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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 연혁

1954  인하대학교 개교

1955  605권의 장서로 도서관 발족

1959　독립건물 신축

1981  중앙도서관 건립

1984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작

1987　도서관 전산화 토털시스템 구축 및 개가열람제로 전환

1993  장서 50만권 달성

1999　정석학술정보관 건축 기본계획 및 설계

2003  장서 100만권 달성

2003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2005　ISO 9001:2000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7  법학도서관 개관

       

2008  의학도서관 개관

       

2009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36대 회장교 역임

2009  장서 150만권 달성

2011  멀티미디어센터 학습환경 개선

2011  ISO 9001: 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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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목표

  -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

  - 지속적 혁신

  - Best Hyper Library 구현

○ 주요 정보자료 보유현황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계획

장서

단행본 1,503,307권 1,500,229권 1,549,475권

eBook 32,749종 35,860종 38,860종

계 1,536,056권 1,536,089권 1,588,335권

학술지
인쇄저널 2,184종 2,149종 1,977종

전자저널 39,147종 49,684종 49,700종

Web DB 34종 40종 41종

멀티미디어 79,779점 81,479점 83,200점

 ※ 2011학년도에 단행본 52,324권 폐기

  

○ 분관 정보자료 보유현황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계획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계획

장서

단행본 87,918권 91,000권 23,875권 24,000권

eBook  1,277종 1,300종 1,815종 1,900종

계 89,195권 92,300권 25,690권 25,900권

학술지
인쇄저널     84종 69종 107종 106종

전자저널  1,271종 1,280종 1,521종 1,546종

Web DB      4종 4종 10종 9종1)

멀티미디어  1,704점 1,720점 1,347점 1,360점

 
1) VJO(Video Journal of Orthopaedics) 구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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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확충현황

 1. 도서등록 및 DB 구축

       가. 목적

        1) 국내 최정상 하이퍼 라이브러리(Hyper Library) 구현을 위한 기반 확충

        2) 국내 Top 10 대학교의 위상에 맞는 도서관 장서 확보

      나. 추진 실적 및 계획  

         

구 분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31,561권 17,685권 49,246권

         

구 분 동양서 서양서 총장서수

단행본 1,119,617권 380,612권 1,500,229권     

       

       ․ 유형별

         

       ․ 언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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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서지DB 구축 현황                                        (단위:권) 

도서인수
도서정리 딸림

자료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학과 합계

44,626 8,019 15,813 9,819 491 4,307 97 38,546 1,116

2. 전자정보 확충

  가. 전자저널 / Web DB

    1) 구독 종수 및 이용통계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전자저널 39,147 49,684

Web DB 34 40

    2) 2011학년도 확충내역

     

주  제 전자저널 Web DB

의 학 Current Medicine Group 
e-Journal

VJO 구독중단
Video Journal of Orthopaedics

3. 멀티미디어 /eBook 형태별 확충

   

형태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VOD  2,932 21,617  3,037 22,758

DVD  7,357  9,364  7,682  9,778

CD-ROM 14,195  14,361  4,259 14,454

AudioBook    192    384    234    436

갱신 5 6

합계 24,681 45,726 15,218 47,426

eBook 32,749 67,840 35,860 7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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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건)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대   출 225,186 225,321

반   납 227,536 223,558

예   약 6,266 7,146

연   장 2,925 2,235

서가배열 413,621 442,551

합   계 875,534 900,811

  2) 법학도서관                                          (단위:건)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대출 
데스크 8,645 8,039

RFID 자가 4,362 3,740

합  계 13,007 11,779

반납
데스크 7,643 6,709

RFID 자가 2,785 4,974

합  계 10,428 11,683

2. 전자정보 이용통계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전자저널 1,208,147 1,328,030

Web DB   704,802   833,360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단위:건)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멀
티
미
디
어

UOD/VOD 10,095 20,676

DVD 17,593 17,107

A-Book    775  1,514

     eBook 30,240 28,141

    - VOD / A-Book 콘텐츠 이용 대폭 증가

      :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한 U-Cafe의 신규 제작으로 이용 편리성 도모 

    - 2012학년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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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웹사이트  
방문자수 

도서
검색건수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0학년도 1,262,108 2,678,416 44,195 138,163 

2011학년도 1,264,014 2,468,678 44,424 134,640 

        - 이용자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유연하게 대처

        - 수요 대응 및 콘텐츠의 구입으로 맞춤 서비스 강화(모바일용 콘텐츠

         구입 비중확대)

4. 온라인 이용통계
                                                                  (단위:건)

