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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 정보 통합구축
■ 전국 4년제 대학 100% 참여

Shared Cataloging을 통한 대학도서관 목록작성 업무 경감
- 국내도서 : Original Cataloging -> Copy Cataloging

KERIS Union Catalog

서비스 개요

- 국내도서 : Original Cataloging -> Copy Cataloging
- 해외도서 : LC/OCLC 참조목록 구축 -> Copy Cataloging
- 출판유통진흥원 국내 단행본 최신 신간도서목록 매일 갱신
- Z39.50(국제표준 프로토콜)을 통한 대학도서관시스템과 직접연계
- 자관편목 시스템, UNICAT, WEBUNICAT(http://unicat.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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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계속)

현황 및 실적(2014.4기준)

■ 회원기관수 : 가회원( 176개) , 나회원( 239개), 다회원(312개)

■ 레코드 건수 : 종합목록 1,004만 건(소장 5,0561건), 참조목록 2,204 만건, 

■ 2014년 월 평균 39만건 MARC 신규 레코드 업로드 및 중앙 품질관리 수행

KERIS Union Catalog

2014년 주요 사업

■ Linked Data 실험구축 사업을 통하여 외부 발행 (단행본 8,428건)

※ 링크드데이타(Linked Data) : LOD(Linking Open Data)라고도 하며, 개방형 데이터들을 표준화된

형태로 네트워크(HTTP 프로토콜)를 통해 개방하고, 유통하여 누구나 웹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함

■ 외부 기관 협업을 통한 목록 서지 및 목차 정보 구축(국립중앙도서관)

■ 국가 표준 준수를 위한 통합서지용 KORMARC 지침 현행화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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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목록 DB 해외 참조DB 회원기관

서지 소장 서지 전거
725개 도서관

1,004만건 5,051만건 1,259만건 961만건

[2014년 3월말 현재]
종합목록 DB 및 회원기관 현황

KERIS Union Catalog

연도별 데이터 구축 현황

연도 종합목록(서지) 종합목록(소장)

2008 28만건(누적 830만건) 187만건(누적 3,890만건)

2009 33만건(누적 863만건) 198만건(누적 4,088만건)

2010 34만건(누적 897만건) 193만건(누적 4,281만건)

2011 34만건(누적 931만건) 230만건(누적 4,511만건)

2012 36만건(누적 967만건) 218만건(누적 4,729만건)

2013 27만건(누적 994만건) 266만건(누적 4,995만건)

연도별 데이터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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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검색 다운로드 검색 기관 수

2008 610만건(509천건/월) 81만건(67천건/월) 387개 기관

2009 589만건(490천건/월) 86만건(71천건/월) 399개 기관

2010 566만건(472천건/월) 87만건(72천건/월) 404개 기관

2011 521만건(473천건/월) 81만건(74천건/월) 411개 기관

종합목록 이용 현황

KERIS Union Catalog

2012 499만건(416천건/월) 97만건(80천건/월) 423개 기관

2013 489만건(407천건/월) 114만건(95천건/월) 434개 기관

신규 서지 추가 소장 추가 검색 다운로드

3만건/월 23만건/월 41만건/월 10만/월

월평균 구축/이용 현황(2014 .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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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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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ILL

상호대차 회원기관 현황(2013. 12  기준)

※ 

구분 4년제 전문대 특수/기타 합계

WILL 복사 273 134 169 576

대출 198 74 64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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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ILL

서비스별 이용현황(2013. 12 기준)

구분 신청 제공 제공률

WILL 복사(일반이용자) 93,694(14,207) 82.004(12,589) 87.5%

대출 23,462 19,823 84.5%

소계 117,156 101,827 86.9%

해외연계 NII(한→일) 4,933 2,789 56.5%

NII(일→한) 59 46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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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국내 상호대차 제공 10만여건, 해외 DDS 1만여건 제공 중

※ 일반이용자는 전체 복사 신청의 15%를 차지하며 전년(13%)과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NII(일→한) 59 46 78.0%

CALIS 294 198 67.3%

소계 5,286 3,033 57.4%

해외논문
구매대행
(EDDS)

