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TM 2020-12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연수프로그램

시 간
13:30∼13:40 (`10)

13:40∼14:20 (`40)

14:20∼15:00 (`40)

내
∙ 인사말씀

∙ [특강] 대학 연구경쟁력에 있어 대학도서관의 기여도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종욱 교수)

∙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항목별 지침 교육(1부)
(KERIS 학술진흥부 유진선 선임연구원)

15:00∼15:20 (`20)

15:20∼16:00 (`40)

16:00∼17:00 (`60)

용

휴 식

∙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항목별 지침 교육(2부)
(KERIS 학술진흥부 유진선 선임연구원)

∙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상세 지침 교육
(KERIS 학술진흥부 손대형 연구위원)

17:00∼17:30 (`30)

∙ 질의응답

17:30∼18:00 (`30)

∙ 만족도 조사 및 폐회

※ 연수 프로그램의 일정 및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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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연구경쟁력에 있어
대학도서관의 기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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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표

Part 2.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관련 자료 ❘ 101 ❘

대학도서관 통계 자료기준일
◦ 통계 산출기간 : 2019년 3월 1일~ 2020년 2월 29일
◦ 자료기준일 : 2020년 3월 1일
◦ 자료기준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재학생수(학부생+대학원생) 자료기준일 : 2019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 조사 항목에 해당 값이 없을 경우 : ‘0’ 으로 입력

범례
◦

‘대학정보공시항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시

◦

조사표 위에 표시된 네모박스는 대학정보공시 연계 항목 표시

◦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클릭하여 볼 수 있는 도움말

◦

통계 조사표에 회색이 칠하여진 부분은 자동 계산되어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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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1.1. 기본정보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명, 母기관의 성격 등 도서관의 기본현황

도서관명

국문

영문

□ 국립 (□국립 □ 국립대법인 □ 특별법법인 □ 특별법국립 □ 기타) □ 공립

□ 사립 □기타

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기술대학)
母 기관의 성격 전문대학 (□ 전문대학(2년제) □전문대학(3년제) □사이버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일반대학원))
기타 (□ 기타)
분관수
우편번호

주소
개관연도

년

홈페이지 주소
통계 담당자

전화번호 및 FAX

전화
FAX

http://

부서전화번호

1.2. 분류 및 목록정보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분류체계, 목록형식 및 규칙 등
국내서

분류 체계

국외서
형식
국내서

분류 및
목록 정보

목록 형식
및 규칙

서양서
국외서

동양서
기타

도서기호

국내서
국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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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

소장 및 구독자료

2.1. 도서자료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에 등록된 도서 자료 현황
(단위 : 책/종)

계

주제구분

학위
고서
사회
순수 기술
논문
총류 철학 종교
언어
예술 문학 역사
과학
과학 과학

구분

e-Book

기타

책수

종수

국내서
국외서
계
국내서 및 국외서 책수 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2.1.1. 고서현황(고서 소장 도서관만 입력)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에서 등록·관리하는 고서의 현황
(단위 : 점수/책수)
구분

등록문화재(국가지정)

등록문화재(시도지정)

그 외

합계

고서
고문서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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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도서자료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자료 중 책자 형태 이외의 모든 자료 현황
(단위 : 종/점)
구분

종수

점수

광디스크
테이프
LP/SP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기타
계
종수 합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2.3. 전자자료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전자저널, 전자도서, 웹 데이터베이스, e-learning 등의 디지털 콘텐츠

내용

자료 현황
(단위 : 패키지/종)
구 분

국 내
패키지

국 외
종수

패키지

합계
종수

패키지

종수

전자저널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웹DB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e-Book

작성하지 영구소장
않음
㉠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구독
㉢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영구소장
㉡

구독
㉢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합 계
국내 및 국외 패키지 합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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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전자자료 추가(KERIS 대학라이선스 품목 현황)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전자자료 중 ‘KERIS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 현황
(단위 : 패키지)
국 내
구 분
전자저널
웹DB

전체
(패키지)

국 외
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합계
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전체
(패키지)

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패키지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자동합산
자동합산

e-Book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합 계

국내 및 국외 패키지 합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자동합산
자동합산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2.3 전자자료 중 ‘KERIS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구독하는 전자자료가 없을 경우 : □ 없음
※ ‘ □ 없음’ 체크시, KERIS 대학라이선스(패키지) 항목에 ‘0’으로 자동표기

2.4. 연속간행물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인쇄형 연속간행물 현황
(단위 : 종)

구분

국 내

국 외

합 계

구 입
기 증
계

국내 및 국외 종수 합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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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간 도서자료 증가 및 폐기 책수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및 폐기 책수 현황
(단위 : 책/종)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구분

국내
책수

연간 도서자료 폐기 책수

국외
종수

책수

합계
종수

책수

종수

국내

국외

구 입
기 증
계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및 폐기 책수 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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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현황
구 분

면적, 열람석 및 컴퓨터 수

도서관 건물 연면적(㎡)
※소수점 입력가능

4

㎡

총 열람석수

석

이용자용 컴퓨터(PC) 수

대

인적자원

4.1. 도서관장의 신분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장의 신분

도서관장의 신분

교수 ( □ 문헌정보전공 □ 비전공 )

□ 사서직

□ 기타

4.2. 직원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대학도서관 소속 직원 현황
(단위 : 명)
정규직
구분

1급 2급
준사서 미소지자
정사서 정사서

비정규직
계

1급 2급
준사서 미소지자
정사서 정사서

계
계

1급 2급
준사서 미소지자
정사서 정사서

계

남
전담 여
소계
남

인원수

겸직 여
소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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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원교육 현황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직원 교육은 도서관(또는 대학)이 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교육비·출

내용

장비 등을 통해 지원한 실적현황
(단위 : 시간/명)
도서관 직무 관련 교육

구 분
교내 교육

참여 시간

참여 인원

기타 교육
참여 시간

참여 인원

합계
참여 시간

관내 교육
관외 교육

교외 교육
온라인 교육
합 계
직원 교육 현황 합계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5조의 연간 교육훈련 시간 합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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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

예산 및 결산

자료기준일

예결산 기준

내용

회계연도 자료구입비 결산 및 자료구입비 예산
(단위 : 원)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대학 총 예산 및 결산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도서자료(2.1)
비도서자료(2.2)
전자저널
자료
구입비

전자
자료
(2.3)

웹DB
기타 전자자료
소 계

연속간행물(2.4)
합 계

★

자료 구입비 결산 합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5.1. 교육부 제출용 도서구입비 결산 (국공립 대학만 입력)
자료기준일

결산 기준

내용

회계별 자료구입비(도서구입비)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구분
대학회계

기제출결산금액(A)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결산합계
★

학교운영비, 수용비(B)
최종 결산금액(C=A-B)
최종 결산금액(C)의 ‘대학회계+발전기금 회계’

대학정보공시 ‘9-나-1’의 도서구입비(D) 금액과 일치해야 함

* [5. 항목]의 결산합계(★)와 [5.1. 항목]의 기제출결산금액(A)의 결산합계(★)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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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 및 이용자

6.1.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자료실을 기준으로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기재(열람실 아님)
(단위 : 일/시간)
연간 개관일수

구 분

학기중

방학중

연간 개관시간
계

학기중

방학중

계

일수 및 시간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봉사대상자수 : 2020년 4월 1일,

자료기준일

이용자수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현황
(단위 : 명)
학생

구 분

봉사대상자 수

학부생
전년도
당해년도

교원
대학원생
전임
비전임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2019. 4. 1.기준)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2020. 4. 1.기준)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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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타
(자동입력)
(2019. 4. 1.기준)
(2020. 4. 1.기준)

합계

6.3. 대출현황
6.3.1. 대출자 수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도서이용(대출)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기타

합계

대출자 수
대출 횟수

6.3.2. 대출책수(주제별)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도서 주제별 이용(대출) 현황
(단위 : 책)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언어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문학

역사

국내
기타
합계
e-Book

연장
책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 원
직 원
기 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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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현황

(단위 : 건)
참고서비스 제공 건수

구 분

면담

전화

온라인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건수
신청

제공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건수
신청

제 공

건 수

6.5. 이용자 교육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이용자가 도서관과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내용

위해 실시하는 대면 교육 현황
(단위 : 회/명)
교육 대상자
대학원생 이상
학부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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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횟수

교육 참가자 수

7

전자서비스

7.1. MARC/메타데이터 구축 건수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목록 구축 건수
(단위: 건)
구 분

국 내

국 외

계

단행본
고서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비도서
계

7.2.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에서 자체 구축한 디지털 콘텐츠(원문)의 누적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국 내

국 외

계

Text
AOD/VOD
이미지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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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건수
(단위: 건)
구 분

국내

홈페이지 접속 건수
OPAC 검색 건수
상용DB 이용
건수

검색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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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계

2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항목 및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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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통계조사 항목·연계 범위
항목
1 기본정보
2

3
4

5
6

항목 범위

1.1 기본정보
1.2 분류 및 목록정보
소장 및 구독자료 2.1 도서자료 (2.1.1 고서현황)
2.2 비도서자료
2.3 전자자료 (2.3.1 KERIS 대학라이선스 구독현황)
2.4 연속간행물
2.5 연간 도서자료 증가 및 폐기 책수
시설
3 시설
인적자원
4.1 도서관장의 신분
4.2 직원
4.3 직원교육 현황
예산 및 결산
5 예산 및 결산
5.1 교육부제출용도서구입비결산
이용 및 이용자
6.1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6.2 봉사대상자수 및 이용자수

7 전자서비스

6.3
6.3
6.4
6.5
7.1
7.2
7.3

연계 범위

대학정보공시(13-가)
대학정보공시(13-가)
대학정보공시(13-가)
대학정보공시(13-가)
대학정보공시(13-가)

대학기관평가인증사업
대학정보공시(13-가)
대학기관평가인증사업
[수신] 대학정보공시
(재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대출현황 - 6.3.1 대출자수
대출현황 - 6.3.2 대출책수(주제별)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이용자 교육
MARC/데이터 구축 건수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전자서비스 이용 현황

※ 연계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 KEDI 고등교육통계 등의 연계범위는 전체 항목임

대학도서관 통계 자료기준일
◦ 자료기준일 : 2020년 3월 1일
◦ 자료기준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재학생수(학부생+대학원생) 자료기준일 : 2019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 조사 항목에 해당 값이 없을 경우 : ‘0’ 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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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상세정보
※ 상세정보는 「대학도서관 통계조사」를 통해 입력한 일부내용이 재구성되어 보임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에서 ‘나의 Rinfo’와 대학별 상세보기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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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유의사항
◦ 도서 대출 통계 업로드
- (목적) 학술정보 현황조사로 대출/이용 도서를 분석하여 참고서비스 활용지원을 위함
- (조사내용) 대출/이용 통계 상위 500개 도서목록(e-Book 제외))
· 자료기준기간 : 2019. 3. 1 ~ 2020. 2. 29(대출일자 기준)
· 수집 정보 : 대출도서 서지사항(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등), ISBN, 주제분류,
대출 횟수 등
(예시) -----------------------------------------------------------

번호
1
2

도서명
가나다

저자명
홍길동

출판사
KERIS

출판년도
ISBN
2019
978...

주제분류
문학

대출 횟수

※ 주제분류는 [2.1항목] 의 도서자료 분류기준에 따름(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 해당도서의 ISBN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 가능(기증도서, 연구보고서 등)
※ 전집(세트)의 경우, 각 권차(vloume)별 도서이용 ISBN 산출이 어려운 경우, 레코드 단위로 산출 가능(단,
ISBN은 [set], [v.1] 등과 같은 대표 ISBN으로 대체하여 기재)

· 제출 방법 : 통계조사 사이트에서 한글 파일 등으로 업로드 가능
※ 기관의 LAS 시스템의 반출양식으로 파일 업로드 가능(또는 KERIS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파일 업로드 가능)

· 조사 양식 : ISBN 기준, 연장미포함,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으로 제한
※ 추후 업로드 양식을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 홈페이지에 공유 예정

◦ 대학도서관 평가 연계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전수 조사 실시(필수)
- 대학도서관 평가 연계항목에 대하여 증빙제출 및 검증 실시
※ 통계조사 ‘증빙자료 검증’ 단계에서 ‘불인정’ 처리될 경우, 평가 연계 항목은 ‘0’점으로 연계 예정

- 증빙자료 제출 항목
통계조사 항목

세부 내용

4.3 직원교육 현황

교육 형태별 구분, 교육이수자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시간

6.5 이용자 교육 현황

교육대상자,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교육 횟수, 교육 참가자수

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상용 DB명, 검색건수, 다운로드 건수

- 제출 방법 : 통계 입력기간에 통계 입력과 동시에 제출하며, 항목별로 1개의 파일로 제출
※ 기제출 증빙자료 수정시에는 기존 파일 삭제 후 신규파일 제출
※ 파일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개당 50M 이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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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1.1. 기본정보
1.2. 분류 및 목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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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1.1. 기본정보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명, 母기관의 성격 등 도서관의 기본현황

작성지침
도서관명

국문

영문

□ 국립 (□국립 □ 국립대법인 □ 특별법법인 □ 특별법국립 □ 기타) □ 공립

□ 사립 □기타

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기술대학)
母 기관의 성격 전문대학 (□ 전문대학(2년제) □전문대학(3년제) □사이버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일반대학원))
기타 (□ 기타)
분관수
우편번호

주소
개관연도

년

홈페이지 주소
통계 담당자

전화

전화번호 및 FAX

FAX

http://

부서전화번호

(1) 도서관명∙ 母 기관의 성격 : (자동입력)
- (설립유형) 국립, 공립, 사립, 기타
- (대학유형)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기타*
* ‘기타’에 해당하는 학교는 대학정보공시 미참여 학교로 재학생수, 예산 등의 정보가 제공
되지 않는 학교

(2) 분관수(branch library) :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이용자 그룹이나 지역적으로
제한된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관리행정 단위의 하부 도서관
(예) ○○대학교 캠퍼스 내에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경영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분관은 법학도서관, 경영도서관에 해당하여 분관 수는 2개.
(예) △△대학교가 서울의 캠퍼스와 지방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캠퍼스의 도서관을
별도의 도서관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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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 :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주소를 기재
(4) 개관연도 : 대학교에 최초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개관한 연도를 기재
(5) 전화번호 및 FAX : 도서관의 대표 전화번호 및 FAX번호를 기재
(6) 홈페이지 주소 : 도서관의 대표 홈페이지 또는 운영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7) 통계자료 담당자 : 도서관의 통계담당자의 부서 전화번호를 기재

☞ 참고사항
1. 도서관명·母기관의 성격 :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자동 입력(도서관에서는 조회만 가능)

※ 조회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 운영팀으로 연락 후 KERIS에서 변경
2. 항목(3)주소는 전년도와 동일할 경우는 입력을 생략한다. (전년도 기준으로 입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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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류 및 목록정보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분류체계, 목록형식 및 규칙 등

작성지침
국내서

분류 체계

국외서
형식

규칙

국내서
분류 및
목록 정보

목록 형식
및 규칙

서양서
국외서

동양서
기타

도서기호

국내서
국외서

(1) 분류체계 : 해당 도서관 자료의 분류기준이 되는 도구를 국내서 및 국외서로 각각 기재
- 도서관 자료에 체계적인 순서를 부여해서 이들 자료를 배열하기 위한 해당 도서관
자료의 분류기준이 되는 도구를 기재
(예) DDC, KDC, LC 등

(2) 목록형식·목록규칙 : 해당 도서관의 목록형식·규칙을 국내서 및 국외서, 기타로 각각 기재
- 도서관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도서관시스템간의 레코드 교환
에 필요한 명세(specification)을 말하며, 도서관 자료의 목록 작성 통일을 위해
자료 목록기술형식을 정하고 일관된 목록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술요소와 그
배열 수단을 정해놓은 해당 도서관 자료의 목록 규칙을 기재
(예) (목록형식) KORMARC, KORMARC(통합서지용), MARC21, UNIMARC, ISBD, RDA 등
(예) (목록규칙) AACR2, KCR2, KCR3, KCR4, KORMARC기술규칙 등

(3) 도서기호 : 해당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를 국내서 및 국외서로 각각 기재
- 동일 분류 내에서 자료를 다시 구분해 배열하기 위하여 저자명, 숫자 등을 기호화
하여 사용하는 도서기호 기재
(예) 이재철 저자기호, 장일세 저자기호, 이춘희 저자기호, Cutter-Sanborn tab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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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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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및 구독 자료

