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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 연혁 

1954.  4. 인하대학교 개교 

1955.  6.  도서관 개관(80 평) 

1959.  7. AFAK 지원으로 도서관 착공  

1959. 11. 도서관 준공(217 평)  

1968.  7. 중앙도서관 개관 

1971.  4. 본관 준공 건물로 도서관 이전  

1980.  4.  신축도서관 착공 

1981.  6.  중앙도서관 준공 

1983.  3.  조중훈 이사장 희사금으로 ‘정석문고’ 설치  

1984.  9. 대학도서관 최초의 전산화 추진  

1987.  5.  도서관 전산화 토털시스템 구축 및 개가열람제로 전환 

1993.  8. 장서 50 만권 달성 

1998.  9.  신축도서관 건립 추진  

2001.  3. 신축도서관 착공 

2003.  9.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및 장서 100 만권 달성 

2005. 11. ISO 9001:2000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7. 10.  법학도서관 개관 

2008.  4.  의학도서관 개관 

2008. 11.  ISO 9001: 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2009.  2.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 36 대 회장교 역임 

2009. 12.   장서 150 만권 달성 

2011.  9.  멀티미디어센터 학습환경 개선 

2011. 11.  ISO 9001: 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2012. 12.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권장 프로젝트 추진 및 수서/편목 업무 개선 

2013.  9.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 기념 행사  

  

○ 기본 목표 

-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  

-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창조 경제시대의 융합형 인재양성  

- 연구에 필요한 최상의 연구정보 제공 

- Best Hyper Library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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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현황 

 

팀 실 직위 직급 성명 팀 실 직위 직급 성명 

관 장 교수 이재일 

학술 
정보 

운영팀 

인문과학 
정보실 

조교 
신선영 

부관장 부참여 김상호 황현지 

정보운영 
기획팀 

부팀장 참사 차충환 

사회과학 
정보실 

부팀장 참사 김수연 

과장 부참사 이경진 담당 부주사 정은경 

계장 주사 이선영 
조교 

조예지 

계장 주사 김용해 이강산다정 

담당 부주사 전선하 

학술정보 
시스템팀 

팀장 참사 김동조 

담당 박금연 계장 주사 홍미란 

조교 

박민경 계장 주사 윤재중 

김용미 계장 주사 박병규 

이민영 담당 부주사 지영성 

유나리 IT-LAB 
조교 

문아영 

학술 
정보 

운영팀 

팀장 참사 김봉세 전자정보센터 유두현 

멀티미디어 
센터 

과장 부참사 김경모 

분관 

총괄 실장 부참사 이환승 

계장 주사 신영진 법학 
도서관 

과장 부참사 김택환 

자연과학 
정보실 

과장 부참사 백승하 조수 고민지 

조교 
김은경 

의학 
도서관 

조교 김민지 

최수경 
병원 파견직원 

최종민 

인문과학 
정보실 

과장 부참사 이혜경 김동은 

담당 부주사 서성대 총 39 명(관장 1/직원 22/조교 14/병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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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층 실명 
면적 

좌석수 
   ㎡ (평수) 

1F 
귀빈실, 도서관장실, 부관장실 

정보운영기획팀, 전자정보센터, 교사자료실 
3,979.58 (1,203.82) 260 

2F 자연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51 

3F 인문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51 

4F 사회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51 

5F 
학술정보운영팀, 멀티디미어센터 

학술정보시스템팀, 서버실, RMI 실 
2,962.80 (896.25) 763 

6F 국제회의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귀빈실  2,250.16 (680.67) 300 

B1F 일반열람실 3,797.26 (1,148.67) 1,334 

B2F 보존서고, 귀중도서실, 기계 및 전기실 2,836.64 (858.08) 12 

소 계 24,781.95 (7,496.54) 3,722 

법학도서관 1,553.80 (470.02) 324 

의학도서관 773.56 (234) 60 

총 계 27,109.31 (8,200.56) 4,106 

* 옥탑층 182.89(㎡)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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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자료 보유현황 

구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계획 

장서 

단행본 1,544,070 권 1,591,289 권 1,631,100 권 

eBook 37,661 종 42,255 종 45,000 종 

계 1,581,731 권 1,633,544 권 1,676,100 권 

학술지 

인쇄저널 1,977 종 1,587 종 1,359 종 

전자저널 45,678 종 44,416 종 44,516 종 

Web DB 50 종 45 종 44 종 

멀티미디어 83,174 점 84,498 점 85,000 점 

※ 2011 학년도에 단행본 52,324 권 폐기 

 

○ 분관 정보자료 보유현황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계획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계획 

장서 

단행본 97,916 권 100,000 권 24,007 권 24,500 권 

eBook 1,422 종 1,500 종 2,341 종 2,600 종 

계 99,338 권 101,500 권 26,348 권 27,100 권 

학술지 

인쇄저널 106 종 104 종 99 종 94 종 

전자저널 1,368 종 1,468 종 5,974 종 6,074 종 

Web DB 4 종 5 종 9 종 9 종 

멀티미디어 1,706 점 1,720 점 1,347 점 1,36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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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확충현황 

1. 도서등록 및 DB 구축 

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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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Top 10 대학교의 위상에 맞는 도서관 장서 확보 

나. 추짂 실적 및 계획 

 

<유형별> 

 

<얶어별> 

 

싞갂, 

63.4% 

희망, 

20.2% 

미디어추천

, 8.3% 

테마추천, 

0.7% 

지정도서, 

3.9% 기타, 3.5% 

싞갂, 

59.2% 

희망, 

25.5% 

미디어추

천, 5.1% 

테마추천, 

0.4% 

지정도서, 

6.3% 

기타, 3.5% 

7.4% 

28.9% 

₩96,553  

0.4% 

0.5% 

₩25,541  

92.2% 

70.7% 

₩19,851  

0%

20%

40%

60%

80%

100%

구입권수 지춗액 평균가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구 붂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34,562 권 12,657 권 47,219 권 