5. 상호대차 

   가. 개요

      협력기관과의 자료 교류를 통한 국내외 학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나. 국ㆍ내외 상호대차 통계  

                                                                  (단위:건)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내(KERIS) 379 41 308 268 687 609 

89.4%
일본(NDL) 29 29 - - 29 29 

기타2) 18 18 - - 18 18 

합   계 426 388 308 268 734 656 

         2) 기타 국외 대출기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독일과학기술도서관, 영국 BLDSC 등 

   다. 국ㆍ내외 원문복사 통계        
                                                                  (단위:건)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

내

KERIS 1,520 1,365 885 774 2,405 2,139 

88.7%

NDSL 145 114 1,036 900 1,181 1,014 

KISTI 60 53 - - 60 53 

MEDLIS 947 869 105 91 1,052  960 

소 계 2,672 2,401 2,026 1,765 4,698 4,166

국

외

중국(CALIS) 185 134 - - 185 134 

83.7%

일본(NII/NDL) 159 144 104 89 263 233 

KISTI 401 323 1 1 402 324 

기타3) 128 128 - - 128 128 

소 계 873 729 105 90 978 819 

합  계 3,545 3,130 2,131 1,855 5,676 4,985 87.8%

            3) 기타 국외 복사기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독일과학기술도서관, 미국린다홀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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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명)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619,566 587,380 발권 기준

전자정보센터 118,767 116,203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434,229 493,470

인문과학정보실 477,194 498,860

사회과학정보실 428,989 458,826

멀티미디어센터 18,247 25,493

IT Lab 9,149 9,961 발권 기준

그룹스터디룸 110,124 104,591 1F - 5F 전체

소  계 2,216,265 2,294,784

출입구 1,565,941 1,763,459

  2) 법학도서관
                                             (단위:명)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출입자수 123,684 100,048

전자정보실 4,720 2,006

세미나실 6,134 5,537

합  계 134,538 107,591

 3) 국제회의장/대회의실/소회의실
                                           (단위:횟수)

    

구  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국제회의장 32 43

대회의실 61 66

소회의실 14 14

합  계 10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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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 멀티미디어센터 학습환경 개선

  가. 추진 배경

     1) 멀티미디어센터 학습환경 노후화

       - 멀티미디어센터 기기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감소

       - 출입문이 철재로 되어 있는 등 폐쇄적 분위기에 따른 이용률 저조

     2) 이용자의 학습 패턴 변화에 따른 학습환경에 맞는 시스템 도입 구축

  나. 기대 효과

     1)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에 따른 이용률 증대와 최첨단 멀티미디어센터      

        기기와의 조화로 학습효과 증진 및 콘텐츠 이용 극대화

     2) 어학능력 향상 증진을 통한 취업률 극대화

  다. 주요 내용

     1) 멀티미디어센터 시설 환경 개선

       - 멀티미디어센터 및 Language Lab실 입구 철문  → 강화유리문 교체

       - 각 실별 외벽 및 출입문 교체

     2) Smart Group Study Room 학습 환경 개선

       - Smart Group Study Room 1, 2

        (6인실), 3(10인실) 신설

       - 최신의 스마트 TV와 베어본 PC를 

         결합, 최신의 학습 시스템 제공

       - 이용에 편리한 글라스 보드 설치

     3) DVD 학습환경 개선

       - 21인치 LED 모니터 / 리얼 5.1채널 헤드셋의 조화로 최상의 시청 

       - 학과 수업 관련 영화 시청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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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Language Lab 학습환경 개선

       - 새로운 학습 패턴을 고려한 일체형 PC 설치

       - 회화 위주의 독립된 어학 학습 공간

       - U-Café 콘텐츠(어학강좌)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

       - 인터넷 화상통화를 위한 카메라 / 녹음용 마이크 설치

       - 어학 자료 테이프를 mp3형태로 변환 시스템 제공(5석)

     5) Smart Multimedia Player 

       - 최신 복합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한 학습 공간 

       -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 시스템 지원

       - 모든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mp3, avi, wmv, DivX) 재생 

     6) 위성방송 시청 학습환경 개선

       - CNN, CCTV, NHK 등 외국 방송을 실시간 시청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시스템              

       - 멀티미디어센터 PC를 통해 시청 (다양한 채널 선택권 제공)   

2. 네트워크 환경 개선 

가. 관내 무선랜 시스템 교체 및 확장 

   

구분 기존 변경

지하 열람실 TRAPEZE AP 6기 (MP-432) XIRRUS Array 2기(XN-8/XN-4) 

