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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1)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1)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외국의 경우, 재정 및 제도적 측면, 교수진의 연구 측면, 기타

학생지원 관련 측면 등 연구중심대학의 체계적인 틀을 갖춤

카네기 분류(Carnegie Classification)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

부분에 활용하도록 개발한 고등교육 기관 분류 체계

2000년판

카네기 분류

카네기 분류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구분 한국 미국

기관수 38개교(9.8%) 151개교(3.8%)

기관수 37개교(9.5%) 110개교(2.8%)

기관수 75개교(19.3%) 261개교(6.6%)연구중심대학

총 계 학생수 102만명(31%) 424만명(28.1%)

우수

연구중심대학 학생수 31만명(9.5%) 112만명(7.4%)

최우수

연구중심대학 학생수 71만명(21.5%) 312만명(20.7%)

•연구중심대학/  석사학위수여대학 /학사학위수여대학
•준학사학위수여대학/  전문가양성대학 /부족대학카네기 분류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카네기 분류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2)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2)

한국과 미국의 최우수연구중심대학 비교한국과 미국의 최우수연구중심대학 비교

미국의 최우수연구중심대학 중 ARL 가입 기관 98개와 국내 대학 중

카네기 분류에 의거한 최우수연구중심대학 38개 대학의 전반적 현황

비교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최우수연구중심대학 소속

도서관만이 회원 가입 자격을 가지는 미국의 연구도서관협의회

한국 미국

1,277 명 4,928 명

*

*

*

*

37개 학과 57개 학과대학별 평균 박사

학위수여 학과수

33명 15명

13.5% 5.6%대학원 등록학생수
대비 박사학위

취득학생수

대학별 평균 교수

1인당 등록 학생수

대학원 등록학생수

미국이 3.9배 많음. 국내 최우수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
학생수 확대 검토 필요

한국이 2배 많음. 국내 대학의 교수 1인당 등록 학생수를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미국이 한국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과를 개설하고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한국의 연구인력 양성 비율이 미국보다 2.4배 더 높음

한국과 미국의
최우수연구중심대학

비교

한국과 미국의
최우수연구중심대학

비교



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3)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3)

한국과 미국의 최우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 비교한국과 미국의 최우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 비교

한국 26억원, 미국 270억원
도서관

총 결산액

도서관
총 결산액 •한국이 미국의 10%에 불과하며, 자료구입비 부문의 경우, 한국 2억원, 미국

10억원으로 20%에 불과함

도서관
직원수

도서관
직원수

도서관 소장
장서수

도서관 소장
장서수

도서관소장
연속간행물 종수

도서관소장
연속간행물 종수

한국 40명, 미국 314명

• 한국이 미국의 14%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한국
551명, 미국 76명으로 미국이 7배나 많음

한국 110만권, 미국 400만권

한국 3,473종, 미국 22,941종

• 한국이 미국의 15%에 불과하며, 해외 연속간행물의 구독 종수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과 대학간 지식정보 공동 활용 절실

• 한국이 미국의 27.5%에 불과함



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4)I.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현황(4)

한국과 미국 최우수연구중심대학의 논문 발표 순위와 도서관 순위 비교한국과 미국 최우수연구중심대학의 논문 발표 순위와 도서관 순위 비교

우리나라 1위 서울대 도서관은 미국 최우수연구중심도서관 중

105위인 University of Massachusetts와 비슷한 수준

국내 38개 최우수연구중심대학 도서관 중 ARL의 조건을 만족시키

는 도서관은 2개 대학 뿐

표준지수: 미국 연구중심대학 도서관이 북미의 주요 연구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는지 확인하는 수치로서 도서관에 투입된 예산, 인력, 보유 정보자원으로 계산함

논문발표 순위는 최근 6년간 세계 500대학 논문 발표 순위임

국내대학 표준

지수

순
위

논문

발표순위

미국대학 표준

지수

순

위

논문

발표순위

- Harvard 2.54 1 1

- Ohio State 
Univ.

-0.01 23 29

- Univ. of 
California-

Irvine

-0.97 54 86

서울대 -1.91 1 35 Univ. of
Massachusetts

-1.91 105 223

표준지수가 –1.91보다

상위의

국내대학도서관은

부재함

한국과 미국의
최우수연구중심대학
도서관의 순위 및

논문 발표 순위 비교

한국과 미국의
최우수연구중심대학
도서관의 순위 및

논문 발표 순위 비교



II. 도서관/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ISO 인증 도입(1)II. 도서관/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ISO 인증 도입(1)

ISO 9000 인증 제도ISO 9000 인증 제도

ISO 9000 인증 제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표

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 3의 인증기

관이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필요성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

