등록 및 제본 작업 : 183권 / 188권

연도별 자료 입수 현황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1

3. 추진실적 :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2)

로스쿨 25개 법학전문도서관 현황조사 및 분석

- 매년 법학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법학도서관의 발전 방향 모색

보존서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 수립 및 시행

- 장서 증가로 인해 보존서고 서가 공간 활용의 극대화 실현

- 청구기호 순 배열 ⇒ 서가별 수입순 도서번호 부여로 밀착 배열

- 약 5,000권의 비치 공간 확보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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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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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331

92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14 2015 2016

인원 건수

연구/학습 지원을 위한 학술정보조사 및 제공

- 법학/법률 연구와 강의를 위한 정보조사 : 123명 920건

- 선행연구 자료조사 및 원문 제공 : 181건

- 학술정보가이드 업데이트 : 수시

- 「법률정보조사」 강의지원 계획(안) 수립 및 시행

신착 외국학술지 목차 제공

- 실적 : 87회 573건 1,343매

- 서비스 대상 : 법전원 교수 41명

- 방법 : 표지 및 목차 스캔하여 E-mail 발송

강의지원서비스

- 실적 : 14회 743명

- 영미법, 법률정보조사, 국제법 등

-「법률정보조사」강의지원 종료 후 만족도 및

법학도서관 이용에 대한 설문 조사 후 결과 보고

연도별 연구와 강의를 위한
정보조사 현황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3

3. 추진실적 :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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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인원

법학도서관 이용교육

- 실적 : 총 32회 635명

- 정기교육 : 3회 125명

- 학술 DB 및 맞춤교육 : 28회 403명

- 신입생 교육 : 1회 107명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법학분야) 논문
작성 및 투고규정 조사 및 제공

- 실적 : 연 4회

- 등재학술지 색출 및 소장자료, 원문제공 DB 조사

- 등재학술지 논문작성 및 투고 규정 작성 및 제공

연도별 이용교육 현황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열람시간 확대

- 근무 인원 : 2명

- 연중 토요일 상시 개관

- 학기중 PM 9까지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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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2/2)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5

교수연구저작물 수집 및 비치

- 실적 : 41명 142건

- 대상 : 연 2회 단행본을 제외한 학술 연구 논문

- 방법 : 개인별 목록 작성 및 원문 출력 비치

04
법학자료 확충과 운영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추진실적 평가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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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실적 평가

사업내용 추진실적 평가

법학자료 확충
과 운영

○ 법학도서관 장서 확충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화된 자료개발 및 확충으로 법학관련
기본장서 및 특성화 자료 확보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신간자료 추천 및 희망도서 신청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 개발을 유도

○ 장서 증가로 보존서고 서가 공간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약 5,000권의 비치 공간
확보

○ 전국 25개 로스쿨 법학전문도서관 현황을 수집하여 우리도서관 발전에 활용

이용자서비스
개발 및 강화

○ 「법률정보조사」 등 강의지원으로 수강생과의 공감대 형성

○ 교수연구저작물을 수집하여 교수 개인별 목록 작성 및 원문을 출력 비치함으로써
연구 맥락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법학분야)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조사와 제공으로 법학
도서관 정체성 확립과 학술 논문의 질적 향상에 기여

○ 법학관련 단행본 구입 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최근 자료 활용 권고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7

Q & A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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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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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률 리서치 트렌드와 Westlaw의 강점

손영훈 과장(톰슨 로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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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률 리서치 트렌드와 Westlaw의 강점

2

목 차

1. 법률 리서치의 글로벌 시장과 기술동향

2. 법과 인공지능 기술

3. Westlaw의 강점

3

법률 리서치의 글로벌 시장과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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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를 접하는 매체 비율

4

글로벌 법률 컨텐츠 & 솔루션 시장

형태 비율

도서(Print) 15%

온라인 및 디지털 80%

사람(In-Person) 5%

5

법률 컨텐츠 & 솔루션 전망과 추이

(In $millions)

6

로펌의 법률 컨텐츠에 대한 지출

§ 영국 로펌들이 매년 법률컨텐츠에 지출하는 비용

Jinfo: UK legal research 2016
Top 200 Law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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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주로 정보를 찾나?

• 총 업무시간에서 19%를 온라인리서치에 소비

• 변호사의 60%는 Fee-based Online Resource를 사용

• Online Research를 시작 할 때 35%는 일반검색엔진 사용, 34%는

유료서비스 사용

• 42%는 일반적으로 Print 자료들도 함께 활용

• 하지만, Research를 시작할 때에는 7%만이 Print를 사용

7

변호사들은 어떤&어떻게 법률정보를 찾을까?

• 사내 법무팀은 대체적으로 기술 변화에 민감하며, 채택과

습득이 빠른 편

• 비용 절감과 법률 역량 향상에 초점

• 비교적 로펌은 이러한 기술 변화와 습득에 덜 민감한 편

8

Future Trends for Legal Services 
Global research study by Delloite (2016)

기술변화에 사내 법무팀(In-house Council)의 성향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변화들은?

1. 가격 경쟁

2. Practice 효율성 개선

3. 더 상품화 된 법률 업무

4. 적은 수의 Support staff

5. 인력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

9

다가 올 변화들

* 2016 Law Firms in Transition – An Altman Weil Flash Survey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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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ow is your time spent?

