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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항목 및 작성지침

2022. 6

part 2. 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관련 자료 |

91 |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항목·연계 범위
항목
1 기본정보

2 소장 및 구독자료

3 시설

항목 범위

연계 범위

1.1 기본정보
1.2 분류 및 목록정보
2.1 도서자료 (2.1.1 고서현황)

대학정보공시(13-가)

2.2 비도서자료

대학정보공시(13-가)

2.3 전자자료 (2.3.1 KERIS 대학라이선스 구독현황)

대학정보공시(13-가)

2.4 연속간행물

대학정보공시(13-가)

2.5 연간 도서자료 증가 및 폐기 책수

대학정보공시(13-가)

3 시설
4.1 도서관장의 신분

4 인적자원

4.2 직원

대학기관평가인증사업

4.3 직원교육 현황
5 예산 및 결산

5 예산 및 결산

대학정보공시(13-가)

5.1 도서구입비결산

대학기관평가인증사업

6.1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6.2 봉사대상자수 및 이용자수
6 이용 및 이용자

6.3 대출현황 - 6.3.1 대출자수
6.3 대출현황 - 6.3.2

대출책수(주제별)

6.4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수신] 대학정보공시
(재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6.5 이용자 교육
7.1 MARC/데이터 구축 건수
7 전자서비스

7.2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7.3 전자서비스 이용 현황

※ 유관기관 공동활용(7개) : 대학정보공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 KEDI
고등교육통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국공립‧사립대학도서관협회,
대학기관평가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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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통계 자료기준일
◦ 자료기준일 : 2022년 3월 1일
◦ 자료 기준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 재학생 수(학부생+대학원생) 자료기준일 : 2021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재학생 수 기준
당해연도
(2022년)
전년도
(2021년)

‧
‧
‧
‧
‧
‧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주요 지표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1인당 도서관 건물 연면적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1인당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건수
1인당 상용 DB 이용 건수
1인당 대출책수

◦직원 수 자료 기준일 : 2022년 4월 1일
※ 대학정보공시 직원 자료기준일 일치 : (기존) 3월 1일 → (변경) 4월 1일

대학도서관 통계 항목별 증빙자료 전수 조사
◦ 대학도서관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항목별 증빙 전수 조사(필수)
- 증빙자료 제출 항목 : 총 3개
통계조사 항목
4.3 직원교육 현황
6.5 이용자 교육 현황
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

세부 내용
교육 형태별 구분, 교육이수자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시간
교육대상자,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교육 횟수, 교육
참가자수
상용 DB명, 검색건수, 다운로드 건수

- 제출 방법 : 통계 입력 기간에 통계와 동시에 제출하며, 항목별로
1개의 파일로 제출
※ 기제출 증빙자료 수정 시에는 기존 파일 삭제 후 신규 파일 제출
※ 개당 50M 이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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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통계 입력 시 참고 사항
◦ 통계 자료 집계는 누계이며, 집계가 불가능하거나 증빙제출이 불가능한
수치는 통계에서 제외
◦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어 올해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 통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통계를 참고하여 입력
대학 상세정보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에서 ‘나의 Rinfo’와 ‘대학별 상세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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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1.1. 기본정보
1.2. 분류 및 목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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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1.1 기본정보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명, 母기관의 성격 등 도서관 기본 현황

나.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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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전 화
개관연도

년

전화번호 및 FAX
FAX

홈페이지 주소
통계 담당자

http://

부서전화번호

❍ 도서관명․ 母 기관의 성격 :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자동 입력(도서관에서는 조회만 가능)
- 조회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 운영팀(02-6271-0234)으로 변경 요청
※ ‘기타’는 대학정보공시 미참여 학교로 재학생 수, 예산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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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관 수 : 대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분관 전체 수 입력
• 분관(branch library) :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이용자 그룹이나 지역적으로 제한된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관리행정 단위의 하부 도서관
• (사례 ①) 대학교 캠퍼스 내에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경영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교의
분관은 법학도서관, 경영도서관에 해당하여 분관 수는 2개
• (사례 ②) 대학교가 서울의 캠퍼스와 지방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캠퍼스의 도서관을 별도의
도서관으로 취급함

❍ 주소 :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주소를 입력
- 전년도와 동일할 경우는 입력 생략 (전년도 기준으로 입력유지)

❍ 개관연도 : 대학교에 최초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개관한 연도를 입력
❍ 전화번호 및 FAX : 도서관의 대표 전화번호 및 FAX 번호를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도서관의 대표 홈페이지 또는 운영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
❍ 통계자료 담당자 : 도서관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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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류 및 목록 정보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3월 1일

내용

분류체계, 목록형식 및 규칙 등

나. 입력지침
국내서

분류 체계

국외서
형식

분류 및
목록
정보

규칙

국내서
목록 형식
및 규칙

서양서
국외서

동양서
기타

도서기호

국내서
국외서

❍ 분류체계 : 해당 도서관 자료의 분류기준을 국내서 국외서로 각각 입력
• 분류체계 : 도서관 자료에 체계적인 순서를 부여해서 이들 자료를 배열하기 도구
※ (예시) DDC, KDC, LC 등

❍ 목록형식·목록규칙 : 해당 도서관 자료의 목록 형식 및 규칙을 입력
• 목록형식․규칙 : 도서관 자료의 목록 작성 통일을 위해 자료 목록 기술형식을 정하고 일관된 목록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술요소와 그 배열 수단
목록형식(예시)

KORMARC, KORMARC(통합서지용), MARC21, UNIMARC, ISBD, RDA 등

목록규칙(예시)

AACR2, KCR2, KCR3, KCR4, KORMARC 기술규칙 등

❍ 도서기호 : 해당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를 국내서 및 국외서로 각각 입력
• 도서기호 : 동일 분류 내에서 자료를 다시 구분해 배열하기 위하여 저자명, 숫자 등을 기호화 하여
사용하는 기호
※ (예시) 이재철 저자기호, 장일세 저자기호, 이춘희 저자기호, Cutter-Sanborn tab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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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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유의사항

2022년 3월 1일
도서관에 등록된 도서 자료 현황
․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 [2.1.1 고서현황] 항목과 연계

나. 입력지침
(단위 : 책/종)
주제구분
구분

총류 철학 종교

고서
사회
순수 기술
언어
예술 문학 역사
과학
과학 과학

학위
논문

계
e-Book

기타

책수

종수

국내서
국외서
계

★

★ 고서 합계는 [2.1.1 고서] 합계와 동일
국내서 및 국외서 책수 계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 도서자료 : 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쇄형 책자 자료 현황 입력
포함

• 제본된 연속간행물, 소장개념의 e-Book, 학위논문, 연감류, 고서

제외

•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폐기(제적) 도서 제외

▶ 입력 유의사항
• 고서, e-Book, 학위논문의 경우, 주제구분을 하지 않고 별도 입력함(주제구분 내에서는 고서, e-Book,
학위논문의 책수 제외)
• 책수에 해당하는 합계는 자동 산출됨
• 종수는 서지레코드 기준으로 입력가능 함 (서지 제어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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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서

국외서

주제구분

설명
• 국내에서 간행된(발행국 기준) 단행본, 연속간행물 제본,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입력. 소장개념의 국내 e-Book 포함

• 국내서를 제외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제본,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입력. 소장개념의 국외 e-Book 포함

• 듀이십진분류표(DDC)의 주제구분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십진분류표(KDC) 및 기타
분류체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DDC의 주제구분에 맞추어 입력

• 도서관별 자체 규정된 고서 지정기준에 따라 입력하되, 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 장정
방식이 선장본(線裝本) 등 동양고유의 것으로 되어 있고, 일정한 시기 이전에 간행
고서

또는 필사된 책수 입력
※ 대체로 한국 도서는 경술국치(1910), 중국도서는 신해혁명(1911), 일본도서는 메이지유신
(1868)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것은 고서로 간주

• 주제구분 여부에 관계없이 학위논문 전체 책수를 입력
학위논문

※ 주제구분 내에서는 학위논문 책수 제외
※ PQDT Global 구독조건으로 제공되는 영구소장 해외박사학위논문(DDOD)은
학위논문(국외)항목에 입력

• 자관 서버에 저장하였거나, 혹은 영구 접속권(영구소장)을 가지고 있는 소장 개념의
e-Book 입력 (2.3항목의 구독 e-Book 과 구분, 중복 입력 불가)
- (국내 e-Book) 복본(copy) 수를 포함하여 ‘책수’를 입력
e-Book