구 붂 동양서 서양서 총장서수 

단행본 1,199,136 권 392,153 권 1,591,289 권 

지출액 구입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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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 학년도 서지 DB 구축 현황                                                 (단위:권) 

도서인수 
도서정리 

딸림자료 
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학과 합계 

42,288* 11,290 16,241 12,924 582 4,323 446 45,806 1,300 

* 제본저널 4,965 건 미포함 

 

라. 2013 학년도 서지 DB 용역 현황                                                 (단위:권) 

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학과 합계 

785 1,129 901 41 301 32 3,189 

 

2. 전자정보 구독 종수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전자저널 45,678 44,416 

Web DB 50 45 

 

3. 멀티미디어 / eBook 형태별 확충 

형태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VOD 3,109 23,852 3,168 24,668 

DVD 7,991 10,154 8,307 10,594 

CD-ROM 4,340 14,588 4,344 14,597 

AudioBook 294 527 323 586 

갱신 6 5 

합계 15,740 49,121 16,147 50,445 

eBook 37,661 84,223 42,255 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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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및 시설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건)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대 출 202,710 190,453 

반 납 205,758 191,535 

예 약 9,402 8,090 

연 장 1,857 1,138 

서가배열 432,232 455,222 

합 계 851,959 846,438 

 

2) 법학도서관                                              (단위:건)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대출 

데스크 8,341 6,996 

RFID 자가 1,978 1,594 

합계 10,319 8,590 

반납 

데스크 7,492 6,839 

RFID 자가 2,868 1,874 

합계 10,360 8,713 

 

3) 의학도서관                                              (단위:건)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대 출 2,676 2,102 

반 납 2,733 2,130 

예 약 9 16 

연 장 44 42 

합 계 5,462 4,290 

 



 
INHA UNIVERSITY      

JUNGSEOK MEMORIAL LIBRARY      

 

10 

 

 

2. 전자정보 이용통계                                                  (단위:건)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전자저널 1,386,534 1,193,407 

Web DB 834,160 834,210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단위:건)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멀티미디어 

UOD/VOD 21,626 25,695 

DVD 14,888 13,200 

A-Book 2,888 2,948 

eBook 53,674 45,772 

 

4. 온라인 이용통계                                                     (단위:건) 

구분 웹사이트 도서검색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2 학년도 1,083,229 2,374,011 23,281 161,190 

2013 학년도 1,032,283 2,086,152 20,518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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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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374 422 365 858 739 

86.7% 
일본(NDL) 4 4 - - 4 4 

기타 1) 32 32 - - 32 32 

합계 472 410 422 365 894 775 

1) 기타 국외 대출기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미국 의회도서관 등  

 

다. 국ㆍ내외 원문복사 통계                                               (단위:건)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 

내 

KERIS 1,413 1,271 579 503 1,992 1,774 

88.7% 

NDSL 154 118 393 332 547 450 

KISTI 10 10 - - 10 10 

MEDLIS 347 332 158 143 505 475 

기타 2) 5 5 - - 5 5 

소계 1,929 1,736 1,130 978 3,059 2,714 

국 

외 

중국(CALIS) 91 85 211 202 302 287 

89.2% 

일본(NII/NDL) 92 91 - - 92 91 

KISTI/NDSL 76 64 - - 76 64 

KERIS 484 409 - - 484 409 

기타 3) 60 54 1 1 61 55 

소계 803 703 212 203 1,015 906 

합계 2,732 2,439 1,342 1,181 4,074 3,620 88.9% 

2) 기타 국내 복사기관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3) 기타 국외 복사기관 :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프린스턴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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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명)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514,257 484,600 발권 기준 

전자정보센터 94,096 94,556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483,381 482,829 
 

인문과학정보실 510,694 512,178 
 

사회과학정보실 433,108 433,527 
 

멀티미디어센터 26,250 24,994 전체이용 건수 

IT Lab 8,170 9,168 발권 기준 

그룹스터디룸 102,547 99,680 1~5F 전체 

소 계 2,172,503 2,141,532 
 

출입구 1,169,395 994,158 
 

 

2) 법학도서관                                                          (단위:명)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출입자수 81,955 61,836 

전자정보실 1,288 609 

세미나실 4,563 2,610 

합 계 87,806 65,055 
 

3) 의학도서관                                                          (단위:명)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출입자수 22,419 23,997 

 

4) 국제회의장/대회의실/소회의실                                        (단위:회) 

구 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국제회의장 45 28 

대회의실 66 48 

소회의실 15 28 

합 계 12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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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 출입게이트 교체 

가. 개요  

- 출입 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와 기존 출입게이트 노후화에 따른 장애발생 증가 

- 스피드게이트 도입 (슬라이딩 방식) 

    

나. 기대효과  

- 출입 사각지대 감소로 보안 강화 

- 외부 충격에 강한 구조로 파손 및 장애발생 빈도 감소 

- 개선된 출입시스템 구성으로 운영의 안정성 증가 

 

2. 검색단말기 및 멀티미디어 PC 교체 

가. 개요  

-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대용량화에 따른 멀티미디어 PC 교체 

- 전자정보센터(100 대), 법학정보실(32 대), 의학정보실(12 대) 

나. 기대효과  

-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인하대학교 역대 졸업앨범 디지털화 

가. 개요 

- 인하대학교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영구 보존 의의 

- ‘졸업준비위원회’의 졸업앨범 디지털화 자료 없음  

- 정석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 콘텐츠 다양화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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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 구축내용 : 제 1 회(1958 년) ~ 55 회(2012 년) 졸업앨범 (19,493 장) 