3,120
1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40% 1,248
그 중, 40%의 시간이
법률사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할애

1년에 1,248 hours/year 
이상의 시간을 소모

1 2016 State of the US Small Law Firm Survey, Thomson Reuters

무엇이 변화와 개선을 가로막나?

1. 파트너들의 무관심 또는 거부감

2. 고객들의 무관심

3. 변화를 해야할 큰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11

변화를 가로막는 것들

향후 로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

• 기업 내 법무팀의 자체 법률 업무 증가

• 로펌 고객의 IT 기술 사용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 필요성

감소

• Non-law firm providers& Non-traditional law firms의

증가

12

로펌의 위협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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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Legal Technology 조사(American Bar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의 48%가 Tablet을 업무에 활용

13

Mobile화 되는 변호사들

89%스마트폰 이메일 업무

Tablet PC 사용율
- 자료검색 및 열람 & etc.

34%

법률지식 관련 블로그 27%2016 ABA Legal Technology Survey Report

• 종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 상승, 사무공간 및 저장공간의

부족 등은 업무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음

•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법률 시장에서

Mobile Device 및 온라인 Source에 대한 활용도 매년 증가

• 실제 업무에서 변호사들의 Tablet PC 이용률 상승

14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동향

싱가폴

47%

홍콩

57%

법률업무에서 Table PC 사용증가율<2016>

42%

말레이시아

15

법과 인공지능(AI)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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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과 인공지능(AI), 그리고 미래

*URL - https://www.artificiallawyer.com/2017/03/29/the-rise-of-chinas-advanced-legal-tech-scene/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AI & Machine Learning)

• 정보검색에서 예측, 분석 기능의 획기적인 개선

•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닌 법률업무 효율 증진

o 검색의 신속성

o 높은 관련도 및 신뢰성 있는 정보 검색

• 언어 및 문자에 어려움이 있는 중국에서도 큰 관심

• 2010년 이후 십수여개의 Legal-tech 회사 및 스타트업이 설립

어떤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나?

• 분쟁처리

• 문서검토

• 온라인 리서치

• 공공업무

• 자동화 법률 서비스

• 규정준수 모니터링

17

법률 AI 분야

• 2014년 ‘파산(Bankruptcy)’분야 전문 AI 법률리서치 서비스로

시작한 스타트업

• 인공지능 법률정보검색 서비스

o 실무 가이드, 법령 & 판례 제공

• 자연어 검색방식과 비교 시 22.3% 효율적 (Blue Hill Research, 2017)

•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한 정보 검색능력 향상

• 검색결과의 관련도 및 신뢰도를 대폭 향상 시킴으로써

업무효율성 증가에 초점

18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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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완전히 고도화되지 않은 알고리즘

• 사람을 대신하는 섬세한 의사결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 법령, 판례를 넘어선 방대한 컨텐츠(저널, 신문, 주석서, 책 등) 

들을 모두 통합 가능한가?

• 법률 분야마다 활용 한계선이 존재할 수 있음

19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향한 다른 의견들

20

Westlaw의 강점 – Westlaw Academic

21

Westlaw의 강점 - 판례 (Case Law)

• 더 포괄적인 판례모음과 National Reporter System® 에 전용

온라인액세스 제공

• 몇 시간 또는 몇일 안에 공시 되는 판례

• 3백만 건이 넘는 주, 연방 항소건에 대한 Brief 제공 : 더 쉽게

원하는 정보와 연관된 주제를 찾을 수 있게 함

• 1백만 건이 넘는 1심 재판 판결문 과 7백만 건이 넘는 1심 법정

문헌 (변론, 발의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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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estlaw의 강점 - 풍부하고 방대한 2차 자료

• 수백가지의 국내, 국제, 주, 연방 Law Review와 저널 제공

• ALR® 을 볼 수 있는 전용 액세스 제공

• Wright & Miller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 C.J.S.® (Corpus Juris Secundum®)

• COA® (Causes of Action)

• Complete Am Jur®(American Jurisprudence) Library

• Complete Restatements of the Law

• 미국 내 주(State) 별 실무 지침

• 아프리카,아시아,호주,뉴질랜드,캐나다, 유럽, 남미, 중동, 영국

신문 제공

• 11,000 개가 넘는 International News Source 와 1,000 이상의

저널

자연어 검색방식의 강력한 WestSearch®

• 톰슨로이터 내의 변호사들이 직접 반영하는 검색어

• 법률분야에 친숙한 최고의 R&D 전문가들과 기술진들로부터

개발된 강력한 검색 엔진

• 질의의 내용을 분석하여 찾고자하는 유사한 문서들을 검색해줌

• 125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된 톰슨로이터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인 West Key Number System 과

KeyCite®(인용정보), Headnotes(판결요지), Notes of 

Decisions(법령조문 해설판례)

23

Westlaw의 강점 - 강력한 검색 엔진

관련도와 검색행동분석

• 가장 연관도가 높은 문서들을 찾는 능력 : 전문가들이 직접

매칭한 용어 및 개념, 문서성격과 검색패턴 분석을 통해 가장

연관도가 높은 문서들을 찾게 함

• 관련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최상단에

띄워줌

• 비록 검색어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검색결과를

찾아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

• Research Recommendation 기능 :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검색패턴을 분석하여 Recommendation 을 제공

• 사용자가 검색했던 문서들의 이력 및 패턴을 분석해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안해 줌

24

Westlaw의 강점 - 강력한 검색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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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estlaw의 강점 - Editorial Enhancements