※ 단, 복본(copy) 수 방식이 아닌, multiple access(2인이상 이용) 등인 경우 e-Book
1종을 1책으로 입력(소장≠이용, access, user)
- (국외 e-Book) 1종을 1책으로 간주하여 ‘종수’를 ‘책수’와 동일하게 입력
- (오디오북) e-Book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력

기타

• 목록으로 구축된 주제구분하지 않는 기타 자원의 책수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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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고서현황(고서

소장 도서관만 입력)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유의사항

2022년 3월 1일
도서관에서 등록·관리하는 고서의 현황
[2.1 도서자료] 고서 항목과 연계

나. 입력지침
(단위 : 점수/책수)
구분

등록문화재(국가지정)

등록문화재(시도지정)

그 외

고서

합계
★

고문서
기타
계
★ 고서 합계는 [2.1 도서자료] 고서 합계와 동일해야함

❍ 고서 : 도서관별 자체 규정된 고서 지정기준에 따라 현황 입력
❍ 고문서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급한 낱장문서 등 고문서 입력
❍ 기타 : 책(목)판, 초상화, 서화, 필름자료 등 자료 현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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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도서자료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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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력지침
(단위 : 종/점)
구분

종수

점수

광디스크
테이프
LP/SP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기타
계
종수 합계

❍ 비도서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 도서관 등록번호를 부여한 책자 형태 이외의 모든 자료 현황 입력

• 비도서 : 마이크로형태 자료와 시청각자료, 지도, 박물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책자자료와는 정리나
보존방법이 상이한 자료
※ 딸림자료는 제외(주 매체자료의 부속물로서 자료 성질상 부록에 가까워 하나의 독립된 자료로 보기 어려움)
구분

설명

광디스크

• CD, DVD, LD, 블루레이 등 레이저광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을 수

(optical disk)

있는 매체

테이프

•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등

LP/SP

• 레코드판, SP(Srandard Play), LP(Long Play) 등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기타

• 필름이나 종이형태로 된 모든 마이크로 복제자료
• 악보자료, 영상필름자료(영화, 민속놀이, 전통의례, 음식, 여행 등), 지도, 그림,
고서자료([2.1.1 고서 ‘기타자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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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자료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유의사항

2022년 3월 1일
전자저널, 전자도서, 웹 데이터베이스, e-learning 등의 디지털 콘텐츠 자료 현황
․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 [2.3.1 전자자료 추가(KERIS 대학라이선스 품목 현황)] 항목과 연계

나. 입력지침
(단위 : 패키지/종)
구 분

패키지

국 내

전자저널

종수
작성하지 않음

웹DB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e-Book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영구소장
㉠

구독
㉢

작성하지 않음

패키지

국 외

종수
작성하지 않음

패키지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영구소장
㉡

구독
㉢

합계

종수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 않음

합 계
국내 및 국외 패키지 합계

❍ 전자자료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 도서관에서 구독,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권한을 획득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항시 이용이 가능한 전자자료 패키지 수 입력 (KERIS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수 포함)
• 전자자료 :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전자저널, 웹DB, e-Book, e-Learning(동영상 강의자료) 등의 자료
- 전자저널, 웹DB, e-Learning(동영상강의자료) 구분방법 : 2022 전자정보 목록 참조
※ 각 기관마다 구독, 계약의 유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정DB에서 전자책과 전자저널 등의
다양한 구독유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관별 구독하는 유형 확인하여 입력
• 패키지 : 여러 개의 자료가 한 개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일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
• (사례) ScienceDirect 1개의 패키지에는 1,800여종의 저널이 제공되고 있으며, ScienceDirect를 구독중인
도서관에서는 이를 1개의 패키지로 기입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SkyLife, 넷플릭스, OTT, VOD, IPTV, N-Screen 등)
제외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 1종씩 개별 구독하는 전자저널
open access자료, 기증자료, 자체구축자료, 트라이얼 자료
도서관에서 링크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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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전자저널

• 인쇄 학술지와 Volume, Issue(권호)가 동일하게 원문이 제공되는 전자저널

(패키지 수)

패키지 수 입력
• 정보제공사(Information Provider)가 여러 개의 저널 출판사(Publisher)로

웹DB
(패키지 수)

부터 저널 원문을 수집하여 통합 서비스 하거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료
패키지수 입력
- 초록, 인덱스, 기타 데이터베이스 등 레퍼런스 컬렉션 포함
• e-Book(전자책)을 영구소장과 구독으로 구분 하여 종수 입력
• e-Book : 특수 리더기나 뷰어를 통해 구현되는 디지털 도서자료로 검색이
가능하고 라이선스가 부여된 전자자료
㉠ 국내 영구소장 e-Book의 종수를 입력

e-Book
(종수)

※ [2.1 도서자료] 국내 영구소장 e-Book은 책수
㉡ 국외 영구소장 e-Book의 종수 자동입력
※ [2.1 도서자료] 국외 영구소장 e-Book의 종수 자동연계
※ (주의) 2.1항목의 국외 영구소장 e-Book 과 2.3항목의 국외 영구소장
e-Book 수정 시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국내, 국외 구독 e-Book의 종수를 입력
※ 오디오북도 e-Book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력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동영상 강의자료 패키지 수 입력

(패키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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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전자자료 추가(KERIS 대학라이선스 품목 현황)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2022년 3월 1일
전자자료 중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 현황

유의사항

[2.3 전자자료] 항목 중 대학라이선스 품목 현황

나. 입력지침
(단위 : 패키지)
국 내
구 분

전체
(패키지)

국 외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전체
(패키지)

합계

대학라이선스
(패키지)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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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합산

(2.3 입력수치
자동 끌어오기)

자동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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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RIS 대학라이선스 전자자료 : 국가 기관에서 계약 및 비용을 지불하고, 각 대학에서
비용 지불 없이 이용권한을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100% 지원 DB)
패키지수 입력
- 대학라이선스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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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DB : (모든 100% 지원DB 신청) 전자저널 12종, 웹DB 9종
포함 DB 목록
(대학라이선스 참여 및 자관에서 서비스하는 DB)
품목명

유형

Annual Reviews

전자저널

De Gruyter e-Journal STM Collection

전자저널

JSTOR Arts & Sciences Ⅵ+ⅩⅡ Collection

전자저널

LWW Premier Journals

전자저널

ProQuest Historical Periodicals

전자저널

The New York Times in Education

웹DB

Web of Science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CPCI)

웹DB

Academic Video Online: Premium (AVON)

웹DB

Bentham Science Publishers Full Collection

전자저널

Brill Journal Collection

전자저널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전자저널

Education Source

웹DB

EECT
(Emerald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Collection)

전자저널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전자저널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

전자저널

Music and Dance Online

웹DB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 Collection - Near Archive

전자저널

Oxford English Dictionary(OED)

웹DB

PAO
(Periodicals Archive Online)

웹DB

The Vogue Archive

웹DB

OCLC Connexion, LC CDS

웹DB

❍ 제외 DB : E-BOOK은 2.3 전자자료 항목 국외 구독 종수에 작성
제외 (E-BOOK)
(대학라이선스 참여 신청 하지 않고 RISS사이트에서 제공하는 DB)
품목명

종수

GVRL KERIS Collection

4,781종

ProQuest e-book

907종

O’Reilly Higher Education

51,17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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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속간행물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유의사항

2022년 3월 1일
인쇄형 연속간행물 현황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나. 입력지침
(단위 : 종)
구분

국 내

국 외

합 계

구 입
기 증
계
국내 및 국외 종수 합계

❍ 연속간행물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 기준연도에 구독 중인 인쇄형 연속간행물의 종수를 구입과 기증,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입력
포함
제외

|

• 신문, 잡지 등의 자료(인쇄형 자료)
• 기증된 연속간행물 중 자료실에 비치하지 않고 미등록하는 등 도서관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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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간 도서자료 증가 및 폐기 책수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유의사항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및 폐기 책수 현황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나. 입력지침
(단위 : 책/종)
연간 도서자료 폐기 책수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구분

국내
책수

국외
종수

책수

합계
종수

책수

종수

국내

국외

구 입
기 증
계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및 폐기 책수 계

❍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제공됩니다.