- 구축기간 : 2012 년 11 월부터 ~ 2013 년 9 월 초 

다. 향후 계획 

- 2013 학년도 졸업앨범 추가 

- 추가 졸업앨범 보정 작업 

 

 

 

 

 

 

 

 

 

 

 

 

 

 

 

4. 비디오테이프 변환시스템 대여 서비스 실시  

가. 개요 

- 비디오테이프 동영상 변환 시스템을 여건상 직접 오셔서 사용하실 수 없는  

교수님을 위한 대여 서비스 실시 

- 교수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환  

나. 주요내용 

- 누구나 손쉽게 소중한 자료가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동영상(DVD)으로 변환 

- DVD 제작 외 동영상 파일로 선택 저장 가능 

- 소중한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 교수님 요청에 의해 8mm 테이프 변환 서비스 시행 

다. 향후 계획 

- 베타(소니)테이프 변환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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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인프라 교체  

가. 개요 

-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2003 년 도입)에 따른 교체 필요성 대두   

- 서비스 수용 및 고품질 네트워크 이용 가능한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나. 주요내용 

- 백본 스위치 및 워크그룹 스위치 설치 (EX8208, EX3300) 

- 지하열람실 유선랜 구역 재정비 (총 192 석)  

-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내용  

구분 기존 신규 비고 

스위치 처리용량 256Gbps 3Tbps 이상 10 배 이상 확장 

처리속도 

(Throughput) 
60Mpps 480Mpps 이상 

초당 처리 가능한 패킷수 

8 배 이상의 처리속도 확보 

스위치간 대역폭 

(백본~워크그룹) 
1G 10G 

스위치간 대역폭을  

10 배 확장된 10G 로 확대  

다. 기대효과  

-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재고  

- 네트워크 구성 단순화로 장애포인트 감소 및 유지보수 용이  

 

6. DB 보안 솔루션 도입 

가.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 9. 30)에 따른 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재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필요조치 이행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체계 구현 

나. 주요내용 

- DB 접근제어 솔루션 설치 : DBSafer 

- DB 암호화 솔루션 설치 : 큐브원 (Cubeone)  

다.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 증진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이미지 조성  

-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보안조치 준수 및 불법 사용자의 개인정보유출,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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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HA 실현 

 

1. Research Help  

가. 개요 

- 학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주제별로 수집하여 구축하고 구독 전자정보 

매뉴얼과 Trial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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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 주제 선정 
- 콘텐츠 구축 

테스트 및 운영 2009. 8. 1 ~ 8. 30 - 인터페이스 점검 

시행 2009. 9. 1 ~ - 공과대학 13 개 주제 시행 

주제 확대서비스 계획 2009. 9. 1 ~ 2010. 2. 28 

- 비공과대학 26 개 주제선정 
(참고문헌 관리도구 2 개 포함) 

- 콘텐츠 수집/구축 완료 
- 2010. 3. 1 모든 주제 시행 준비 

모든 주제 시행 2010. 3. 1 
- 8 개 단과 대학, 39 개 주제 콘텐츠 
구축완료(참고문헌 관리도구 2 개 
포함) 

경영대학 분야 신설 2010. 9 - 경상대학 분야에서 분리 

아태물류학과 신설 2011. 6 - 경영대학 확충 

IT 공과대학 신설 2011. 10 - 공과대학 분야에서 분리 및 확충 

E-Resource Guide 신설 2012. 9 
- 주제별 전자정보 매뉴얼 제공 
- 전자정보 Trial 서비스 안내 
- 전자정보 모바일 서비스 안내 

메인 홈페이지 수정  2014. 2. 1 ~ 2. 28 
- 2014 학년도 학제 개편에 따른 단과 
 대학별 전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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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현황                                                                   (단위:건) 

구 분 주제 콘텐츠 구 분 주제 콘텐츠 

공과대학 13 2,845 문과대학 8 1,158 

IT 공과대학 4 1,030 생활과학대학 4 500 

자연과학대학 6 391 예술체육학부 4 282 

경상대학 2 484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2 565 

경영대학 3 415 법과대/법학전문대학원 1 226 

사범대학 6 932 참고문헌 관리도구 3 130 

사회과학대학 3 587 E-Resource Guide * 109 

누계 59 9,646 

 

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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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열람실 모바일 발권서비스 시행(2013. 5)   

가. 서비스 개요  

- 학생증이 없는 신/편입생, 학생증 재발급중인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앱으로 일반열람실을 

발권/이용완료/이용 갱신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이용방법  

- 도서관내에서 WIFI 모드로 정석할술정보관 앱 실행 

- 시설예약>일반열람실 발권메뉴 선택  

다. 기대효과  

- 이용자에게 일반열람실 이용 편의성 제공  

- 주민등록발권이용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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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HA Repository(Digital Archive) DB 구축 

가. 기관 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 개요  

- 지적재산권에 저촉이 되지 않는 자료들을 연구자가 직접등록(self-archiving) 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Open Archive 

Syste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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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비 고 

접속환경 
Google 79% 73% 

외부 검색엔진에 

의한 이용 확대 

기타 21% 27% 

접속 건수 168,386 121,730 

원문 다운로드 181,441 134,995 

다. 기대효과 

- 연구성과물 보존 및 공유를 통해 학술정보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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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저작물에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여 인용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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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 eBook 신청서비스 시행 (신규) 

가. 개요 

- 국내 신간 eBook 목록중에서 원하는 eBook 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신청한 eBook 처리 소요기간은 약 10 일이며, 월별 신청가능 권수는 3 권 

- 서비스 시행일: 2013 년 10 월 1 일 

나. 이용 방법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로그인 > 이용자서비스 > 희망도서신청 > 희망 eBook 신청 