지상 1~6 층 CISCO AP 9기 (1240AG) TRAPEZE AP 25기 (MP-432)

   - 지하 열람실 : 한정된 공간에서 수용능력을 확대시킨 고밀도 무선랜

                   시스템 도입 

   - 지상 1 - 6층: 음영지역 없이 관내 모든 지역에서 무선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나. 유선 LAN 구역 확장

   - 기존 80석이었던 제2열람실 유선 LAN 구역에 112석을 신설하여

     총 192석으로 확장

   

구분 기존 변경

유선랜 포트 80 192

전원 콘센트 80 192     

   - 동영상 강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트래픽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정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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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가. 네트워크 백본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UPS를 교체

  

구분 기존 신규

제품 APC-SUA3000 HF Series 5KVA

용량 3KVA 5KVA

서버실 축전기 교체 단상(50KVA), 삼상(20KVA) 축전기 교체

나. 기대효과       

   - 신규 UPS 용량을 5KVA로 확대함으로써, 백본 스위치와 로컬 스위치를 

     모두 연결

   - 정전시 발생했던 로컬 스위치의 전원부 장애 현상을 방지

   - 기존 외산장비를 국산장비로 교체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 절감 

        

4. 일반열람실 이용 환경 개선

   가. 제3열람실 의자 교체

      - 일반열람실 교육용 의자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이용자 면학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고자

        제1열람실 의자를 교체함 (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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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HA 실현

1. Research  Help 

   가. 개요

       주제별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수집 및 구축

   나. 배경 및 목적

      - 교내 이용자에게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여 분야별 서비스 제공  

      - 학문 분야별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연구 역량 강화 

   다. 추진현황 

   

항   목 기   간 내   용

정보요구조사 2009.3.1 - 4.30
- 국내외 사례조사
- 이용자 인터뷰/설문실시

인터페이스   
설계/개발 

2009.5.1 - 5.31
- 텝 메뉴 구성
- 콘텐츠 수집 지침 작성

주제선정/
콘텐츠 수집 

2009.6.1 - 7.30
- 공과대학 13개 주제 선정
- 콘텐츠 구축

테스트 및 운영 2009.8.1 - 8.30 - 인터페이스 점검

시행 2009.9.1 - - 공과대학 13개 주제 시행 

주제 
확대서비스 계획

2009.9.1 - 
2010.2.28

- 비공과대학 26개 주제선정
  (참고문헌 관리도구 2개 포함)
- 콘텐츠 수집/구축 완료
- 2010. 3.1 모든 주제 시행 준비 

모든 주제 시행 2010.3.1
- 8개 단과 대학, 39개 주제 콘텐츠 
구축완료(참고문헌 관리도구 2개 
포함)  

경영대학 분야 신설 2010.9 - 경상대학 분야에서 분리

경영대학 
아태물류학과 신설

2011.6 - 경영대학 확충

IT공과대학 신설 2011.10 - 공과대학 분야에서 분리 및 확충

   라. 서비스현황 

  

구  분 주제 콘텐츠 수 구  분 주제 콘텐츠 수 

 공과대학 10 2,829건  사범대학 6 931건

 IT공과대학 4 1,028건  생활과학대학 3 493건

 자연과학대학 2   386건  예술체육학부 1 283건

 경상대학 2 485건  법과대/법학전문대학원 1 227건

 경영대학 2 417건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1 536건

 문과대학 6 1,164건  참고문헌 관리도구 3 99건

 사회과학대학 3 591건 누 계 44 9,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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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대효과

      - 학술정보 콘텐츠 확대 및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연구, 학습 활동 지원 

      

2. 희망도서신청 서비스 업그레이드

   가. 개요

   - 네이버 책 검색, 구글 도서검색의 Open API를 통한 신간도서 검색 후 

     희망도서 신청

   - 희망도서의 우선순위제도 개발: 신청도서의 개인별 우선순위별 구입 승인

   - 모바일웹, 모바일앱 적용

나. 기대 효과

   - 무분별한 희망도서신청을 방지하고, 신청자간 형평성 유지

   - 모바일 기기에서 신간도서 검색 후 희망도서신청 가능

3. 온라인 도서예약제도 시행

   가. 개요

      - 예약이 가능한 도서를 이용자가 웹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1인당 최대 2권 예약가능

      - 예약도서 반납 후, 3일 이내로 대출하지 않으면, 예약취소

   나. 시행 : 2011년 11월 1일부터 

   다. 이용 실적

       

　학년도 예약건수 예약자수 비고

2011 4,965 1,405

  