2.1. 도서자료
2.2. 비도서자료
2.3. 전자자료
2.4. 연속간행물
2.5. 연간 도서자료 증가 및 폐기 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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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및 구독자료

2.1. 도서자료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에 등록된 도서 자료 현황


유의사항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2.1.1 고서현황> 항목과 연계

작성지침
(단위 : 책/종)

계

주제구분

구분
국내서

학위
고서
사회
순수 기술
논문
총류 철학 종교
언어
예술 문학 역사
과학
과학 과학

e-Book

기타

책수

종수

국외서
계

★

국내서 및 국외서 책수 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1) 도서자료 :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비정기간행물인 인쇄형 책자 자료 (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전체 기입)
-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제외
- 폐기(제적)된 도서의 책수와 종수는 제외
- 제본된 연속간행물, 소장개념의 e-Book, 학위논문, 연감류, 고서(2.1.1 고서현황
항목과 일치)를 포함

※ 고서, e-Book, 학위논문의 경우, 주제구분을 하지 않고 별도 기재함(주제구분 내에서는 고서,
e-Book, 학위논문의 책수 제외)
※ 책수에 해당하는 합계는 자동 산출됨
※ 종수는 서지레코드 기준으로 입력가능 함 (서지제어번호 등)

(2) 국내서

: 국내에서 간행된(발행국 기준) 단행본, 연속간행물 제본,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기재. 소장개념의 국내 e-Book 포함
(3) 국외서

: 국내서를 제외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제본,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기재. 소장개념의 국외 e-Book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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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와 국외서 구분은 발행국 기준으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함(발행국 기준으로 산출이
힘든 경우, MARC 고정장 필드 중 008태그에서 국내서는 “kor", 국외서는 ”kor“ 이외의 언어부
호가 기재된 것으로 함)

(4) 주제구분 : 듀이십진분류표(DDC)의 주제구분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십진분류표
(KDC)및 기타 분류체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DDC의 주
제구분에 맞추어 기재
(5) 고서 : 장정방식이 선장본(線裝本) 등 동양고유의 것으로 되어 있고, 일정한 시기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책수 기재
- 대체로 한국 도서는 한일합방(1910), 중국도서는 신해혁명(1911), 일본도서는
명치유신(1868)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것은 고서로 간주
(6) 학위논문 : 주제구분 여부에 관계없이 학위논문 전체 책수를 기재
※ 주제구분 내에서는 학위논문 책수 제외

(7) e-Book : 자관 서버에 저장하였거나, 혹은 영구 접속권(영구소장)을 가지고
있는 소장 개념의 e-Book 기재 (2.3항목의 구독 e-Book 과는 다름,
중복 기재 불가)
※ e-Book은 등록번호, 서지제어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집계가 가능한 자료를 기재

- 국내 e-Book은 복본(copy) 수를 포함하여 ‘책수’를 입력
※ 단, 복본(copy) 수 방식이 아닌, multiple access(2인이상 이용) 등인 경우 e-Book 1종을 1책으로
기재(소장≠이용, access, user)

- 국외 e-Book은 1종을 1책으로 간주하여 ‘종수’를 ‘책수’와 동일하게 입력
- 오디오북은 e-Book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력
※ 단, 복본(copy) 수 방식이 아닌 경우(무제한 접속, multiple access, 2 user 등), 1종=1책 기준으로 입력

(8) 기타 : 목록으로 구축된 주제구분하지 않는 기타 자원의 책수를 기재
(예) 기념논문집 등
☞ 참고사항
1. PQDT Global 구독조건으로 제공되는 영구소장 해외박사학위논문(DDOD)은 학위논문(국
외)항목에 기재
2. 자료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3.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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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고서현황(고서 소장 도서관만 입력)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에서 등록·관리하는 고서의 현황

유의사항



고서현황은 2.1 고서 항목에 입력한 고서를 구분에 따라 세분화하여
작성(2.1의 고서 계(★) = 2.1.1 고서의 합계(★))

작성지침
(단위 : 점수/책수)
구분

등록문화재(국가지정)

등록문화재(시도지정)

그 외

고서

합계
★

고문서
기타
계

(1) 고서 : 도서관별 자체 규정된 고서 지정기준에 따름
(2) 고문서 : 어떤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발급한 낱장문서 등
(3) 기타 : 책(목)판, 초상화, 서화, 필름자료 등
☞ 참고사항
1. 자료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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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도서자료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자료 중 책자 형태 이외의 모든 자료 현황


유의사항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작성지침
(단위 : 종/점)
구분

종수

점수

광디스크
테이프
LP/SP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기타
계
종수 합계

(1) 비도서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 도서관 등록번호를 부여한 책자 형태 이외의 모든 자료 수를 점수에
기재

※ 비도서란, 마이크로형태 자료와 시청각자료, 지도, 박물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책자
자료와는 정리나 보존방법이 상이한 자료를 총칭

- 딸림자료는 2012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부터 비도서자료 통계 항목에서 제외
※ 주 매체자료의 부속물로서 자료의 성질상 부록에 가까워 하나의 독립된 자료로 보기 어려움

- 종수와 점수를 각각 입력
※ 단, 종수가 점수를 초과 할 수 없음(시스템 자동 오류 체크 항목)

(2) 광디스크(optical disk) : CD, DVD, LD, 블루레이 등 레이저광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을 수 있는 매체
(3) 테이프 :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포함
(4) LP/SP : 레코드판, SP(Srandard Play), LP(Long Play) 등
(5)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 필름이나 종이형태로 된 모든 마이크로 복제자료
(6) 기타 : 악보자료, 영상필름자료(영화, 민속놀이, 전통의례, 음식, 여행 등), 지도,
그림, 고서자료(2.1.1항목 ‘기타’자료에 해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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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자료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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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자료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전자저널, 전자도서, 웹 데이터베이스, e-learning 등의 디지털 콘텐츠

내용

자료 현황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유의사항

제공 항목

작성지침
(단위 : 패키지/종)
국 내

구 분

패키지

국 외
종수

패키지

합계
종수

패키지

종수

전자저널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웹DB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영구소장
않음
㉠

e-Book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구독
㉢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영구소장

구독

㉡

㉢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합 계
국내 및 국외 패키지 합계

(1) 전자자료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전자저널, 웹DB, e-Book, e-Learning(동영상
강의자료) 등의 자료(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수 포함)

- 도서관에서 계약하여 현재 구독하고 있거나 도서관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항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의 자료를 대상
-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만 기술하여, open access자
료, 기증자료, 자체구축자료, 트라이얼 자료는 배제
-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 1종씩 개별 구독하는 전자저널은 패키
지 수로 입력하지 않음(전자신문 1종만 개별구독하는 경우, 패키지수로 입력하
지 않음, 다만 전자신문 패키지를 구독하는 경우 패키지 1로 입력)
※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독,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권한을 획득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단, 도서관에서 링크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는 제외)
※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는 전자자료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SkyLife, 넷플리스, OTT, VOD, IPTV,
N-Scree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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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저널 : 인쇄 학술지와 Volume, Issue(권호)가 동일하게 원문이 제공되는 전자
자료(패키지 수 기재)
(3) 웹DB : 정보제공사(Information Provider)가 여러 개의 저널 출판사(Publisher)로
부터 저널 원문을 수집하여 통합 서비스하거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자자료(패키지 수 기재)
- 초록, 인덱스, 원문, 기타 데이터베이스, 원문(full-text)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
스 등. 전체 내용과 흐름보다는 일부 내용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레퍼런스
컬렉션을 포함
※ 패키지란, 여러 개의 자료가 한 개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일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말함
(예) 예를 들어 Science Direct 라는 1개의 패키지에는 1,800여종의 저널이 제공되고 있으며, Science
Direct를 구독중인 도서관에서는 이를 1개의 패키지로 기입

(4) e-Book : 인쇄형 단행본과 유사하게 보이는 디지털 자료로 일반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라이선스가 부여되기도 함. 많은 경우 전자책의 이용은 특수한
리더기나 뷰어가 필요
※ e-Book은 패키지가 아닌 종수 단위로 작성하며, 영구소장과 구독으로 구분하여 입력

- ㉠ 국내 영구소장 e-Book의 종수를 기재 (2.1의 국내 영구소장 e-Book은 책수임)
- ㉡ 국외 영구소장 e-Book의 종수가 자동입력 (2.1의 국외 영구소장 e-Book의
종수가 자동입력)
※ (주의) 2.1항목의 국외 영구소장 e-Book 과 2.3항목의 국외 영구소장 e-Book 수정시 확인필요

- ㉢ 국내, 국외 구독 e-Book의 종수를 기재
※ 오디오북도 eBook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력

(5) e-Learning(동영상강의자료) :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동영상 강의자료 (패키지 수 기재)
※ 2018년 조사부터 ‘강좌수’에서 ‘패키지수’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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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자료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자저널, 웹DB, e-Learning(동영상강의자료) 구분방법
☞ 2020 전자정보 목록 참조
☞ 각 기관마다 구독, 계약의 유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정DB에서 전자책과 전자저널
등의 다양한 구독유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특정유형만 구독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음, 기관별 구독하는 유형 확인하여 입력
3. KERIS 대학라이선스 100% 지원 항목인 경우
☞ 대학라이선스로 국가 기관에서 계약 및 비용을 지불하고, 각 대학에서 비용지불 없이
이용권한을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패키지수에 포함 (대학라이선스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함)
￭ 패키지수 포함(대학라이선스 참여신청하여 자관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DB):
AVON, Education Source,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The Vogue Archive,
PAO KERIS Collection)
￭ 패키지수 미포함(대학라이선스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RISS 사이트에서만 제
공되는 DB): PQDT, DDOD
☞ 100% 지원 대학라이선스 품목 중 GVRL KERIS Collection은 e-Book 패키지이므로,
패키지 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국외 구독 e-Book ‘종수’만 입력

※ 2020년 통계에서 GVRL의 eBook 제공 종수(구독)는 4,746종(http://ace.riss.kr 참고)
4.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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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전자자료 추가(KERIS 대학라이선스 품목 현황)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전자자료 중 ‘KERIS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 현황

유의사항



2.3 전자자료 중 ‘KERIS 대학라이선스’ 현황

작성지침
(단위 : 패키지)
국 내
구 분

전체
(패키지)

국 외
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전체
(패키지)

합계
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패키지

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전자저널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자동합산

웹DB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자동합산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자동합산

합 계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자동합산

e-Book

국내 및 국외 패키지 합계

자동합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자동합산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2.3 전자자료 중 ‘KERIS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구독하는 전자자료가 없을 경우 : □ 없음
※ ‘ □ 없음’ 체크시, KERIS 대학라이선스(패키지) 항목에 ‘0’으로 자동표기

(1) KERIS 대학라이선스 전자자료 : 대학라이선스로 국가 기관에서 계약 및 비용을
지불하고, 각 대학에서 비용지불 없이 이용권한을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자료로 패키지수 기재
※ 대학라이선스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함

- 패키지수 포함(대학라이선스 참여신청하여 자관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DB):
AVON, Education Source,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The Vogue Archive,
PAO KERIS Collection)
- 패키지수 미포함(대학라이선스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RISS 사이트에서만
제공되는 DB): PQDT, DDOD
- 100% 지원 대학라이선스 품목 중 GVRL KERIS Collection은 e-Book 패키지이나,
패키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3 전자자료 항목의 국외 구독 e-Book ‘종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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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자료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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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속간행물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인쇄형 연속간행물 현황


유의사항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작성지침
(단위 : 종)

구분

국 내

국 외

합 계

구 입
기 증
계

국내 및 국외 종수 합계

(1) 연속간행물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에 제공됩니다.

: 연속간행물은 통계작성 기준연도에 구독 중인 인쇄형 연속간행물
의 종수를 구입과 기증,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신문, 잡지 등의 자료도 포함(인쇄형 자료만 기재)
- 기증된 연속간행물 중 자료실에 비치하지 않거나, 미등록 등 도서관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는 제외
☞ 참고사항
1. 자료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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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간 도서자료 증가 및 폐기 책수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및 폐기 책수 현황

유의사항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작성지침
(단위 : 책/종)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구분

국내
책수

연간 도서자료 폐기 책수

국외
종수

책수

합계
종수

책수

종수

국내

국외

구 입
기 증
계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및 폐기 책수 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1)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책수 기재(등록번호

기준)
- 2.1 도서자료에 기입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함(비도서자료는 제외)
- e-Book의 경우, 2.1 도서자료의 통계에 포함된 소장 개념의 e-Book 증가 책수
포함
※ 등록번호, 서지제어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집계가 가능한 자료 기준
※ 국외 e-Book의 경우, 2.1과 동일한 기준 적용 1종=1책

(2) 연간 도서자료 증가 종수 :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종수 기재(서지레코드
수를 기재)
- e-Book의 경우, 2.1 도서자료의 통계에 포함된 소장 개념의 e-Book 증가 종수
포함(서지레코드 기준)
(3) 연간 도서자료 폐기 책수

: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폐기(제적) 책수 기재(등

록번호 기준)
- 2.1 도서자료의 통계에 포함된 소장 개념의 e-Book을 삭제한 경우 폐기 책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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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자료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PQDT Global 구독조건으로 제공되는 DDOD 학위논문은 국외(구입) 항목에 포함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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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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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현황

작성지침
구 분

면적, 열람석 및 컴퓨터 수

도서관 건물 연면적(㎡)
※소수점 입력가능

㎡

총 열람석수

석

이용자용 컴퓨터(PC) 수

대

(1) 도서관 건물 연면적 : 도서관 공간으로 이용되는 부지, 건물의 전체면적이 통계에
나타나도록 함
※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이하는 버림)(예, 123.57 → 123.5)

- 분관 형태로 도서관 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자료를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는
면적은 단과대학 건물 내에 있더라도 도서관 면적에 포함
(예) 도서관 건물 내 평생교육원, 연구소, 전시실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면적은 제외

- 분관 형태가 아닌 단과대학 건물 내에 있는 열람실 및 자료실(학과 및 연구소)
면적은 제외
(예) 대학 차원(단과대학 이상 기관), 학과,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실, 자유열람석의 면적은 제외

- 분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열람실의 면적은 포함 가능
- 도서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보존서고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 가능
(예) 공용 면적(통로, 계단, 테라스 등)은 도서관내 공용 공간은 모두 포함되며, 단과대학 등에 설치된
분관도서관의 경우 분관 내부의 공용 면적만 포함됨
(예) 도서관 건물에 있지만 도서관 용도가 아닌 시설이 있는 경우, 도서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하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면적만 계산하여 기재(도서관 건물
내 평생교육원, 연구소, 전시실 등)

(2) 열람석 : 도서관 및 분관에 있는 모든 열람석 수를 기재
- 자료실 열람석, 자유 열람석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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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검색대, 신문열람대, (도서관 내)휴게시설 좌석도 모두 기재
(예) 열람좌석이 없는 신문 열람대는 열람석에 포함하지 않음

(2) 이용자용 컴퓨터 수 : 도서관에 설치되어 검색 및 개인작업 등 이용자용으로 사용하
는 PC 수를 기재(단, 업무용 컴퓨터 수는 포함하지 않음)
-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eBook 단말기 등 도서관에서 구입 혹은 영구적으로
기증받아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정보화 기기 포함
- 도서관 외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도서관 자산이고 이용자 용으로 사용될 경우
포함 가능
※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업무용 서버, 도서관 프로그램 관리 컴퓨터 등 개인용이 아닌
컴퓨터는 이용자 컴퓨터(PC)에 포함하지 않음

☞ 참고사항
1.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조사기준일 현재 도서관 건물 신축/증축 등을 진행하여, 임시건물로 이전하여 사용중인
경우, 신축 혹은 증축된 건물로 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기존 도서관을 기준으로 기재함
3.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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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자원

4.1. 도서관장의 신분
4.2. 직원
4.3. 직원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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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자원

4.1. 도서관장의 신분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장의 신분

작성지침
도서관장의 신분

(1) 도서관장의 신분

교수 ( □ 문헌정보전공 □ 비전공 )

□ 사서직

□ 기타

: 도서관장에 해당되는 직종에 ‘’ 표시를 기재.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타에 ‘’ 표시를 기재

☞ 참고사항

1.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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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원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대학도서관 소속 직원 현황