변호사로 구성된 편집진(Editors)

• 22가지의 절차를 통해 모든 판례를 검토하여 업로드

• 철자오류, 잘못된 인용정보 및 부정확한 사실관계 등, 매년

10만건이 넘는 미국법원판례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

26

Westlaw의 강점 - Headnotes (판시사항)

• 판시사항은 400 가지의 법률 토픽과 100,000여개의 하위

토픽으로 분류되어, 해당 판시사항을 다루고 있는 유사한

판례를 West Key Number System®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특정

판시사항을 다루고 있는 관련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톰슨로이터 변호사 편집진들을 매년 평균 50만개의

판시사항을 작성하고 Key Number System으로 분류함

•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검색어와 법률전문 용어를

편집진들이 매칭하여, 법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도 관련

판례와 자료를 검색 가능

• Westlaw 편집진들은 통해 매년 15만개 이상의 용어를

검색서비스에 등록

27

Westlaw의 강점 – 알림, 폴더, 노트 & 하이라이트

• 주기: 일, 월~금, 주, 격주, 월, 특정 시간 단위로 설정가능

• 알림 설정한 자료의 검색결과를 최근 90일까지 보관

• 무제한으로 폴더를 생성 및 문서 저장 가능

• 사내∙외로 폴더 공유 가능

• 폴더에 저장한 판례, 법령, 행정고시 및 규정이 변경되어

KeyCite 아이콘이 바뀔 경우, 자동으로 아이콘이 변경 됨

• 폴더 안 문서 내용 Full text 검색 가능

• 폴더 분석 기능 – 폴더 내 저장한 여러 판례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법률 이슈들을 찾아내고 유사판례

또는 이슈들을 제안

• 문서 노트(3,000자 까지 기입가능), 하이라이트 기재 후

언제든지 해당 노트와 하이라이트 찾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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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사합니다

Q&A



특강 2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 우리나라의 기록문화 -

김창섭(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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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우리나라의 기록문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김 창섭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

규장각 소장 자료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종류

목 차

Ⅰ

Ⅱ

Ⅲ

Ⅳ

Ⅴ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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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Ⅰ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

서는 인문학적인 성찰과 사회과학적인

통찰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록문화를 통해 “역사에서 배

우는 지혜”를 얻으시고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

랍니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종류Ⅱ

1. 세계 유산(World Heritage):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
※ 세계유산의 종류
1)문화유산-11점 2)자연유산-1점 3)복합유산(문화+자연)

2. 인류의 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19점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춤과 노래, 제례의식)

3. 세계의 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13점
고문서등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서적(책), 문서, 편지 등 동산유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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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Ⅲ

(2017년 8월 13일 현재 총 13점)

1. 조선왕조실록-1997
2. 훈민정음-1997
3. 승정원일기-2001
4. 직지심체요절-2001
5. 조선왕조의궤-2007
6.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2007 
7. 동의보감-2009

8. 5.18민주화 기록물
-2011

9. 일성록-2011
10. 난중일기-2013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12. KBS특별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2015
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간행 형태)

太祖實錄-筆寫本 仁祖實錄-木版本世宗實錄-活字本(蜜蠟本)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 (1392-1863년)기록
정족산본 1707권 1,187책(6,400만 자) 



제9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 58 -

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孔吉)
공길(孔吉) –
1회 –실존인물
(論語 顔淵篇11)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왕의 남자
(2005년 영화
최고 흥행작)
조선 최초의 궁중
광대, 왕을 가지고
놀다.
1,230만 관중

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

중종실록(中宗實錄 – 大長今)
대장금
한류의 간판드라마, 중종
실록에 12번이나 등장

조선시대 중종의 신임을
받은 의녀였던 장금의 삶
을 재구성함.

주인공 장금이가 궁궐에
들어가 최초 어의녀가 되
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
드라마.

2003.9.15-2004.3.23
전국 시청률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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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2.훈민정음( 訓民正音-국보 제70호)

세종 28년(1446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라는
뜻으로 창제 목적
과 이 문자의 음
가 및 운용법, 그
리고 이들에 대
한 해설과 용례
를 붙인 책.
20cm x 32.3cm 

(간송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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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

조선시대 왕의 비서 기

관인 승정원(承政院)에

서 왕명 출납, 행정 사무, 

각종 의례 등에 대해 기

록한 일기.1623년-1910

년(288년 기록) 3,243책

(1392-1622년 소실)

2012. 9. 13 개봉.

1232만 관객

3.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4.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금속활자)

1377년 (우왕 3)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
구텐베르크(1455)의 42
성서보다 78년이 앞섬. 
(上, 下 2책)
상권손실, 하권 첫 장 없음

1972년 박병선 박사
최초 밝혀짐 – 직지대모
(1928-2011.11.23.)

(1967-1980)13년 사서
동양서지학자로 근무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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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

5.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 嘉禮都監儀軌)

1759년 6월 창경궁에서 영조 결혼식 – 반차도(班次圖)결혼 행진
의궤(儀軌)란 의식(儀式)과 규범(規範)을 합한 말로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
의궤는 보통 5-9부 작성, 御覽用(왕에게 직접 받침 1부), 分上用(史庫및 所管部署)
에 비치함)66세 영조가 15세 신부를 맞이함.