4. 전자정보 활용솔루션 업그레이드

가. 개요

   - 링킹서비스 버전 업그레이드 (v.3 -> v.4) 

나. 추진내용

   - 전자정보DB 마이그레이션

   - 부가서비스 벤더(통합검색, Google, Naver 등)의 환경설정 변경

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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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인 원문 제공 환경 제공 

   - 원문 열람시 연결 오류 감소

5. INHA Repository(Digital Archive) DB 구축

가. 기관 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 개요 

   - 지적재산권에 저촉이 않되는 자료들을 연구자가 직접등록(self-archiving)  

     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Open Archive System으로 기관의 지적 생산물을 디지털형식으로  

     수집, 보존, 배포하는 온라인 저장소

나. 이용현황

   - 교내 교수,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 원문 DB 등록

   - 원문 DB 이용 현황

   

분 류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비 고

접속환경
Google 50% 66%

외부 검색엔진에 

의한 이용 확대

기타 50% 34%

접속 건수 12,937 116,265 

원문 다운로드 35,021 113,342 

 다. 기대효과

   - 연구성과물 보존 및 공유를 통해 학술정보서비스 개선

   - 웨보 매트릭스(세계대학평가)의 세계대학순위를 높여 본교 위상 제고

   - 연구저작물에 오픈액세스를 제공하여 인용률 향상

6. 강의 노트 eBook 제작 서비스 시행

  가. 개요

      등.하교 통학시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일환으로 강의 노트 등을 직접 eBook

      으로 제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나. 주요내용 

     - 강의 노트 등을 epub, pdf 형태의 eBook으로 제작 

     - 아이패드, 아이폰, 스마트 폰(안드로이드 계열), 

       태블릿PC에서 등하교 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

     - 멀티미디어센터 내 80번 좌석에 설치

  다. 시행 : 2011년 12월 21일부터                  

 

7. U-Cafe 개선

   가. 개요

      - 기존 Web 서비스에서 모바일 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관리 

        기능 강화

   나. 추진현황

      - Customizing/ 홈페이지 개발/ DB 구축/ 모니터링/ 수정 보완: 6.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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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 2011.11.1.(시험 서비스: 10.24 - 31)  

   다. 이용방법 

      - Web : http://media.inha.ac.kr:8081/ 접속 -> 로그인 -> 검색 -> 이용

      - Mobile : http://minha.cplcms.co.kr/ 접속 -> 로그인 -> 검색 -> 이용

   라. 기대효과

      - Web 및 모바일 서비스 기능의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다양한 기기를 통한 이용에 따른 이용자 편리성 및 이용률 증대 

      - 멀티미디어 센터 Language Lab 이용 활성화 기여

         

8. 웹진 발행

   가. 개요 

       정석학술정보관 개관(2003.9.17) 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관련 소식 및 뉴스, 데이터베이스 이용정보, 이용자가 참여한 문화감상문, 

       새소식, 퀴즈 수록

   나. 실적 

      - 웹진33호(2011.5)/웹진34호(2011.8)/웹진35호(2011.11)/웹진36호(2012.1) 

      - 퀴즈 이벤트 실시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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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대효과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웹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내외 이용자에게 홍보

9. 전자신문 KIOSK 설치

   가. 개요

      - 전자신문 KIOSK를 통해 손 터치로 뉴스정보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 2대 설치(2011. 7.26)

   나. 구독 신문(총14종):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스포츠 서울, 

        Korea Times, Korea Herald

        

   다. 기대효과

      - 다양한 신문을 한 자리에서 쉽게 이용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 강화

      - 기사색인 검색 가능에 따른 정보 이용 편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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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평가 개선과 행정개혁

1. 장서점검

   가. 소장도서의 정확한 현황 파악

   나. 추진내용       

      

구    분 추 진 기 간 추진내역(권) 비   고

 보존서고  2009. 9 - 2010.12   397,001

최종결과보고

(2011.07.13)

 자연과학정보실  2010. 1. 4 - 1.16   189,529

 인문과학정보실  2011. 1. 3 - 1.15   246,888

 사회과학정보실  2011. 1.17 - 1.29   191,630

 법학도서관  2011. 2. 7 - 2.12    87,291

 의학도서관  2011. 2.16 - 2.19    22,991

 U등록, 학위논문 
 관외대출 등   307,140

합 계 1,442,470

         * 소재불명 도서 권 수: 52,324권(분실률: 전체도서의 3.5%) 폐기 처리

   다. 기대효과

      - 검색의 효율성 및 분실도서 재구입에 따른 단행본 만족도 제고

      -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제도 대처

2. ISO 9001:2008 재인증 성공

   가. 개요

      - 2005년11월25일 취득한 ISO 9001 인증유지 

      - 인증 매년 사후심사, 3년마다 갱신 심사

   나. 추진경과 및 실적

      -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 인증 획득: 2005. 11. 25.(ISO 9001:2000)