    다. 기대효과 

      - 이용자가 원하는 eBook 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수서 

효율성 증대  

 

 

5. 웹진 및 뉴스레터 발행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2003. 9. 17) 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1 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취합, 편집하여 발행 

나. 실적 : 웹진 40 호(2013. 5) / 웹진 41 호(2013. 10) / 웹진 42 호(2014. 1)  

다. 기대효과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웹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내외 이용자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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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블로그 관리 및 뉴스레터 발송 

- 위젯 및 데이터 백업이 편리한 블로그 형식으로 홍보 기사 작성 후 기사를 취합하여 

뉴스레터 형태로 발송 

 

- 주요 블로그 내용  

① 도서관 소식 : 도서관 행사 안내 홍보 기사 

② 추천 도서 : 월별 기념일 관련 추천 도서, 월별 탄생 작가 소개 및 도서 추천 등 

③ 즐거운 문화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새소식 홍보 

- 추진실적 

① 도서관 소식, 추천 도서 등 총 67 개 기사 작성 (월 평균 5~6 개 기사 게재) 

② 뉴스레터 총 12 회 발송 (월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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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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8. 19 ~ 31) 

- 본관 사서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 방문 연수 (2013. 12. 20 ~ 28) 

-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다. 상호대차 이용실적                                                       (단위:건) 

위탁 (인하대→하문대신청) 수탁 (하문대→인하대신청) 합계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91 85 211 202 302 287 

 

라. 국제교류 현황 

학년도 인적교류 학술교류 비고 

2011 학년도 2 회 3 명 6 회 12 권  

2012 학년도 2 회 3 명 6 회 18 권  

2013 학년도 2 회 3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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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화 

가. 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나. 임시대출증 발급현황 

- 총 931 회 발급(533 건 회수), 현재 4,374 건 유지 

다. 인하공전 재학생 대상 임시대출증 발급 

- 인하대-인하공전 ‘도서관 정보공유 협약’ 체결에 따라 인하공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시대출증을 발급 

- 이용현황 

 발급 이용(인원) 이용(건) 반납 미반납 

2012-2 학기 44 16 63 38 6 

2013-1 학기 62 22 63 52 10 

2013-2 학기 60 25 128 48 12 

 

라. 일반열람실 졸업생 임시대출증 발급 

-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임시대출증을 발급하여 정석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일반열람실 이용을 한정 인원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010 년 2 월 졸업자부터 2013 년 2 월 졸업 예정자까지 (최근 3 년간 졸업생) 

- 인원 : 50 명 (선착순) 

- 발급기간 : 2013. 2. 1 ~ 2. 15  

- 이용기간 : 2013. 3. 1 ~ 2014. 2. 28 

- 이용현황 

(1) 신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5 1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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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도별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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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통계 : 총 발권 횟수 3,854 건 (일평균 11 회 이용) 

(3) 반납 

구  분 인원(명) 

반  납 37 

미반납 6 

2014 열람실 재신청 5 

연장 2 

총계 50 

 

마. 지역사회 이용자 이용현황 

대출 전자정보센터 멀티미디어센터 

8,027 권 2,738 건 147 건 

      * 참고 : 지역사회 이용자 대출현황 총 대출 권수 대비 3.74% 

 

3. 방문객 안내 

구 분 국 내(명) 국 외(명) 합 계(명) 

2011 학년도 618 184 802 

2012 학년도 1,240 550 1,790 

2013 학년도 621 327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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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장려 프로그램 

 

1.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 돋움’ 

 

 

가.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1) ‘Book 드림’ 

(1) 배경 

- 독서 장려활동의 일환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여 나누어 주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독서권장 프로그램 

(2) 목적 

- 독서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 증대  

-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안목의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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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및 서평을 통한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인 의사 표현력 향상  

-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의 배출로 대학 경쟁력 강화 

(3) 필요성 

- 영상 및 전자정보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에 인한 창의력 저하 

- 소설 및 실용서 위주의 독서선호 개선: 흥미 위주의 독서습관 현상 

- 양서 선택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 필요 

(4) 추진내용  

- 도서 배부 및 독서후기 접수  

회차 선정 도서 도서배부(권) 후기접수(건) 

2013-1 

(제 4 회) 

학문의 즐거움 / 히로나카 헤이스케 150 36 

투게더 : 다른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 

리처드 세넷 
150 17 

2013-2 

(제 5 회) 

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이순희 역 
125 34 

파편과 형세(발터 벤야민의 미학) / 최문규 125 27 

합 계 550 114 

 

- 독서후기 우수작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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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4 회 5 회 

최우수상 

민태홍(나노시스템공학부) 임선현(생활과학부) 

김태형(항공조선산업공학부) 권현민(전자전기공학계열) 

우수상 

김지수(생활과학부) 김성태(나노시스템공학부) 

박지은(국어교육과) 정석찬(생명화학공학부) 

권현민(전자전기공학계열) 임중섭(생활과학부) 

이두리(사회교육과) 이지영(사회과학부) 

장려상 

박형인(정보통신공학부) 박형인(정보통신공학부) 

박성원(항공조선산업공학부) 노슬기(경제학부) 

정석찬(생명화학공학부) 조승현(경영학부) 

김성태(나노시스템공학부) 김정수(경영학부) 

가작 

한호진(경영학부) 노주희(국제언어문화학부) 

김환(아태물류학부) 김홍삼(법학부) 

윤성진(국어교육과) 박준혜(인문학부) 

김민지(생화과학부) 박준우(경제학부) 

이성균(경제학부) 윤선희(생명화학공학부) 

 

(5) 효과  

- 독서 문화 조성 및 확대를 통한 즐기는 독서 습관 형성  

- 양질의 추천도서목록 제공을 통해 폭넓은 독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본연의 목적인 

