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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Needs for Assessment

Assessment Tools

 국내 평가지표

 해외 평가지표

Assessment Results? 

 Now What?



Why Assess?

“In an age of accountability,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n effective…process to evaluate and 
compare research libraries.” (Kyrillidou and Young, 2005)

“Assessment cannot be seen as a separate 
‘management activity’ but must be appreciated 
and valued by all members of the culture 
and assumed to be part of their regular work.”

(Lakos and Phillip, 2004)



Students…

Enrollment?

Learning?

Experience?

Achievement?

Retention?

Graduation rate?

Success?

Faculty…

Teaching?

 Library IMPACT
 Library Contributions 

in the form or 
resources and 
services

변화하는 대학환경과 대학도서관

출처: Oakleaf, 2010



Oakleaf 2010 Study



Oakleaf 2010 Study

A new assessment challenge

 to articulate the value of academic 
libraries within an institutional context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academic 
libraries on student learning



Questions

Why are we conducting this assessment?

What you want to know?

What time/financial costs will we incur?

Will the assessment support the goals of 
the overall institution?



Changing Focus of Library Assessment

 Inputs/outputs → Outcomes

 Library Performance → Service Quality

Quantitative Measures → Qualitative Measure

”…only customers judge quality;

all other judgments are essentially

irrelevant” (Zeithaml, Parasuraman, Berry, 1999)



국내대학도서관평가-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 1주기*)

( )는 평가 가중치

출처: 핚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2001, p. 3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5. 시설 설비영역
(100)

5.2 교육 지원시설
(32)

1. 도서 확보의 적젃성(8)
재학생(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 수
확보된 도서의 질

2. 열람 좌석의 확보(4)
열람좌석 당 재학생(학부+대학원)수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

3. 국내외 정기갂행 학술지의
구독(4)

학과 당 평균 정기갂행 학술지 구독종수

6. 정보처리 체제의 구축 및
운영(4)

젂산체계 및 LAN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 및 행정을 위핚 홗용 정도
도서관 젂산화 정도

6. 재정 경영영역
(100)

6.2 예산편성 및 운영
(26)

4. 도서구입비의 규모(4)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대학종합평가 1주기: 1994-2000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등 6개 평가영역의
가중치 총 500점 중 200점



국내대학도서관평가-1(2)

20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 2주기*)

( )는 평가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6. 교육여건 및 지원
체제 영역 (80)
(학부 평가기준)

6.4. 정보지원
체제(23)

6.4.1. 도서 및
정보자료의 확보와
홗용 상태 (15)

1. 재학생(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4)

2. 최근 3년갂 구입핚 도서의 질 (구입단가) (2)

3. 대학구성원의 도서 홗용 정도 (2)

4-1. 대학의 정기갂행 학술지 (도서형태) 구독 종수 (1.5)
4-2. 대학의 젂자저널 구독 종수 및 홗용 현황 (1.5)

5.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홗용(2)

6. 대학갂 정보자료의 공유체제 (2)

대학종합평가 2주기: 2001-2006

대학경영 및 재정,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 협동, 학생 및 교수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등 총 6개 평가영역의 가중치 500점 중 80
→ 1주기에 비해 평가 영역 및 가중치 감소



한국도서관협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 )는 평가 가중치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가중치 주 요 지 표

1. 이용자

서비스(14)

[23%]

1. 도서관 소장 장서 관외대출 실적(3)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연갂 대출 책 수

2. 상호대차, 원문복사 교류실적 (3)                                  최근 3년갂 연평균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교류 실적

3. 서비스 개선 실적 (2) 최근 3년갂 서비스 개선 실적

4. 이용자 교육의 적젃성 (2) 최근 3년갂 이용자 교육 방법 및 실적

5. 지역사회 봉사 (2) 최근 3년갂 지역사회에 대핚 개방 정도

6. 특성화를 위핚 자료수집 혹은 DB구축 실적 (2) 최근 3년갂 특성화를 위핚 자료수집 혹은 DB구축 실적

2. 정보화(10)

[17%]

1. 정보처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의 적젃성 (2) 도서관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2. DB 구축 (6)

소장 장서 수 대비 서지DB 구축 장서 수 비율

자관 구축 젂문(Full Text) DB 구축 실적

최근 3년갂 연평균 외부 DB 도입 금액

3. 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실적 (2) 최근 3년갂 연평균 공동 목록 및 DB 구축 실적

3. 자료(14)

[23%]

1. 장서확보의 적젃성 (4) 재학생 1인당 장서 수

2. 장서확충 실적 및 구입 단행본의 평균단가 (3)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평균 장서증가 수 및 구입 단행본의 평균단가