작성지침
(단위 : 명)
정규직
구분

1급 2급
준사서 미소지자
정사서 정사서

비정규직
계

1급 2급
준사서 미소지자
정사서 정사서

계
계

1급 2급
준사서 미소지자
정사서 정사서

계

남
전담 여
소계
남

인원수

겸직 여
소계
계

(1) 인원수 : 자료기준일 기준으로 대학의 회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대학
및 대학원 소속되며, 도서관 발령 받은 직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인원수
기재
※ 직원 인원수는 대학정보공시 [14-사. 직원현황]에 준하여 기입함
※ 도서관 관장 또는 부관장은 교수(교원)일 경우 포함하지 않고, 직원일 경우 포함 가능
※ 무기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에 포함(다만, 무기계약직이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
금에 가입된 경우는 정규직에 포함 가능)
※ 도서관 관련 업무 종사자(수서, 정리, 참고서비스/열람, 상호대차, 연구지원 등)’만 통계에 포함
※ 자료기준일 기준으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음(행정직, 전산직 직원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도서관에 근무하지 않으면 제외)
※ 현재 휴직중인 직원의 포함여부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 포함가능
(예) 통계 작성시점 이전인 5월에 인사이동이 발생하였어도, 자료기준일(4월 1일) 기준으로 기재

- 도서관 직원의 직종을 구분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단, 청소 혹은
경비, 기타 도서관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 도서관의 직원은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별로 사서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미소지자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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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규직 : 기관의 통상근로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통해 계산하여 기입
(예) 통상근로자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는 1명, 주 20시간 근무자는 0.5명,
주 8시간 근무자는 0.2명으로 기입

나. 비정규직 : 학교 또는 도서관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全日制, 정규
직 통상근로자 근무시간 기준)로 근무하는 경우(단, 근로 장학생, 조교
는 직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비정규직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으
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수를 말함(대학정보공시 14-사. 항목에 준함)
※ 도서관 조교는 학교와 공식 근로계약을 체결(4대보험 가입)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에 포함 가능
하며, 대학원 장학금으로 근로하는 시간제 학생조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

(2) 전담 직원수 : 도서관소속 직원으로 도서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수
- 정규직, 비정규직, 사서자격증 소지여부를 구분하여 입력
(3) 겸직 직원수 : 도서관 직원이 타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수(단, 타부서 직원에
도서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정규직, 비정규직, 사서자격증 소지여부를 구분하여 입력
※ 도서관 직원이 다른 부서의 직원으로 겸임하는 경우, ‘겸직’란에 입력(단, 노조전임자는 제외)

☞ 참고사항

1.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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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원교육 현황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직원 교육은 도서관(또는 대학)이 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교육비·출

내용

장비 등을 통해 지원한 실적현황

작성지침
(단위 : 시간/명)
도서관 직무 관련 교육

구 분
교내 교육

참여 시간

참여 인원

기타 교육
참여 시간

참여 인원

합계
참여 시간

참여 인원

관내 교육
관외 교육

교외 교육
온라인 교육
합 계
직원 교육 현황 합계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5조의 연간 교육훈련 시간 합계에 해당함

(1) 직원교육은 도서관 직무 관련 교육과 기타 교육으로 구분
- 직원의 전문성 개발(직무향상)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및 교내·외 참여한 실적을
통계에 기재
- 교육은 외부 세미나,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
※ 2020년 통계조사부터 (학술)회의, 견학(탐방), TF활동 등은 직원교육에서 제외
※ 소방교육, 퇴직연금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도서관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 없는 교육 제외
※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직원 교육
시간에서 제외
※ 개인적으로 참석/이수한 교육(수업, 대학원 등)은 제외

- 소속 도서관(또는 대학)에서 교육시간 또는 교육/출장비를 지원한 경우와 소속도
서관(또는 대학)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받은 경우만 포함
- 참가확인증, 결재문서 등 교육이수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기재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5조 :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가. 도서관 직무 관련 교육 : 교내, 도서관 관련단체(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등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및 학회, 협회에
서 시행한 도서관 직무관련 교육·세미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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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교육 : 도서관 직무관련 교육 외에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도서관 직원이 공식적으로 이수한 교육
※ 도서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뜨개질, 요리, 봉사활동, 마음수련, 은퇴 후 활동
등의 교육은 직원 교육에서 제외

(2) 교육유형은 교내(관내/관외)교육과 교외교육, 온라인교육으로 구분
- 교육의 시행 주체에 따라 교내(관내/관외) 교육과 교외 교육으로 구분
가. 교내 교육(관내/관외) : 교육의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관내교육 : 도서관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교육이며,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외교육 : 대학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교육이며, 대학의 직원 전체(또는 도서
관직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 대학의 총무과에서 교육대상자 선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교육 참여시, 교육시행주체가
‘국립중앙도서관’이므로 ‘교외교육’임
(예) 대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내교육/관외교육’임
(예) 대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내교육/관내교육’임

나. 교외 교육 : 외부기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교육
(예)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주관하여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참석한 경우, 교육시행주체
가 ‘IFLA’ 이므로 ‘교외교육’ 임

다. 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단말기를 이용한 교육 전체 해당(교내,
교외의 교육주관기관 포함)
⦁온라인 교육(사이버강의) 시간은 교육 주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이수시간
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기재하며, 공식적인 이수시간이 없는 경우 전체 학습시간
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집계
(3) 교육은 참여시간과 참여인원을 구분하여 기재
가. 참여시간 : 참여시간은 인증시간을 기재하며, 교육 안내 공문, 참가확인증 등에서
인정하는 인증시간을 기재(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 이하는 버림)
※ 여러날에 걸친 교육의 시간 산정은 1일 최대 7시간(연간 최대 30시간) 까지만 인정
※ 공식적인 교육 이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순수 교육시간만 계산
(식사, 수면, 이동, 관광 시간은 제외)
(예) 한명의 직원이 A교육을 1시간 40분 이수하고, B교육을 1시간 30분 이수하였을 경우
⇛ 참여인원 2명, 교육시간 3.1시간(1.6시간 + 1.5시간) (* 교육건수 2건에 대한 각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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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인원 : 연간(자료기준일) 교육프로그램별 참여자수의 연간 누계로 기재
※ 관장(또는 부관장)은 교수(교원)일 경우 포함하지 않고, 직원일 경우 포함 가능
(예) 한직원이 A교육을 1시간, B교육을 2시간 이수하고, 다른 직원이 A교육을 1시간 이수하였을 경우
⇛ 참여인원 3명, 교육시간 4시간 (* 교육건수 3건에 대한 각 증빙 필요)
(예) 한직원이 ㉠기관에서 5월에 교육 2시간을 이수하고, 6월에 ㉡기관으로 이직하고, 11월에 교육
을 1시간 이수하였을 경우
⇛ 5월에 이수한 교육은 ㉠기관에 귀속되므로, [㉠기관] 참여인원 1명, 교육시간 2시간, 11월에
이수한 교육은 ㉡기관에 귀속되므로, [㉡기관] 참여인원1명, 교육시간 1시간
☞ 참고사항
1.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3. 교육인정 기준 참조

구 분

교육ㆍ학습내용

인정시간 (연간 인정시간)

확인자료

해당 실ㆍ국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국별
직무전문교육 필요한 전문지식교육(내부강사 활용)

-내부강사 : 5시간/시간당
-단순참가 : 참석시간(연간30시간)
※ 사전협의 거친 것만 인정

주관부서
교육계획서
및 출석확인

워크숍ㆍ세미
나ㆍ정책토론 워크숍ㆍ세미나ㆍ정책토론회ㆍ포럼 참가
회 등 참석

- 주제발표 : 5시간/시간당
- 토론 : 3시간/시간당
- 단순참가 : 참석시간 (연간 30시간)
※ 사전협의 거친 것만 인정

관련공문 등
참석확인자료

사이버교육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 -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지한 인정시간
(민ㆍ관교육훈
버 교육
(연간 70시간)
련으로 인정 )
강의
(직무관련)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산하기관 등에서의
-3시간/시간당
직무관련 강의
(연간 30시간)
※ 대학 등 외부기관의 강의 제외

※ 교육부 상시학습 시간 인정기준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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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확인
(수료증 등)
교육기관
확인서
관련 공문

5.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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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및 결산

5. 예산 및 결산
개요
자료기준일

예결산 기준

내용

회계연도 자료구입비 결산 및 자료구입비 예산


유의사항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작성지침
(단위 : 원)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대학 총 예산 및 결산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도서자료(2.1)
비도서자료(2.2)
전자저널
자료
구입비

전자
자료
(2.3)

웹DB
기타 전자자료
소 계

연속간행물(2.4)
합 계

★

자료 구입비 결산 합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1) 대학 총 예산 및 결산 (대학정보공시 해당 데이터를 자동 연계)
※ 대학정보공시 공시 시기(예산 6월, 결산 8월)에 따라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각 기관
본부의 공시데이터 주관부서에 문의)

가. 대학 총 결산 :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국공립대학 :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세출총계
⦁사립대학 :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자금지출총계
나. 대학 총 예산 :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
⦁국공립대학 :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세출총계
⦁사립대학 :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자금지출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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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구입비
※ 본교와 분교가 별도 예산인 경우 자료구입비를 별도 기재
※ 본교와 캠퍼스가 실제로 자료구입비를 분리하여 사용하지만, 각 금액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본캠퍼스에서 예산/결산을 통합하여 입력하고, 그 외 캠퍼스에는 ‘0’값을 입력한
후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
※ 국내/국외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자체에서 국내/국외 비율을 정해 입력(특이사항에 기재)

- 자료구입비 포함 가능 항목 : 기부금으로 자료구입한 경우, 가제자료 구입비(단
행본 또는 연속간행물), 국고지원금으로 자료구입한 경우 등
※ 산학협력단 예산 일부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는 경우
(1)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도서관예산으로 완전히 전입시킨 금액은 포함가능
(2) 다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예산에 대하여 도서관 전입이
불가한 경우, 미전입된 산학협력단 예산을 도서관용으로 기획, 배정하는 결재문서 등 근거
자료가 있고, 이에 대한 결산, 계약서, 집행내역서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구입비에
포함 가능(단,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 비치 및 홈페이지 접근점을 제공하여 전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자료구입비 제외 항목 : 제본비, 학과도서비 혹은 연구과제비에서 집행한 자료구
입비, 홍보비로 제작한(홍보비로 지출) 도서관이용 동영상 강의자료 비용, 수증
도서의 대체금액(현물자료를 기증받은 경우는 그 산정금액을 자료구입비에 포
함할 수 없음), 프로그램 운영비, 개발·유지비, 시설비 등
※ 부속병원 예산으로 자료를 구입한 경우 자료구입비에 포함하지 않음(단, 도서관 예산으로
완전히 전입한 경우에는 포함 가능)

가. 2019년 결산 : 지난 학년도에 도서관에서 집행한 자료구입비
※ 결산액은 해당 학년도에 집행한 금액이므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자료구입비는 제외(국고지원
금 등 예산집행기간이 학교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나. 2020년 예산 : 이번 학년도에 도서관에 배정된 자료구입비
※ 예산액에는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
※ (참조) ‘예산’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경우 예산과 결산을 모두 포함하며,
‘결산‘과 대비될 때는 순수 ’예산‘ 금액만을 의미

⦁도서자료 :

2.1 도서자료에 해당하는 도서자료의 구입비를 기재(영구소장

eBook 구입비 포함)
⦁비도서자료 : 2.2. 비도서자료에 해당하는 비도서자료의 구입비를 기재
(예) CD, DVD,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음반,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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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 2.3 전자자료 항목의 ‘전자저널’ 구입비를 기재
※ 전자저널 구독시 인쇄형 저널을 무료/추가비용으로 함께 구독하는 경우, 모두 전자저널 구독
비에 포함

⦁웹 DB : 2.3 전자자료 항목의 ‘웹 DB’ 구입비를 기재
⦁기타 전자자료 : 2.3전자자료 항목 중 ‘구독 e-Book’, ‘e-Learning (동영상강의
자료)’ 구입비를 기재
⦁연속간행물 : 2.4.연속간행물 항목의 인쇄형 연속간행물의 구입비를 기재
※ 인쇄형 연속간행물 구독시 무료/추가비용으로 전자저널을 함께 구독하는 경우 이 항목에
포함
※ 신문이나 잡지 등 소모품성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포함할 수 있음(단, 규정된 계정으로 집행해
야 하며, 도서관에 비치하여 전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함)

☞ 참고사항
1.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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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육부 제출용 도서구입비 결산 (국공립 대학만 입력)
개요
자료기준일

결산 기준

내용

회계별 자료구입비(도서구입비)


유의사항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5. 예산 및 결산> 항목과 연계

작성지침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구분
대학회계

기제출결산금액(A)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결산합계
★

학교운영비, 수용비(B)
최종 결산금액(C=A-B)
최종 결산금액(C)의 ‘대학회계+발전기금 회계’

대학정보공시 ‘9-나-1’의 도서구입비(D) 금액과 일치해야 함

* [5. 항목]의 결산합계(★)와 [5.1. 항목]의 기제출결산금액(A)의 결산합계(★)가 일치해야 함

(1) 기제출결산금액(A) : [5.항목] 결산에 입력한 자료구입비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입력
※ [5. 항목]의 결산합계(★)와 [5.1. 항목]의 기제출결산금액(A)의 결산합계(★)가 일치해야 함

(2) 학교운영비, 수용비(B) : 기제출결산금액(A) 중 학교운영비, 수용비 항목에서 사용
한 도서구입비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입력함
※ 대학정보공시 ‘9-나-1(학생 1인당교육비 산정근거)’상의 총교육비에 이미 중복 포함된 금액임

(3) 최종 결산금액(C=A-B) : 기제출 결산금액(A)에서 학교 운영비, 수용비(B)를 제외
하여 중복이 포함되지 않은 도서구입비의 최종 금액
※ [5. 항목] 결산에 입력한 자료구입비 중 대학정보공시 ‘9-나(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상의 총교육비에 이미 중복 포함된 학교운영비와 수용비를 제외한 도서구입비의 합계금
액임
※ 최종 결산금액(C)의 ‘대학회계+발전기금 회계’ 합계가 ‘대학정보공시 9-나-1’의 도서구입비(D)
금액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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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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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 및 이용자

6.1.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6.3. 대출현황
6.4.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6.5. 이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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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 및 이용자

6.1.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자료실을 기준으로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기재(열람실 아님)

작성지침
(단위 : 일/시간)
구 분

연간 개관일수
학기중

방학중

연간 개관시간
계

학기중

방학중

계

일수 및 시간

(1) 연간 개관일수 : 통계 기준연도에 대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자료실 개관일수를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자료실마다 개관일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대출실을 기준으로 개관일수를 산출
※ 사이버대학의 경우, 직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개관일수 입력

(2) 연간 개관시간 : 통계 기준연도에 대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자료실의 개관시간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자료실마다 개관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출실을 기준으로 개관시간을 산출
※ 사이버대학의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개관시간 입력
(예)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 개관할 경우 일 평균 개관시간은 12시간임
(예) 토요일 개관하는 경우 : (평일 개관시간 × 평일 개관일수) + (토요일 개관시간 × 토요일 개관일수)

☞ 참고사항

1.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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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개요
자료기준일

봉사대상자수 : 2020년 4월 1일,
이용자수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현황

작성지침
(단위 : 명)
학생

구 분

봉사대상자 수

학부생
전년도
당해년도

교원
대학원생
전임
비전임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2019. 4. 1.기준)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2020. 4. 1.기준)

직원

기타

합계

(자동입력)
(2019. 4. 1.기준)
(2020. 4. 1.기준)

이용자 수

(1) 봉사대상자 수 : 대학 구성원 중 대출이 가능한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원,
직원을 포함하며, 이용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산출
-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자동 연계 항목 :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교원(전임, 비전임), 직원 수
⦁학생은 대학정보공시 <4-마. 재적학생 현황>의 재학생수
⦁교원은 대학정보공시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의 교원
⦁직원은 대학정보공시 <14-사. 직원 현황>의 직원
※ 평생교육원 등 단기강좌 수강생과 지역주민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단, 도서관 LAS
시스템에 입력되어 대출권한이 있는 이용자는 ‘기타’에 포함 가능)
※ 도서대출이 가능한 졸업생, 휴학생과 부설기관(전산원 등)의 학생은 ‘기타’에 기재
※ 봉사대상자 수는 지표별 기준연도가 상이함(지표산출 기준 안내 참조 필요)

(2) 이용자 수 : 자료실, 자유열람실 등 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
관을 방문한 총 이용자의 수를 기재 (1인 1일 다수 허용)
※ 이용자 수는 도서관 출입구의 counter 수로 산정하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학기/방학
기간 중 1주일을 정하여 측정한 수치를 연간수치로 확대 계산함(특이사항에 기재)

☞ 참고사항
1.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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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출현황
6.3.1. 대출자 수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도서이용(대출) 현황