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1743년 英祖가 成均館에 행함)
國家 行事 시 임금과 신하 한자리 모여 활을 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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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의궤 종류)

• 어람용은 1부를 제작하는데, 
어람용을 분상용과 비교해
보면 필사, 재료, 장정 등에
서 차이,예를 들어 종이는
어람본의 경우 고급 초주지
(草注紙)를, 분상용은 초주지
보다 질이 낮은 저주지(楮注
紙)를 사용. 해서체로 정성
껏 글을 쓰고 천연 안료로
곱게 그림을 그린 후 고급
비단과 놋쇠물림으로 장정
한 당대 최고의 도서 수준과
예술적 품격을 보여줌.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6.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국보 제 206호, 보물 제734호)

8만 1340매
1232년부터 1251년

까지(19년간)제작.

목판본(70 X 24cm)
두께 2.6~2.8cm
무게 3.4kg
글자수 5,230만자
(130자 오자)

각수들이 글자 새기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세 번씩 절 함
-지극정성

(해인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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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7.동의보감(東醫寶鑑-국보 제319-3호
)

의학 서적,광해군 2년
1613년 총 25책.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
의학서적으로 처음 등재됨.

내용은 5개 강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내경편(內景篇)6권, 
외형편(外形篇)4권, 잡병편
(雜病篇)11권, 탕액편(湯液篇)
3권, 침구편(鍼灸篇)1권

(각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서적.
(국립 중앙도서관, 장서각)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8.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여러기관 소장)

1980.5.18~5.27.
1980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확
산에 기여했음.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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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규장각) 세계기록유산

9.일성록(日省錄)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융희 4)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 운

영 내용을 기록.

2,329책 국보 153호

(1973.12.31.지정)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

《 증자 (曾子) 》

吾日 三省吾身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10.난중일기(7책- 국보 제76호)

임진왜란(1592-1598)
이순신장군이 군중에서 쓴 일기는
임진년,계사년,갑오년,병신년,정유년
,무술년에서 기록한 일기 등 7책으로
구성

전중일기는 임진왜란 발발이후 이순
신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까
지 총망라하여 기록한 난중일기.

개인이 쓴 일기형식의 기록이지만 전
쟁기간중에 해군의 최고지휘관이 직
접 매일의 전투상황과 개인적 소회를
현장감 있게 다스렸다는 점에서 역사
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유례를 찾
을 수 없는 기록물로 평가 받음.

(2014.7.30 개봉 1761만명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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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11.새마을운동 기록물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초 대한

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

되어 범 국가적으로 시행한 운동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1970년부

터 1979년까지 시행한 새마을운

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서

대통령이 연설문 결재문서, 

행정부처 새마을사업공문, 마을

단위 사업서류 새마을지도자들

의 성공사례원고와 시민들의편

지, 새마을교재 관련사진, 영상

물 등 많은 자료가 포함 됨.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1983. 6. 30 ~11. 14
138일 방송(453시간
45분)

비디오 녹화원본 테이
프 463개와 담당 프로
듀서 업무 수첩, 이산
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
청서, 일일 방송진행
표, 큐시트(cuesheet), 
기념음반, 사진 등 2만
522건의 기록물(KBS
소장)

12.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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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 조선 시대 유학자들
의 저작물을 간행하
기 위해 나무판에 새
긴 책판으로, 305개
문중·서원 등에서 기
탁한 718종 6만
422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국학진
흥원에서 보존·관리
하고 있다.

13. 한국의 유학책판

규장각 소장자료Ⅳ

1. 규장각 건물

2. 사극 이산 등장인물

3.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4. 대동여지도

5. 천하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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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閣(昌德宮-1776년) 어수문(漁水門), 外奎章閣(江華島-1782년, 정조6년)

규장각 건물

이산(李祘)- MBC창사 40주년 특별기획(77부작 2007.09.17~2008.06.16)

사극 이산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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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옛 지도

1402년(태종2년)에 좌정승
김사형, 우정승 이무와 이회
가 만든 세계 최초의 지도.
채색 필사본.

조선의 자부심과 긍지
엿보임.(신생국 조선의
위상 세계 만방에 과시함)

중화(모화,사대)사상에 제작
중국-성교광피도, 혼일도,
일본-일본지도,조선-팔도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天圓地方)의 인식 반영
일본 교토용곡대 도서관소장
(사본)(크기 163 x 150Cm)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地圖)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1861년,목판본, 22첩(각첩 30.5×20cm), 축척은 대략 1:16만 정도.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지도학의 모든 성과들을 기초로 제작. 오늘날

GPS 체계 완성 (청구도, 동여도, 지구도, 대동지지)

규장각 소장 옛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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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도지도(天下圖地圖)
18세기 말 편찬된 서구식 한역세계지도(漢譯世界地圖)

규장각 소장 옛 지도

맺으면서

기록문화는 우리들의 삶을 튼튼하게 하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삶의 근본이 되는 기록문화를 잊고
살아 왔습니다. 우리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를 통
해서 배우는 지혜를 넓혔으면 합니다.

1. 우리 선조들의 기록정신을 본받자(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
기, 일성록-매일매일 작성)-일기

2. 우리 선조들의 기록물 보관 정리 정돈을
본받자. - 오늘날까지 보관 전래.