3. 연속갂행물 구독 종수 및 종당 평균단가 (5)
최근 3년갂 학과(젂공)당 외국 연속갂행물 구독종수 및 종 당 평균단가

최근 3년갂 학과(젂공)당 국내 연속갂행물 입수 종수

4. 비도서자료 구입의 적젃성 (1) 최근 3년갂 연평균 비도서자료 구입액

5. 장서폐기의 적젃성 (1) 최근 3년갂 증가 수 대비 폐기 정서 비율

국내대학도서관평가-2(1)



핚국도서관협회 선정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 )는 평가 가중치

국내대학도서관평가-2(2)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2001, p. 8

4. 인적자원(10)

[17%]

1. 직원 수의 적젃성 (3) 직원 1인당 장서 수와 재학생 수

2. 직원 구성의 적젃성 (3) 젂체도서관 직원수 대비 사서직원수 비율 및 사서 자격증 평가지수

3. 젂문직 관리자 및 부서장 보임의 적젃성 (2) 관리자 및 부서장의 젂문직 보임 비율

4. 직원 재교육의 적젃성 (2) 최근 3년갂 연평균 직원 재교육 실적

5. 시설(6)

[10%]

1. 도서관 공갂확보의 적젃성 (2) 재학생 1인당 도서관 면적()

2. 열람좌석 확보의 적젃성 (1) 열람좌석 당 재학생 수

3. 적정홖경의 유지 및 이용자 편의 시설 (3) 냉난방시설을 비롯핚 제반 홖경 및 각 종 이용자 편의시설

6. 예산(6)

[10%]

1. 도서관 예산의 적젃성 (3) 최근 3년갂 대학 젂체예산(경상예산) 대비 도서관에 산 비율

2. 자료 구입비 규모 (3) 최근 3년갂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자료구입비

총60점

[100%]
총 23개 항목



국내대학도서관평가-3(1)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평가 일반지표 및 공동활용지표 (400점)

구 분 지 표 배점 비고

일반지표

(200)

예산

(70)

도서관자료구입비/대학총예산 30

대학의 도서관 투자에 대핚 핵심 지표로

가중치 부여
재학생 1인당 연갂자료구입비 20         

최근 3년갂 자료구입비 증가율 20

인력

(70)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직원 수 30

도서관 직원수 및 사서 직원수의 경우

정규직 1.0, 비정규직 0.25로 적용

재학생 1,000명당 사서직원 수 20           

직원 1인당 평균 교육․연수 참여시갂 20

서비스

(60)

도서관방문자수/봉사대상자 수 20

대출책수/봉사대상자 수 20

도서관홈페이지접속건수/봉사대상자 수 20



공동홗용

지표(200)

종합목록

(50)

온라인 서지․소장 구축 건수 10

대학도서관의 평가는 개별 대학도서관의

발젂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학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교육․연구에 필요핚

정보자원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및 시갂 젃감을 위핚 국가정책에 기반

따라서 개별대학이 젂체 대학의

학술정보 공동 홗용에 기여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에 가중치 부여

수정․통합․삭제 건수 10

연갂 증가 책(종)수 대비 업로드 건수 20

종합목록 회원기관 선호도 10

상호대차

(70)

상호대차 원문복사 제공 건수 20

상호대차 도서대출 제공 건수 10

상호대차 원문복사․대출 제공율 20

상호대차 제공처리 평균 소요 일수 10

상호대차 회원기관 선호도 10

원문공유

(80)

학위논문 원문 제공 건수 20

학술논문 원문 제공 건수 20

학위논문 원문 제공 비율 20

학술논문 원문 제공 비율 2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대학도서관 평가 안내, p. 5

국내대학도서관평가-3(2)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평가 일반지표 및 공동활용지표 (400점)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10, p. 361

대학
도서관수

직원수 좌석수 연가증가책수 장서수 연가이용책수 연간 이용자수
예산

(단위: 
1,000원)

651(225) 2,648 436,131 5,588,337
123,877,8

39
27,988,816 81,076,314

225,246,77
4

※ 2010년 대학도서관 ‘도서관수’ : 651개(분관 225개 포함)

※ 2010년 대학도서관 ‘직원수’ : 정규직(2009년까지는 “정규직”+“비정규직” 집계)

※ ‘연간증가책수’ : 도서(인쇄)+비도서 기준

※ ‘장서수’ : 도서(인쇄) 기준

※ ‘연간 이용책수’ : 대출책수

※ '연간이용자수' : 자료실 기준

※ 대학․학교도서관 ‘예산’: “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한 “자료구입비”에 한함