력을 실증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효과적 적용을 통하여 고객만족 증진

ISO 9000
인증의 의의

ISO 9000 인증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증 획득 업체

수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인증이 급증하

는 추세

근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도 전사적 품질경영(TQM)이

라는 새로운 경영 철학이 도입되면서, ISO 9000의 도서관 서비스

적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부문

ISO 인증



II. 도서관/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ISO 인증 도입(2)II. 도서관/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ISO 인증 도입(2)

ISO 9000 인증 현황ISO 9000 인증 현황

1992년에 국내에 도입, 2003년 기준 15,579건의 인증 획득
제조업, 건설업, 공공행정서비스, 병원, 학교, 금융, 도소매 유통업 등 다양한 분

야가 포함됨

공공서비스 분야 ISO 9000 인증은 1998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되어 공공행정,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정보서비스 분야 KERIS가 인증 획득 예정(2005.7)

•도서관이 단독으로 ISO 9000 인증을 획득한 경우는 아직 부재하며, 대학에서
학사 행정 서비스 설계/제공 및 부가 서비스 인증에 도서관 서비스 영역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음

ISO 9000
국내 인증 현황

도서관 적용 관련 연구
IFLA 분과위원회에서 ISO 9000 인증제도의 도서관 활용 가능성과 방법에 관

한 연구 수행
코펜하겐의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에서 도서관 현장의 여러 분야에

대한 ISO 9000의 가이드 라인 개발

정보서비스 부문 인증 사례
미국 OCLC : ISO 9001 Quality    

<http://www.oclc.org/policies/iso/default.htm> 

국외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부문의 ISO 9000
인증 현황

국외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부문의 ISO 9000
인증 현황



II. 도서관/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ISO 인증 도입(3)II. 도서관/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ISO 인증 도입(3)

ISO 9000 인증 절차 및 기대 효과ISO 9000 인증 절차 및 기대 효과

1단계 : ISO 9000 규격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의 구축 및 컨설팅

2단계 : 인증신청 및 계약 체결

3단계 : 인증심사 수검

4단계 : 부적합의 시정 및 인증의 결정

5단계 : 연례 사후관리 수검

6단계 : 인증의 갱신

ISO 9000
인증 절차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ISO 9000인증의
기대 효과

고품질의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도서관 정보센터의 고객 만족도 제고

내부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

도서관 정보센터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1)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1)

중국 CALIS 정보 연계 활용중국 CALIS 정보 연계 활용

전국의 대학 및 전문도서관 대상 학술자료의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중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1998년에 시작된 기구

종합목록, 상호대차, 학위논문(ETD), 해외학술정보 공동구매 등

참여범위 및 데이터

종합목록 상호대차 학위논문

참여교 200개교 30개교 100개교

데이터 180여만건 8,000건/월(80%제공율) 10여만건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업무협력동의서 작성

(2005. 6. 14)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의 예정

종합목록: 웹 기반 공동목록 방안 검토
상호대차: KERIS-NII와 동일한 에이전트 활용 방안 검토
학위논문: 시스템 연계를 통한 양국 학위논문 공동활용 방안 모색 중

CALIS
(China Academic 

Library & Information

System)

현황

CALIS
(China Academic 

Library & Information

System)

현황

학술정보
공동활용 방안

학술정보
공동활용 방안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2)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2)

일본 NII 정보 공동 활용일본 NII 정보 공동 활용

NII - KERIS 간 목록데이터 공유

NII 목록데이터를 KERIS의 종합목록 회원기관들이 목록 작성의

참조용 데이터로 활용하여 국내 도서관들의 일본 서지정보의 표

준화를 지원

NII - KERIS 간 국제표준검색방식으로 연계, 소장정보 검색

Z서버를 통한 실시간 종합목록 DB검색으로 상호대차를 위한

소장정보 검색 가능

현재 RISS에서 일본대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메뉴에서 서비스

실시 중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

일본 85개 도서관, 한국 226개 도서관 참여

일본 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와

학술정보
공유 현황

일본 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와

학술정보
공유 현황

상호대차 참여기관 점진적 증대

현재 일본에서 현물 대차 서비스 검토 중

향후 추진 방향향후 추진 방향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3)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3)

재미 한국학 도서관 종합목록서비스 확대재미 한국학 도서관 종합목록서비스 확대

해외 한국학 도서관으로부터의 목록 수요 증대

미국내 한국학 도서관을 종합목록 회원 기관으로 확대

▶재미한인사서문헌정보인회(KALIPA) 회원 중 대학도서관 약 30여개

현재 유니코드화 작업 중(2005년 하반기 완료 예정)

KORMARC => MARC21 변환 : 개발 중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개발 중

외국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 참여 확대

외국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 참여 확대

한국서의 이용률을 높이고, 미국 내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기대 효과기대 효과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4)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4)