작성지침
(단위 : 명)
구 분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기타

합계

대출자 수
대출 횟수

(1) 대출자 수 : 연간 한번 이상의 대출 기록이 있는 등록 이용자의 수
※ 신분별 구분은 [6.2항목]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의 구분을 따름
※ 도서대출이 가능한 졸업생, 휴학생과 부설기관(전산원 등)의 학생은 ‘기타’에 기재
※ 국내 영구소장 e-Book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LAS 시스템 내 도서 대출자와 비교하여 중복되
지 않는 대출자만 포함 가능(단순 합산 아님. 중복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산출이 어려운
경우 통계에서 제외
(예) 홍길동이라는 이용자가 연간 총 10회 50권을 대출한 경우, 이용자는 1명이므로 1명으로 산출
(예) 학부생 총인원 100명중 1회 이상 대출한 인원이 50명인 경우, 대출자수는 50명

(2) 대출 횟수 : 연간 대출한 인원의 총 누계
※ 신분별 구분은 [6.2항목]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의 구분을 따름
※ 도서대출이 가능한 졸업생, 휴학생과 부설기관(전산원 등)의 학생은 ‘기타’에 기재
※ 대출 횟수 산출시 일단위 중복은 제외
※ 국내 영구소장 e-Book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LAS 시스템 내 도서 대출정보와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는 대출횟수만 포함 가능(단순 합산 아님, 중복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산출이
어려운 경우 통계에서 제외)
(예) 홍길동이라는 이용자가 연간 총 10회 50권을 대출한 경우, 총 대출횟수인 10회로 산출
☞ 참고사항
1.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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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대출책수(주제별)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도서 주제별 이용(대출) 현황

작성지침
(단위 : 책)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언어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문학

역사

기타

국내
합계
e-Book

연장
책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 원
직 원
기 타
계

(1) 대출책수 : 도서관 소장 도서의 대출책수를 기재하며, 관내 열람 및 관내 대출은
제외(대출 연장은 ‘연장책수’에 별도 입력)
- 신분별 구분은 [6.2항목] 봉사대상자수 및 이용자 수의 구분에 따름
- 신분별 구분의 ‘기타’ : 대출 가능한 졸업생, 휴학생과 부설기관(전산원 등)의
학생 등 [6.2항목] 봉사대상자수 ‘기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대출책수
※ 대출 책수는 신분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내 e-Book의 경우 [2.1항목]에 기재된 ‘국내 영구소장 e-Book’의 대출책수를 입력(신분별
구분이 힘든 경우 ‘기타’에 입력)
※ 국외 e-Book은 다양한 구독 유형으로 인해 일관된 기준 제시가 어려우므로 대출책수 통계에
입력하지 않음(국외 e-Book은 [7.3항목] 전자서비스 이용현황에 입력)
※ 대출책수는 최초 대출 1회만 산정하여 기재하고, 대출 연장은 연장책수에 기재

(2) 연장책수 : 대출책수의 합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연장책수’란에 기재

☞ 참고사항
1.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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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현황

작성지침
(단위 : 건)
구 분

참고서비스 제공 건수
면담

전화

온라인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건수
신청

제공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건수
신청

제 공

건 수

(1) 참고서비스 제공 건수 : 교육, 학습 지원 혹은 연구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된
면담이나 전화 및 온라인(e-mail, SNS)을 통한 참고서비스
와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참고질의에 대한 답
변수를 기재.
- 단순질의 또는 공지형의 SMS(연체 안내, 반납예정일 안내 등)는 배제
(예) 참고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질의 예시 : 서고는 어디인가요?, 대출은 어디에서 하나요?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등
※ 참고서비스의 경우 메신저 등을 활용한 건수는 ‘참고서비스-온라인’에 포함 가능

(2)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건수 : 상호대차는 일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의뢰하여
실제 대출 받은 수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청 받아
실제 대출 제공한 건수를 기재
- ‘신청’은 타 기관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를 기재
- ‘제공’은 타 기관에 성공적으로 제공한 건수를 기재
※ 캠퍼스간 제공내역은 포함하지 않음

(3)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건수 : 원문복사는 다른 도서관 및 기관에 원문에 대한
복사를 의뢰하여 실제 제공받은 건수와 다른 기관에
원문 복사신청을 받아 실제 제공해준 건수를 기재
- ‘신청’은 타 기관에 원문복사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를 기재
- ‘제공’은 타 기관에 성공적으로 제공한 건수를 기재
※ 캠퍼스간 제공내역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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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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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용자 교육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이용자가 도서관과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내용

위해 실시하는 대면 교육 현황

작성지침
(단위 : 회/명)
교육 대상자

교육 횟수

교육 참가자 수

대학원생 이상
학부생
기타

(1) 이용자 교육 : 직접교육만 입력하며(온라인 교육 제외), 행사, 박람회, 문화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사전에 계획하고 공지되어 이루어진 교육만 교육 횟수에 포함
※ 이용자 교육 제외되는 사례
: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도서관 투어, 신입생 OT, 단순 오리엔테이션
: 독서토론, 독서활동, 토론, 특강, 저자와의 만남 등의 문화활동
: 전자정보 박람회에서 진행하는 DB 교육 중 박람회에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운영한 교육
: 영상편집실이나 미디어 작업실에 대한 안내
: 사전 계획되어 공지된 교육이 아닌 단순 안내 등

⦁교육 횟수 : 도서관이 주최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 교육 횟수를
기재
※ 동일 학과(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속교육일 경우, 교육 횟수 및 참가자 수는 모두 합산하여 기재
(예) 도서관 사서가 50명이 수강하는 ‘학술정보활용법’을 4회 강의하였다면 교육횟수는 4회,
교육 참가자 수는 200명(4회 × 50명)으로 산정하여 기재
※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교육은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
(예) 통계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계DB 활용법’을 2시간 연속으로 교육한 경우, 교육횟수
는 2회가 아니라 1회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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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가자 수 : 이용자 교육에 참가한 참가자 수를 기재
※ 대학원생 대상 교육을 학부생이 참여했을 경우, 참가자 수 계산 → ‘교육 참가자 수’는 해당
교육에 참가한 전체 인원을 입력
(예) 대학원생 대상 DB이용 교육에 대학원생 40명, 학부생 10명, 교직원 3명이 참여하였을
경우, 교육횟수는 대학원생 이상 교육 1회, 참가자수는 53명으로 기재

(2) 대학원생 이상 교육 : DB 이용교육, 논문작성 교육 등 대학원생을 주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 교육을 설계할 때 교육의 주 대상으로 설정한 대상(target)에 따라 교육을 구분함(교육대상자
구분이 어려울 경우, 주요 참석 대상에 따라 구분)
(예) DB 정기 교육, 맞춤교육(대학원생) → 대학원생 이상 교육

(3) 학부생 대상 교육 : 도서관 이용교육, 글쓰기 교육 등 학부생을 주 대상으로 제공하
는 교육
※ 교육을 설계할 때 교육의 주 대상으로 설정한 대상(target)에 따라 교육을 구분함(교육대상자
구분이 어려울 경우, 주요 참석 대상에 따라 구분)
(예) 학부 수업과 연계한 수업연계 교육 → 학부생 대상 교육

(4) 기타 교육 : 교직원 대상 교육 등 기타 교육

☞ 참고사항
1.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 2021년(2020년 실적) 통계조사는 신규항목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통해 조사 확대 예정
(단, 2020년(2019년 실적) 통계조사에는 온라인 이용자 교육은 [6.5 항목] 이용자 교육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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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서비스

7.1. MARC/메타데이터 구축 건수
7.2.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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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서비스

7.1. MARC/메타데이터 구축 건수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목록 구축 건수

작성지침
(단위: 건)
구 분

국 내

국 외

계

단행본
고서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비도서
계

(1) MARC/메타데이터 구축 건수 : 도서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MARC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의 누적 건수를 기재함
- 국내/국외 구분 : 발행국 기준으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국 기준으로
국내서와 국외서의 구분 산출이 힘든 경우, MARC 고정장 필드 중 008태그에서
국내서는 “kor”, 국외서는 “kor” 이외의 언어부호가 기재된 것으로 함
※ [2.1. 도서자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예) 학위논문의 MARC/메타데이터는 ‘단행본’에 포함하여 산출함

- 단행본, 고서,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비도서의 구분은 [2. 소장 및 구독자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재
※ 전자저널 및 e-Book 등의 메타데이터로 작성하여 ERM 시스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연간
구독 품목은 당해연도 구독 여부에 따라 메타데이터의 증감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포함하지
않음 (단, e-Book 이나 e-Journal 등의 영구적으로 구입하여 MARC 데이터/메타데이터로 구축
하는 경우는 자료유형에 따라 포함 가능)
※ [7.2. 디지털 콘첸츠 구축 건수]의 ‘기타’에 해당하는 MARC/메타데이터는 ‘비도서’ 항목에 입력
※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원문을 영구구매하여 자관에 목록을 구축한 경우
- 대학라이선스 EBSCO eBook : 목록을 구축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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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라이선스 PQDT Global 구독기관 제공 DDOD : 목록을 구축한 경우 포함
- 대학라이선스 PAO : 대학에서는 목록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미포함

☞ 참고사항
1.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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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개요
자료기준일

2020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에서 자체 구축한 디지털 콘텐츠(원문)의 누적 건수 현황

작성지침
(단위: 건)
구 분

국 내

국 외

계

Text
AOD/VOD
이미지
기타
계

(1)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 도서관에서 자체 구축한 원문의 누적 건수를 기재
※ 외부에서 구입한 CD-ROM 등의 자료를 도서관에서 가공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한 경우
에는 포함하지 않음(콘텐츠 내용이 순수한 자체 제작이 아닌 경우로 포함 불가)

(2) Text : 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기사 등 Text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한 자료의
건수를 기재
※ 학위논문을 PDF로 구축한 경우 Text에 기재하고 학위논문 1권당 1건으로 기재하며, 한 개의
타이틀이 한 건에 해당함(dCollection을 통해 자관에 구축한 학위논문 포함)
※ Text와 이미지가 합쳐져있는 자료는 자료의 물리적 형태가 책자형인 경우에 Text 항목에 기재
가능

(3) AOD/VOD : 시청각자료, 학술행사, 홍보용 동영상 등의 AOD 혹은 VOD로 구축한
자료의 건수를 기재
(4) 이미지 : 지도, 그래픽, 사진, 악보 등 이미지 구축 건수를 기재
(5) 기타: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디지털콘텐츠 구축 건수를 기재
☞ 참고사항
1.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2.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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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개요
자료기준일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연간)

내용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건수

작성지침
(단위: 건)
구 분

국내

국외

계

홈페이지 접속 건수
OPAC 검색 건수
상용DB 이용
건수

검색
다운로드

(1) 홈페이지 접속 건수 : 연간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한 총 횟수를 기재 (Session
기준)
- 모바일 웹은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한 건수 포함가능
- 모바일 앱의 경우 ‘모바일 도서관 앱’ 메인(홈) 접속건수만 포함
※ 열람석 배정 또는 모바일 이용증 등 별도 설치 앱, 페이지 접속건수는 제외
※ 홈페이지 접속 건수 산출 기준은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한 이후 다른 페이지를 이용하더
라도 메인에 접속한 횟수만 산출. 페이지 뷰(page view)가 아닌 세션(session)을 기준으로 산출

(2) OPAC 검색 건수 : 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 및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 내·외부에서
자관의 OPAC을 검색한 총 횟수를 기재 (Discovery 검색 및 로봇
검색 건수 제외)
※ 해당 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솔루션 개발 업체나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로부터 컴퓨터 프로
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검색으로 한정하며, 검색버튼을 클릭한 횟수를 OPAC 검색건수로
산출함(기관별 LAS 솔루션 업체에 요청할 필요 있음)

(3) 상용DB 이용 건수 : 대학도서관에서 구독 계약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보 이용 건수.
상용 DB 이용건수에 국외 e-Book 이용 건수를 포함
※ 검색과 다운로드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DB의 이용통계는 포함하지 않음
※ 해당 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솔루션 개발 업체나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로부터 컴퓨터 프로
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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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대학도서관에서 구독 계약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접속하여 검색한
총 건수를 기재
(예) 검색, 조회, searches, queries 등(중복합산하지 않고 1항목만 적용)

⦁다운로드 : 대학도서관에서 구독 계약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접속하여 ‘원문’
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를 기재
(예) 원문다운로드, 원문열람, full-text, fulltext-view 등(중복합산하지 않고 1항목만 적용)
※ 검색시 다수의 데이터(수치, 텍스트 등)을 동시에 호출하는 웹DB의 경우(기업정보 DB 등),
호출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정보 또는 자료 집합(data set)에 종속된 요소로 보고 검색횟수를
다운로드 건수로 산정함

☞ 참고사항
1. 로봇 수집 등에 의해 과다한 통계가 산출 되는 경우는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통계를 제외
하여 작성
2. 통계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3. 전년도 자료 참고 기능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입력란에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에[전년도 통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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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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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 입력 매뉴얼 -

1. 통계조사 참여 및 로그인
2. 서비스 이용 및 보안 서약서 동의
3. 입력 담당자 지정
4. 대출통계·(필수)증빙자료 업로드
5. 통계조사 항목별 데이터 입력
통계조사 메인화면 개요
통계조사 입력절차 안내
6. 통계 입력자료의 정정 및 수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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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조사 참여 및 로그인
▶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하단에서 [통계조사 참여]를 클릭합니다.
▶ 또는 URL(http://www.rinfo.kr/stat/survey)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사전 등록된 RISS ID계정으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 RISS 홈페이지(www.riss.kr)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
면 됩니다.
- RISS 회원가입, ID, 비밀번호 관련 문의: RISS 고객센터(☎ 1599-3122)
- 가입한 RISS ID의 Rinfo <계정 등록> 및 <계정 잠금 해제> 문의 : Rinfo 통계운영팀(☎02-627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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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이용 및 보안 서약서 동의
▶ 로그인 후, 시스템 접근 권한관리 절차서와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에 ‘동의’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의 시 다음 화면에서 [동의 체크박스 표시] 및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입력 담당자 지정
▶ 통계조사 입력 담당자를 [선택]하여 [입력 담당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입력담당자 1명만 통계조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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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통계·(필수) 증빙자료 업로드
▶ [엑셀양식 참조]를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도서 대출통계와 (필수) 증빙자료를 [찾아보기]하여 [업로드]합니다.
- 미제출 시 통계조사 입력완료가 불가합니다.

- 통계 데이터를 먼저 입력후, [도서대출통계, 증빙자료 업로드/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수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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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조사 항목별 데이터 입력
통계조사 메인화면 개요
▶ 입력화면은 메뉴, 통계입력 프로세스, 입력 항목별 탭, 입력조사표 등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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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 통계조사에 필요한 [기관정보보기], [관련자료 다운로드], [지침&FAQ], [입력내용출력],[문의처] 등 관련 정보
를 알 수 있습니다.
-

-

을 통해서 통계입력의 세션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하여, ‘나의Rinfo > 기관정보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는 통계조사표, 작성지침, 참고자료, 공문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는 현재 입력중인 항목에 대한 ‘지침 및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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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해서, 각 조사연도별 소속기관의 ‘대학도서관 통계(전체항목)’와 ‘대학정보공시항목(13가)’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및 인쇄(출력)이 가능합니다.