: 도서자료 연간 증가 책수 입력 (등록번호 기준)

❍ 연간 도서자료 증가 종수 :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종수 입력 (서지제어번호 기준)
❍ 연간 도서자료 폐기 책수

: 도서자료의 연간 폐기(제적) 책수 입력 (등록번호 기준)

▶ 입력 유의사항
• 등록번호, 서지제어번호, 관리번호 등 집계가 가능한 자료 기준 입력
• [2.1 도서자료]에 기입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입력
• [2.1 도서자료]에 기입한 소장개념의 국내외 e-Book 모두 포함
※ 국외 e-Book의 경우, 2.1과 동일한 기준 적용 (1종=1책)
※ PQDT Global 구독조건으로 제공되는 DDOD 학위논문은 국외(구입) 항목에 포함

part 2. 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관련 자료 |

109 |

3.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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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현황

나. 입력지침
구 분

면적, 열람석 및 컴퓨터 수

도서관 건물 연면적(㎡)

㎡

※소수점 입력가능
총 열람석수

석

이용자용 컴퓨터(PC) 수

대

❍ 도서관 건물 연면적 : 도서관 공간으로 이용되는 부지, 건물의 전체면적 입력
-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 (이하는 버림) (예 : 123.57 → 123.5)
※ 자료기준일 기준, 도서관 건물의 신축/증축으로 임시건물을 사용 중인 경우 신축/증축
건물로 이전완료하기 전까지는 기존 도서관 기준으로 입력
• 분관 형태로 도서관 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자료를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는
면적(단과대학 건물 내에 있더라도 포함)
포함

• 분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열람실의 면적
• 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보존서고 면적
• 도서관 내 공용 면적(통로, 계단, 테라스 등)
※ 단과대학 등에 설치된 분관도서관의 경우 분관 내부의 공용 면적만 입력
• 도서관 건물에 있지만 도서관 용도가 아닌 시설, 도서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제외

운영하는 시설 면적 (도서관 건물 내 평생교육원, 연구소, 전시실 등)
• 분관 형태가 아닌 단과대학 건물 내에 있는 열람실 및 자료실(학과 및 연구소)
• 대학 차원(단과대학 이상 기관), 학과,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실, 자유열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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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석 : 도서관 및 분관에 있는 모든 열람석 수를 입력
포함

• 자료실 열람석, 자유 열람석, PC검색대, 좌석이 있는 신문 열람대, 도서관 내 휴게
시설 좌석

❍ 이용자용 컴퓨터 수 : 도서관에 설치되어 검색 및 개인작업 등 이용자용으로 사용하는
PC 등 정보화 기기 수 입력
•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eBook 단말기 등 도서관에서 구입 혹은 영구적으로
포함

기증받아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정보화 기기
• 도서관 외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도서관 자산이고, 이용자용으로 사용되는 기기

제외

|

•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업무용 서버, 도서관 프로그램 관리 컴퓨터 등
이용자용이 아닌 컴퓨터

112 | 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입력 지침

4. 인적자원

4.1. 도서관장의 신분
4.2. 직원
4.3. 직원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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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자원

4.1 도서관장의 신분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4월 1일

내용

도서관장의 신분

나. 입력지침
도서관장의 신분

교수 ( □ 문헌정보전공 □ 비전공 )

□ 사서직

□ 기타

❍ 도서관장의 신분 : 도서관장에 해당되는 직종에 ‘’ 표시를 입력,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타에 ‘’ 표시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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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원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4월 1일

내용

대학도서관 소속 직원 현황

나.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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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수 : 자료기준일 기준(2022년 4월 1일) 대학의 회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대학 및 대학원 소속이며, 도서관 발령 받은 직원) 인원 수 입력
• 도서관 관장 또는 부관장은 교수(교원)일 경우 포함하지 않고, 직원일 경우 입력
포함

• 도서관 관련 업무 종사자(수서, 정리, 참고서비스/열람, 상호대차, 연구지원 등)’만 입력
• 현재 휴직 중인 직원이라도 ‘급여’를 받고 있으면 입력
• 청소, 경비, 기타 도서관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제외

제외

• 자료기준일 기준으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제외
• 행정직, 전산직 직원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도서관에 근무하지 않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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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기관의 통상근로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직원 수 입력
- 통상근로자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는 1명, 주 20시간
근무자는 0.5명, 주 8시간 근무자는 0.2명으로 기입
포함

• 무기계약직이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가입된 경우는 정규직
인원수에 포함

❍ 비정규직 : 학교 또는 도서관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全日制, 정규직 통상
근로자 근무시간 기준)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수 입력
• 비정규직 :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를 말함(대학정보공시 14-사 직원현황 지침에 준함)

포함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입력
•학교와 공식 근로계약을 체결(4대보험 가입)한 도서관 조교 입력
•장학금으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장학생, 조교 등은 제외

❍ 전담 직원수 : 도서관소속 직원으로 도서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수 입력
- 정규직, 비정규직, 사서자격증 소지여부를 구분하여 입력
❍ 겸직 직원수 : 도서관 직원이 타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수 입력
- 타부서 직원이 도서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및 노조전임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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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원교육 현황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도서관(또는 대학)이 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교육비·출장비 등을 지원하여 이수한

내용

교육 실적현황

나. 입력지침
(단위 : 시간/명)
도서관 직무 관련 교육

구 분

합계

참여 인원 참여 시간 참여 인원 참여 시간 참여 인원

대면 교육

관내
교육

온라인 교육

교내
교육

대면 교육

관외
교육

교외
교육

참여 시간

기타 교육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합 계

직원 교육 현황 합계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5조의 연간 교육훈련 시간 합계에 해당함

❍ 직원교육 : 소속 도서관(또는 대학)에서 교육/출장비를 지원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받은 직무관련 교육, 기타교육 실적 입력
- 참가확인증, 결재문서 등 교육이수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기재
• 직원 교육 :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개발(직무향상)을 위하여 교내 및 교외에서 주최하는
교육으로, 외부 세미나,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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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 견학(탐방), TF활동, 개인적으로 참석/이수한 교육(수업, 대학원 등) 제외

제외

• 소방교육, 퇴직연금교육, 폭력예방교육, 주식(투자), 뜨개질, 요리, 봉사활동, 마음수련,
은퇴 후 활동 등의 교육 등 도서관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 없는 교육 제외
•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제외

❍ 도서관 직무 관련 교육 : 교내, 학회, 협회 및 도서관 관련단체(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등)에서 시행한 도서관 직무관련 교육·세미나 이수 실적 입력
❍ 기타 교육 : 도서관 직무관련 교육 외에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도서관 직원이 공식적으로 이수한 교육 실적 입력
❍ 교내 교육(관내/관외) : 교육의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실적 입력
- 단, 교육운영 주체가 교육 안내 시, ‘교내/ 교외 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육 유형 적용
❍ 관내 교육 : 도서관에서 주관하여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적 입력
❍ 관외 교육 : 대학에서 주관하여 대학의 직원 전체(또는 도서관직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적 입력
▶ 입력 유의사항
• 대학의 총무과에서 교육대상자 선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교육 참여시, 교육시행주체가 ‘국립중앙
도서관’이므로 ‘교외교육’임
• 대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내교육/관외교육’임
• 대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내교육/관내교육’임

❍ 교외 교육 : 외부기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교육 실적 입력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주관하여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참석한 경우, 교육
시행주체가 ‘IFLA’ 이므로 ‘교외교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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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교육
- 교육 참여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집합하여 시행한 교육 입력
- ZOOM, 웨비나 등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교육 입력
※ (기존) 비대면 실시간 교육 → (변경) 대면교육으로 입력
※ 실시간이 아닌 단순 온라인 동영상 파일 재생 교육일 경우, [온라인 교육]에 입력

❍ 온라인 교육 :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 단말기를 이용한 강좌형 온라인 교육
실적 입력
▶ 입력 유의사항
• 교육 주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육이수시간을 기재
※ 공식적인 이수시간이 없는 경우 전체 학습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집계