교양인 양성에 이바지 

- 독서를 통한 지적 경쟁력 강화로 취업률 향상 기대 

-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6) 향후 발전 계획  

-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 시행 

- 독서동아리 지원을 위한 제원 마련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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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ok 새통’ 

(1) 배경 

- 개인주의 확산으로 의사소통 능력 저하 

-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함으로 인한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어려운 현실 

-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목표를 상실한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 제시  

(2) 목적 

- 'Book 새통'(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 및 작가와의 공감대 형성 

-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 'Book 새통'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 형성 

- 후기 작성을 통해 향후 'Book 새통' 행사에 대한 활발한 참여 유도 

(3) 필요성 

- 독서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로 인한 소외와 단절을 극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형성  

- 인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 마련 

- 유명 저자의 강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4) 추진내용 

-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저자 초청 

- 강연 및 대화 등을 통하여 희망적 메시지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 행사참가 후기 홈페이지 게시 

- 우수후기 시상 : 2013. 9. 25, 14:00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관장실 

-  시상 내역 

상급 명단 상금 

최우수상(1 명) 송아영 (건축학부) 문화상품권 10 만원 

우수상(2 명) 
허석영 (국어교육학과) 

김미루 (에너지자원공학과) 
문화상품권 5 만원 

장려상(5 명) 

박준혜 (한국어문학) 

박지은 (국어교육학과) 

임정규 (문화콘텐츠학부) 

한결 (정치외교학과) 

임소영 (아태물류학부) 

문화상품권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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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 작가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한 참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듯한 관심 형성 

-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 

- 참여 학생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독서 동기 유발 

- 저자와의 대화를 통한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관찰, 사고할 수 있는 시야 확대 

- 독서를 통한 자기 성찰 및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 

(6) 향후 발전 계획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 'Book 새통' 진행 방식의 다양화 : 강연, 낭독회, 북 콘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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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ok 나래’ 

(1) 배경 

- 전자매체로 모든 지식과 문화콘텐츠를 습득하는 학생들에게 문학의 정취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생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문학기행을 준비하게 됨 

(2) 목적 

- 'Book 나래'(문학기행)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 및 문학적 소양 향상 

- 작가의 고향 또는 문학작품의 배경을 방문함으로써 자발적인 독서동기를 부여 

-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이 대화와 답사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 제공 

- 후기 작성과 공감을 통해 독서동아리로의 발전과 활성화 유도 

- 인문학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폭 넓은 독서와 인문학적 소양은 자기 이해와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포용·공감 

능력 배양의 원천 

(3) 필요성 

- 과도한 학점 경쟁과 취업 경쟁으로 건전한 인성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타인과의 

소통, 교류 제약 

- 전공서와 자기개발서 등의 편중된 대학생들의 독서습관 

- 학습과 취업 목적에 한정된 타율적 형식적 독서문화 

- 평면적인 문학 감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학체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추진내용  

- 'Book 드림' 수상자 중 희망자 'Book 나래' 참석 ('Book 드림'과 연계) 

- 사전 답사를 통해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 

- 답사 전 작품집 배부 및 전문강사의 특강  

- 답사 당일 자료집 배포 및 퀴즈를 통해 사전 지식 습득 

- 국문학 교수 및 전문 해설사와의 답사 동행  

- 답사 후기 및 답사 갤러리 홈페이지 게시 

- 시낭송 프로그램 실시 

- 답사 지역의 문화유적지 탐방 

 

 



 
INHA UNIVERSITY      

JUNGSEOK MEMORIAL LIBRARY      

 

30 

 

(5) 효과 

- 참여 학생의 문화적 소양 능력 향상과 지적 호기심 충족 

- 전통문화와 자연과 접하는 체험을 통해 정서적 순화 

-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 98%) 

- 참여 학생들의 소통으로 개별 독서클럽을 구성함 

-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독서 동기 유발 

- 독서 토론과 대화를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 향상 

- 독서 토론과 대화를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 향상 

- 문학체험을 통한 창조적인 시각과 창의적인 상상력 증대 

 

 

(6) 향후 발전 계획  

- 'Book 돋움' 프로젝트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된 문학기행 

- 참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행장소와 프로그램 기획 

나. 'Book 돋움' 향후 발전계획 

- 기존 국비 지원 예산을 교비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 

- 'Book 돋움' 세부 프로그램의 특화된 성격 및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참여도 

  및 실적 증가 

- 독서동아리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영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및 다양한 방식의 'Book 새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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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낭독회, 북콘서트, 음악회와 연계 등) 

-  성공적인 ‘Book 새통’ 행사 진행을 위해 유명강사 섭외 

-  'Book 나래'를 1 박 2 일 또는 연 2 회로 진행하여 보다 심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학기행 진행 

- 'Book 돋움' 홈페이지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리 도서관만의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시행에 기여 

 

2. 인하 100 선(選)  

가. 개요 

- 영상 및 전자매체에 접할 기회가 많아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좋은 책을 

선택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 

-  양질의 추천도서목록 제공하여 독서 습관을 정착시킴으로써 도서이용률을 향상 

- 검증된 도서 구입으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체계적인 수서 정책을 확립 

나. 추진 과정 

- 2012 학년도 인하 100 선 운영결과 호응이 저조한 하위 10%를 ‘Book 돋움’ 추천도서로 

업데이트 함 

다. 추진 결과 

- 주제정보실별 인하 100 선(選) 전시 서가에 (자연 17 권/ 인문 56 권/ 사회 30 권) 도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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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석마일리지 서비스  

가. 개요  

- 독서장려와 도서관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독서 후 서평등록자 및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부여 및 포상제공  

나. 마일리지 종류 및 실적                                         (기간:2013. 3. 1 ~ 2014. 2. 28) 