      - 갱신 심사 시행: 2008. 11.(ISO 9001:2000)

      - 갱신 심사 시행: 2011. 11.(ISO 9001:2008)      

   다. 기대효과

      -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유지에 따른 정석학술정보관 위상/홍보 및 행정력 

        강화 

3. 검수관 제도 시행

   - 도서비로 집행되는 정보자료에 대하여

     검수관이 검수 시행

   - 도서비 집행 정보자료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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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와 지역화

 1. 국제화

    가. 개요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 도서관과 학술정보 교환 및 사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한 학술정보 공유 및 인적 자원 개발

    나. 추진 실적

      -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 사서 본관 방문 연수 (2011.8.22 - 9.7)

      - 본관 사서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 방문 연수 (2012.1.3 - 1.10)

      -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단위:건)

      

위탁
(인하대 → 하문대 신청)

수탁
(하문대 → 인하대 신청) 합계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159 144 104 89 263 233 

    다. 국제교류 현황

       

학년도 인적교류 학술교류 비고

2009학년도 2회 3명 7회 49권

2010학년도 2회 3명 6회 12권

2011학년도 2회 3명 6회 12권

  

2. 지역화

   가. 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나. 임시대출증 발급현황

      - 총 829회 발급(426건 회수), 현재 3,514건 유지

   다. 지역사회 이용자 이용현황

      - 대출권수: 7,755권 (총 대출 권수 대비 : 3.2%)

      - 시설 이용

        

전자정보센터 멀티미디어센터 합  계 비고

2,044건 210건 2,254건



- 18 -

○ 이용자 중심 서비스

1. 2011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 개요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학습 및 연구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나.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 정석학술정보관 사서 친절도

        - 만족도를 보여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

                                         

     2) 정석학술정보관 소장자료 만족도

      - 단행본(eBook 포함)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보다 증가하여 91%로 

        나타남. 정기간행물(학회지, 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는 96%로 

        나타났으며, 전자정보(E-Journal, Web DB)는 95%로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또한 소장자료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특정분야 집중 및 자료 

        훼손이라는 의견이 201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인기도서의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3) 일반열람실 의자 교체

     - 일반열람실의 교체된 의자에 대하여 95%가 만족하다고 응답함. 불만족한 

       응답자의 경우 팔걸이가 없다가 40%, 앉는 부분이 좁다가 2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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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석학술정보관 학습환경 만족도

        - 학습환경에 대해서는 2010년 82%에서 2011년에는 84%로 만족도가 다소 

          증가함. 의자와 청소상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좌석수, 소음, 

          환기가 불만족의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5) 멀티미디어센터 학습환경 개선

       - 2011년 2학기에 개선된 멀티미디어센터 학습환경의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38%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99%가 개선된

         시설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2. 이용자교육

   가. 학술정보이용 교육

      1) 개요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교육으로 신입생, 외국인 

         학생과 신임교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교육 현황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진로지도’ 교양과목에 강의 개설 (2주차)

        - 학과 요청 오리엔테이션 및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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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원(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및 
진로지도(학수번호:UE118) 113

간호학과 신입생 80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한국인) 12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외국인) 27
 

        - 신입생 및 외국인을 위한 정석학술정보관 이용교육(2011년 3월/9월)

        

내용 인원(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한국인) 41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59    

        - 정보검색법 이용교육 (매주 목요일 실시)

         : 도서관 소장자료와 전자자료 검색 및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교육 실시

         (대상-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누구나 : 기초반)

        - 교육 참석 시, 기념품 및 정석마일리지 제공

        

내용 인원(명)

정보검색법 이용교육 270

   나. 온라인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활용

      1) 개요

         온라인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입생 필수 교과목

        ‘글쓰기와 토론’이러닝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

      2) 추진 실적 및 계획 

        - 신입생 대상으로 시설안내 및 정보검색 동영상 팝업 게시 (2011. 3.)