❍ 참여시간 : 참여시간은 인증시간을 기재하며, 교육 안내 공문, 참가확인증 등에서
인정하는 인증시간을 입력
▶ 입력 유의사항
•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 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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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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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인원 : 연간(자료기준일) 교육프로그램별 참여자수의 연간 누계로 입력
▶ 입력 유의사항
• 관장(또는 부관장)은 교수(교원)일 경우 포함하지 않고, 직원일 경우 포함 가능
• (사례 ①) 한직원이 A교육을 1시간, B교육을 2시간 이수하고, 다른 직원이 A교육을 1시간 이수하였을 경우
⇛ 참여인원 3명, 교육시간 4시간 (* 교육건수 3건에 대한 각 증빙 필요)
• (사례 ②) 한직원이 ㉠기관에서 5월에 교육 2시간을 이수하고, 6월에 ㉡기관으로 이직하고, 11월에
교육을 1시간 이수하였을 경우
⇛ 5월에 이수한 교육은 ㉠기관에 귀속되므로, [㉠기관] 참여인원 1명, 교육시간 2시간, 11월에 이수한
교육은 ㉡기관에 귀속되므로, [㉡기관] 참여인원1명, 교육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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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정 기준 참조(교육부 상시학습 시간 인정 기준)
구 분

교육ㆍ학습내용

실국별

해당 실ㆍ국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무전문교육

필요한 전문지식교육(내부강사 활용)

워크숍ㆍ세미나ㆍ정책토론회ㆍ포럼 참가

등 참석
사이버교육
(민ㆍ관교육훈련
으로 인정 )
강의
(직무관련)

|

-내부강사 : 5시간/시간당

확인자료
주관부서

-단순참가 : 참석시간(연간30시간)

교육계획서

※ 사전협의 거친 것만 인정

및 출석확인

- 주제발표 : 5시간/시간당

워크숍ㆍ세미나
ㆍ정책토론회

인정시간(연간 인정시간)

- 토론 : 3시간/시간당

관련공문 등

- 단순참가 : 참석시간 (연간 30시간)

참석확인자료

※ 사전협의 거친 것만 인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산하기관 등에서의
직무관련 강의
※ 대학 등 외부기관의 강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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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지한 인정시간
(연간 70시간)

-3시간/시간당
(연간 30시간)

교육기관 확인
(수료증 등)
교육기관
확인서
관련 공문

5.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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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및 결산
5. 예산 및 결산
가. 개요
자료기준일

예결산 기준

내용

회계연도 자료구입비 결산 및 자료구입비 예산
․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유의사항

․ 국공립대학 : 대학정보공시 [8-가-1,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결산] 연계 수신
․ 사립대학 : 대학정보공시 [8-바-1,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예‧결산] 연계 수신

나. 입력지침
(단위 : 원)
구 분

2021 결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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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총 예산 및 결산 : 대학정보공시 예산 및 결산 데이터 자동 연계
- 대학정보공시 공시 시기(예산 6월, 결산 8월)에 따라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대학 본부의 공시데이터 주관부서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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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총 결산 : 2021년 회계연도 결산
- 국공립대학 :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세출총계
- 사립대학 :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자금지출총계
❍ 대학 총 예산 : 2022년 회계연도 본예산
- 국공립대학 :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세출총계
- 사립대학 :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자금지출총계
❍ 자료구입비

: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및 결산 비용 입력

▶ 입력 유의사항
• 본교와 분교가 별도 예산인 경우 자료구입비를 별도 입력
• 본교와 캠퍼스가 실제로 자료구입비를 분리하여 사용하지만 각 금액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본캠퍼스에서 예산/결산을 통합하여 입력하고 그 외 캠퍼스에는 ‘0’값을 입력
※ 특이사항에 관련 내용 입력
• 국내/국외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자체에서 국내/국외 비율을 정해 입력
※ 특이사항에 관련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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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가제자료 구입비, 국고지원금으로 자료 구입한 비용 포함
•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도서관예산으로 완전히 전입시킨 비용 포함
• 산학협력단의 예산의 도서관 전입이 불가한 경우, 미전입된 산학협력단 예산을 도서관용
으로 배정하는 근거 증빙자료(결재문서, 집행내역서 등)가 있는 경우 포함
포함

※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 비치 및 홈페이지 접근점을 제공하여 전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부속병원 예산을 도서관 예산으로 완전히 전입하여 자료를 구입한 비용 포함
• 신문이나 잡지 등 소모품성 정기간행물 구독료 포함 가능
※ 규정된 계정으로 집행해야 하며, 도서관에 비치하여 전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함
• 제본비, 학과도서비 혹은 연구과제비에서 집행한 자료구입비
• 홍보비로 제작한 도서관이용 동영상 강의자료 비용

제외

• 수증도서의 대체금액 (현물자료를 기증받은 경우는 그 산정금액을 자료구입비에 포함
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운영비, 개발·유지비, 시설비 등
• 부속병원 예산으로 자료를 구입한 경우(도서관 예산으로 전입하지 않음)

❍ 2021년 결산 : 지난 학년도에 도서관에서 집행한 자료구입비
- 결산액은 해당 학년도에 집행한 금액이므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자료구입비는 제외
※ 국고지원금 등 예산집행기간이 대학 회계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2022년 예산 : 이번 학년도에 도서관에 배정된 자료구입비
- 예산액에는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
❍ 도서자료 : [2.1 도서자료]에 입력한 ‘도서자료’ 구입비를 입력
❍ 비도서자료 : [2.2. 비도서자료]에 입력한 ‘비도서자료’ 구입비를 입력
❍ 전자저널 : [2.3 전자자료]에 입력한 ‘전자저널’ 구입비를 입력
- 전자저널 구독시 인쇄형 저널을 무료/추가비용으로 함께 구독하는 경우, 모두 전자저널
구독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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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DB : [2.3 전자자료]에 입력한 ‘웹 DB’ 구입비를 입력
❍ 기타 전자자료 : [2.3전자자료]에 입력한 ‘구독 e-Book’,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구입비를 입력
❍ 연속간행물 : [2.4.연속간행물]에 입력한 ‘인쇄형 연속간행물’ 구입비를 입력
- 인쇄형 연속간행물 구독시 무료/추가비용으로 전자저널을 함께 구독하는 경우, 모두
연속간행물 구독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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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서구입비 결산 (국공립 대학만 입력)
가. 개요
자료기준일

결산 기준

내용

회계별 자료구입비(도서구입비)
․ 대학정보공시 항목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에 연계 제공 항목

유의사항

․ 대학정보공시 항목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도서구입비’] 금액 일치
․ [5. 예산 및 결산] 항목과 연계

나. 입력지침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구분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제출결산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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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제출결산금액(A) : [5. 예산 및 결산]의 결산에 입력한 자료구입비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입력
- [5. 예산 및 결산]의 결산합계(★)와 [5.1. 도서구입비 결산]의 기제출결산금액(A)의
결산합계(★)가 일치해야 함
❍ 학교운영비, 수용비(B) : 기제출결산금액(A) 중 학교운영비, 수용비 항목에서 사용한 도서
구입비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입력함
-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총교육비에 이미 중복 포함된 금액임
❍ 최종 결산금액(C=A-B) : 기제출결산금액(A)에서 학교 운영비, 수용비(B)를 제외하여
중복이 포함되지 않은 도서구입비의 최종 금액
- [5. 예산 및 결산] 결산에 입력한 자료구입비 중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의 총교육비에 이미 중복 포함된 학교운영비와 수용비를 제외한 도서
구입비의 합계금액임
|

126 | 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입력 지침

- 최종 결산금액(C)의 ‘대학회계+발전기금 회계’ 합계가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도서구입비(D) 금액과 일치해야 함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국ㆍ공립대학
【공시시기】: 2022년 8월
【공시내용】: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1년 결산)
(단위 : 원)
기준연도 대학회계(A)

발전기금
회계(B)

산학협력단
회계(C)

도서구입비
(D)

기계기구
매입비(E)

총교육비
(F=A+B+C+D+E) 재학생 수(G)

학생 1인당
교육비(H=F/G)

■ 검증사항
○ A, B, C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매입비는 D, E에 중복 입력하지 않음

■ 작성지침
○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는 부속기관(부속중고, 부속병원 등)’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회계】: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비감면액(장학금 포함) 운영비 중 지급이자 –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중 수입대체경비(최고경영자과정, 각종 연수과정,
교양･문화과정, 어학과정, 지역사회과정 등의 평생교육과정 관련 비용, 입시 관련 비용, 국립대학
국유재산활용화비용)
※ 사업비를 총괄대학에 일괄 교부하고 총괄대학이 타 대학으로 재교부하는 사업(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의 경우, 총괄대학은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
【발전기금회계】: 경상비 + 목적사업비 중 장학사업비 및 연구지원비 + 기금교수인건비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 + 지원금사업비 + 일반관리비 + 간접비사업비
【도서구입비】: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중 도서구입비
※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된 도서구입비는 제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매해 조사되는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중 ‘5.1. 교육부 제출용 도서구입비
결산 금액’의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최종 결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기계기구매입비】: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중 기계기구매입(취득)비
※ 기계기구매입비는 연구 및 교육용만 포함하고, 행정용은 제외함
※ 소프트웨어 및 조달수수료는 기계기구매입비에서 제외
【재학생 수】: 2021.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의 합(‘4-마. 재적학생 현황’ 재학생 수)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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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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자료실을 기준으로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열람실 아님)