비용지원 일반 217 159 73.3%

기관 1,358 855 63.0%

비지워 일반 2,939 2,314 78.7%

기관 5,114 4,420 86.4%

소계 9,628 7,748 80.5%



KERIS ILL

연계 대상 기관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 인쇄물, 전자자료 등 총 1,200만권 보유,  Reproduction 서비스를 통한

복사서비스(PDF, 저작권료 포함) 제공

스페인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NA)

1831년 이후 단행본, 연간물, 고서를 포함 2천만권 보유, 복사서비스 제공■ 1831년 이후 단행본, 연간물, 고서를 포함 2천만권 보유, 복사서비스 제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유럽권 언어 자료 복사 서비스 시범 운영(2014년 4월 ~ 6월)

■ 대상 : 상호대차 운영위원 20개교 소속기관 이용자

서비스 확대(‘14 하반기) : 상호대차 회원 기관 전체 및 RISS 소속기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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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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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

Digital Collection의 줄임말로 대학 생산 학술정보를 수집, 보존, 관리

및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

dCollection 참여 대학 수 : 226개 대학

■ (직접 보급교) 55개 대학, (호스팅교) 171개 대학 (2013년 12월 기준)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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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급교) 55개 대학, (호스팅교) 171개 대학 (2013년 12월 기준)

학위논문 제출과 유통을 결합한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

■ 디지털 학술연구정보의 수집 효율성 증대

■ 유통 비용의 절감 및 서비스 시간 단축 효과

대학 생산 학술정보 유통에 대학도서관이 중심 역할

■ 대학 내 학술정보 관리 중심기관으로 대학도서관 역할 확대

■ 대학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국가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 기반으로 구축



dCollection

연도별 dCollection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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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 보급 초기에 과거 소급분 논문데이터 반입으로 구축량 증가

2007년에는 dCollection 참여기관 증가로 구축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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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

연도별 dCollection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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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네이버 메타 연계 서비스 이후 이용량 증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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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술지지원센터
(FRIC)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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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FRIC

서비스 개요

대학도서관의 부족한 해외 학술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분야별로 대학을 지정하

여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설치

■ 구독하는 학술지는 원문복사서비스 등을 통하여 모든 대학도서관이 공동 이용

■ 공동이용 가능한 대학 보유 외국 학술지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외국학술지의 중복 구독을 배제하여 학술정보 공유의 효율 제고

■ 중복 구독 방지 및 분담 수서 -> 예산 절감 및 공동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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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FRIC

주제 분야 현황

대학명 주제분야 주요 학문 분야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전북대학교 농․축산 농축산학, 수산, 해양학

고려대학교 인문과학 문학, 어학, 역사학, 철학고려대학교 인문과학 문학, 어학, 역사학, 철학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건축, 토목공학, 기계, 재료공학, 조선, 

항공우주공학

경북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 공학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약학, 생물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예.체능
신문, 방송, 교육, 사회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체육․무용

충남대학교 행정․경영학 정치, 외교, 법률, 행정, 경제, 경영학

경상대학교 환경·에너지 환경공학, 에너지‧원자력, 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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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06. 8 외국학술지지원센터(전기․전자․통신 분야) 지정 :

‘08. 11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09-’13) 수립

‘09. 12 외국학술지지원센터 6개 분야 신규 추가

KERIS FRIC

추진 경과

‘09. 12 외국학술지지원센터 6개 분야 신규 추가

‘11. 7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신규 주제분야(2개) 공모 및 선정

※ 이화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13. 9 외국학술지지원센터 2개 분야 신규 추가

※ 예/체능, 환경/에너지 등 총 10개 센터 지정

‘14. 2 2단계 대학도서관 발전계획((‘14-’18)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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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FRIC

서비스 학술지 현황

주제분야 대학명
2011년 2012년 2013년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

임상의학 연세대 402 1,948,089 417 2,149,705 446 2,388,164

자연과학 서울대 1,950 1,850,247 1,965 2,303,429 2,380 3,060,760

농․축산 전북대 465 220,735 505 314,591 538 752,231농․축산 전북대 465 220,735 505 314,591 538 752,231