        -‘글쓰기와 토론’ 이러닝 강좌에 연계하여 교육 실행(2011.4./2011.10.)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1. 5. 2. - 5.13)

          : 동영상을 학습한 후, Quiz 정답자 및 응모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경품 

            제공

       

내용 인원(명)

참가 48

만점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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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 1회성이 아닌, 학생들의 반복학습을 가능하게 함

         - 도서관 마케팅 툴로써의 홍보효과

   다. 학술데이터베이스 교육

       1) 개요 

         교내 연구자들이 학술정보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으로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교육 제공    

       2) 교육 현황       

         - 교수 요청 및 구독 데이터베이스 교육

         - 학술데이터베이스 교육

          

구분 교육 회수(회) 참석인원(명)

교수 요청
2011년 1학기 9 243

2011년 2학기 9 243

학술DB 교육
2011년 1학기 12 376

2011년 2학기 6 175

합계
2011년 1학기 21 619

2011년 2학기 15 418

누계 30 1,037

3. 지정도서목록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 개요

       개설된 강의에서 지정된 주교재와 부교재 목록정보 구축 및 도서관 소장

       여부를 함께 제공     

   나. 추진실적  

        

학 기 2011년 1학기 2011년 2학기 2012년 1학기

강의수 1,473건 1,369건 1,335건

도서건수 3,824건 3,543건 3,336건   

   다. 기대효과

       강의 교재도서로 선정된 양질의 도서를 도서관에서 확보하고, 매 학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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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축적시킴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4.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원문이용 협약 체결

   가. 개요: 정석학술정보관 1층 전자정보센터 5개 좌석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원문 열람 가능

   나. 이용 실적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합계

접속 열람 접속 열람 접속 열람

59 1,795 390 7,160 449 8,955 

  다. 시행 : 2011년 8월부터

5. 대출 베스트 

  가. 대출 베스트 10

    

순위 서명 저자

1 1Q84 무라카미 하루키

2 지식e EBS 지식채널ⓔ

3 신 베르나르 베르베르

4 카산드라의 거울 베르나르 베르베르

5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6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7 나무 베르나르 베르베르

8 Kreyszig 공업수학 Erwin Kreyszig

9 냉정과 열정사이 에쿠니 가오리

10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스티븐 그라손

  나. 대출베스트 분석 내용

     - 2011학년도 정석학술정보관 대출 통계를 종합해 본 결과 <1Q84>, <신>등과

       같은 소설류와 베스트 셀러류가 단연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베스트셀러 부문에서는 특히 <지식e>, <꿈꾸는 다락방>, <아프니까 청춘이

       다> 등이 많이 대출되었음.

     - 자연과학정보실의 경우 이공계열 기본서와 IT 수험서가, 인문과학정보실에서

       는 소설류가, 사회과학정보실에서는 경제, 취업, 청춘을 화두로 한 도서가 

       많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6. 카세트테이프 mp3 변환시스템 대여 시행

   가. 개요

      - 멀티미디어센터에 설치된 카세트테이프 mp3 변환 시스템을 여건상 직접 

        오셔서 사용하실 수 없는 교수님을 위해 대여 서비스 시행

   나. 주요내용 

      - 대여기간: 1주일(목요일 대여/다음주 목요일 오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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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대상: 교원                        

   다. 시행 : 2012년 1월 2일부터

7.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

   나. 주요내용 

      - 충전가능 스마트폰: 아이폰(아이패드, 아이팟), 안드로이드 폰(갤럭시 

        계열 등 micro 5핀 타입)          

      - 설치 장소:

        멀티미디어센터, Language Lab (짝수 좌석) 

        Smart Group Study Room1, 2, 3 

        전자정보센터 (49-54번, 97-102번 좌석)

        IT LAB (29-32번 좌석)

   다. 시행 : 2011년 11월 21일부터

8. 도서 딸림자료 대출 개선

   가. 도서와 딸림자료의 대출기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이용편의 도모

   나. 시행 : 2011년 9월 1일부터

9. 독서이력인증제 

가. 개요 

   - 이용자의 총 대출권수와 대출도서목록에 대하여 정석학술정보관장 명의

     인증서발급

   - 시행시기 : 2011월 5월 1일부터 

나. 사업성과 

   - 취업 시 제출 자료로 활용 가능: 교양함양 및 인성개발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

   - 총 발급건수: 2,141 

10. 정석애서(愛書)

가. 개요 

   - 이용자가 독서한 도서에 대하여 서평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서비스 구성 

   - 책속 한 문장 : 인상 깊은 책속의 문장 혹은 구절 등록 

   - 한 줄 서평  : 독서 후, 책에 대한 감상을 간략하게 등록 

   - 긴 줄 서평  : 독서 후, 400자 이상의 서평등록 

다.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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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등록건수 이용자수

 긴 줄 서평  619 187

 책속 한 문장  245  66

 한 줄 서평 1,781 179

 

11. 정석마일리지 서비스 

가. 개요 

   - 독서장려 및 정보이용 확대를 위해 서평등록자와 정보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부여하고 포상

나. 마일리지 종류 및 실적 

   - 기간 : 2011. 9.26 – 2012. 2.29. 