나. 입력지침
(단위 : 일/시간)
구 분

연간 개관일수
학기중

방학중

연간 개관시간
계

학기중

방학중

계

일수 및 시간

❍ 연간 개관일수 : 자료기준일 기준 대학도서관이 운영한 자료실의 개관일수를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입력
❍ 연간 개관시간 : 자료기준일 기준 대학도서관이 운영한 자료실의 개관시간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입력
▶ 입력 유의사항
• 자료실마다 개관일수 및 시간이 상이한 경우 ‘대출실’을 기준으로 입력
• 사이버대학의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개관 일수 및 시간 입력
• (사례 ①)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 개관할 경우 일 평균 개관시간은 12시간임
• (사례 ②) 토요일 개관하는 경우 : (평일 개관시간 × 평일 개관일수) + (토요일 개관시간 × 토요일
개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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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가. 개요
․ 봉사대상자수 : 2022년 4월 1일

자료기준일

․ 이용자수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내용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현황

나. 입력지침
(단위 : 명)

학생

구분
봉사대상자
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전임

비전임

직원

기타

전년도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2021. 4. 1.기준)

(자동입력)
(2021. 4. 1.기준)

당해년도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동 입력
(2022. 4. 1.기준)

(2022. 4. 1.기준)

합계

이용자 수

❍ 봉사대상자 수 : 대학 구성원 중 대출이 가능한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원, 직원을
포함하며, 이용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산출
-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자동 연계 항목 : 학생, 교원, 직원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교원(전임, 비전임)
직원

대학정보공시 [4-마. 재적학생 현황]의 재학생수
대학정보공시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의 교원
대학정보공시 [14-사. 직원 현황]의 직원

▶ 입력 유의사항
• 평생교육원 등 단기강좌 수강생과 지역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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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봉사대상자 수는 전년도, 당해연도 기준 모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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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수 : 자료실, 자유열람실 등 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총 이용자의 수를 입력 (1인 1일 중복 허용)
- 이용자 수는 도서관 출입구의 counter 수로 산정하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학기/방학 기간 중 1주일을 정하여 측정한 수치를 연간수치로 확대 계산하여 입력
※ 특이사항에 관련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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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출현황
6.3.1 대출자 수
가. 개요
자료기준일
내용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도서이용(대출) 현황

나. 입력지침
(단위 : 명)
구 분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기타

합계

대출자 수
대출 횟수

❍ 대출자 수 : 연간 한번 이상의 대출 기록이 있는 등록 이용자의 수 입력
❍ 대출 횟수 : 연간 대출한 인원의 총 누계 입력
- 신분별 구분은 [6.2항목]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의 구분을 따름
▶ 입력 유의사항
• 도서대출이 가능한 졸업생, 휴학생과 부설기관(전산원 등)의 학생은 ‘기타’에 입력
• 오디오북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관계없이 파일을 1개라도 이용한 경우 1책 대출한 것으로 보고
대출자수 및 횟수에 입력(파일 1개 이상 대출하여도 1책 대출로 산정)
• 국내 영구소장 e-Book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LAS 시스템 내 도서 대출자와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는
대출자만 포함 가능 (단순 합산 아님, 중복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산출이 어려운 경우 통계에서 제외)
• 대출 횟수 산출시 일단위 중복은 제외
• (사례 ①) ‘A’라는 이용자가 연간 총 10회 50권을 대출한 경우, 이용자는 1명이므로 1명으로 입력
• (사례 ②) 학부생 총인원 100명중 1회 이상 대출한 인원이 50명인 경우, 대출자수는 50명으로 입력
• (사례 ③) ‘A’라는 이용자가 연간 총 10회 50권을 대출한 경우, 총 대출횟수인 10회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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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대출책수(주제별)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내용

도서 주제별 이용(대출) 현황

나. 입력지침

구분

(단위 : 책)
사회
순수 기술
국내
연장
총류 철학 종교
언어
예술 문학 역사 기타
합계
과학
과학 과학
e-Book
책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 원
직 원
기 타
계

❍ 대출책수 : 도서관 소장 도서의 대출책수를 입력
- 관내 열람 및 관내 대출은 제외(대출 연장은 ‘연장 책수’에 별도 입력)
❍ 연장책수 : 대출책수의 합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연장책수’란에 입력
▶ 입력 유의사항
• 대출 책수는 신분별로 구분하여 입력 (신분별 구분은 [6.2 봉사대상자 수 및 이용자 수] 구분에 따름)
• 신분별 구분의 ‘기타’ : 대출 가능한 졸업생, 휴학생과 부설기관(전산원 등)의 학생 등
• 오디오북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관계없이 파일을 1개라도 이용한 경우 1책 대출한 것으로 보고
대출자수 및 횟수에 입력(파일 1개 이상 대출하여도 1책 대출로 산정)
• 대출책수는 최초 대출 1회만 산정하여 입력하고, 대출 연장은 연장책수에 입력
• 국내 e-Book : [2.1 도서자료]에 입력된 ‘국내 영구소장 e-Book’의 대출책수를 입력
※ 신분별 구분이 힘든 경우 ‘기타’에 입력
• 국외 e-Book : 구독 유형이 다양하여 일관된 기준 제시가 어려우므로 대출책수 통계에 입력하지 않음
※ 국외 e-Book 이용 현황은 [7.3 전자서비스 이용현황]에 입력

part 2. 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관련 자료 |

133 |

6.4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내용

참고서비스 및 상호협력 현황

나.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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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서비스 제공 건수 : 교육, 학습 지원 혹은 연구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된
면담이나 전화 및 온라인(e-mail, SNS, 메신저)을 통한 참고서비스와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참고질의에 대한 답변수를 입력
- 단순질의(위치문의 등) 또는 공지형의 SMS(연체 및 반납예정일 안내 등)는 제외
※ 참고서비스 제공 건수는 올해(2022년) 통계 조사까지 수집 후 차년도(2023년)
통계부터는 항목 삭제 예정
❍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건수 : 일반 도서를 다른 도서관 및 기관에 상호대차를 의뢰하여
실제 대출 받은 수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청 받아 실제 대출 제공한 건수를 입력
※ 캠퍼스 간 제공내역은 제외
❍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건수 : 다른 도서관 및 기관에 원문 복사를 의뢰하여 실제
제공받은 건수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원문 복사신청을 받아 실제 제공해준 건수를 입력
※ 캠퍼스 간 제공내역은 제외

|

신청

타 기관에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를 입력

제공

타 기관에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건수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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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용자 교육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이용자가 도서관과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

내용

하는 대면 교육 현황

나. 입력지침
(단위 : 회/명)
대면 이용자교육

구분

교육 횟수(회)

교육 참가자 수(명)

비대면 이용자 교육
교육 횟수(회)

교육 참가자 수(명)

대학원생 이상
학부생
기타

❍ 이용자 교육 : 대면 직접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실적 입력
- 대학도서관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공지하여 이루어진 교육만 교육 횟수에 포함
•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도서관 투어, 신입생 OT, 단순 오리엔테이션
• 행사, 박람회, 독서토론, 독서활동, 토론, 특강, 저자와의 만남 등의 문화 활동
• 전자정보 박람회에서 진행하는 DB 교육 중 박람회에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외

교육,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운영한 교육
• 영상편집실이나 미디어 작업실에 대한 안내
• 사전 계획되어 공지된 교육이 아닌 단순 안내
• 30분 미만으로 실시한 교육 등

❍ 대면 이용자 교육
- ①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이용자 교육 실적 입력
- ②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 경우
❍ 비대면 이용자 교육 : 온라인으로 진행한 비대면 이용자 교육 작성
- 대학도서관에서 기획‧주관한 온라인 이용자교육이 ‘동영상 강좌형’으로 개설되고,
이용자의 교육 참여율이 관리‧감독되어 교육이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 단순 동영상 열람 교육은 입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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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유의사항
• 하나의 교육과정을 나눠서 진행한 경우, 교육과정 단위로 횟수 및 참가자 입력
• (예시) 1시간 교육을 30분씩 나눠서 2차시로 진행한 경우 1회로 입력
• 비대면 이용자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은 대면 이용자교육 기준과 동일 (30분 미만 교육은
입력 제외)