-

는 통계운영팀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통계입력 프로세스]는 통계조사 진행 단계인 ‘입력 ≫ 통계검증 1단계 ≫ 통계검증 2단계 ≫ 최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데이터 입력 및 제출 완료 후, 검증단계(7월 예정)를 거쳐 ‘최종 제출 확인서’를 제출(7월
예정)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검증단계에서 각 기관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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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 정정 신청] : 통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도서대출통계, 증빙자료 업로드/수정] : 대출통계 또는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대출통계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⑤ [입력 항목별 탭] : 입력 항목별 입력현황을 퍼센트(%)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클릭을 통해 해당 항목의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 값을 입력 시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야 하며, [저장]을

하지 않고 항목별 이동 시 입력한 데이터 값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입력항목별 탭은 ‘1. 기본정보 ≫ 2. 소장 및 구독자료 ≫ 3. 시설 ≫ 4. 인적자원 ≫ 5. 예산 및 결산 ≫
6. 이용 및 이용자 ≫ 7.전자서비스’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⑥ 입력조사표 및 작성지침 : 입력조사표에 데이터를 입력하며, 각 항목명 옆에 [저장]버튼이 있어 수시로 저장
가능합니다. 입력 값이 없을 경우 ‘0’을 기재합니다. 조사표 아래 작성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단 [메뉴]의

➆ 각 페이지별 하단에
전 항목으로,

를 통해 해당 항목의 FAQ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 클릭하여 입력한 데이터 값을 수시로 저장할 수 있으며,
버튼을 통해서 다음 항목에 대한 입력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6 ❘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버튼을 통해서

➇ 전체 통계항목을 다 입력하면(모든 항목의 입력 현황이 100%인 경우), 페이지 하단 우측에
납니다. 통계 입력기간 내

버튼이 나타

버튼을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 참고
⦁조사표에 사용된 범례 설명
: ‘대학정보공시항목’ 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 것입니다.
: 조사표 항목 위에 표시된 네모박스는 대학정보공시 연계 항목을 표시한 것입니다.
: 항목을 입력할 때 클릭하면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설명
▸

: 다음 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

: 해당 페이지의 항목 뿐 아니라 조사표의 모든 항목을 작성 완료하였을 경우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조사표 입력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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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입력절차 안내
▶ 통계조사는 ‘입력 ≫ 통계검증 1단계 ≫ 통계검증 2단계 ≫ 최종완료’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통계조사
시행 안내
교육부

▶

통계조사
입력

▶

대학

통계조사
제출완료
대학

▶

검증
KERIS

▶

통계조사
최종완료
대학

- 통계조사의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통계조사 [입력단계] : 통계조사 입력 지침에 따라 ‘기본정보, 소장 및 구독자료, 시설,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이용
및 이용자, 전자서비스’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 ‘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하단에 입력한 통계자료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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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입력완료] : 통계 전체항목을 입력 한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통계조사 데이터를 입력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입력항목별 탭의 모든 항목 입력현황이 100%인 경우)

- 모든 데이터 입력 완료시 각 페이지 우측 하단에

버튼이 나타납니다.

- 입력완료 및 알림메시지 : [입력완료]버튼 클릭 후, 왼쪽 이미지와 같은 ‘알림메시지’에 [체크 표시]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면, ‘입력단계 검증’을 통해 수치의 논리적 오류가 있을 시 팝업문구(오른쪽 이미
지)가 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팝업문구’를 통해 해당 항목 데이터 및 오류 확인 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자동검증 : 알림메시지 [확인]버튼 클릭 후, 시스템 자동검증을 통해 통계데이터를 검증합니다. 수치에 오류가 있다
고 판단될 시 자동 검증 내역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사유 작성란에 각 해당 항목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고
버튼을 눌러 검증완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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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증 단계] : 제출된 통계는 통계검증 1단계, 통계검증 2단계를 거치며, 검증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증빙가능한 자료만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그림 파일, 화면 캡쳐 등 제출해야 할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편집 파일
(한글, MS Word, Excel 등)에 편집하여 되도록 1개 파일로 제출
예) ① 총괄표 작성 ② 일련번호 순에 따라 파일을 ‘그림’을 붙임 ③ 계산식 등 설명 추가
⦁하나의 그림에 다양한 수치가 함께 표시된 경우 : 해당 부분 색상 테두리
⦁개인정보(사번 등) 가 포함되지 않은 파일 제출
⦁파일명 : 학교(혹은 도서관)명, 항목, 날짜 표시
예) 한국대학교(6.3.2 대출책수)_180510
⦁예외적인 사유 발생시 설명 추가
⦁증빙자료 제출 예시 : Rinfo 공지사항 ‘2018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관련자료’ 첨부 2번 발표자료 참조

- 증빙요청 알림/취소 메일 : 검증기간(7월 예정) 내에 증빙요청 알림/취소 메일을 받으면 통계조사 입력시스템에서
증빙요청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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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제출 : 증빙요청 항목을 확인하고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란의 ‘찾아보기’ 클릭 → 파일 업로드 →

클릭

▷ 검증기간 (예정) : 6,7월(예정) (별도 e-mail 안내 예정)

③ 통계조사 최종완료 : 검증기간(7월 예정) 후, 입력시스템에서 ‘최종 제출 확인서’를 출력하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업로드 시 통계조사가 최종완료 됩니다.
- ‘최종제출 확인서 출력하기’ 클릭 → 기관장 날인 → 날인된 PDF 파일 업로드 → 최종완료
- 최종완료 제출기간 (예정) : ~7월 24일까지 (별도 e-mail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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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종 제출 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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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 입력자료의 정정 및 수정 방법
▶ 통계 데이터 정정 절차
- 대상 : 통계 입력내용 전체
- 정정 절차 (※ 대학정보공시 13-가. 항목과 연계항목에 대한 주의 필요)

① [대학] 정정항목 확인
→ ② [대학] Rinfo 시스템 내 정정신청
→ ③ [대학] 정정요청 공문 발송 (*정정에 따른 증빙자료 필수)
* 대학정보공시 13-가. 연계항목은 소속기관의 정보공시 담당자와 상의 필요
⦁ 대학정보공시 연계 항목이 아닌 경우 (수신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대학정보공시 연계 항목인 경우(수신처 : 대학정보공시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④ [KERIS] 공문 접수 및 시스템 신청 내용 확인후 정정처리
→ ⑤ [KERIS] Rinfo 시스템 내 정정내용 확인
* 나의 Rinfo에서 소속기관의 정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통계 입력 및 검증기간 중에 당해연도 입력데이터에 대한 수정요청은 시스템으로만 신청 (단, 최종확인서 제출
이후, 정정 절차에 따라 공문발송 및 시스템 신청 필요)
▶ 통계 수정·정정 신청 방법
- 메인 화면의 중앙 하단 [신청·접수] → [통계조사 참여]를 클릭
- 통계조사 화면의 우측 상단 [통계 정정신청]을 클릭

① 기준년도 : 기준년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정정 신청할 기준연도를 선택 후 [검색] 합니다.
② 기준년도 통계 정보 : 검색한 기준년도의 통계 항목이 나타납니다. 정정 신청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수정 내용 : ②번 기준년도 통계 정보에서 선택한 통계 항목의 현재 입력 값이 나타납니다. 정정할 항목을 체크
()하여 수정값 박스가 열리면 수정값을 입력한 다음 [저장] 합니다.
④ 정정 신청 : ③번 수정 내용에서 [저장] 한 정정항목이 나타납니다. 정정 신청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뒤 [신청] 합니다. 신청정보 중 삭제할 항목을 체크()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Part 2.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관련 자료 ❘ 193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홈페이지 활용 가이드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메인화면
▮ 통계 검색
⦁ 기본 검색
⦁ 시계열 검색
⦁ 통계 현황 보기
⦁ 참여대학별 보기
▮ 나의 Rinfo (로그인 후)
⦁로그인
⦁나의 대학 보기
⦁관심대학 보기
⦁나의 검색식
⦁기관정보 보기 (기관 및 담당자 계정 정보)
⦁통계 정정내역
▮ 통계 수정·정정 신청
▮ 게시판
▮ 사업소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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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메인화면
▶ 홈페이지 URL : http://www.rinfo.kr/

①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 평가시스템 연계 : 상단 통계/평가 탭을 통해 각 통계 메인, 평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단, 평가시스템은 로그인 및 기관 내 평가담당자 등록 시 이용 가능)
② 주요 메뉴 : 통계검색, 사업소개, 게시판, 나의 Rinf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통계검색 : 기본검색, 시계열검색, 통계현황보기, 참여대학별 보기
- 사업소개 : 사업개요, 사업내용
- 게시판 : 공지사항, 자료실
- 나의 Rinfo : 나의대학보기, 관심대학보기, 나의검색식, 기관정보보기, 통계 정정내역
③ 항목별 검색을 통해 통계조사 항목별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④ 주요지표 전체와 주요지표 대학유형별을 구분하여 지표별 통계 검색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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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표 전체 : 통계조사 참여하는 전체대학의 주요지표 전체보기 화면으로 이동하며, 하위 지표 링크
클릭 시 해당 지표의 통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주요지표 대학유형별 : 대학유형별(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주요 지표 화면으로 이동하며, 하위 대학
유형 링크 클릭 시 해당 대학유형 통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⑤ 공지사항 : 통계와 평가의 탭으로 구분하고, 공지 글 제목 또는 [+]버튼 클릭 시 공지사항 상세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⑥ 신청·접수 : 통계/평가 설명회 참여, 통계 조사 참여, 평가 참여, 기관계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⑦ 통계 연계기관 : 통계 데이터가 연계된 기관 클릭 시 새 창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⑧ 자료 다운로드 : 통계조사 자료집, 통계분석 자료집, Rinfo활용 메뉴얼, 평가 항목 클릭 시 해당 주제의 자료
다운로드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⑨ 로그인 :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대학도서관 사서 전용/RISS ID 등록 필요

▮ 통계검색
⦁ 기본 검색
▶ 메인 화면 상단의 [통계검색] ▷ [기본검색]을 클릭합니다.
▶ 또는 메인화면의 [항목별 검색] ▷ 아이콘 하나(예시: [소장 및 구독자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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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검색(or항목별검색) 화면에서 검색조건과 출력항목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검색항목과 출력항목의 선택에 따른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출력항목의 항목/지표 중 하나라도 체크하여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엑셀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된 검색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출력된 검색결과에서 ‘학교명’아이콘

을 클릭하면, 해당 대학의 상세정보화면으로 넘어가 입력내용출

력, 진단, 시계열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계열 검색 (대학 간 지표 비교 및 소속그룹 평균 검색)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통계검색] ▷ [시계열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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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검색 화면에서 검색조건과 출력항목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검색항목과 출력항목의 선택에 따른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출력항목의 항목/지표 중 하나라도 체크하여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출력된 검색결과에서 비교할 학교를 2개‘선택’한 다음 하단의 [지표비교] 및 [시계열통계 비교]를 클릭하
여, 해당 대학 간 지표/시계열 통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지표 비교] 검색결과에서 해당 대학의 소속 그룹 평균을 볼 수 있습니다.
▶ [시계열통계 비교] 검색결과에서 지표의 산출공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력] 으로 그래프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표를 [엑셀다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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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현황보기 (대학 전체 합계 및 평균)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통계검색] ▷ [통계현황보기]를 클릭합니다.

▶ <주요지표>에서 최근 5개년의 대학유형별(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주요지표와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 <주요항목>에서 조사년도 선택하여 설립유형별 및 대학규모별 통계의 합계 및 평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력] 으로 그래프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표를 [엑셀다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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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활용통계>에서 KERIS에서 제공하는 종합목록, 상호대차, 원문공유 관련 통계를 보고 [엑셀다운]으
로 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대학별보기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통계검색] ▷ [참여대학별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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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창 : 학교/도서관명 검색 시 ④ 도서관 목록에 참여기관이 출력됩니다.
② 지역별 참여기관 지도 : 숫자를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참여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③ 설립유형/대학규모별 참여기관 표 : 숫자를 클릭하여 해당 유형/규모별 참여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수는 통폐합 및 학제 변경으로 인한 폐교를 제외한 참여 대상 대학수이며, 2019년부터 본분교를 구분
하여 분교 5개교(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를 각각 대학수로 포함함.
④ 도서관 목록 : 참여기관(도서관)의 학교명, 본분교, 대학구분, 학교구분, 지역, 시군구, 설립구분이 출력되
며 기본검색/시계열검색과 같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관의 상세정보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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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Rinfo

* RISS ID 등록 및 로그인 필요

⦁ 로그인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 또는 [나의Rinfo]를 클릭합니다.

▶ 사전 등록된 Riss계정으로만 로그인 가능하며, 비밀번호는 Riss계정과 동일합니다.
▶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계정 잠금’상태가 됩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는 로그인 화면 하단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가능합니다.
- ‘계정 등록’ 및 ‘계정 잠금 해제’문의 시 통계운영팀(☎02-6271-0234)으로 연락

⦁ 나의 대학보기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나의Rinfo] ▷ [나의대학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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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상세정보>에서 캠퍼스별 입력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 [입력내용출력]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나며, 인쇄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조사년도, 전체항목, 대학정보공시항목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확대 및 축소, 페이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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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에서 나의 대학의 주요 지표와 대학규모, 학교유형, 지역별 평균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방사형 그래프는 해당 대학의 항목별 순위를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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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력] 으로 그래프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표를 [엑셀다운] 할 수 있습니다.

▶ <시계열통계>에서 해당 대학의 5개년 시계열통계 데이터값과 산출공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력] 으로 그래프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표를 [엑셀다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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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대학 보기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나의Rinfo] ▷ [관심대학보기]를 클릭합니다.

▶ 원하는 대학, 항목, 지표의 데이터값을 최대 5개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엑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나의검색식 저장] 클릭시 선택한 검색지정내역이‘나의 검색식’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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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검색식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나의Rinfo] ▷ [나의 검색식]을 클릭합니다.

▶ 기본검색, 시계열검색의 검색결과 화면에서‘검색식 저장’및 관심대학보기 화면에서‘나의검색식 저장’을 통
해 저장된 검색지정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지정내역대로 재검색됩니다.
▶ [검색명 수정]을 클릭하면 검색명(별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삭제]를 클릭하여 검색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기관정보 보기 (기관 및 담당자 계정 정보)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나의Rinfo] ▷ [기관정보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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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기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하단에‘기관계정(담당자 정보)’에서 해당 기관의 등록된 기관계정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통계 정정내역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나의Rinfo] ▷ [통계 정정내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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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정정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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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수정·정정신청
▶ 메인 화면의 중앙 하단 [신청·접수] ▷ [통계조사 참여]를 클릭합니다.
▶ 통계조사 화면의 우측 상단 [통계 정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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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년도 : 기준년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정정 신청할 기준연도를 선택 후
② 기준년도 통계 정보 : 검색한 기준년도의 통계 항목이 나타납니다. 정정 신청할 항목을

[검색] 합니다.
선택할 수 있습

니다.
③ 수정 내용 : ② 기준년도 통계 정보에서 선택한 통계 항목의 현재 입력 값이 나타납니다. 정정할 항목을
체크()하여 수정값 박스가 열리면 수정값을 입력한 다음 [저장] 합니다.
④ 정정 신청 : ③ 수정 내용에서 [저장] 한 정정항목이 나타납니다. 정정 신청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뒤 [신청] 합니다. 신청정보 중 삭제할 항목을 체크()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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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자료실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게시판] ▷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 [통계조사 자료집], [통계분석 자료집], [한눈에 보는 통계], [FRS]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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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 사업개요, 사업내용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사업소개] ▷ [사업개요], [사업내용] 클릭시 통계사업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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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 [사업내용] ▷ <조사개요> 하단 [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대학정보공시 연계항목 안내 및
지난 조사 내용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조사명, 일정, 방법, 대상기관, 주관기관, 전체 일정, 추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특징> 에서는 통계조사 사업의 주요 특징 및 통계 자료의 공동·연계 활용, 조사 단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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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보공시연계> 에서는 대학정보공시 항목별 관리기관의 역할, 주요 일정, 대학정보공시 항목, 작성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조사내용> 에서는 지난 통계의 조사기간, 통계조사표, 참여기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입력내용출력 보기 (로그인 없이)
▶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통계검색] ▷ [참여대학별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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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창에 학교/도서관명으로 검색하거나, 하단의 도서관 목록에 나온 아이콘

을 클릭하면, 해당대학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상세정보 화면에서 [입력내용출력]을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조사년도, 전체항목, 대학정보공시항목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인쇄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확대 및 축소, 페이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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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항목 분류 및 목록정보 검색
▶ [통계검색] ▷ [기본검색] ▷ [소장 및 구독자료]에서 검색유형을‘도서관별’로 지정하면 항목/지표에‘도서
관기본정보’가 나타나며,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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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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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계획 알림
(교육부 학술진흥과-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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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계획
(교육부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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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계획(안)
1. 평가 개요
□ 추진 목적
◦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들이 개별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
육・연구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
하고, 도서관 서비스‧자료·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 근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인력・도서관 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
하여 공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대학도서관 재정지원에 반영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 발전계획․연도별 계획, 대학도서관 경영 목표, 대학도서관 시설·인력 및
자료 운영현황,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개발 및 수행 등 평가
□ 추진 경과
◦ ‘15. 09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
◦ ‘16. 12 대학도서관 시범평가(1단계, 29개 지표, 정량) 실시
◦ ‘17. 12 대학도서관 시범평가(2단계, 25개 지표, 정량+만족도 조사) 실시
◦ ‘18. 12 대학도서관 시범평가(3단계, 40개 지표, 정량+만족도 조사) 실시
◦ ‘19. 01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수립 및 공표
◦ ‘19. 04 도서관 협의체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9. 05 대학도서관평가 지표개선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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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기간 : ‘19. 3 ～ ’20. 2