구분 마일리지 항목 배점 건수 이용자수 마일리지 누적마일리지 

서평 

긴줄서평처음 500 217 217 108,500 270,500 

긴줄서평 100 656 111 65,600 166,000 

서평댓글 10 2,055 83 20,550 56,080 

책속한문장 5 853 98 4,265 6,875 

한줄서평 10 2,368 247 19,190 55,350 

도서 

도서반납 10 146,489 
15,609 

(146,504) 
1,465,040 3,661,400 

희망도서신청 5 5,782 
1,032 

(5,782) 
28,910 56,240 

시설 

이용 

도서관첫출입 100 1,103 1,103 110,300 110,300 

도서관출입 1 594,041 
24,117 

(947,117) 
947,117 2,772,567 

시설이용 2 110,496 
12,530 

(149,982) 
299,964 748,408 

홈페이지첫로그인 100 1,927 1,927 192,700 192,700 

홈페이지로그인 1 514,700 
30,321 

(1,306,481) 
1,306,481 3,078,779 

도서관 

서비스 

Q&A 등록 2 607 246 1,214 3,154 

매일좋은글 10 1,363 153 13,630 21,950 

보존서고도서신청 2 2,313 1,183 4,632 10,334 

분실/습득물게시판 2 107 12 214 350 

상호대차/문헌복사 2 4,213 387 8,426 18,574 

서가에없는책신고 2 40 35 82 266 

이벤트 

참가 

이벤트참여 100 302 296 32,200 53,477 

교육참석 100 435 348 43,500 75,500 

Book 드림후기등록 500 153 123 76,500 141,000 

합 계 1,390,220 90,178 4,749,015 11,499,804 

※ ( )는 일자별 이용자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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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석애서(愛書)  

가. 개요  

- 이용자가 독서 후, 서평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서비스 구성  

- 책속 한문장 : 인상 깊은 책 속의 문장 혹은 구절 등록  

- 한줄 서평 : 독서 후, 책에 대한 감상을 간략하게 등록  

- 긴줄 서평 : 독서 후, 400 자 이상 긴 줄로 서평등록  

다. 사업성과 

 

등록건수 이용자수 

2012 2013 2012 2013 

긴줄서평 742 881 235 265 

책속 한문장 261 800 75 94 

한줄서평 1,726 2,251 257 239 

 

 

5. 독서이력인증제  

가. 개요  

- 이용자의 총 대출권수와 대출도서목록을 출력하여, 이를 정석학술정보관장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취업 시 제출 자료로 활용 교양 및 인성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 

나. 사업 실적                                                                   (단위:건) 

구 분 2012 년 2013 년 누계 

발급건수 1,129 842 4,141 

 

6. 테마추천도서 

가. 개요 

- 독서 진흥의 일환으로 주제별로 각종 추천도서를 선정한 후 주제정보실 입구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함 

나. 기대효과 

-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폭 넓은 독서활동을 권장함으로써 교양인 양성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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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실적 : 2013 학년도 테마추천 진행 주제 목록 

시기 분야 주 제 

2013 년 

3 ~ 4 월 

(1 차) 

자연 맛있는 술, 즐겁게 마시기 / 잠자는 뇌를 깨우자 

인문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 종교, 신과 인간에 대하여 

사회 미디어 제대로 보기 / 신화로 만나는 유럽 

5 ~ 6 월 

(2 차) 

자연 스타일 & 메이크업 완성하기 / 과학으로 만나는 여자 

인문 
여성작가 전성시대  

나는 여자다 – 역사가 주목한 한국여성 

사회 비상하라! 여성 리더십 / Talking about Sexuality 

7 ~ 8 월 

(3 차) 

자연 우주이야기 / 하고싶다…연애! 

인문 여름 – 바다를 읽다 / 방학 – 영어를 읽다 

사회 살인과 범죄 / 지구 온난화, 그 불편한 진실 

9 ~ 10 월 

(4 차) 

자연 나는 펫 – 애완동물 / Gardening – 나만의 정원 가꾸기 

인문 
삼성경제연구소 추천 인문학 도서 – 1  

삼성경제연구소 추천 인문학 도서 - 2 

사회 
CEO 를 위한 추천도서 by SERI – 국내서/ 

CEO 를 위한 추천도서 by SERI – 국외서 

11 ~ 12 월 

(5 차) 

자연 카톡 – Car Talk / 물리학산책 

인문 한국의 시를 만나다 / 매혹적인 미술사 

사회 음식과 문화 / 풍요속의 식량위기 

2014 년 

1 월~2 월 

(6 차) 

자연 일상의 운동 – 걷고, 펴고, 풀어주기 

인문 중국 – 대국의 광활한 역사 / 중국 소설가 작품모음 

사회 중국문화 알아보기 / 고전으로 보는 중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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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일리지몰 서비스  

가. 개요  

- 정석마일리지 포상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마일리지몰에 있는 기념품이나 

도서관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구 분 2012 2013 

벌점감면 1,264 1,876 

일발열람실 우선발권 167 69 

기념품 교환 404 58 

 

 



 
INHA UNIVERSITY      

JUNGSEOK MEMORIAL LIBRARY      

 

36 

 

○ 이용자 서비스  

 

1. 2013 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2005 년부터 매년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학습 및 

연구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나. 실시 현황 : 2013. 10. 28 ~ 11. 1 

다. 참가 현황 : 총 1,132 명 참여(오프라인 600 명, 온라인 532 명) 

라.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 성별과 신분 

2012 년에 비하여 남학생의 이용률이 약간 감소하였고, 4 학년, 3 학년, 2 학년, 1 학년 

순으로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2011 년부터 3 년간 이용 패턴에 큰 변화는 없었다.  