❍ 대학원생 이상 교육 : DB 이용교육, 논문작성 교육 등 대학원생을 주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실적 입력
❍ 학부생 대상 교육 : 도서관 이용교육, 글쓰기 교육 등 학부생을 주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실적 입력
- 교육을 설계할 때 교육의 주 대상으로 설정한 대상(target)에 따라 교육을 구분하며,
교육대상자 구분이 어려울 경우, 주요 참석 대상에 따라 구분
※ (사례 ①) 학부 수업과 연계한 수업연계 교육 → 학부생 대상 교육
※ (사례 ②) DB 정기 교육, 맞춤교육(대학원생) → 대학원생 이상 교육
❍ 기타 교육 : 교직원 대상 교육 등 기타 교육 실적 입력
❍ 교육 횟수 : 도서관이 주최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 교육 횟수를 기재
▶ 입력 유의사항
• 동일 학과(집단)를 대상으로 한 연속교육일 경우, 교육 횟수 및 참가자 수는 모두 합산하여 기재
• (사례 ①) 도서관 사서가 50명이 수강하는 ‘학술정보활용법’을 4회 강의하였다면 교육횟수는 4회,
교육 참가자 수는 200명(4회 × 50명)으로 산정하여 기재
• 동일한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실시한 교육은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
• (사례 ②) 통계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계DB 활용법’을 2시간 연속으로 교육한 경우, 교육횟수는
2회가 아니라 1회로 산정

❍ 교육 참가자 수 : 이용자 교육에 참가한 참가자 수를 기재
- 대학원생 대상 교육을 학부생이 참여했을 경우, 학부생도 ‘교육 참가자 수’에 해당
교육 참가자 수로 포함하여 입력
※ (사례) 대학원생 대상 DB이용 교육에 대학원생 40명, 학부생 10명, 교직원 3명이
참여하였을 경우, 교육횟수는 대학원생 이상 교육 1회, 참가자수는 53명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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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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및 이용자
7.1 MARC/메타데이터 구축 건수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3월 1일

내용

목록 구축 건수

나. 입력지침
(단위: 건)
구 분

국 내

국 외

계

단행본
고서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비도서
계

❍ MARC/메타데이터 구축 건수 : 도서관에서 구축한 MARC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의
누적 건수 입력
- (국내서/국외서 구분) 발행국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서와 국외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 MARC 고정장 필드 중 008태그에서 발행국명이 “kor”인 도서는
국내서, 나머지는 국외서로 구분함
- (유형 구분) 단행본, 고서,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비도서의 구분은 [2. 소장 및 구독자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력

|

138 | 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입력 지침

•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원문을 영구 구매하여 자관에 목록을 구축한 경우
- 대학라이선스 EBSCO eBook : 목록을 구축한 경우 포함
- 대학라이선스 PQDT Global 구독기관 제공 DDOD : 목록을 구축한 경우 포함
포함

• 학위논문의 MARC/메타데이터는 ‘단행본’에 포함
• [7.2.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의 ‘기타’에 해당하는 MARC/메타데이터는 ‘비도서’
항목에 포함
• 전자저널 및 e-Book 등의 메타데이터로 작성하여 ERM 시스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연간 구독 품목은 구독 여부에 따라 메타데이터의 증감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제외

제외

※ 단, e-Book 이나 e-Journal 등의 영구적으로 구입하여 MARC 데이터/메타데이터로 구축하는
경우는 자료유형에 따라 포함 가능
• 대학라이선스 PAO : 대학에서 목록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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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2년 3월 1일

내용

도서관에서 자체 구축한 디지털 콘텐츠(원문)의 누적 건수 현황

나. 입력지침
(단위: 건)
구 분

국 내

국 외

계

Text
AOD/VOD
이미지
기타
계

❍ 디지털 콘텐츠 구축 건수 : 도서관에서 자체 구축한 원문의 누적 건수 입력
- 외부에서 구입한 CD-ROM 등의 자료를 도서관에서 가공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한
경우는 콘텐츠 내용이 순수한 자체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 Text : 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기사 등 Text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한 자료 건수 입력
- 학위 논문을 PDF로 구축한 경우 학위논문 1권당 1건으로 Text에 입력하며, 한 개의
타이틀이 한 건에 해당 (dCollection을 통해 자관에 구축한 학위논문 포함)
- Text와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 자료는 자료의 물리적 형태가 책자형인 경우에 Text
항목에 입력 가능
❍ AOD/VOD : 시청각 자료, 학술행사, 홍보용 동영상 등의 AOD 혹은 VOD로 구축한
자료의 건수 입력
❍ 이미지 : 지도, 그래픽, 사진, 악보 등 이미지 구축 건수 입력
❍ 기타 :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디지털콘텐츠 구축 건수 입력

|

140 | 2022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입력 지침

7.3 전자서비스 이용 현황
가. 개요
자료기준일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연간)

내용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건수

나. 입력지침
(단위: 건)
구 분

국내

국외

계

홈페이지 접속 건수
OPAC 검색 건수
상용DB 이용
건수

검색
다운로드

❍ 홈페이지 접속 건수 : 연간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한 세션(Session) 기준 총 건수 입력
-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한 이후 다른 페이지를 이용하더라도 메인에 접속한 횟수만
산출 (페이지 뷰(page view)가 아닌 세션(session)을 기준으로 산출)
포함
제외

• 모바일 웹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한 건수 포함
• 모바일 앱 메인(홈) 접속 건수만 포함
• 열람석 배정 또는 모바일 이용증 등 별도 설치 앱·페이지 접속건수 제외

❍ OPAC 검색 건수 : 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 및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 내·외부에서
자관의 OPAC을 검색한 총 횟수 입력 (Discovery 검색 및 로봇 검색 건수 제외)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검색으로 한정하며, 검색버튼을 클릭한 횟수 입력
- 해당 도서관의 도서관 솔루션 업체나 DB 제공 업체로 검색건수 실적 요청 필요
❍ 상용DB 이용 건수 : 대학도서관에서 구독 계약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보 이용 건수
- 해당 도서관의 도서관 솔루션 업체나 DB 제공 업체로 이용건수 실적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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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구독 e-Book, 국외 소장, 구독 e-Book 이용 건수 포함
포함

※ 국내 소장 e-Book 이용현황은 6.3.2 대출책수 통계 입력, 7.3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대학라이선스 DB 이용 통계도 포함
• 검색과 다운로드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DB 이용 통계 제외

제외

• 동영상 강좌의 이용통계는 일관된 기준 제시가 어려워 제외
• Refworks, Turnitin, 카피킬러 등 이용건수는 원문 이용이 아니므로 제외

❍ 검색 : 대학도서관에서 구독·계약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접속하여 검색한 총 건수 입력
- 검색, 조회, searches, queries 등(중복 합산하지 않고 1항목만 적용)
❍ 다운로드 : 대학도서관에서 구독 계약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접속하여 ‘원문’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를 입력
- 원문다운로드, 원문열람, full-text, fulltext-view 등(중복합산하지 않고 1항목만 적용)
※ COUNTER Release 5를 제공하는 경우 TR_J1의 Total_Item_Requests 기준으로 기재
※ COUNTER Release 5를 제공하지 않고 COUNTER Release 4를 제공하는 경우
JR1의 Reporting Period Total 기준으로 기재
※ COUNTER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솔루션 개발 업체나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기재
※ 검색 시 다수의 데이터(수치, 텍스트 등)를 동시에 호출하는 웹DB의 경우(기업정보
DB 등), 호출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정보 또는 자료 집합(data set)에 종속된 요소로
보고 검색횟수를 다운로드 건수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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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년 전자정보 목록

2022 전자정보 목록 [해외]
※ 각 기관별 전자정보의 계약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속 기관의 구독형태에 따라 기재(전자정보 목록의 형태(웹DB, 전자저널,
e-Book 등)는 대학라이선스 구독요건을 기준으로 기재)
*정렬 : DB명(오름차순)
No.