※ 평가주기 3년

◦ ‘20년에는 ’19년 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 주기인 ‘23
년부터는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20년에는 `19년 실적(1년치) 평가, `23년에는 `20～`22년 실적(3년치) 평가

□ 평가 대상 : 대학도서관 전체 / 총 7개 그룹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
※ 기능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대학정보공시 미참여 대학 제외
<평가대상 그룹 구분>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4년제 대학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5,000명 미만

2/3년제 대학

4,000명 이상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2,000명 미만

대학원 대학 그룹

(재학생 수에 따른 세부 구분 없음)

□ 평가내용
◦ BSC(Balanced

Score Card)

기반 총 4개 분야, 24개 지표 (총 200점 만점)

<BSC 영역별 평가지표 배점현황>
구분
도서관
발전기반 (Ⅰ)
도서관
발전 기반 (Ⅱ)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 성과

항 목
전략계획(1～2)
업무규정(3～4)
교육(5)
인적 자원(6～7)
예산(8～9)
도서관 서비스(10～14)
시설 및 환경 개선, 자료, 도서관 협력(15～19)
특성화(20)
만족도 조사(21)
도서관의 위상(22)
정보 이용(23～2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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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점)
15
10
40
15
25
50
25
24
20
60
16
35
3
50
12
200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만족도조사 + (필요시)현장 실사
<평가방법별 평가지표 배점현황>
평가 구분

지표 구분
대학도서관

상대평가

통계시스템(Rinfo)
연계지표,
종합목록 실적

평가 방법

Rinfo 통계데이터를
그룹별로 구간점수 산정
[통계 검증위원회, 평가시스템]

비고

15개, 113점

(56.5%)

정량평가
절대평가
(여부지표)

대학에서 입력한 실적값 및
대학입력지표*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평가
[평가위원회]

7개, 36점

(18%)

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정성평가

절대평가

특성화 보고서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1개, 16점

* 20년에는 4년제 대학에 한함

(8%)

[평가위원회]

만족도
조사

이용자(학부생+대학원생+교수)
절대평가

온라인 웹설문

대상으로 무선 표집 조사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

총

1개, 35점

(17.5%)

24개, 200점

합

(100%)

* (예외) 대학입력지표 중 ⑯번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총 투자비용’ 지표는 구간점수화 하여 상대평가

◦ 필요 시 평가결과 종합 후, 우수 대학도서관 대상 현장 실사를 통한
최종 심의
Part 3.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자료 ❘ 229 ❘

2. 주요 개선 내역
1 의견 수렴 주요 내용
□

❖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선 과정 (2019년)
• (현장안내) 도서관 협의체, 세미나, 교육을 통한 평가 안내 및 의견수렴(4∼7월)
※ 지역별, 국사립별 협의체 및 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교육 등 총 9회 참여
• (전문가) 대학도서관 진흥자문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6∼7월)
※ 학계, 대학 유형별 도서관 대표로 구성된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 (연구활동) 시범평가 결과 영향도 및 지표 상관관계 분석‧개선 이슈리포트(5∼11월)
• (대학의견 조회) 2020년도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계획(안) 의견 조회(교육부 공문)(11월)

□ 평가단 자문 내용(‘19.6∼7)
◦ (진흥종합계획 연계)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과제의 평가지표 반영 필요
※ 연구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연구 성과 분석 등 평가지표에 반영 필요

◦ (도서 폐기) 대학도서관의 공간 활용 등 폐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도서 수 지표의 조정 혹은 폐기 관련 지표 추가 필요
◦ (지역사회 협력 지표) 지역사회 개방 및 협력 여부 평가는 단순 개
방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지표로 개선 필요
□ 제1회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자문 내용(‘19.6.10)
◦ (지표 간소화) 현재 평가지표가 너무 많으므로 간소화 필요
◦ (만족도 조사 확대) 이용자 중심의 대학도서관 지향을 위하여 적어
도 연구자(교수) 대상으로는 만족도 조사 필요
◦ (정성평가 지표) 정성평가를 수행할 시 큰 부담 의견 및 정량+정성
지표로 해야 바람직한 평가가 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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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으로 각 대학 의견 조회 내용(‘19.11.26∼12.4)
◦ (평가시기) ‘20년은 평가 준비기간으로 상반기에 신규 평가지표에 대
한 지침을 사전 공지하고, ’23년부터 3년간 실적 평가
◦ (평가그룹) 교육대학의 수가 너무 적어(11개교) 경쟁 과열 및 평가 부
담이 있으므로 교육대학만을 별도 그룹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
◦ (평가방식) 정량평가 지표 개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정성평가 지표가 3
개가 신설되어 보고서에 대한 부담 가중
- 정성평가 지표를 1개로 통합하고, 연구 및 교육지원 서비스 추진성
과를 포함
◦ (평가지표) 대학도서관은 대학구성원이 1차적인 서비스 대상이므로
공공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를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것은 목적에 맞
지 않고, 대학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가 효과적
◦ (결과활용) 우수대학에 학술DB 대학라이선스 인센티브는 삭제
- 대학도서관 평가 근본 취지는 정보 접근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이므로, 이
러한 취지에 맞도록 인프라가 약한 대학에 우선 지원
◦ (결과활용) 대학기관평가인증과의 연계가 가장 실효성 있게 대학도
서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제2회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자문 내용(‘20.2.8∼2.10)
◦ (평가전반)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추진과제를 반영한 교육 및
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특성화 지표와 연계 추진은 바람직
◦ (정성평가) 정성 평가 추진 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 필요
◦ (결과활용)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
Part 3.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자료 ❘ 231 ❘

2 2018년 대비 2020년 주요 개선사항 요약
□

3 평가 지표 개선
□

□ 평가지표 간소화 및 증빙자료 평가 전문화
◦ (평가지표 간소화) 중복 · 상충되는 평가지표는 통합하고, 과도하게
세밀한 평가 기준 간소화
- 2018년 40개 지표(400점 만점) → 2020년 24개 지표(2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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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2020년 지표 간소화 현황>
구분

2018년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학칙
존재 여부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업무
규정
운영
위원회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자료
구입비

도서
자료
교육
시간

직원수

2020년
대학도서관 운영 규정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재학생 1인당 전자자료 구입비
대학 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율
대학 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의
최근 3년간 변화율
재학생 1인당 도서 수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시간
법령 준수여부 및 참여시간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형태별
교육 참여시간
도서관 사서직원 내 정규직원 비율
도서관 직원 내 사서직원 비율
법 시행 전후 도서관 사서직원수의
변화율

대학 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

도서관 직원 내 정규직
사서직원 비율

◦ (증빙자료 평가 전문화) 모든 지표의 증빙자료를 검증하던 방식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학입력지표 증빙자료(6개)*와 특성화 보고서(1개)만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
* ②번 지표「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의 증빙자료는 기 제출
한 시행계획으로 대체되어, 대학입력지표는 6개의 증빙만 검증
<2018년 대비 2020년 증빙자료 검증‧평가의 분업‧전문화 현황>
2018년
평가지표별 구분없이
증빙자료 일괄 제출
및 검증
(평가위원회 검증)

2020년
- 대학입력지표, 정성지표 : 실적치 입력시, 평가시
스템에 증빙자료 제출 및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Rinfo 연계지표 : 통계 입력시, 통계시스템에 증빙자
료 제출 및 통계 검증위원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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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특성화 및 서비스 지표 강화
◦ (대학유형별 차등 지표 구성) 4년제, 2/3년제 및 대학원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표로 구성
<대학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현황>
구분

대학 유형별 지표
20 번 지표) 대상 적용
· 특성화 서비스(◯

4년제 대학

합계
24개 지표

※ 20년 4년제 대학에 시범 적용 후, 확대 적용 예정

2/3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

(200점)

10 ,◯
11 번 지표),
· 연구지원 서비스(◯
20 번 지표) 평가대상에서 제외
특성화 서비스(◯

21개 지표

12 ,◯
13 번 지표),
· 교육지원 서비스(◯
20 번 지표) 평가대상에서 제외
특성화 서비스(◯

21개 지표

(174점)
(174점)

◦ (대학별 특성화 지표 강화)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운영이 가능
하도록 기존 정량지표에 정성지표(대학별 특성화 보고서)를 추가
※ 평가 상세내용 ‧ 평가방식 및 보고서 양식(예시) 등은【붙임 4】참고

◦ (이용자 서비스 지표 강화) 대학도서관이 수행하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표 비중 및 만족도 조사 배점 확대
- 예산, 인력, 시설 등 경직성 지표 보다는 학습과 연구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표* 확대
<2018년 대비 2020년 서비스 지표 강화 현황>
구분

2018년

2020년

서비스 지표 개수

11/ 40개 (27.5%)

10/ 24개 (41.7%)

서비스 지표 점수

89/ 400점 (22.3%)

61/ 200점 (30.5%)

10 ,◯
11 번 지표), 교육지원(◯
12 , ◯
13 번), 포용서비스(◯
14 번), 도서관 협력(◯
18 , ◯
19
* 연구지원(◯
20 번), 전자자료 이용(◯
23 번), 도서 대출(◯
24 번)
번), 특성화 서비스(◯

- ‘3. 도서관 운영’ 영역 배점 확대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의
중요성 강조(50점→60점)
- 이용자 만족도 지표 배점 비중의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에 주력 (배점 비중 : 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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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추진과제와 연계
◦ (연계 강화)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추진과제 반영
14 번 지표)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서비스 지표 신설(◯
20 번
- 교육 ‧ 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등 특성화 지표(◯

지표)와도

연계

□ 기타 개선 내역
◦ (용어 표현 개선) 이용자가 이해 가능한 용어로 평가지표 개선
<2018년 대비 2020년 지표 설명 용어 개선 현황>
2018년
종합목록 기여도
상호대차, 원문복사 건수
봉사대상자

2020년
정보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기여도
타 기관 대상 정보자료 공동활용 실적
이용자

4 평가 결과 활용(안)
□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추가
◦ (기존 포상 추가) 4년제 · 2/3년제 그룹별 총 6개 기관 외 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 포상 추가 (6개교→7개교 / 1개교 추가)
※ (해외연수) 장관 포상 외, 해외 선진 도서관 탐방 등의 연수 기회 제공

◦ (특성화 우수기관 신규 포상) 교육부장관상 외 특성화 우수기관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상 신설(총 3개교*)
20 번 지표)에 참여하는 4년제 대학 한정
* 특성화 서비스 지표(◯
※ 단, ’23년 평가에서는 그룹별 실적 개선기관에 대해 KERIS 원장상 수여(총 7개교)

□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컨설팅 추진)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평가결과 배포
이후, 희망 대학에 대한 「대학도서관 컨설팅」 추진
-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 등
도서관 서비스 ·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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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절차
□

□ Rinfo 증빙자료 검증과 대학입력지표 등의 평가 시기 구분
◦ (업무 혼선 최소화) Rinfo 증빙자료의 검증 완료 이후, 대학입력지표․
특성화 보고서 평가를 추진하여 도서관 현장의 업무 혼선 최소화
<2020년 평가절차>
* 개선된 절차에 파란색 음영표시

일정

주요 일정

추진 주체

2월

대학도서관평가 기본계획 공지

교육부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교육부, KERIS

5월

평가 지표 및 증빙 상세 안내
[대학입력 증빙내역 수준 및 정성지표
지정 양식ㆍ예시 화면 제공]

KERIS

Rinfo 통계데이터 입력
[통계시스템 활용]

6월

대학입력 실적값ㆍ증빙자료 및
특성화 보고서 등록

대학

[평가시스템 활용]

7월

Rinfo 증빙자료 검증 및
데이터 수정

8월

대학입력지표 증빙자료 검증,
정성지표 특성화 보고서 평가

9월

대학별 만족도조사 실시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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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통계검증위원회)

KERIS
(평가위원회)

KERIS, 대학

10월

평가데이터 결과 확인ㆍ재검증 요청
최종확인서 등록
(도서관장 직인 스캔본)

10∼12월

평가 결과 정리ㆍ분석

12월

평가 결과보고서·진단보고서
사전 배포(메일) 및 이의 제기

대학

차년도 2월

평가 결과보고서 및
진단보고서 공식 배포

교육부, KERIS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의
개선의견 조사

KERIS, 대학

대학

KERIS
(통계분석 전문기관)

3월∼
(희망 대학) 대학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실시

KERIS, 대학
(컨설팅 자문단)

3. 향후 추진 일정
◦ ’20. 3

지표 및 증빙자료 상세 자료 안내(케리스)

◦ ’20. 3~4 지표 개선 및 정성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시스템 개선
◦ ’20. 5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20.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상세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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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영역

2020년 평가지표 개선(안)
항목

1.1
전략
계획

구분

2020년안

1.1.1
1
대학도서관 ◯
발전계획

평가방식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필수 세부 항목
포함 여부
12

대학입력
(항목별
2점)

3

대학입력

7

대학입력
(항목별
1점)

1.2.2
의사결정
4
◯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기구의
운영

3

대학입력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
시간

15

- 기본방향 및 목표, 자료개발 및 확충 방안,
시설/환경개선방안, 이용자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적자원 개발/관리방안,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포함여부

1.1.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연도별 시행
2
연도별 ◯
계획 수립 여부
시행계획

비고

∎대학도서관 운영 규정 필수 세부
항목 포함여부
1.도서관
발전
기반
(Ⅰ)

1.2
업무
규정

1.3
교육

2.도서관
발전
기반
(Ⅱ)

2.1
인적
자원

2.2
예산

1.2.1
학칙
명문화

3
◯

1.3.1
5
직원 교육 ◯
시간

-

도서관의 예산(자료구입비 등)의 확보
도서관의 조직
자료수집 및 관리 등 자료개발
도서관의 자료폐기
시설 및 자료 이용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원의 교육 훈련

- 집합교육

11

- 온라인교육

4

6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2.1.1
인적자원의
구성
7
◯
∎도서관 직원 내 정규직 사서직원 비율

2.2.1
자료
구입비

8
◯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9
◯

∎대학 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율

10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3.1.1
3.1
3.도서관
도서관 연구지원
운영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서비스 서비스 ◯
11
참가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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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fo
데이터

15

Rinfo
데이터

10

Rinfo
데이터

13

Rinfo
데이터

12

Rinfo
데이터

5

Rinfo
데이터

5

Rinfo
데이터

대학원
미설치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제외

영역

항목

구분

2020년안

12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3.1.2
교육지원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서비스 ◯
13
참가자수 비율

∎학술정보 접근 포용서비스
3.1.3
포용
서비스

3.2.1
시설 및
환경
개선

14
◯

평가방식

비고

5

Rinfo
데이터

5

Rinfo
데이터

학부생이
없는
대학원
대학 제외

4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2

대학입력

-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2

대학입력

15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
◯

3.2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16
◯
시설
시설 및 환경 개선 총 투자 비용
및
3.2.2
17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수
환경
◯
도서자료
개선,
∎정보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기여도
자료,
18
◯
도서
(구, KERIS 종합목록 기여도)
3.2.3
관협
∎타 기관 대상 정보자료 공동활용 실적
도서관
력
협력
19
◯
- 자관 이용자 신청 건수
- 타관 이용자 제공 건수

3

Rinfo
데이터

4

대학입력

4

Rinfo
데이터

3

KERIS
데이터

6
2
4

Rinfo
데이터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예시)
3.3
특성화

3.3.1
특성화
사례

20
◯

1)
2)
3)
4)
5)
6)
7)

연구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자료 특성화 및 장서 품질관리
공간 활용 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용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4.1
4.1.1
21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도서관
◯
조사 이용자만족도
4.도서관
운영
성과

4.2.1
4.2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대학내
도서
22
또는 주요 회의에 도서관장이 위원
◯
관의 도서관장
으로 참여 여부
위상
위상
4.3
정보
이용

4.3.1
∎이용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
23
전자자료 ◯
로드 실적
이용
4.3.2
24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
◯
자료이용

16

35

대학입력
(정성평가)

4년제
대학

만족도
조사

3

대학입력

7

Rinfo
데이터

5

Rinfo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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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8년 대비 2020년 평가영역별 배점 변화

□ 개선 방향
◦ 상충‧중복지표 삭제로 지표 간소화
◦ 경직성 지표(예산,

인력, 시설 등)에서

이용자 중심 지표로 비중 이동

◦ ‘3.도서관 운영’ 영역 배점 확대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의 중요성
강조 (50점→60점)

영 역

1. 도서관
발전기반
(Ⅰ)

2. 도서관
발전기반
(Ⅱ)

3. 도서관
운영

4. 도서관
운영 성과

항 목

2018년

2020년

배 점(점)