3. 우리 선조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본받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오늘 나의 삶을 성찰
하고 교육문제(자녀), 여생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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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학 주제가이드 구축 사례

[제9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2017. 08. 25. (금)  09:30~10:10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문정순(jsmoon@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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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제가이드 구축 성과 및 향후 과제04

도서관 주제가이드 구축방향 및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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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학 주제전문서비스 제공 현황

1.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현황

Facility
법학전문도서관 전용 건물
법학자료실, 법학서고(4개실), 
정보검색실, 세미나실(3개실), 
그룹학습실(3개실), 열람실(6개
실)  등

Staff
법학 주제전문사서: 2명
대출반납/정보봉사 담당: 1명

Collection
법학 및 공익인권법 관련 장
서 119,274권(2017.7.기준)와
저널 446종을 보유하고, 로앤
비 , WestlawNext, Beck
Online, Juris, HeinOnline,
TOC, TKC Law Library 등 다
양한 Web-DB를 확보함.

History
2007년 12월에 법학전문도서
관을 개관하고, 2008년 3월에
법학전문도서관 분관으로 설
치 운영함 01

연혁
02
시설

03
장서

04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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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학 주제전문서비스 추진과정

2003.09.~2007.02.
1. 교육대상별 법률정보 활

용교육 실시
2. 최신 연구동향정보 제공:

신간/서평정보, 외국학술
지 목차/회람서비스 등

3. 연구 정보조사제공
4. 원문복사/상호대차서비

스
5. 대학원생 대상 논문작성

지원
6. 교과과정 연계 학습 지

원
7. 양질의 자료 선정

2007.8.~2009.11.
1. 교원 대상 연구강의지

원서비스 고도화
2. 법학 인터넷정보원 선

정 및 제공
3.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2009.12.~2017.08
1. 법률정보조사 교과목

강의지원 교육 실시
2. 교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3. 강의 및 변호사시험

지정도서서비스
4. 법학, 공익인권법, 판

례, 변호사시험 주제가
이드 구축

주제전문서비스

실시∙정착
단계

주제전문서비스

발전단계
주제전문서비스

심화단계

1.3 법학 주제전문서비스 주요 내용

연구강의지원서비스

학과연계서비스

YU
법학전문
대학원
교원

연구 정보조사 및 원문제공 서비스

강의지원 서비스

Door to Door 서비스(연구실 도서배달)

교원 맞춤형 신간출판정보 서비스

교원 맞춤형 외국학술지 목차 서비스

단행본 신착자료 리스트 제공

YU
법학전문
대학원생

법률정보활용교육

수업지원 서비스

교원 방문 및 면담

메일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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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핵심 법학 주제전문서비스

연구정보조사
및 원문 제공

1. 연구정보조사신청접수:�주제,�키워드,�요청자료
유형(단행본,�논문 판례등),�언어권,�제공기한,�
제공건수 파악

2. 법률정보조사:�이 과정에서 교수와면담이수시
로이루어져야적합한법률정보를제공할수있음.

3. 검색결과 정리및원문제공
4. 교원별 제공내역기록관리
5. 연구생산성기여도평가

법률정보
활용교육

1. 법률전문대학원 1학년 개설법률정보조사실습
교육실시:�강의교재발간,�만족도조사 실시
(2016년 4.53점)

2. 공익로펌연계공익∙인권법(특성화분야)�관련
법률정보리서치교육실시

3. 대법원 및 공공기관법률전문가초빙실무중심
법률정보리서치교육실시

4. 외국인재학생,�정보취약계층을위한외국학술
정보및법률정보리서치교육실시(영어강의)

5. 법학전문대학원교원을위한개인별맞춤형법
률
DB�교육 강화

6. 교수 및 대학원생을위한연구윤리및논문표절
예방교육,�표절검사프로그램 Turnitin�이용교육

Image

Image

1.5 교원 방문 및 면담

교원 방문
및 면담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교수 대상 면담 실시(29명 30회)
1. 면담기간: 2015.05.11.~2015.09.23, 
2. 면담장소: 연구실(15회), 법학자료실(13회), 천마메

일(2회)
3. 주요 면담내용
① 교육 및 연구활동에 유용한 도서관 서비스
② 현재 제공하는 도서관서비스 이외에 추가로 요청하

는 정보나 서비스
③ 기타 도서관 관련 불편 및 요청사항

Image

No. 연구/강의에 유용한 서비스 응답 교수 수

1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10

2 연구 관련 정보조사제공 8

3 도서택배서비스 6

4 맞춤형 외국학술지 목차서비스 2

No. 교육 및 연구 관련 서비스 요청사항 요청 교수 수

1 맞춤형 외국도서 신간 출판정보 제공 16

2 연구 관련 정보조사 제공 4

3 맞춤형 외국학술지 목차서비스 3

4 최신 판례정보 제공 1

5 최신 연구동향 정보 제공 1

6 외국도서 구입 신청 1
기타 도서관 관련 불편 및 요청 사항

- 교원 대출권수 확대
- 프랑스 법률DB 구독
- 외국 법학도서 번역서 및 소송법 분야 외국도서 입수
- 공법 및 사법 분야 일본도서 확충, 일본 법학 분야 기념논문집 수집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부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및 가구 설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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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학 주제전문서비스 제공 현황

주요주제전문서비스
제공실적

2015 2016 계

연구및
강의 지원
서비스

연구정보조사 제공 1,431건 1,508건 2,939건

원문복사/상호대출 79건/13건 105건/17건 184건/30건

신착자료리스트제공 46건 34건 80건

DoorToDoor 530권 421권 951권

외국학술지목차서비스(맞춤형) 897건 1,377건 2,274건

신간출판정보서비스(맞춤형) - 21건 21건

강의 교과목 조사 273권 492권 765권

학과연계
(리에종)