DB명

발행자/벤더

형태

1

Academic OneFile(AONE)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웹DB

2

Academic Search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3

Academic Search Premier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4

Academic Search Ultima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5

Academic Video Online(AVON)

Alexander Street / (주)지디아이

웹DB

6

ACM Digital Library (구, ACM Portal)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
원데이터넷

웹DB

7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EBSCO
KOREA

8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
전자저널
EBSCO KOREA

9

American Chemical Society

American Chemical Society /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10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 Publishing /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11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and MathSciNet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 EBSCO KOREA 전자저널

12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EBSCO KOREA 전자저널

13

American Physical Society

American Physical Society / 신원데이터넷

14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 EBSCO KOREA 전자저널

15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전자저널

16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17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전자저널

18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전자저널
신원데이터넷

19

Americ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

Americ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 /
EBSCO KOREA

20

American Thoracic Society

American Thoracic Society / IDC ASIA(iGroup
전자저널
Korea)

21

Annual Reviews

Annual Reviews / 제이브라이튼

22

Anticancer Research

International Institute of Anticancer Research
전자저널
/ ㈜저널피아

23

ArtFulltext+Art Museum Image Gallery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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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전자저널

전자저널

전자저널

No.

|

DB명

발행자/벤더

형태

24

ASTM Package (Standards & Digital Library)

IHS Markit

25

ATLAReligionDatabasewithATLASerial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26

beck-online

Verlag C.H.Beck

웹DB

27

Bentham Science Publishers Full Collection

Bentham Science Publishers / (주)저널피아

28

BioMed Central Open Access

BioMedCentral / EBSCO KOREA

29

Brill Academic Publishers

Brill Academic Publishers

전자저널

30

Brill Journal Collection

Brill Academic Publishers / EBSCO KOREA

전자저널

31

British Institute of Radiology

BMJ Publishing Group Ltd / ㈜저널피아

전자저널

32

British Medical Journal Collection

BMJ Publishing Group Ltd / ㈜저널피아

전자저널

33

Business Source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34

Business Source Corpora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35

Business Source Corporate Plu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36

Business Source Premier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37

Business Source Ultima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38

CAB Abstract

CABI / ㈜제이알엠

웹DB

39

CABI eBook

CABI / ㈜제이알엠

e-Book

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BSCO KOREA

전자저널

41

CAS (SciFinder Academic)

Chemical Abstracts Service

42

Cell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전자저널

43

Cell Press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전자저널

44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Online
Library(CEEOL)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Online Library
전자저널
GmbH / ㈜제이알엠

45

China Academic Journal with CDMD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Group /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46

Chinese Legal Knowledge Integrated
Database (CLKD)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Group

웹DB

47

CINAHL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48

CINAHL Ultima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49

CINAHL with FullText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50

Classical Scores Library

Alexander Street

웹DB

51

ClinicalKey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웹DB

52

Communication & Mass Media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53

Computers & Applied Sciences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54

CSA Illumina Collection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웹DB

55

De Gruyter EBA Model

De Gruyter / (주)제이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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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전자저널
기타

웹DB

e-Book

No.

DB명

발행자/벤더

형태

56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De Gruyter / (주)제이알엠

전자저널

57

De Gruyter e-Journals STM Collection

De Gruyter / (주)제이알엠

전자저널

58

Dentistry & Oral Sciences Source(DOS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59

DynaMed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60

DynaMed Plu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61

Dynamic Health Skill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62

EBSCO Customized Collection (ECC)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전자저널

63

EBSCO Discovery Servic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솔루션

64

EBSCO eBooks (구, netLibrary)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e-Book

65

EBSCO eBooks Academic Collection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e-Book

66

EBSCO eBooks Clinical Collection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e-Book

67

EBSCO eBooks University Press Collection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e-Book

68

EBSCOhost Complete Package (대학라이선스)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69

EBSCOhost Premier Packag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70

EBSCOhost Theological Packag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71

EconLIT with Full Text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72

Education Sourc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73

EighteenthCenturyCollectionsOnline(ECCO)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웹DB

74

EMBASE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웹DB

75

Emerald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Emerald Publishing / EBSCO KOREA
Collection

전자저널

76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Emerald Publishing / EBSCO KOREA

전자저널

77

Environment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78

Flipster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79

FSTA -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80

Full Text Finder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솔루션

81

GeoScienceWorld

GeoScienceWorld

82

GIDEON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83

Global Health

CABI / ㈜제이알엠

웹DB

84

GVRL KERIS Collection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85

Health Business FullTEXT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86

HeinOnline

William S. Hein & Co., Inc.

웹DB

87

Henry Stewart Talks

Henry Stewart Talks / (주)제이알엠

웹DB

88

Humanities International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89

ICPSR

ICPSR

웹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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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e-Book

No.

DB명

형태

90

iG Publishing eBook (University Pressess)

iG Publishing

e-Book

91

IMechE Journal Collection

SAGE Publishing / EBSCO KOREA

전자저널

92

Independent Scholarly Publishers Group

Independent Scholarly Publishers Group

전자저널

93

Institute of Physics

IOP Publishing Ltd. / EBSCO KOREA

전자저널

94

Institute of Physics eBook

IOP Publishing Ltd. / EBSCO KOREA

e-Book

95

IOS Press

IOS Press / EBSCO KOREA

전자저널

96

iThenticate

Turnitin / Turnitin Korea

97

JayPee Digital

JayPee Brothers Medical Publishers /
㈜저널피아

98

JCR Web (Journal Citation Reports)

Clarivate Analytics

99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JoVE)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 EBSCO
KOREA

전자저널

100 JoVE Video Journal & Database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JoVE) /
EBSCO KOREA

웹DB

101 J-STEJ

일본물리학회

전자저널

102 JSTOR Archive Collection

JSTOR /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103 JSTOR Arts & Sciences VI+XII Collection

JSTOR /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104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

JSTOR /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105 Karger

S. Karger AG / EBSCO KOREA

전자저널

106 Karger eBook

S. Karger AG / EBSCO KOREA

e-Book

107 Knovel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웹DB

108 Lexicomp

Wolters Kluwer / ㈜제이알엠

웹DB

LexisNexis / 렉시스넥시스 한국지사

솔루션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09

LexisAdvance,AsOne,LexisChina,Lexis360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의통합솔루션

110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urce

|

발행자/벤더

웹DB
e-Book
웹DB

111 Linguistics and Language Behavior Abstracts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웹DB

112 LION(Literature Online )

ProQuestLLC/ProQuest한국지사

웹DB

113 Lippincott Advisors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웹DB

114 Lippincott Procedures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웹DB

115 Literary Reference Center Plu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16 LWW Acland Anatomy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웹DB

117 LWW Basic Access Collection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전자저널

118 LWW Doody's eBook Collection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e-Book

119 LWW Health Library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웹DB

120 LWW Total Access Collection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전자저널

121 Mary Ann Liebert

Mary Ann Liebert, Inc. / EBSCO KOREA

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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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B명

발행자/벤더

형태

122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 퀘스트

전자저널

123 McGraw-Hill AccessMedicine

McGraw-Hill Education

e-Book

124 Medical Online E

Meteo Inc. / 오쿠라정보서비스

전자저널

125 MEDLINE Complet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26 MEDLINE with Full Text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27 MIT Press

MIT Press

128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29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with Full Text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30 Music and Dance Online

Alexander Street / (주)지디아이

웹DB

131 National Geographic Virtual Library (NGVL)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웹DB

132 Nature

Springer Nature / EBSCO KOREA

133 NAXOS Jazz / Video / Spoken Word Library

낙소스글로벌디스트리뷰션

웹DB

134 Newspaper Source Plu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35 NineteenthCenturyCollectionsOnline(NCCO)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웹DB

136 Nursing Skill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웹DB

137 OECD iLibrary Books, Papers and Statistics

OECD Publishing / EBSCO KOREA

웹DB

138 Online Journal Effective Solution

(주)저널피아

웹DB

139 OpenAthens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솔루션

140 OPTICA Publishing (구.OSA Publishing)

OPTICA Publishing(구.OSA Publishing /
신원데이터넷

141 OUP Online Products

Oxford University Press / EBSCO KOREA

웹DB

142 Ovid EMBASE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웹DB

143 Ovid 개별 저널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전자저널

144 Oxford English Dictionary(OED)

Oxford University Press / EBSCO KOREA

145 Oxford University Press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 EBSCO KOREA

146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 Coll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EBSCO KOREA
Near Archive