배 점(점)
15

전략계획

30

업무규정

30

교육

40

15

인적 자원

60

25

100

10

50

100
예산

40

25

도서관 서비스

50

24

시설 및 환경 개선, 자료,
도서관 협력

40

100

20

특성화

10

16

만족도 조사

60

35

도서관의 위상

15

정보 이용

25

합 계

100

400점 (만점)

40

3

60

50

12
2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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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정성평가(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지표 상세
20 번 지표 :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16점)
◯

용 :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운영 우수 사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 내지 제3항
⊙ 입력방식 : 대학입력(보고서)
-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도서관 특성화 운영 우수 사례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평가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평가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최종 판정
* 특성화 서비스 : 대학의 특성 및 중점 육성 학문분야 등에 따라 해당 대학도서관이 다
른 기관과 차별화 하여 추진하는 서비스
⊙ 내

□ 정성 평가 추진 목적
◦ 대학별 고유의 목적에 맞게 다른 기관과 차별화하여 추진하는 특성화
서비스의 실질적 평가 및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정성 평가 추진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 지표 적용 대상 기관
◦ 정성평가 지표 대상을 유형별로 한정하여 적용 후, 차후 평가에서 전체
대학 대상 평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서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20년
평가에서는 4년제 대학에 한해서 평가하고, 23년 평가부터 전체 대학에
적용
□ 특성화 서비스 범위 및 평가방식
◦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분산된 평가를 일원화하여 1개
지표로 평가
- 특성화 서비스에 연구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1개의 정성평가 지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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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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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상세 안내
교육부 학술진흥과-1020(20. 2. 25)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계획 알림” 공문에 따른 후속 안내

1. 상세 안내 목적
❍ (대학 혼선 방지) 평가 지표 및 증빙 자료 등의 상세 안내를 통해 대학의
자의적 해석 및 혼선 방지
❍ (평가의 안정적 추진) 신규 도입된 ‘정성 평가’ 지표 및 세부 평가 일정
등 상세 사항 안내로 대학도서관 평가의 안정적 추진 지원

2. 상세 안내 내역
□ 평가자료 대상기간 : ‘19. 3. 1. ~ ’20. 2. 29
※ 자료기준일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통계 입력 기준

□ 평가지표 상세내역
❍ (지표구성) BSC(Balanced Score Card) 기반 4개 분야 총 24개 지표 (총 200점)

-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 없는 4년제 대학 : 21개 지표 (총 174점)
10 , ◯
11 , ◯
20 지표/ 3개 지표 26점) 제외
※ 대학원생 관련 지표, 정성 지표(◯

- 대학원대학 : 21개 지표 (총 174점)
12 , ◯
13 , ◯
20 지표/ 3개 지표 26점) 제외
※ 학부생 관련 지표, 정성 지표(◯

□ 평가 산출 방식
❍ (Rinfo 활용 지표) Rinfo 입력값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를 배점만큼
등간구분 후 구간 점수 할당 (상대평가)
※ Rinfo 통계 연계지표는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Rinfo) 입력값 활용

❍ (대학입력지표) 평가지표에 대한 대학의 입력값 및 증빙자료 평가를
통해 정해진 점수 부여 (절대평가)
❍ (만족도조사) 도서관 이용자 대상 대학별 웹 설문조사 수행 (절대평가)
❍ (정성 지표) 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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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력 지표 실적 입력
❍ (시스템) Rinfo 대학도서관평가시스템(http://www.rinfo.kr)을 통해 제출
※ 대학별 평가담당자로 등록된 ID로만 입력이 가능
※ 기관계정 신규/해지 신청서 및 제출방법 :【붙임 3】참조

❍ (대학입력 지표) 평가시스템에서 각 대학의 실적값을 선택 혹은 입력
❍ (입력기간) 2020. 6. 22.(월) ∼ 7. 3.(금)
□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제출) 대학입력지표 6개, 정성평가 지표 보고서 1개 제출(총 7개)
※ 정성평가 지표 보고서 양식 : 【붙임 4】참조

<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증빙제출 내역>
구분

대학입력
지표

정성지표
합계

지표 수

증빙자료 제출 지표

6개

1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
3 대학도서관 운영 규정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
4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
14 학술정보 접근 포용서비스
◯
16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총
◯
투자 비용
22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또는 주요 회의에 도
◯
서관장이 위원으로 참여 여부

1개

20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
총 7개

❍ (제출방법) 지표별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2020_지표번호_증빙자료제목_대학교명
※ 동일 증빙자료가 여러 지표에 중복하여 사용되어도, 지표별로 증빙자료는 각각 제
출 (지표별 평가위원이 다르며, 타지표의 증빙자료 열람이 불가능)

□ 증빙자료 제출 지표 중 예외 사항
2 번(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 (증빙자료 기제출) ◯

여부) 지표는 20년 5월 기제출한 시행계획으로 증빙자료 대체
❍ (Rinfo 연계지표) 통계 입력 시 통계시스템(Rinfo)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 (6개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3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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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fo 증빙자료 제출 지표>
증빙 제출 통계 지표
4.3 직원교육 현황
6.5 이용자 교육
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총 3개

5
◯
10
◯
11
◯
12
◯
13
◯
23
◯

관련 평가 지표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이용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로드 실적
총 6개

3. 협조 요청사항
❍ (담당자 변경시) 대학의 통계/평가담당자 변경 시 KERIS로 신청 필수
※ 기관계정 신규/해지 신청서 및 제출방법 :【붙임 3】참조

❍ (이메일 확인) 평가 추진 관련 주요 공지는 평가담당자의 RISS ID에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메일계정 재확인 필수
※ 확인방법 : RISS(www.riss.kr) > 로그인 > 내정보수정 > 이메일 정보 확인

4. 문의처
❍ (평가 전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053-714-0366, 0552 / eval@riss.kr
❍ (평가시스템) 평가운영지원

02-6271-0239, 0234 / rinfo@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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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평가 일정
<2020년 평가절차>
일정

주요 일정

추진 주체

2월

대학도서관평가 기본계획 공지

교육부

평가 지표 및 증빙 상세 안내

5월

[대학입력 증빙내역 수준 및 정성지표
지정 양식ㆍ예시 화면 제공]

KERIS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 연수회

교육부,

[5.15.(금) 온라인교육 예정]

KERIS

Rinfo 통계데이터 입력
[통계시스템 활용]
[Rinfo 입력 : 6.8.∼6.19. / 수정 : 6.22.∼7.3.]

6월

대학입력 실적값ㆍ증빙자료 및
특성화 보고서 등록

대학

[평가시스템 활용]
[대학실적 입력 : 6.22.∼7.3.]

7월

Rinfo 증빙자료 검증 및
데이터 수정

8월

대학입력지표 증빙자료 검증,
정성지표 특성화 보고서 평가

9월

대학별 만족도조사 실시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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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통계검증위원회)

KERIS
(평가위원회)

KERIS, 대학

10월

평가데이터 결과 확인ㆍ재검증 요청
최종확인서 등록
(도서관장 직인 스캔본)

10∼12월

평가 결과 정리ㆍ분석

12월

평가 결과보고서·진단보고서
사전 배포(메일) 및 이의 제기

대학

차년도 2월

평가 결과보고서 및
진단보고서 공식 배포

교육부, KERIS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의
개선의견 조사

KERIS, 대학

대학

KERIS
(통계분석 전문기관)

3월∼
(희망 대학) 대학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실시

KERIS, 대학
(컨설팅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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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상세 지침

1.「도서관 발전기반Ⅰ」영역 (40점)
‣ [배점]
1 번∼◯
2 번 지표, 총 15점)
- 전략계획(◯
3
4
- 업무규정(◯∼◯번 지표, 총 10점)
5 번 지표, 총 15점)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
- 교육(◯

1.1 「전략계획」평가항목(15점)
1.1.1 대학도서관 발전계획(12점)
<평가지표>

1 번 지표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12점)
◯

⊙ 내
용 :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계획(2019-2023)의 6개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입력방식 : 대학입력
※ 2019년 기제출한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계획(19-23)」으로 평가(관련 공문 : 학술진흥과-913(19.2.20))
⊙ 평가방식
- 피평가기관에서 6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 예” 또는 “☑ 아니오” 를 선택하고
평가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최종 판정
- 각각 세부 평가지표 내용 포함 시 만점, 미포함 시 0점

<평가문항>
번호
1
2
3
1
◯

4
5
6

세부 평가지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시설/환경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이용자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인적자원 개발/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중장기발전계획｣등에 ｢대학도서관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입력

배점

☑ 예 / ☐ 아니오

2

☑ 예 / ☐ 아니오

2

☑ 예 / ☐ 아니오

2

☑ 예 / ☐ 아니오

2

☑ 예 / ☐ 아니오

2

☑ 예 / ☐ 아니오

2

(참고사항) 2019년 대학도서관 발전계획(19-23)의 분야별 항목을 모두 작성하였으면, 평가문항의
세부 평가지표 1∼5번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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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등 : 상기 6번 문항에 “☑ 예”로 입력한 기관에 한하여 필수 제출
* 대학중장기발전계획 : 대학 교육 ‧ 연구 기능 등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 본부에서 수립한 중장
기 계획, 비전 선포, 관련 공문 등이 해당 (자료명, 자료형식 무관)
※ 중장기 발전계획에 해당하는 문서의 “표지”와 “도서관 발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표시 한
후 스캔하여 모두 업로드 (2가지 제출 필수)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 해당사항 없음 (기제출한 자료로 대체)

1.1.2 연도별 시행계획(3점)

<평가지표>

2 번 지표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3점)
◯

⊙ 내
용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입력방식 : 대학입력
※ 2020년 기제출한 「20년 대학도서관 시행계획 및 19년 추진실적」으로 평가
(관련 공문 : 학술진흥부-258(20.02.12), 학술진흥부-586(20.04.10))
⊙ 평가방식
- 연도별 시행계획의 교육부 제출여부만 판단
- 시행계획 제출 시 만점, 미제출 시 0점

<평가문항>
☞

번호
2
◯

세부 평가지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제출 ☑

별도 입력 없음

제출여부

배점

/

3

미제출 ☐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기제출한 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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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규정」평가항목(10점)
1.2.1 학칙 명문화(7점)
<평가지표>

⊙
⊙
⊙
⊙

3 번 지표 : 대학도서관 운영 규정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7점)
◯

내
용 :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존재(명문화) 여부 평가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입력방식 : 대학입력
평가방식
- 피평가기관에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 예” 또는 “☑ 아니오” 를 선택하고
평가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최종 판정
- 각각 세부 평가지표 내용 포함 시 만점, 미포함 시 0점

<평가문항>
번호

3
◯

세부 평가지표

입력

배점

1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 등에 도서관의 예산(자료구입비 등)
☑ 예 / ☐ 아니오
의 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2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
☑ 예 / ☐ 아니오
되어 있습니까?

1

3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 등 자
☑ 예 / ☐ 아니오
료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4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자료폐기에 관한 내용이
☑ 예 / ☐ 아니오
포함되어 있습니까?

1

5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이용에 관한
☑ 예 / ☐ 아니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6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예 / ☐ 아니오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7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
☑ 예 / ☐ 아니오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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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① 색인표, ② 학칙 및 도서관 운영규정(2가지)

- 색인표 :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 규정 등 중 관련 항목 부분을 표시한 요약표
“학칙 및 도서관 운영규정 색인표 양식 예시”참조
- 학칙 및 도서관 운영규정 등에서 세부 평가지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 제출
※ 학칙에 없어도 도서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양식 예시) 학칙 및 도서관 운영 규정 색인표
번호

세부 평가 지표

관련 항목 위치

1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예산
[붙임1, 학칙]
(자료구입비 등)의 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
p.14, 제11조(도서관)
되어 있습니까?

2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조직 [붙임 2, 운영규정]
p.20, 제3조(조직)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

4

5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 자료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까?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자료
폐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
까?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 운영위

6

7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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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의사결정 기구의 운영(3점)
<평가지표>

⊙
⊙
⊙
⊙

4 번 지표 :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3점)
◯

내
용 :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 평가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
입력방식 : 대학입력
평가방식
- 피평가기관에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 예” 또는 “☑ 아니오”를 선택하면
평가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최종 판정
- 도서관운영위원회 1회 이상 개최 시 만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

<평가문항>
번호
4
◯

세부 평가지표

입력

배점

평가기간 중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3

* 운영위원회 : 도서관 계획, 도서관 정책수립과정 참여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 내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성격을 가진 기구
3 번 지표, 학칙 또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

※ (제외) 도서관시스템 고도화 평가, 전자자료 제공 업체 선정 등 평가 회의는 제외
※ (포함)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는 포함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공문(개최 또는 결과), 회의록, 참석자 명부 등 개최 여부

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참석자 명부 제출 시 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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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평가항목(15점)
1.3.1 직원 교육 시간(15점)
<평가지표>

5 번 지표 :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 (15점)
◯

⊙ 내
용 :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형태별 연간 교육 참여시간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 1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항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4.2 직원 / 4.3 직원교육
⊙ 산 출 식 : 직원 1인당 교육 형태별 교육시간 = 교육 형태별 총 교육시간 ÷ 직원 수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 특이사항 : 직원 3인 이하의 대학도 집합교육 중 교내(관내) 교육시간 포함
※ 2018년 : 교내(관내) 교육시간 제외 → 2020년 : 교내(관내) 교육시간 포함

<평가문항>

별도 입력 없음

☞
번호

세부 평가지표

평가값
집합교육

5
◯

직원 1인당 교육 형태별
교육 참여시간

(관내 + 관외 + 교외)
온라인 교육

배점

시간

11

시간

4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Rinfo 증빙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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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서관 발전기반Ⅱ」영역(50점)
‣ [배점]
6 번∼◯
7 번 지표, 총 25점)
- 인적 자원(◯
8 번∼◯
9 번 지표, 총 25점)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
- 예산(◯

2.1 「인적자원」평가항목(25점)
2.1.1 인적자원의 구성(25점)

<평가지표>

6 번 지표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15점)
◯
7 번 지표 : 도서관 직원 내 정규직 사서 직원 비율 (10점)
◯

⊙ 내
용 :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구성 현황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4.2. 직원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학부생 + 대학원생)
⊙ 산 출 식
6 지표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 도서관 직원 수 ÷ 재학생 수(학부생 + 대학원생) × 1,000
◯
※ 직원별 가중치 적용 (정규직 사서 1명, 정규직 비사서/비정규직 사서 0.8명, 비정규직 비사서 0.5명)
7 지표 : 도서관 직원 내 정규직 사서직원 비율 = (사서 정규직 직원 수 ÷ 도서관 직원 수) × 100
◯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평가문항>

☞
번호

세부 평가지표

별도 입력 없음
평가값

배점

6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명

15

7
◯

도서관 직원 내 정규직 사서직원 비율

%

10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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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산」평가항목(25점)
2.2.1 자료구입비(25점)

<평가지표>

8 번 지표 :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13점)
◯
9 번 지표 : 대학 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율 (12점)
◯

⊙ 내
용 : 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5. 예산 및 결산(결산)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학부생 + 대학원생)
⊙ 산 출 식
8 지표 :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 ÷ 재학생 수(학부생 + 대학원생)
◯
9 지표 : 대학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율 = (자료구입비 ÷ 대학총결산액) × 100
◯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평가문항>

☞
번호

세부 평가지표

별도 입력 없음
평가값

배점

8
◯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원

13

9
◯

대학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율

%

12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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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운영」영역 (60점)
‣ [배점]
10 번∼◯
14 번 지표, 총 24점)
- 도서관 서비스(◯
15 번∼◯
19 번 지표, 총 20점)
- 시설 및 환경개선, 자료, 도서관 협력(◯
20 번 지표, 16점)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
- 자료 및 서비스 특성화(◯

3.1 「도서관 서비스」평가항목(24점)
3.1.1 연구지원서비스 (10점)

<평가지표>

10 번 지표 :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5점)
◯
11 번 지표 :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5점)
◯

⊙ 내
용 : 대학의 핵심기능인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연구지원 서비스 현황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6.5 이용자 교육(대학원생 이상)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대학원생 수)
10
⊙ 산 출 식 : ◯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교육 횟수(대학원생 이상) ÷ 대학원생 수
11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교육 참가자 수(대학원생 이상) ÷ 대학원생
◯
수) × 100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 특이사항 : 대학원생이 있는 대학에 한해 평가(대학원 미설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

<평가문항>
☞

번호

세부 평가지표

10
◯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11
◯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 해당사항 없음 (Rinfo 증빙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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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값

별도 입력 없음
배점

회

5

%

5

3.1.2 교육지원서비스 (10점)