인문과학 고려대 1,630 226,466 1,743 285,796 1,814 692,430

기술과학 부산대 15,496 1,038,654 16,397 1,122,475 16,479 1,509,718

전기․전자․정보통신 경북대 1,034 683,126 6,450 692,630 6,509 988,862

생명공학 강원대 343 555,395 542 667,624 1,427 2,234,753

교육․사회학 이화여대 340,766 1,273 478,471 2,089 936,343

행정․경영학 충남대 1,169 391,154 1,326 475,545

합계 21,944종 6,863,478편 30,461종 8,405,875편 33,008종 13,038,80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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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FRIC

공동활용 현황

대학명 2011 2012 2013

연세대 18,571 20,636 22,993

서울대 5,056 6,191 8,580

전북대 1,740 1,882 2,331

고려대 2,345 3,474 5,937고려대 2,345 3,474 5,937

부산대 2,728 4,638 4,914

경북대 1,738 1,667 2,250

강원대 1,803 3,061 8,582

이화여대 84 5,827 10,466

충남대 - 1,250 3,284

합계 34,065 48,626
69,337

(전년대비 42.6% 증가)

RISS(www.riss.kr), NDSL (www.ndsl.kr), MEDLIS(www.medlis.kr) 을 통하여 무료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20｜



KERIS FRIC

학술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촉진 및 국가 사업의 극대화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학술정보 개방

17.3%

2010년 2011년

33.4%

2012년

51.8%

2010년 17.3% 비중에서 2011년 33.4%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2년에는 52% 이상의

서비스 비중을 차지하여 해외학술지 상호대

차의 절반을 FRIC이 담당하고 있음

6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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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FRIC

분담 수서 현황(2013년기
준)

센터명 국내 대학 구독 중단 종수

강원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생명공학) 63종

경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전기ㆍ전자ㆍ컴퓨터ㆍ정보공학) 25종

고려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인문학) 53종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기술과학) 63종

서울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자연과학) 27종

연세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임상의학) 23종

전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농축산학) 28종

이화여자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교육/사회학) 39종

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행정/경영학) 38종

합계 359 종

2012년 652종, 2013년 359종의 인쇄 학술지 구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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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정보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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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해외전자정보

대학라이선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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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해외전자정보

KERIS 해외전자정보 대학라이선스 추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컨소시엄수 14 14 18 22 22 22

참여기관수 174 175 242 323 328 363

절감효과
(억원)

551 595 750 863 893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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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해외전자정보

RISS 해외 DB 통합검색 서비스 오픈 및 운영(2013. 1월 오픈)

1. RISS서비스 메뉴 이원화
- [해외DB통합검색] 선택

4

3

2013년 전체 해외DB 
검색건수

: 월평균 18백만 건

(2012년대비 24.2% 증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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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DB통합검색] 선택

2. RISS 로그인
* 2013년부터 해외DB 서비스도
기관 직접접속으로 이용 가능

3. 검색하고자 하는 DB 선택
(DB를 선택하지 않고 검색
버튼을 클릭할 경우, 전체 DB를
대상으로 검색 수행)

4. 검색 키워드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5. 해외DB통합검색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도움말

5



KERIS 해외전자정보

KERIS 대학라이선스 컨소시엄 구독료 현황(2013년 구독 기준)

구분
구독료

부담금 비율

대학 $ 8,132,560 75%

KERIS $ 2,676,767 25%

합계 $10,809,327 100%

｜27｜

KERIS 대학라이선스 DB(22종)의 검색 및 원문 이용 현황 (2013년 구독 기준)

합계 $10,809,327 100%

구분 건수 CPS / CPD 비용

검색 18,225,232건
CPS

(Cost Per Search)
$0.59

원문 4,773,628건
CPD

(Cost Per Download)
$2.26

※ 해외논문 구매대행(EDDS) 2013년 1건당 평균 비용 : $15.5

(EDDS 비용 대비 대학라이선스 원문 1건당 조회 비용은 1/7에 불과함)



KERIS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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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해외전자정보

KERIS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추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컨소시엄수(종수) 98 111 126 130 130 123