교수면담 85건 50건 135건

메일링서비스 38건 28건 66건

장서개발 법학분야 신간도서 선정 2,557권 3,035권 5,592권

지정도서 서비스 273권 265권 538권

법률정보 이용자교육 19회 358명 16회 368명 35회 726명

02
도서관 주제가이드 구축방향 및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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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서관 주제가이드 구축 목적

Subject Guide

목적

• 특정 학문이나 학과별로 핵심적인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구입자료
와 양질의 외부 공개자료를 한 곳(주제가이드)에 통합하여 제공

• 정보검색 절차 및 이용방법 안내

1. 교원 및 학생들에게 웹 기반 주제(학과)별 연구∙수업정보 제공

2. 교원 및 학생들의 정보조사 소요 시간과 노력 절감

“주제가이드는 교수에게는 보다 수월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에게는 전공분야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 학과별 수업 교재 및 강의 필독도서, 유명대학 강의, 신착/신간정보, 
Journal/Article, 학위논문, 연구동향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구축

• 주제(학과)별 특화된 콘텐츠 구축

2.2 도서관 주제가이드 구축 방향(1)

1.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주제전담사서(10명)가 교수 및 학생 수, 주제전담서비스 호응도를
고려하여 1인당 1~2개 주제가이드 구축 → 선택과 집중

2. 누가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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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소프트웨어인 ‘립가이드(LibGuides)’ 를 도입하여 온라인 주제
가이드 콘텐츠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

• 주제가이드 포맷 구성과 디자인 일관성 유지

• 콘텐츠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링크 삽입 시 LibGuides의 자동
링크검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2.3 도서관 주제가이드 구축 방향(2)

3.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것인가?

2.4 도서관 주제가이드 구축 추진과정

• 주제가이드에 구축할
콘텐츠 조사 및 선정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
학 등 10개분야 주제
가이드 구축

• 주제가이드 구축 관
련 실적보고 및 평가
회 개최(3회)

• 구축된 10개분야 주제
가이드 추가입력 및
갱신

• 주제가이드 추가 구
축분야 결정

• LibGuides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구축한 주제가이드에
대한 주제전담사서의
자가점검 및 타분야
주제가이드의 공동 점
검

• 일어일문학, 국제통상
학 등 8개분야 주제가
이드 추가 구축

• 주제가이드 구축 관련
실적보고 및 평가회
개최(2회)

• 국내외 타 도서관 주
제가이드 벤치마킹

• 주제가이드의 콘텐츠
구축과 관리를 위한
토 탈 시 스 템 인
‘ LibGuides’ 도 입 및
분석

• 주제가이드 콘텐츠 구
축을 위한 주제전담사
서 대상 LibGuides 사
용 관련 교육 실시

• 주제가이드 구축 분야
결정 및 표준형태 설
계

2015.06.~2016.02. 2016.03.~06. 2016.07.~2017.02.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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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주제가이드 최신성 유지를 위한 자가점검 및 공동점검

2.5 도서관 주제가이드 구축 분야

ü 영남대 주제가이드 웹 주소:  http://libguides.yu.ac.kr

ü 구축 담당: 주제전담사서 10명

ü 구축 분야: 18개 분야

분야
2015 2016

인문과학
분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사회과학
분야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통상학
교육학

법학
분야

법학
공익∙인권법

판례
변호사시험

과학기술
분야

건설시스템공학
약학, 화학공학

도시공학, 생명공학
신소재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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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학 주제가이드 구축 사례

3.1 법학 주제가이드 구축 현황

법학
http://libguides.yu.ac.kr/law

법학 분야의 신착/신간정보, 수업자
료, eBook, 학술지/논문, 학술DB, 
학위논문, 인터넷 강의, 연구동향,  

예비법조인 권장도서 등.

01
법 학

02
공익∙인권법

03
판례

판례
http://libguides.yu.ac.kr/case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EU 법
체계, 판례정보 조사 및 검색방법

.

공익∙인권법
http://libguides.yu.ac.kr/hrlaw
공익∙인권법 분야의 신착/신간정보,
수업자료, eBook, 학술지/논문, 학
술DB, 학위논문, 인터넷 강의, 인권
영화 등

변호사시험
http://libguides.yu.ac.kr/barexam
변호사시험 뉴스, 신간/신착 수험서, 
공법/형사법/민사법/선택과목별 수
험서 정보, 변호사시험 공부법 등04

변호사시험

ü 구축 담당: 법학 주제전문사서 2명

ü 구축 분야: 4개 분야

ü 구축 방향: 핵심 법률정보와 주제전문사서의 법률정보조사 노하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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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1)  

법학 가이드 주요 내용법학 주제가이드

1) 법학 가이드

3.3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2)  
1) 법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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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3) 
2) 판례 가이드

판례 주제가이드 판례 가이드 주요 내용

3.5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4) 
2) 판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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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5) 
3) 공익인권법 가이드

공익인권법주제가이드 공익인권법가이드 주요 내용

3.7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6) 
3) 공익인권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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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7) 
4) 변호사시험 가이드

변호사시험주제가이드 변호사시험가이드 주요 내용

3.9 법학 주제가이드 주요 내용(8) 

4) 변호사시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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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학 주제가이드 구축 성과 및 향후 과제