<평가지표>

12 번 지표 :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5점)
◯
13 번 지표 :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5점)
◯

⊙ 내
용 : 대학의 핵심기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교육지원 서비스 현황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6.5 이용자 교육(학부생)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학부생 수)
12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교육 횟수(학부생) ÷ 학부생 수
⊙ 산 출 식 : ◯
13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교육 참가자 수(학부생) ÷ 학부생 수) ×
◯
100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 특이사항 : 학부생이 있는 대학에 한해 평가(학부생이 없는 대학원대학 제외)

<평가문항>
☞

번호

세부 평가지표

평가값

별도 입력 없음
배점

12
◯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회

5

13
◯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5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Rinfo 증빙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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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포용서비스 (4점)

<평가지표>

14 번 지표 : 학술정보 접근 포용서비스 (4점)
◯

내
용 : 정보취약계층의 학술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포용서비스*
근
거 : 국정과제 51(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추진과제 1-3
입력방식 : 대학 입력
평가방식
- 피평가기관에서 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 예” 또는 “☑ 아니오” 를 선택하고
평가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최종 판정
- 각각 세부 평가지표 실행 시 만점, 비실행 시 0점

⊙
⊙
⊙
⊙

* 포용서비스 : 지식정보에 접근·수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취약한 정보취약계층을 위
한 도서관의 시설, 자료, 프로그램, 참고서비스 등 학술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평가문항>
번호
1
14
◯

2

세부 평가지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서비스 제공 여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입력

배점

☑ 예 / ☐ 아니오

2

☑ 예 / ☐ 아니오

2

1)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학술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 논문 음성변환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정보취약계층을 위
한 교육 제공, 문화프로그램 제공, 책나래 서비스**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대상 프로
그램 또는 서비스
* 유니버셜 디자인: 장애,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 책나래 서비스: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집까지 도서를 무료 배달해주는 대출
서비스
2) 외국인 유학생 등(해외 한국학 연구자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 책자, SNS 등 도서관 홍보 관련 매체에 한국어 이외의 기타 언어(1개 이상)
제공, 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 유학생 전담 사서 운영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세부 평가 지표별로 대표적 사례 각 1건씩만 선정하여 제출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학술정보서비스 URL 주소, 캡처 화면, 행사/시설 사진, 보고서, 공문 등 1건
2)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서비스 URL 주소, 캡처 화면, 사진, 보고서, 공문 등 1건
※ URL 주소 등의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캡처 화면 등 추가자료 포함 필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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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설 및 환경 개선, 자료, 도서관 협력」평가 항목(20점)
3.2.1 시설 및 환경 개선 (7점)

<평가지표>

15 번 지표 :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 (3점)
◯
16 번 지표 :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총 투자 비용 (4점)
◯

⊙ 내
용 :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15
⊙ ◯ 지표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3. 시설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학부생+대학원생)
- 산 출 식 :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 = 도서관 건물 연면적 ÷ 재학생 수(학부생+대학원생)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16 지표
⊙ ◯
- 입력방법 : 대학입력
- 산 출 식 :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총 투자비용
=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투자비용 ÷ 재학생 수(학부생+대학원생)
- 평가방식 : 피평가기관에서 입력 및 업로드한 자료를 평가자가 확인 후 최종 판정
- 특이사항 : 2020년 평가에서는 2019년 1년간 투자비용만 산정하며, 2023년 평가부터 3년간 누적치
(2020년~2022년) 적용 예정 (기간 : 2019.3 ∼ 2020.2)

<평가문항>
별도 입력 없음(Rinfo)

☞

번호

세부 평가지표

평가값

배점

15
◯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

㎡

3

16
◯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총 투자비용*

원

4

* 시설 및 환경개선 총투자 비용 : 도서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여 서가, 컴퓨터 구입,
각종 시스템 교체 및 유지보수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 및 갱신비용 등 도서관의 공사 및 환경개선
을 위해 투자된 모든 형태의 비용을 의미
※ (포함)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 집행된 도서관 예산, 대학 내, 외부 기관 예산 포함
※ (제외) 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소모성 용품 구입비, 일상적 건물 유지보수비/청소 용역
등은 제외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지정한 엑셀 양식 제출 (2019년 학년도 투자내역만 기재)

※ 증빙자료의 총 투자비용과 입력값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 증빙자료 문서는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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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예시)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총투자 비용
(기간 : 2019.3 ∼ 2020.2)
기간*

투자 내역(내용)

2019. 3

신축/증축/리모델링

2019. 5

물품구입 : PC 000대, 열람의자 00대

금액(원)

(단위 : 원)
관련 문서번호

총 투자 비용

3.2.2 도서자료 (4점)
<평가지표>

17 번 지표 :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4점)
◯

⊙ 내
용 : 대학도서관 도서 자료 확보 현황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2.5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학부생+대학원생)
⊙ 산 출 식 :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 수(구입도서 기준) ÷ 재학생 수(학부생+대학원생)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평가문항>
☞

번호
17
◯

세부 평가지표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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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값
책

별도 입력 없음
배점
4

3.2.3 도서관 협력 (9점)

<평가지표>

18 번 지표 : 정보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기여도(구, 종합목록 기여도) (3점)
◯
19 번 지표 : 타 기관 대상 정보자료 공동활용 실적 (6점)
◯

⊙ 내
용 : KERIS 종합목록 및 자료 공동활용 실적을 통한 도서관 협력활동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3조
18 지표
⊙ ◯
- 입력방식 : KERIS 업로드
- 평가방식 : KERIS 종합목록 기여도 평가*의 구간점수 방식
19 지표
⊙ ◯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6.4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건수+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건수)
- 산 출 식
· 자관 이용자 신청 건수 : 타 기관에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
· 타관 이용자 제공 건수 : 타 기관에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건수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 정보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기여도(구, KERIS 종합목록 기여도) : 온라인서지 신규 구축 건수
(20%), 온라인 소장 추가 구축 건수(20%), 종합목록 온라인 서지 신규 채택 비율(15%), 업로드 레
코드 중복 판단시 교체율(20%), 수정·통합·삭제 결과 건수(15%), 종합목록 검색 건수(10%)

<평가문항>
☞

번호
18
◯

세부 평가지표

평가값

정보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기여도

별도 입력 없음
배점

점

3

- 자관 이용자 신청 건수

건

2

- 타관 이용자 제공 건수

건

4

타 기관 대상 정보자료 공동활용 실적
19
◯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지표 : 해당사항 없음 (KERIS 자체평가 자료로 대체)
19 지표 : 해당사항 없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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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성화」평가항목(16점)
3.3.1 특성화 사례 (16점)
<평가지표>

20 번 지표 :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16점)
◯

⊙ 내
용 :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우수 사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및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추진과제 1, 2
⊙ 입력방식 : 대학입력(보고서)
⊙ 평가방식
-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도서관 특성화 운영 우수사례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평가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평가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최종 판정
※ 매년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도 매 평가 시 제출 가능
⊙ 특이사항 : 2020년 평가에서는 4년제 대학에 한정하여 평가
* 특성화 서비스 : 대학의 특성 및 중점 육성 학문분야 등에 따라 해당 대학도서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서비스

<평가문항>
번호
20
◯

세부 평가지표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입력

배점

정성 평가

16

(예시)
1) 연구지원 서비스 : 연구자를 위한 자료 입수방법, 선행 연구조사, 논문작성법, 연구윤리 교육, 학술
지 등재정보 ‧ 부실 학회정보 제공, 표절예방시스템 ‧ DB 이용방법 안내 등의 지원서비스
2) 교육지원 서비스 : 강의와 연관된 전공 ‧ 참고도서의 신속한 구비체계, 전공별 특화된 정보 추천서비
스(큐레이션), 학부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과제물 ‧ 소논문 작성법 교육, 비교과 프로
그램과의 연계(start-up 지원) 등의 대학 강의 및 학습 활동 지원서비스
3) 자료 특성화 및 장서 품질관리 : 일반적인 장서개발 정책과는 별개로, 대학의 특성 ‧ 중점 육성 학문
분야 등에 따라 해당 특수 목적을 위해 별도로 수립한 장서개발 정책 및 품질관리 체계 (대학라이
선스 및 공동구매 컨소시엄을 통해 도입한 전자자료 포함)
※ (예시) 4차 산업혁명 기획도서, 인공지능 전문도서 관리 등
4) 공간 활용 관리 : 열람실로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학생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추어 토
론 ‧ 협업활동 ‧ 열린 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 ‧ 창업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여 제공한 사례
5)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 : 지역주민 대상의 자료대출 및 일반열람실 개방, 대학 연구 ‧ 교육 결과물
의 지역 환원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 노력 (제공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 무관)
6)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력 등 인문학적 사고 및 능력 함양을 위한 독서
교육 지원 및 대학별 특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사례
※ (제외) 다독자 시상, 전자정보박람회, 오/훼손도서 전시회 등의 이벤트성 행사
7) 기타 : 상기 예시 외 기타 특성화 서비스도 작성 가능
※ 명문화된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없거나, 특성화 분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도서관 이용자를 위
한 서비스 우수사례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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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자료 업로드(

) : 특성화 서비스 우수사례 보고서 1종

※ 작성기준 : 최대 2개 사례까지 작성 가능(사례별 2쪽 이하/ 최대 총 4쪽 이하)
※ 행정사항 : 해당 자료는 대학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홍보용으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제외
후 작성
※ 보고서 작성양식 : [붙임4] 참조

<정성평가 보고서 평가 세부 기준>
평가 기준
(100점 만점)

세부 내용

적합성(20점)

추진내용과 추진성과 등이 추진배경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고,
예산 및 인적자원 등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다.

창의성(20점)

대학도서관 특성화 모범 사례로서 독창적이며 참신한 가치를 지
닌다.

시기적절성(20점)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실적의 계획, 운영, 평가
가 적정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수행되었다.

효과성(20점)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정도로 효과가 있었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대응성(20점)

사후 관리 및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제시된 우수사례에 대
한 환류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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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서관 운영 성과」영역 [50점)
‣ [배점]
21 번 지표, 총 35점)
- 만족도 조사(◯
22 번 지표, 총 3점)
- 도서관의 위상(◯
23
24
- 정보이용(◯∼◯번 지표, 총 12점)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

4.1 「만족도 조사」평가항목(35점)
4.1.1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35점)
<평가지표>

(9월 시행 예정)

21 번 지표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35점)
◯

⊙ 내
용 :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측정
⊙ 입력방식 : 자동산출 입력
⊙ 평가방식
- 만족도 조사 항목 : 총 11개 항목, 7점 척도 (최저 11점 ~ 최고 77점)
- 재학생 규모별 최소응답자 수 설정 및 그에 미달한 경우, 해당 비율만큼 차감 적용
- 조사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등 모든 도서관 이용자
⊙ 산출식 : 만족도 조사의 77점 만점의 점수를 평가 배점인 3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
= 점수 : 조사 결과 점수 × [35점(배점) / 77점(최고점수)] × 최소 응답자수 충족율

<평가문항>
☞

번호
21
◯

세부 평가지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점수
점 / 77점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만족도 조사에서 자동 산출하여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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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력 없음
배점
35

4.2 「도서관의 위상」평가항목(3점)
4.2.1 대학내 도서관장 위상 (3점)

<평가지표>

22 번 지표 :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또는 주요 회의에
◯

도서관장이 위원으로 참여 여부 (3점)

⊙ 내
용 : 도서관장의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여부 평가
⊙ 입력방식 : 대학입력
⊙ 평가방식
- 피평가기관에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 예” 또는 “☑ 아니오” 를 선택하고
평가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최종 판정
- 도서관장이 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또는 주요 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시 만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

<평가문항>
번호
22
◯

세부 평가지표
도서관장이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또는
주요 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입력

배점

☑ 예 / ☐ 아니오

3

* 의사결정기구 참여 :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또는 회의(대학평의원회, 이사회(사립), 대
학운영위원회, 교무회의, 인사위원회 등)에 도서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 경우
※ (제외) 회의·위원회의 일회성 참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은 제외
※ (인정) 처장이 도서관장을 겸직하면서, 처장 명의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도 인정 (단, 학칙 등 규
정에 도서관장의 직책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불인정)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당연직 위원 증빙자료 1건 제출(위원회 관련 학칙/규정, 회의 참석 명부 등)

※ 명부 제출 시 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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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보 이용」평가항목(12점)
4.3.1 전자자료 이용 (7점)

<평가지표>

23 번 지표 : 이용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로드 실적 (7점)
◯

⊙ 내
용 : 구독 중인 전자자료의 이용현황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봉사대상자 수)
⊙ 산 출 식 : 이용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로드 실적
=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로드 전체 건수 ÷ 전체 봉사대상자 수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평가문항>
별도 입력 없음

☞

번호
23
◯

세부 평가지표
이용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로드 실적(건수)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Rinfo 증빙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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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값
건

배점
7

4.3.2 자료 이용 (5점)
<평가지표>

24 번 지표 :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 (5점)
◯

⊙ 내
용 : 소장 중인 도서자료의 이용현황 평가
⊙ 근
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 입력방식 : Rinfo 시스템 연계
※ 6.3.2 대출 책 수 /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학부생+대학원생)
⊙ 산 출 식 :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 = 재학생 총 대출 책수* ÷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 대출 책수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인쇄자료 대출 책수 + 모든 신분의 국내 e-Book 대출 책수
(e-Book 대출의 신분구분이 불가능한 일부 대학의 상황 반영 / 하단의 산출식 상세 참조)
⊙ 평가방식 : 구간점수 방식

<평가문항>
☞

번호
24
◯

세부 평가지표

별도 입력 없음

평가값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

배점

책

5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

) : 해당사항 없음

산출식 참고 (“대출 합계 산출식”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추가된 표로, 증빙제출 불필요)

(산출식 상세) 대출 책수 합계
다음 표는 “(연수회 자료집 Rinfo 통계지침 - 6.3.2. 대출 책수 (주제별)”에 해당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교 원
직 원
기 타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언어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문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인쇄자료 대출 책수 합계

역사

기타

국내
e-Book

합계

연장
책수

모든
신분의
국내
eBook
대출
책수
합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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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기관계정 신청/해지 신청서 양식

대학명

도서관명

순번

담당업무(해당란에 O표시, 복수표시 가능)

담당자 RISS ID

1

(신규/해지/변경)

2

(신규/해지/변경)

3

(신규/해지/변경)

4

(신규/해지/변경)

5

(신규/해지/변경)

통계(Rinfo)

대학도서관 평가

[작성 방법]
* 1) ‘RISS ID’는 RISS(www.riss.kr) > 로그인 > 이름 > 내정보수정 >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 > ‘소속기관 이용자’ 선택 필수
※ RISS ID 외에는 등록 불가
2) 소속기관 / 연락처/ 이메일 등 입력 필수
※ RISS ID에 입력한 이메일 계정으로 평가 관련된 주요 알림 메일 발송
3) 소속기관이 변경되거나 RISS 탈퇴 시 자동으로 권한 소멸
** ‘사용권한’은 업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며
1인이 통계와 평가 업무를 모두 담당할 경우 중복하여 표기 가능

[제출 방법]
1) 신청서에 기관장(도서관) 직인 날인 후, 스캔
2) 이메일로 신청서 스캔본 발송 : rinfo@riss.kr / eval@riss.kr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 상급 관리자의 서명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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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정성평가 보고서 양식

[양식 예시]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보고서
맑은 고딕, 13포인트, 줄간격 130%, 문단 위 5pt
이외의 양식은 자유 변경 가능
각 필수 항목(추진배경, 목표, 추진내용, 추진성과, 향후과제)는 필수 작성
< 사례명 1 > 사례별 2쪽 이내 작성(최대 2개까지 작성 가능)
가. 추진배경
※ 특성화 서비스 운영의 배경 설명
나. 목표
※ 특성화 서비스 운영 목표
다.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투자 금액, 추진 체계, 추진 내용 등 기재
라. 추진 성과
※ 정량적, 정성적 효과 기술
마. 향후과제
< 사례명 2 > 필요시 추가
가. 추진배경
※ 특성화 서비스 운영의 배경 설명
나. 목표
※ 특성화 서비스 운영 목표
다.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투자 금액, 추진 체계, 추진 내용 등 기재
라. 추진 성과
※ 정량적, 정성적 효과 기술
마.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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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23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작성지침 안내 및
제출요청
(학술진흥과-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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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대학도서관
시행계획 및 2019년 추진실적
제출 기한 재연장
(학술진흥부-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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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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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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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이 저작품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Rinfo 학술정보통계시스템 : http://www.rinf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