  

 
 

(2) 소속 

정석학술정보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소속은 공대와 IT 공대, 문과대, 경영대 순으로 

나타났다. 2011 년부터 3 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 이용자의 

소속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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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석학술정보과 이용 목적 

금년 조사에서는 각종 시험준비를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이 증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개인 학습이나 독서를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하거나 스터디룸 등의 

시설 이용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찾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4) 주로 이용하는 자료  

자주 이용하는 자료는 전공도서 52%, 교양도서 35%, 전자자료는 7%로 나타났다. 

전공도서의 이용은 2012 년과 동일한 반면, 전자자료의 이용은 2012 년 6%에서 7%로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자료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45%가 도서관 통합 

검색을 통하여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5) 이용 문의 

불편 사항은 사서를 통해 해결하는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참는다’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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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의 반영 

건의사항은 답변과 반영이 신속하게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 년 보다 2% 

증가하였다. 

 

 

 

(7) 정석학술정보관 직원 친절도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의 친절도는 96%의 만족도를 보여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 자료를 찾는 방법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정보를 찾을 때 86%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8%가 직접 서가에서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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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가 배열 및 서가에 없는 도서 

서가배열 상태에 대해서는 2012 년 95%에 비하여 96%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한편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문의한다’가 67%, ‘포기한다’가 11%, ‘유사도서로 

대체한다’가 13%, ‘희망도서를 신청한다’가 6%로 나타났다. 

 

 
  

(10) 소장자료 만족도 

- 단행본 : 단행본(eBook 포함)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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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학회지, 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는 97%로 나타났다. 

   

 

  

    - 전자정보 : 전자정보(E-Journal, Web DB)는 95%로 2012 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 불만족 사유 : 소장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료부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33%를 차지했으며, 신간 부족과 자료 훼손이 각각 30%와 25%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복본 부족으로 인해 인기 있는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오염된 자료가 많아 북 클리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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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자료 이용 빈도 

정석학술정보관 전자정보 중 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에서는 국내학회지인 KISS 와 

RISS 가 동일하게 28%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DBPia 가 16%를 차지하였다. 

  

 

 

 (12) Research Help 

Research Help 의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가 

29%, ‘잘 모른다’가 59%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탭 메뉴는 전자저널/Web DB 가 

25%, 학회/기관이 8%, ‘잘 모른다’가 64%로 나타났다. 

  

 
  

(13) 모바일 홈페이지 

 - 서비스 인지도 : 정석학술정보관 모바일 홈페이지(http://mlib.inha.ac.kr)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작년의 87%에서 91%로 증가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mlib.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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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시설예약 52%, 소장자료 검색 41%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에 도서예약, 일반열람실 잔여석 

현황, 이용완료 문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4) 정석마일리지 

정석마일리지 제도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2012 년 83%에서 금년에는 4% 증가한 87%로 

나타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정석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2%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하였다. 또한 적립된 마일리지로 

마일리지 몰에서 받고 싶은 상품에 대한 의견으로는 문화상품권, 텀블러, 책, USB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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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서평서비스 정석애서(愛書) 

      서평서비스인 정석애서(愛書)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2012 년 대비 2% 상승한 3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석애서(愛書)에 있는 서평이 도서 대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로 작년에 비해 4% 증가하였다. 

  

 
  

 

(16) 교외접속서비스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자료를 교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교외접속서비스는 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교외접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28%가 이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외접속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59%가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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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Book 돋움’ 프로젝트 

작년부터 실시한 ‘Book 돋움’(Book 드림/Book 새통/Book 나래)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59%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참여했다는 25%, 관심은 있으나 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18)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 

금년부터 실시한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신간 eBook 목록 중 원하는 eBook 을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99%의 응답자가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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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제정보실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2 년에 비하여 일반열람실과 

그룹스터디룸은 각 25%와 18%로 다소 증가하였다. 

   

 
  

 

 (20) 멀티미디어센터 시설 관련 

멀티미디어센터의 동영상 및 DVD 제작시스템과 스마트그룹스터디룸의 모의면접 영상녹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질문에 각각 98%, 99%가 유익하다고 응답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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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열람실 운영 

일반열람실의 좌석 예약 및 발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12 년보다 크게 상승한 93%로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제도에 관해서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종일권 발권제로 19%가 개선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대리발권이나 발권 

후 이용하지 않는 좌석 문제 등 학우들의 의식이 개선되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되었다. 

  

 
   

(22) 모바일 발권 서비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일반열람실 발권 서비스에 대해 76%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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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학습 환경 

    - 항목별 만족도 : 일반열람실의 학습환경에 있어서 조명과 청소상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좌석수, 환기, 소음은 불만족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연간 통계 비교 : 학습환경 만족도에 대해 연간 비교를 한 결과 전년도와 동일한 83%의 

만족도를 보였다.  

 
  

※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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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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 

- 학과 요청 오리엔테이션 및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내용 인원(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및 

진로지도(학수번호:UE119) 
75 

간호학과 신입생 87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1 학기) 21 

- 신입생 및 외국인을 위한 정석학술정보관 이용교육 (학기초) 

내용 인원(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한국인) 97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94 

- 교육 참석 시, 기념품 및 정석마일리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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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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 

- ‘글쓰기와 토론’ 이러닝 강좌에 연계하여 교육 실행(2013. 4 / 2013. 10)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3. 4. 29 ~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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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원(명) 

참가  81 

만점자 72 

 

3) 기대효과 

- 1 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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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 1 학기 5 201 

2013 년 2 학기 3 180 

학술 DB 교육 
2013 년 1 학기 16 319 

2013 년 2 학기 10 118 

합계 
2013 년 1 학기 21 520 

2013 년 2 학기 13 298 

누계 3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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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도서목록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 개요 