4.1 법학 주제가이드 구축 성과(1)

1. 법학분야의 양질의 국내외 연구∙강의 학술정보의 제공으로 연구의
수월성 제고

2.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자료와 해외 유명대학의 수준 높은 강의정보
제공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3. 구입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비용 대비 이용률 효과 제고

4. 학술적 가치를 가진 Open Access 정보의 구축을 통하여 저예산으로
고품질 연구정보 제공 실현

5. 주제가이드 구축을 통한 주제전담서비스 고도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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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학 주제가이드 구축 성과(2)

ü 교원대상 법학 주제가이드 안내 메일 회신

4.3 향후 과제

1. 법학 세부 전공 및 강의 교과목 주제가이드 구축의 필요성 분석

2. 법학분야 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 ‘YU-RISS: Law’ 구축

ü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등 세부 주제별로 구독 인쇄/전자저널과 선별된

Open Access Journal를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구축

ü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법학분야 Core Journal 정보, 최신 연구동향 등 다양한 연구

정보 구축

ü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수업 관련 필독 Articles과 교원 저술 연구논문 구축

3.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4. 법학 주제가이드 구축을 위한 법학도서관들 간의 협력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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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문정순(jsmoon@ynu.ac.kr)

영남대학교법학전문도서관



업체 특강 2

법률 DB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 -� A.I�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

안형진 과장 (렉시스넥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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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Nexis®

법률 DB의 새로운
기술 트랜드

Lexis Advance의 Innovation

인공지능과 법률정보

“2045년 이후 죽음이 매우 희귀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구글
검색 쿼리가 질문 입력 없이도 자동으로 답을 제시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 에릭 슈미트 (구글 CEO)

옥스퍼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에는 회계사ㆍ프로그래머ㆍ판사ㆍ경제학자ㆍ금융전문가 등 소
위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AI가 인간 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
면서도 "AI의 데이터 분석이 법률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돕는 역할
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 닐 워커 (렉스마키나 창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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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얼마나 쉽고 빠르게 그리고 그 이상의 정보를

찾아내는지가 중요한 시대

과거 VS 현재

검색어 추출 검색어 자동 제시

검색 후 필터링 및 재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 제시

전체 원문 리뷰 원문 핵심 요약

인공지능

빅데이터

발상의
전환

데이터 수동 분석 데이터 자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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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색

EX. “증권사기”라는 분야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Security Fraud에 대한 정의가 필요

- 통합검색

- 필터링

- 자료 찾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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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색

EX. “증권사기”라는 분야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 Definition 이란 검색어 추가하여 재검색

- 비슷한 검색결과를 확인하여 문서 Review 후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 다른 문서 확인

Lexis Answer

검색어 입력

기존 검색어 입력, 필터링, 원문 리뷰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검색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의 답을 AI가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새로운 Lexis Advance 의 기능

Lexis가 자동으로 관련
Definition, Elements, B
urden of Proof, Standa
rds of Review, Legal Do
ctrine 의 정보를 확인

답변 및 원문
소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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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검색

단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EX. “증권사기”라는 분야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검색

A.I가 Lexis 컨텐츠 내에서 Securities Fraud에 대한 정의를 찾아내어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EX. “증권사기”라는 분야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9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 98 -

1

2
3

5

4

1. 기본 필터링 기능 함께 제공
2. 관련 원문 링크 안내
3. 답변의 유용성 여부 확인 후 데이터 분석

4. 기본 검색 데이터 함께 제공
5. 검색어 구분 Highlight 기능 제공

LegalAnalytics with Lex Ma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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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nalytics

Big data Analysis with A.I

Lex Machina의 Legal Analytics 서비스는 수천만건의 판결문과 소장 등
법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공
하는 시스템이며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판사
의 과거 성향, 상대 변호사의 과거 소송 결과,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 유리한 소송 전략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Legal Analytics

삼성과 애플의 미국 소송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의 Cas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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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nalytics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내 루시 고 판사의 현재 진행 소송

Legal Analytics

루시 고 판사의 특허 소송 평균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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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nalytics

루시 고 판사의 특허 소송 평균 소요 기간

Legal Analytics

퀸 임마누엘 로펌의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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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nalytics

퀸 임마누엘 로펌의 주요 고객 및 법원

Search Term Maps을 통한 빠른 판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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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색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한 검색의 경우

Ex. Warrantless Cellphone Search

영장, 핸드폰, 수색 이란 단어가 연관되어 있는 자료가 검색이 되어야 하는데

텍스트에서 기본적으로 검색되는 자료 위주로 검색 됨.

Warrantless
는 어디에?

새로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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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검색

본문을 클릭하고 들어가기 전 대략적인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여 사용자가 찾는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줌.