참여기관수(기관) 170 187 201 197 204 201

절감효과(억원) 110 126 130 135 18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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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해외전자정보

KERIS 해외전자정보컨소시엄 통합플랫폼(ACE) 개발 현황(2014. 1월 오픈)

1. 참가기관 모드 – 공급사 모드 –
관리자 모드로 구분 개발

2. 편리한 해외 DB 구독 신청

4

기존 ACE – 이용통계 -
Book title Select 사이트를

단일 플랫폼으로 개발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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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리한 해외 DB 구독 신청
* 대학라이선스 신청서

스캔본을 파일로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 가능

3. 자관 및 분관의 구독 현황 및
대학라이선스 DB 이용 통계
조회 가능
(검색, 원문, 접속으로 한정)

4. 단, 온라인 설문조사, 엑스포,   
교육신청 사이트는 별개로
웹페이지 구성 예정

5.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단순화



KOCW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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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KOCW (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은 대학의 우수한 강KOCW (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은 대학의 우수한 강

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강의 품질

제고를 통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에서 대학의 협력을 얻어 구축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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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기관 수 강의 수 강의자료 기관 수 강의 수
강의

자료
기관 수 강의 수

강의

자료
기관 수 강의 수

강의

자료

국내

대학 117 2,660 37,495 137 4,103 62,005 151 6,173 95,992 152 6,393 99,611

유관기관 13 103 219 15 535 1,390 20 627 2,470 20 1,481 2,900

소계 129 2,769 37,714 152 4,638 63,395 171 6,800 98,462 172 7,874 102,511

해외

대학 및

유관기관
11 625 780 9 354 509 8 356 541 8 356 541

OAI 3 - 120,169 3 - 121,649 3 - 122,485 3 - 122,485

소계 14 625 120,949 12 354 122,158 11 356 123,026 11 356 123,029

합계 143 3,394 158,663 164 4,992 185,553 182 7,156 221,488 183 8,230 2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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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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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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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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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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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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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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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KOCW

｜40｜



학술정보통계시스템
(Rinfo)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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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fo)



KERIS Rinfo

학술정보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학술자원의 활용 가치 제고

■ 통계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국내 대학경쟁력 강화

■ 학술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서비스 개요

｜42｜

■ 학술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학술자원 생성·관리·유통을 통한 학술자원 공동활용 촉진

■ 외부기관과의 통계 데이터 공유로 통계 작성 및 재원 낭비 지양

■ 항목 표준화로 통계정보의 일원화 및 데이터 품질 유지



KERIS Rinfo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www.rinfo.kr/2008 ~) 기능

■ 주요지표 검색, 대학간 비교 검색, 대학별 지표 진단 기능 지원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연수회 개최: 2013. 6. 4 (229명 참가) 

통계 조사 : 2013. 6. 10 ~ 7. 5

■참여기관 (총 459개 중 458개 대학도서관 응답)

상세 지침, 항목 개발과 교육으로 통계 조사 이해도 향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율(%)

수정기관수

1차 KERIS검증기간
(13.07.08 ~ 07.26)

116 96 97
상세 지침 개발로

수정기관수 23 % 감소

(‘12-->’13  7 % 감소)

2차 대학정보공시 검증기간
(13.09.30 ~ 10.16)

35 30 20

합계 151 12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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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Rinfo

연계기관 일정 연계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평가인증센터

․ 문광부 국가도서관통계

․ 한국도서관협회

‘13.04
- 대학기관평가인증사업
2012년 4년제 대학도서관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 대학정보공시 총 430여개 대학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편람․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전문대학협의회

․ 사립대도서관협의회

․ 중앙일보

․ 대학도서관연합회

‘13.09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편람

- 대학기관평가인증사업
2013년 4년제 대학도서관 자료

- 문광부 국가도서관통계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 중앙일보 대학평가 항목

‘13.11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대학연감

대학정보공시 등 8개 통계 요구기관에 데이터 제공(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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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Rinfo

13-가. 장서보유 현황/ 13-나. 도서관 예산 현황(2013년 10월 공시)

■ 13-가. 436개 / 13-나. 417개 대학 자료 연계

2014년도 13-가. 13-나 항목 통합

■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정보공시 연계시기 및 공시시기대학정보공시 연계시기 및 공시시기