전자저널

전자저널

전자저널

웹DB
전자저널
전자저널

147 PAO KERIS Collection

ProQuestLLC/ProQuest한국지사

웹DB

148 Periodicals Archive Online(PAO)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웹DB

149 Philospher's Index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50 PION

SAGE Publishing

151 PML(ProQuest Medical Library)

ProQuestLLC/ProQuest한국지사

웹DB

152 PQDT Global

ProQuestLLC/ProQuest한국지사

웹DB

153 Press Reader

PressReader / 제이브라이튼

웹DB

전자저널

154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ic of Scienc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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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B명

형태

155 Project MUSE

Project MUSE / EBSCO KOREA

156 ProQuest ARL(Academic Research Library)

ProQuest LLC

웹DB

157 ProQuestCentral

ProQuestLLC/ProQuest한국지사

웹DB

158

ProQuest IT & Reference Book Package
(O’Reilly Higher Education)

ProQuest LLC / ProQuest 한국지사

전자저널

e-Book

159 ProQuest Nursing & Allied Health Source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웹DB

160 ProQuest Religion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웹DB

161 PsycARTICLES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웹DB

162 PsycARTICLES (EBSCOhost)

EBSCO Information Services

웹DB

163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 IDC
ASIA(iGroup Korea)

164 Reaxys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웹DB

165 RefWorks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웹DB

166 Rehabilitation & Sports Medicine Sourc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67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 신원데이터넷

168 Royal Society of Chemistry

Royal Society of Chemistry / EBSCO KOREA 전자저널

169 SAGE Publications

SAGE Publishing / EBSCO KOREA

전자저널

170 Science /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EBSCO KOREA

전자저널

171 ScienceDirect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전자저널

172 ScienceDirect eBook Freedom Collection

Elsevier B.V. / Elsevier Korea

e-Book

Elsevier B.V. / Elsevier Korea

e-Book

174 Scopus

Elsevier B.V. / Elsevier Korea

웹DB

175 Slack Online

Slack Incorporated / ㈜저널피아

176 SMART Imagebas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77 SocINDEX with FullText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78 SPIE Digital Library

SPIE / 신원데이터넷

179 SPORTDiscus with Full Text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80 STM Source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181 Taylor & Francis Online Journal

Taylor & Francis / EBSCO KOREA

전자저널

182 The Bone & Joint Journal

Bone & Joint Publishing / 제이브라이튼

전자저널

183 The Cochrane Library

John Wiley & Sons, Inc.

173

184

ScienceDirect Life Science Book Series
Online Package

The Journal of Bone & Joint Surgery American
volume

185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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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전자저널

전자저널

전자저널

웹DB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전자저널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웹DB

No.

DB명

발행자/벤더

형태

186 The Vogue Archive

ProQuestLLC/ProQuest한국지사

187 Thieme Clinical Collections

Thieme / IDC ASIA(iGroup Korea)

e-Book

188 Thieme eBook Library

Thieme / IDC ASIA(iGroup Korea)

e-Book

189 Thieme E-Journals Package

Thieme Publishing Group

전자저널

190 TKC Law Library

TKC Corporation

웹DB

191 U.S.Declassified Documents Online(USDDO)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웹DB

19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BSCO KOREA

193 UpToDate

Wolters Kluwer / ㈜제이알엠

웹DB

194 VisualDX

Ovid Technologies Inc. / (주)제이알엠

웹DB

195 Westlaw

Thomson Reuters

웹DB

196 Wiley Current Protocols Online

John Wiley & Sons / EBSCO KOREA

웹DB

197 Wiley Digital Archives

John Wiley & Sons, Inc.

웹DB

198 Wiley Digital Textbook

John Wiley & Sons Singapore PTE.LTD. /
㈜제이알엠

199 Wiley EBM Package

John Wiley & Sons / EBSCO KOREA

웹DB

200 Wiley Online Books

John Wiley & Sons / EBSCO KOREA

e-Book

201 Wiley Online Library

존와일리앤드선스 한국지사 / EBSCO KOREA

전자저널

202 Wiley Online Library (KERIS-Wiley Collection)

John Wiley & Sons, Inc.

전자저널

203 Wiley Online Reference Works

John Wiley & Sons / EBSCO KOREA

e-Book

204 Women’s Studies Archive

Cengage Learning Gale / (주)제이알엠

웹DB

205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EBSCO Information Services / EBSCO KOREA

웹DB

206 World Bank e-Library

World Bank Group / ㈜제이알엠

웹DB

207 World Scientific e-Book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제이알엠

e-Book

208 World Scientific e-Journal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제이알엠

전자저널

209 대만 학술자료(AL)

미디어한국학

전자저널

210 뷰로반다익

뷰로반다익

211 중국의학망(Wanfang Med Online)

중국도서문화중심

전자저널

212 중국학술저널(China Academic Online Journal) 중국도서문화중심

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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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자정보 목록 [국내]
※ 각 기관별 전자정보의 계약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속 기관의 구독형태에 따라 기재(전자정보 목록의 형태(웹DB, 전자저널,
e-Book 등)는 대학라이선스 구독요건을 기준으로 기재)
*정렬 : DB명(오름차순)
No.

DB명

형태

1

"다락원" 어학 이러닝

참정보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2

"에듀윌" 공무원/자격증 이러닝

참정보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3

CNC학술정보

(주)씨엔씨

웹DB

4

e-Anatomy : Dissection Guide for Human Anatomy

(주)범문에듀케이션

웹DB

5

e-Article

(주)학술교육원

전자저널

6

E-CIP컨텐츠서비스

대양인텔리전스(주)

웹DB

7

e-Histology : Color Atlas & Practice

(주)범문에듀케이션

웹DB

8

K2R 연관검색어 api

이지메타㈜

웹DB

9

KISA 국가기술자격증

(주)컨텐츠포탈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10 KISS

한국학술정보㈜

전자저널

11 KRpia

누리미디어

웹DB

한국표준협회

웹DB

13 KSDC DB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웹DB

14 PEAUTY(퓨티) - PPT 플랫폼

㈜에스크라운 / ㈜그리다

웹DB

15 S2Journal Plus

아르고넷

웹DB

16 S2RIMS

아르고넷

웹DB

17 Scholar

교보문고

전자저널

동양물산기업㈜

웹DB

(주)윌저널

웹DB

윕스/신원데이터넷

웹DB

위즈도메인

웹DB

㈜와이즈인컴퍼니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TG S&S

웹DB

네이버 / EBSCO KOREA

웹DB

동방미디어(주)

웹DB

12 KS & ISO 표준 Package

18 Tym Online Journal Collection_Academic
19 Will Journal Electronic Collection
20 WIPS ON
21 WISDOMAIN
22 WISE-STAT통계분석이러닝강좌
23 Writing Machine(실시간 온라인 영작 교정) Web DB
24 네이버 스칼리틱스
25 동방미디어 KoreaA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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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B명

발행자/벤더

형태

누리미디어

전자저널

이패스㈜

웹DB

(주)컨텐츠포탈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로앤비 / ㈜지디아이

웹DB

㈜플렌티엠 / ㈜플랜티엠

전자저널

31 모아진 도서관 전자잡지서비스

(주)모아진

전자저널

32 북한법률DB_Academic

(주)씨엔씨

웹DB

33 삼일회계법인 DB (삼일아이닷컴-조세/회계/법률/재경실무)

삼일인포마인(주)

웹DB

34 시나공 토익 Speaking & Writing, OPIc

㈜씨비티코리아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주) 미래비젼교육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아이티고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주식회사 아이파프리카

웹DB

(주)컨텐츠포탈

e-Book

㈜로앤비 / ㈜지디아이

웹DB

(주)컨텐츠포탈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주경야독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주)보인테크

e-Learning
(동영상강의자료)

43 코어콜렉션

이패스㈜

웹DB

44 한국역사문화조사자료데이터베이스

(주)진인진

웹DB

미디어한국학

웹DB

26 디비피아(DBpia)
27 라이브스텝스(Lib.Steps)전자정보메타통합검색
28 러닝365학습관
29 로앤비
30 모아진 Academic

35 아모르이그잼_공무원 이러닝 강좌
36 아이티고 IT강좌
37 아이파프리카 디지털컨텐츠 통합시스템
38 오디오樂(오디오북 ASP)
39 온주
40 인문학365
41 주경야독 주제별 이러닝 강좌
42 취업인문지식서비스

45 한국학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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