      

구분 항목 배점 건수 이용자수 마일리지

도서이용
도서반납 10 43,693 12,303 793,140 

희망도서신청 5 2,137 626 10,685 

서비스이용

Q&A등록 2 400 194 800 
교육참석 100 39 38 3,900 
도서관 퀴즈 10 7,647 1,419 76,470 
매일 좋은걸 10 121 26 1,210 
보존서고 도서신청 2 939 544 1,882 
분실/습득물 게시판 2 10 8 20 
상호대차/문헌복사 2 1,416 216 2,832 
서가에 없는 책신고 2 33 25 66 
홈페이지 로그인 1 271,516 26,111 594,064 

서평

긴 줄 서평 100 491 59 49,100 

긴 줄 서평 처음 500 128 128 64,500 

서평 댓글 10 707 37 7,070 

서평 추천 5 5,825 76 29,125 

책속 한 문장 5 245 66 1,225 

추천도서서평이벤트 100 24 12 2,400 

한 줄 서평 10 1,781 179 17,430 

시설이용
정보관 출입 1 414,429 22,612 741,128 

시설이용 2 62,226 10,779 164,294 

  

12. 마일리지몰 서비스 

가. 정석마일리지 소진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마일리지몰에 있는 기념품

    이나 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 벌점감면 : 173건  

   - 일반열람실 우선발권 : 55건

   - 기념품 교환 : 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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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 

1. 제30대 정석학술정보관장 이재일 교수 취임 (2011. 8.1)

    - 물리학과 이재일 교수 신임관장 취임

     

2.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개최 (2011.11.7)

   가. 참석 : 운영위원 8명 및 부관장/팀실장 5명 참석

   나. 보고내용

      - 2010학년도 회의결과 보고

      - 2010학년도 업무보고(업무개선사항 및 통계현황)

      - 2010학년도 결산 및 2011학년도 실행예산 보고

3.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가. 목적 : 정석학술정보관 자료구성의 균형과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며, 

              도서구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함

   나. 위원 : 위원 26인(임명직:22, 당연직:4)

   다. 임기 : 2010.8.1 - 2012.7.31

   라. 선정범위

      - 국외서의 전공도서 및 참고도서

      - 각 학문분야(학과)별 연구 및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조사 선정

      - 각 학문분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선정

      - 각 학과별 전공도서 이외에 장서의 균형적 발전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서를 선정

   마. 실적 : 6명 567권 신청, 392권 구입

      - 전체 구입도서 중 비율 : 1.4%   

  

4. 개관 8주년 기념행사 (2011. 9. 19)

   가. 기념식 행사

      - 우수이용자 포상: 다독상(독서이력인증왕), 최다이용자 등 7명

      - 우수근로학생 포상 :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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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멀티미디어센터 학습환경 개선 기념식

      - 시설 브리핑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

      - 관장  인 사 (이재일 정석학술정보관장)

      - 총장  축 사 (이본수 총장)

      - 시연 및 멀티미디어센터 투어 (총장 및 교무위원)

   다. 워크샵

      - 2011 베이징 국제디지털도서관 세미나 참석 후기

       (정보운영기획팀 차충환 부팀장/ 학술정보시스템팀 이학조 과장)     

      - Social Media Trend 전자책 활성화와 도서관 마케팅 

       (학술정보운영팀 배경미 선생)

5. 방문객 안내

   

구 분 국 내(명) 국 외(명) 합 계(명)

2009학년도 464 221 685

2010학년도 321 260 581

2011학년도 618 184 802     

6. 학술정보 Mentor Touring

   가. 개요

      - 다양한 전자정보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보다 많은 학내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원의 전문가가 직접 활용법을 안내 및 홍보

   나. 세부 실시내용

      - 일시 및 장소: 2011. 6. 1.(수) 10:00-17:00,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참가업체: 19개 업체(전자저널, Web DB, eBook, 멀티미디어 콘텐츠)

      - 방문객수: 1,500여명

      - 퀴즈이벤트 참가 수: 1,4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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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대효과

      - 구독 전자정보원 이용법 안내와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학습ㆍ연구증진

      -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원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7.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 

