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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라인생중계)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 및 KERIS에서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수
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업무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명 :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 교육일시 : 2020. 5. 15(금) 13:30 ~ 18:00 (4.5시간)
❍ 진행방법 : 온라인 생중계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본 교육은 온라인 생중계(단순 온라인교육과 구분)로 진행되어 2021년 대학도서관
통계현황 조사(‘20년 실적) 시, '4.3 직원교육 현황-도서관 직무 관련 교육(교외교육)' 실적 기재
나. 교육 내용
❍ 20년 대학도서관 통계 항목별 작성지침 소개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 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상세지침, 평가 방법 및 일정 안내
다. 참가방법
날짜

5. 4(월) 9:00~
5. 15(금) 13:00

5.15(금) 13:30 ~ 18:00

5.15 (금) ~ 6. 15(월)

절차

사전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온라인 연수회 시청

만족도 조사 및 참가 확인증 발급
(4.5시간)

내용

URL

사전 시청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연
1. 연수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신청 O 수회 시청
1. 신청기한 엄수
해야 참가확인증 발급
⇨
⇨
RISS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
2. 본인 정보 입력 후
2. 사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참
간 시청 및 연수회 이후 녹
신청
가확인증 발급
사전
화 영상 시청
※ 성명, 소속기관, 이
※ 발급기간 : 20. 5. 15(금) 18:00 ∼
신청 X
※ 유튜브 채널로 시청한 경우
메일 주소
6. 15(월), 한달간
참가확인증 발급 불가
(발급기간 이후 재발급 불가)
시청URL : http://rinfo.mlive.kr
http://rinfo.mlive.kr
http://rinfo.mlive.kr
유튜브URL : https://bit.ly/2XxY8UD

※ 상세 연수회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라. 문의처 : KERIS 학술진흥부 서명조 선임연구원(053-714-0552)
KERIS 학술진흥부 유진선 선임연구원(053-714-0546)

붙임 : (온라인생중계)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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