대학도서관통계조사항목 대학정보공시 항목 연계시기 공시시기

2. 소장 및 구독자료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9월 초 10월 중

5. 예산 및 결산 9월 초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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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Rinfo

통계 조사 및 연계

통계조사

■ 통계 조사 참여(2주간) : 6. 9(월) ~ 6.20(금)

■통계 확인 및 수정 참여(2주간) : 6.23(월) ~ 7.4(금)

■통계 검증 수행(KERIS/4주간) : 7.7(월) ~ 8.1(금) 

통계데이터 연계통계데이터 연계

■ 대학정보공시연계(9월중), 외부기관 통계 연계(9월 ~ 12월)

통계데이터 활용

통계데이터 활용 자료 발간

■ 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FRS, 통계 리플렛 및 포스터 발간

정책활용을 위한 통계 리포팅 서비스(2014년 시범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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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통계시스템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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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EDS & EDSS

서비스 개요

교육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활용 체제 마련을 위하여 산재

되어 있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EDS (EduData System) EDSS (EduData Service System)

- 교육정책 수립·분석·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교육부 및

- 교육정책 분석 등 학술연구
목적의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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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EDS

EDUDATA

필요한 기초자료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제공

일반연구자

EDSS

EDUDATA

목적의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에듀데이터 제공



KERIS EDS & EDSS

초·중등 교육통계 분야

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
(2009년 ~ 2013년)

초·중등 교육통계
(2009년 ~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

고등 교육통계 분야

대학정보공시*
(2009년 ~ 2013년)

고등교육통계
(2009년 ~ 2013년)

취업통계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
(2010학년도 ~ 2013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자료
(2009년 ~ 2013년)

특수교육통계
(2011년 ~ 2013년)

취업통계
(2009년 ~ 2013년)

평생교육통계
(2009년 ~ 2013년)

* 대학도서관통계 : 대학정보공시(13-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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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EDS & EDSS

학교정보공시
107종/1,834항목

초중등교육통계
144종/3,079항목

취업통계
3종/197항목

대학정보공시
173종/1,855항목

특수교육통계
40종/400항목

고등교육통계
134종/2,342항목

학자금대출
7종/125항목

나이스
460종/13,324항목

에듀파인
140종/3,017항목 평생교육통계교육정보통계시스템140종/3,017항목

학업성취도
10종/326항목

수학능력시험
8종/450항목

평생교육통계
10종/190항목

대학도서관
21종/113항목

1,227종/26,975항목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E D SE D S E D S E D S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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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EDS & EDSS

KEDI 교육통계의 학생수와 KERIS 학교정보공시 도서관 자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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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EDS & EDSS

교육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원하는 통계정보자료

를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 (EDSS) ※ http://edss.moe.go.kr

구분
연도별 통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 기준

신청 건수 175 787 851 1,813
미제공 건수 3.5 58 7 68.5
실 제공건수 174.5 729 844 1,747.5
제공 비율 98.03% 92.63% 99.18%

에듀데이터 제공현황

제공자료 영역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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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EDS & EDSS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 신청절차

EDSS 회원가입 (http://edss.moe.go.kr)

연구계획서 및 데이터 선택 (연구계획서 요약 입력 및 보안서약서 작성)연구계획서 및 데이터 선택 (연구계획서 요약 입력 및 보안서약서 작성)

연구계획서 심사 (교육부 해당부서 심사)

자료다운로드 (EDSS 로그인 후 CSV 또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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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EDS & EDSS

교육정보통계 수집·연계·가공·활용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수요조사 · 분석을 통한 제공 데이터의 영역 확대 방안

※ 공공도서관 통계, 한국교육고용패널(KRIVET), 한국교육종단연구(KEDI) 등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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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방안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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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확대하고 있는 온라인 고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대학의 성과 향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안

해외 학술정보 구독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공급의 독과점 대비 방안

대학의 다양한 교육 및 학술정보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 이용 확대 방안대학의 다양한 교육 및 학술정보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 이용 확대 방안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체계적, 가시적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위한 방안

대학도서관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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