   가. ‘조용한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LCD 상영 (2011. 4. 4 - 4.22)

      - 1~5층 LCD 상영 : 역대 표어 수상작 및 포스터 전시

      - 캠페인 포스터 전시, 일반열람실 복도에 도서관 환경 체험을 위해 임시로

       책상 설치   

        

   나. 일반열람실 복도 학습환경 체험 수기 공모

      - 체험기간 : 2011. 4.11 - 4.22

      - 체험방법 : 일반열람실 복도에 설치된 책상에서 학습 후, 느낀 점 기고

                 (우수작은 웹진 게재)

      - 시상내용: 수상 2명, 참가상 5명

   다.‘우리들의 이야기’ UCC 공모 (2011. 4.25 - 5.13)

      - 공모주제 : 봄, 중간고사, 축제, 도서관 에티켓 관련 동영상 및 사진    

      - 시상내용 : 동영상 최우수상 1명, 사진 우수상 2명, 참가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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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출문제 수집 (2011. 4월/10월)

      - 내용: 교내에서 시행된 학기별 중간ㆍ기말고사(퀴즈 포함)의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내 학생들에게 제공    

      - 자료 : 교내에서 시행된 중간/기말 시험문제(퀴즈 포함) 

               (등록된 기출문제는 담당교수 확인 및 동의 문의 후 서비스 됨)

      - 실적

        

접수(건) 게시(건)

12 24

누적 게시 건수 65과목 284건

   마. 스티커 모음 이벤트 “Cheer Librarying Up!" 

      - 내용: 정해진 기간 내 지정된 시설을 모두 이용하고 스티커를 받아온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

   

      - 실적 : 54명 참여(2011-2학기)

          

8. 책사랑 캠페인

   가. 개요: 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

   나. 주요내용

      -  관련 홍보 PPT  제작 및 상영 (2 - 4층 엘리베이터 앞 LCD 모니터)

      - ‘책을 소중히’대출 도서 스티커 부착      

   다. 시행 : 2011.10.10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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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마추천도서

   가. 개요

      - 독서 진흥의 일환으로 주제별로 각종 추천도서를 선정한 후 주제정보실 

        입구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구분 시행시기 주제 전시도서

1차 10월 19일 - 11월 6일 여행, 연애 30종 67권

2차 11월  7일 - 12월 5일 철학, 영화/드라마 30종 95권

3차 12월  6일 -  1월 9일 방송인의 서재, 소설가의 서재 30종 67권

4차  1월 10일 -  3월 3일 박완서, 헤르만헤세 30종 55권

      ※ 2011학년도 2학기 인문과학정보실 시범 시행에서 2012학년도 1학기 모든 

         주제정보실로 확대 실시 예정

   다. 기대효과

      -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폭 넓은 독서활동을 권장함으로써 교양인 양성에 이바지

   

10. 정석마일리지 이벤트 

   가. 정석마일리지 적립이벤트 ‘정석마일리지 적립왕은 누구?’

   - 내용 : 정석마일리지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포상

   - 기간 : 9월 26일 - 11월 25일 

    - 시상 

      1등 문화상품권 10만원권  1명, 2등 문화상품권  5만원권  5명,

      3등 문화상품권  2만원권 10명

 나. 독서장려 통합메뉴이름 공모  

    - 기간 : 11월 15일 - 11월 24일 

    - 실적 : 44건 응모, 선정작 1명, 우수작 4명

    - 선정작 : Book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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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기증자 졸업사진 이벤트 

   가. 개요 

       도서를 기증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과(전공)와 이름이 삽입된 배경을 

       1층 Donor Wall PDP화면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나. 추진 실적

       - 대상 : 도서를 기증한 졸업생

       - 방법 

         1)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및 본관 LCD 등을 이용한 홍보

         2) 졸업생 개인 메일을 이용하여 홍보, 학위수여식 당일 이벤트 진행

         3)당일 기증자도 이벤트 참여 가능

       - 시행결과    

         

시행일 참여학생(명)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1.2.24) 56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1.8.24) 35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2.2.24) 30  

    

   다. 기대효과

      - 추억에 남을만한 이벤트 제공에 의한, 기증자 예우 강화

      -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하여 도서기증 동기유발에 따른 기증 활성화



Annual Report 2011
인쇄일:

발행일:

2012년 3월 31일 인쇄

2012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이   재   일

편  집:

발행처: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402-751)

TEL: (032) 860-9006

홈페이지: http://lib.inha.ac.kr

모바일웹: http://mlib.inha.ac.kr/

앱: 정석학술정보관(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