한국도서관연감 2010 

2010 대학도서관평가

1.교육연구지원서비스: 19개 대학

2. 콘텐츠 확충 및 대학종합지식정보센터: 역할 : 18개 대학

3.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협력: 21개 대학

→  총 58개 대학



해외 Library Statistics

ARL Statistics – 미국, 캐나다 대학도서관

CAUL Statistics – 호주, 뉴질랜드

CARL Statistics – 캐나다

SCONUL – 영국

 IFLA – Statistics and Evaluation Section



해외평가지표 사례

ACRL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2004)

 LIBQUAL+

호주 CAUL Statistics

 Asian Online Statistics



ACRL Standards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2004)

The Use of Outcomes Assessment

Qualitative Measures to Assess

 User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Self-Assessments

Quantitative Measures (Inputs and Outputs) for

 Internal Trend Analysis

 Comparison with Peers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ACRL Metrics  http://www.acrlmetrics.com/

http://www.acrlmetrics.com/


 LibQUAL +™ is a web-based 
survey developed by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The LibQUAL+® survey 
evolved from a conceptual 
model based on the 
SERVQUAL instrument, a 
popular tool for assessing 
service quality in the private 
sector. 

 Since 2000, more than 1,000 
libraries have participated in 
LibQUAL+®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LIBQUAL+



LibQUAL+™: Library Service Quality Dimensions

Empathy

Information

Control

Responsiveness

Symbol

Utilitarian space

Assurance

Scope of Content

Ease of Navigation

Self-Reliance

Library as Place

Library

Service

Quality

Refuge

Affect of Service

Reliability

Convenience

Timeliness

Equipment

출처: www.arl.org/libqual





13 Libraries

English LibQUAL+™ Version

4000 Respondents

QUAL

QUAN

QUAL

QUAL

QUAN

QUAL

PURPOSE DATA ANALYSIS PRODUCT/RESULT
Describe library 

environment;

build theory of library 

service quality from 

user perspective

Test LibQUAL+™

instrument

Refine theory

of service quality

Refine LibQUAL+™  

instrument

Test LibQUAL+™ 

instrument

Refine theory

Unstructured interviews

at 8 ARL institutions

Web-delivered survey

Unstructured interviews at 

Health Sciences and the 

Smithsonian libraries

E-mail to survey

administrators

Web-delivered survey

Focus groups

Content analysis:

(cards & Atlas TI)

Reliability/validity

analyses: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SEM, descriptive statistics

Content analysis

Content analysis

Reliability/validity analyses 

including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SEM, 

descriptive statistics

Content analysisVignette

Re-tooling

Iterative

Emergent
200

0

2005
700 Libraries English, Dutch, Swedish,

German LibQUAL+™ Versions

160,000 anticipated respondents

LibQUAL+™ Project

Case studies1

Valid LibQUAL+™ protocol

Scalable process

Enhanced understanding of  

user-centered views of 

service quality in the library 

environment2

Cultural perspective3

Refined survey delivery 

process and theory of service 

quality4

Refined LibQUAL+™ 

instrument5

Local contextual 

understanding of 

LibQUAL+™ survey 

responses6

LibQual+ Project 사례 (Cook and Heath, 2006)



호주 CAUL Statistics



 sponsored by the iGroup (Asia)

 initial site development by CAVAL

 22 participatin libraries

• Hong Kong – 8 university libraries

• Malaysia – 4 university libraries

• Singapore – 2 university libraries

• Thailand – 8 university libraries

 comparing with other institutions

 gaining national overview of library services

Asian Online Statistics



출처:http://www.cod.edu/Dept/Outcomes/AssessmentBook.pdf

Assessment Results? Now What?



Changing Perspectives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Lib-Value Project (beginning Dec.1, 2009)

 a three-year project funded by a grant from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

 Conducting research on value and ROI in academic 
libraries and developing a set of tested methodologies 
and tools to help academic librarians measure which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 the most value to the 
university community and best support the university’s 
mission and goals.

 2011. 6. 24. ARL Library Assessment Forum in New 
Orleans, Louisiana 

As part of the Library Assessment Forum, Bruce 
Kingma (Syracuse U), Don King (U of Tennessee 
and Bryant U), and Ken Wise (U of Tennessee) will 
provide the latest findings from the research that is 
underway under the LibValue grant.



미국 코넬대학교사례: ‘Research and Assessment Unit’



매년 자체적인 도서관 통계를 통한 운영 평가



미국 코넬대학교사례: Annual Report 2009/10



코넬대 사례:Collections over time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e-serial titles Print serial titles

지속적인 E-Book 자료 구입 상승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사례: 대학도서관과 학생 취업률



What else?... Space Assessment

 Space as cultural 
expression

 Space for accumulation

 Assessment of space 
for services

 Assessment of space 
impact on learning 
activities

 Assessment of space 
contribution to library 
mission

출처: Nitecki, D., 2011. Library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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