Innovation – 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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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Trail

긴 원문 속에서 법리 적용부분만 확인하여 빠른 정보 획득

Shepard’s Ciatation

텍스트로만 Citation을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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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pard’s Ciatation

그래프를 통해 보면 2개의 조건을

동시에 적용하며 확인할 수 있기에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음

Conclusion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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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검색어 추출 검색어 자동 제시

검색 후 필터링 및 재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 제시

전체 원문 리뷰 원문 핵심 요약

인공지능

빅데이터

발상의
전환데이터 수동 분석 데이터 자동 분석

편리하고 더 나은 컨텐츠만
제공하던 옛검색을 기반으

로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검색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사이트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lexisnexis.com
/en-us/products/lexis-advance/innovations.page

렉시스넥시스 한국지사
안형진 과장 (02-6714-3129 / hyung-jin.ahn@lexisne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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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현황 

□ 설립 목적

한국의 법학도서관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으로 이전과는 판이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외적 조건이 변화하고 내적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이 기
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변화하는 법학교육의 중심에 법학도서관이 있다. 전국대학법학도
서관협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법학도서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법학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법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발
전은 법학도서관 직원의 자질과 지위 향상이 바탕이 됨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연   혁

○ 2007. 9. 28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 2007. 서울시내 8개 대학 법학도서관 모임 결성
○ 2008. 2. 4 교육인적자원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교 발표
○ 2008. 2. 29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 4. 30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 법학도서관실무자회의 개최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체 구성합의 및 준비위원회 결성
○ 2008. 9. 1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25개 본인가교 확정
○ 2008. 11. 21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창립 및 총회 개최
○ 2009. 3. 1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2009. 7. 9~10 제1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학술세미나 개최
○ 2009. 12. 4 2009년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람 발간
○ 2010. 4. 23~24 제2회 정기총회 개최
○ 2010. 8. 19~20 제2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2011. 2. 18 제3회 정기총회 개최
○ 2011. 8. 18~19 제3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2012. 2. 17~18 제4회 정기총회 개최
○ 2012. 5. 23~25 (KERIS 공동주관) 대학도서관 법률정보전문가 교육 시행
○ 2012. 6. 25 2012년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람 발간
○ 2012. 8. 23~24 제4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2013. 2. 21~22 제5회 정기총회 개최
○ 2013. 8. 22~23 제5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2013. 10. 17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작성 및 투고 규정(법학분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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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 27~28 제6회 정기총회 개최 
○ 2014. 4. 4 2014년도 대학도서관 법률정보전문가 교육 시행
○ 2014. 6. 30 2014년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람 발간
○ 2014. 8. 21~22 제6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2015. 1. 29~30 제7회 정기총회 개최
○ 2015. 5. 11~13 2015년도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시행
○ 2015. 8. 28 제7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2016. 1. 28 제8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2016. 10. 21 제8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 2017. 2. 16~17 제9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2017. 5. 18~19 2017년도 법률정보조사과정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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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구성

○ 명칭 :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 설립년도 : 2008년 11월 21일

○ 회원교 : 28개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

○ 회장교(사무국) : 전남대학교
- 회    장 : 박인호 법학도서관장
- 사무국장 : 임여진 팀장
- 간    사 : 김효숙

○ 부회장교 : 연세대학교
- 부회장 : 박금분 학술정보부원장

○ 운영위원회 : 6개교
- 경북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 감  사  교 : 2개교
-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 분과위원회
- 정보지원분과

: 영남대학교, 충남대학교
- 정보서비스분과

: 경희대학교,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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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정 : 2008. 1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대학 법학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학도서관의 발전을 모

색하고, 직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법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회는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교 도서관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도서관 업무협조 및 상호협력증진
  2. 법학정보자료의 상호이용
  3. 법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직원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
  5.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유대 및 협력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기관
제5조(회원기관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기관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국 대학 법학도서관

으로 한다.
  ② 신입회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기관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기관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

를 갖는다.
제7조(회원기관의 탈퇴) 본회의 회원기관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2. 운영위원 6인
  3.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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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중에 임원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 후임자로 하여금 잔임 기간을 보임토록 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기관의 대의원(회원관을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1관 1인으로 한다.
제1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

위원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기관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
이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기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사항
  6. 분과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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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

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20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보지원분과위원회 : 법학도서관의 비전과 정책, 수서업무 및 장서개발, 학술연구와 도서

관평가 등 각종 학술정보 지원 업무
  2. 정보서비스분과위원회 : 법학정보자료 상호이용을 위한 연구와 협력, 이용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등 각종 학술정보 서비스업무
제2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①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관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예산의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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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참가자
 (2017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 

□ 총 참가 인원 : 44 명
   - 회원교 31 명, 유관기관 7 명, 협력업체 6 명

번호 구분 소속 참가자 비고

1 회원교 강원대학교 이명숙

2 회원교 경북대학교 이종국

3 회원교 단국대학교 신귀순

4 회원교 동아대학교 김현철

5 회원교 부산대학교 장정순,� 황은주

7 회원교 서강대학교 유현숙

8 회원교 서울대학교
김승우,� 김창섭,� 안주연,� 이숙희,�

장차희,� 최봉경

9 회원교 서울시립대 고영신,� 박수정

10 회원교 아주대학교 김기현

11 회원교 연세대학교 권은경,� 김미정,� 유희경,� 채정림

12 회원교 영남대학교 문정순

13 회원교 원광대학교 시정선

14 회원교 전남대학교 김효숙,� 윤서영,� 임여진,� 장영남

15 회원교 전북대학교 임길례

16 회원교 제주대학교 김미령

17 회원교 충남대학교 송규남

18 회원교 충북대학교 어지수

19 회원교 한양대학교 양경은

20 유관기관 국회도서관
김나영,� 김미림,� 김정임,� 김지현,�

안미순,� 정정화,� 최창수

21 협력업체 ㈜지디아이 문은주,� 변수원,� 한명구

22 협력업체 LexisNexis 안형진

23 협력업체 ThomsonLeuters 손영훈

24 협력업체 디자인랩 김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