국내 교수의 해외ILL/DDS 비용 지원국내 교수의 해외ILL/DDS 비용 지원

교수가 소속된 도서관을 통하여 원하는 해외학술정보를 획득할 수 있

는 비중은 평균 40% 정도에 지나지 않음
관련 연구에 의하면, 연구자가 연구정보를 탐색/입수하는데 소비하는 시간

은 총 연구시간의 43% 정도로 나타남

연구자의 해외학술정보 의존도 : 사회과학(50 –70%), 기술과학(95%이상]

소속된 도서관에서 원하는 해외학술정보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개인

적인 구독이나 구입 또는 해외기관문헌복사신청을 통하여 획득하고

있음

해외학술정보획득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소요하는 학술정보 수집비는

1인당 평균 31만원/연간으로 나타남
KERIS 자체 조사 결과(2005. 6)

KERIS의 해외학술DB 국가 라이선스 도입 비용을 일부 전용하여, 교수

의 해외 ILL/DDS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 중
교수 신청분에 한하여 30~50% 보조

교수의 해외학술정보
획득하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

교수의 해외학술정보
획득하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

교수의 해외학술정보
수집 지원 방안

교수의 해외학술정보
수집 지원 방안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5)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5)

대학도서관 중심의 국가 라이선스 시범 운영 계획(안)대학도서관 중심의 국가 라이선스 시범 운영 계획(안)

배경 및 필요성

해외 컨소시엄의 경우, 대학도서관이 DB 선정•협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정부는 해당 컨소시엄에

지원금 일부 지원 (해외사례: CALIS(중국), CSU(미국))

대학정보공시제 시행(2006년) 예정,  도서관 등 연구지원시설이나 제도 관련 정보 공시로 대학도서관

의 역할 및 서비스 품질 강화 필요

추진 방향

국공립/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산하 해외전자정보전문가위원회(가칭) 구성,

해외DB 국가 라이선스 선정•협상을 대학이 주도적으로 추진

KERIS의 추천 중점주제분야 및 협상지침 준수, 국공립/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최종 협상완료 DB 결과를 KERIS로 통지, KERIS는 해당 컨소시엄 지원금 지급 •계약 •운영

시범적으로 2005년 신규 DB 2종에 적용•실시, 향후 단계별 DB 종수 확대 추진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6)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6)

대학도서관 중심의 국가 라이선스 시범 운영 계획(안)대학도서관 중심의 국가 라이선스 시범 운영 계획(안)

DB 선정 시 설문 참여

국가 라이선스 컨소시엄 구독 참여

구독료 지급(대학의 대응투자방식 경우)

도서관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 교육•홍보

KERIS

국공립/사립
대학도서관

협의회

대학도서관
(참여기관)

추진체계

국가 라이선스 DB 선정

국가 라이선스 DB 구독 조건 및 가격 협상

대학도서관 그룹별 가격 산정

DB 서비스 사후 평가

국가 라이선스 예산 확충 노력

구독 조건 및 대상 주제분야 및 협상 지침 제시

국가 라이선스 지원금 지원

국가 라이선스 컨소시엄 구성

국가 라이선스 계약 및 지급 관련 행정 업무 지원

국가 라이선스 DB 운영 및 서비스 지원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7)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7)

대학도서관 중심의 국가 라이선스 시범 운영 계획(안)대학도서관 중심의 국가 라이선스 시범 운영 계획(안)

대학도서관 혜택

수요자인 대학도서관이 국가 라이선스 DB 선정•협상에 참여, 할인율 증가로 구독비용 절감효과

배가 및 추가 DB 확충 가능

대학도서관 사서의 해외학술정보 관련 전문성을 적극 활용, 대학도서관의 역할 영역 확대

신규 국가 라이선스 DB의 구독 금액 추가 할인

KERIS 유료 서비스를 일부 무상 지원

대학 학술정보 공동활용 기여도 평가에 우선 반영 등

선정•협상 참여대학 혜택



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8)III. KERIS 주요 사업 추진 방향(8)

RISS 주제별 서비스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RISS 주제별 서비스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

주제별 서비스 운영 현황

교육 및 HRD 분야 주제별 서비스인 KERIC (http://www.keric.net) 운영 중

주요 컨텐츠
교육유관기관(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간 연구보고서 원문

교육학 분야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원문 등

국제기구 (OECD, WorldBank 등) 및 고등교육(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관련 주요 컨텐츠 연계 서비스

2005년도 말까지 주제별 서비스를 법학 및 의학 분야로 확대

2006년도 중 경영/경제 분야 주제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컨텐츠 확보 중
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 원문 컨텐츠

주제별 서비스 발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