- 개설된 강의에서 지정된 주교재와 부교재 목록정보 구축 및 도서관 소장여부를 함께 제공  

나. 추진실적  

학 기 2012 년 1 학기 2012 년 2 학기 2013 년 1 학기 2013 년 2 학기 

강의수 1,335 건 1,403 건 1,086 건 1,350 건 

도서건수 3,336 건 3,648 권 2,441 건 3,065 권 

다. 기대효과 

- 강의 교재도서로 선정된 양질의 도서를 도서관에서 확보하고, 매 학기마다 이를 축적 

시킴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4.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원문이용 협약 체결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전자정보센터 5 개 좌석에서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의 원문 

열람 가능 

- 로스쿨관 3 층 교수휴게실 1 개 좌석 추가 (2013. 12) 

나. 이용 실적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합계 

접속 열람 접속 열람 접속 열람 

78 1,677 323  3,883  724 5,560  

 

 

 

 

 

 

 

 

 

 



INHA UNIVERSITY      

JUNGSEOK MEMORIAL LIBRARY     

 

 

51 

 

○ 주요행사  

 

1.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 기념행사 개최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개최  

나. 일시 : 2013. 9. 16, 14: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로비  

라. 주요내용 :  

 1) 박춘배 인하대학교 총장 및 이재일 관장 축사 및 정석학술정보관 10 년의 발자취 발표 

 

 

2) 내외빈 기념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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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校史)자료 기증 감사패 증정 : 류재혁 생명과학과 명예 교수 

 

 

 4) 우수 이용자 및 우수 근로학생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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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주희 기념문고 기증식  

가. 개요 : 故 한주희님의 학교폭력 관련 기증 자료에 대하여 별도 서가를 설치, 관리 

나. 일시 : 2014. 1. 14, 14:00 

다. 장소 : 의학정보실  

라. 주요내용 : 자료 기증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기념문고 기증식  

 

 

3. 인하 교사(校史)자료실 오픈 

가. 개요 : 류재혁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기증자료 1 만여점을 보존, 전시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역사 관련 자료의 꾸준한 수집, 보관을 위한 자료실 오픈 

나. 일시 : 2014. 2. 28, 14: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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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 2013 년 대학도서관 발전 유공 장관표창 수상 

가. 개요 : 저작권법 개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으로 대학도서관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나. 일시 : 2013. 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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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교육 실시 

나. 세부 실시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3. 9. 10, 10:00 ~ 17:00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로비 

- 참가업체 : 18 개 업체(전자저널, Web DB, eBook, 멀티미디어 콘텐츠) 

- 방문객수 : 1,000 여명 

- 퀴즈이벤트 참가 수 : 21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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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효과 

- 구독 전자정보원 이용법 안내와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학습ㆍ연구증진 

-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원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참가 학생 97% 이상이 전자정보 이용 및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국내 동영상 강좌와 eBook 자료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6. 정석마일리지 이벤트  

가. 정석마일리지 우수적립자 기념품교환 이벤트 

1) 내용 : 정석마일리지 우수 적립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이용 홍보를 위해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념품 교환해 주는 행사 

2) 행사기간  

- 2013. 3. 4 ~ 15 : 1 학기 재학생 대상 (101 명) 

- 2013. 4. 8 ~ 19 : 2013 학년도 신입생 대상 (29 명) 

- 2013. 8. 7 ~ 16 : 하계 졸업생 대상 (6 명) 

- 2013. 9. 2 ~ 13 : 2 학기 재학생 대상 (38 명) 

- 2014. 2. 10 ~ 21 : 동계 졸업생 대상 (17 명) 

3) 기념품 : 텀블러, 칫솔세트, 커피쿠폰 중 선택 

나. 정석마일리지 달력 제작 및 배포 

1) 내용: 정석마일리지 사업과 2013 년 'Book 돋움'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정석마일리지 

달력(2014 년판)을 제작, 배포하게 됨 

2) 추진일정  

기간 및 일자 추진 과정 

2013. 9. 25 달력사진 모집 공고 

2013. 9. 25 ~ 10. 18 달력사진 모집 

2013. 11. 12 달력사진 공모 우수작 선정 

2013. 11. 19 달력사진 공모 우수작 수상 

2013. 12. 18 달력제작 완료 및 배포 

3) 추진내용  

- 달력사진 공모에 총 38 명 응모, 64 장의 사진접수 

- 도서관 자체 행사사진 4 장을 제외한 8 장의 수상작 선정 

- 연중 학사일정과 정석학술정보관 일정을 포함하여 달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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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수상자들과 직원 등 구성원에게 달력 배포(재학생 희망자 마일리지 500 점 차감) 

- 우수작품 시상식을 진행하여 행사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4) 시상식 개최 

- 일시 : 2013. 11. 21 

-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정보운영기획팀 

- 시상 내역 

상급 성명 소속 상금 

대상(1 명) 남창옥 기계공학부(기계공학) 문화상품권 10 만원 

최우수상(1 명) 김지훈  아태물류학부(물류학) 문화상품권 5 만원 

우수상(6 명) 

방현덕  

원상연  

문성훈  

박정한  

원수경  

안성호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 

대학원:금속공학과(금속공학)석사  

경영학부(경영학)  

생명화학공학부(화학공학)  

나노시스템공학부(고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환경공학) 

문화상품권  2 만원 

- 선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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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 기념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이벤트 

가. 개요 :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로고와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실시 

나. 추진 내용 

- 일시 : 2013. 4. 8 ~ 19 

  - 공모 주제 : 정석학술정보관,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매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의미 

  - 로고 우수상 당선작(2 명 공동 수상) 

  

- 캐치프레이즈 당선작 

 ① 최우수상 : 정석학술정보관 - 10 년의 역사, 100 년의 지혜 

 ② 우수상 : 현재와 소통하는 힘! 미래를 읽는 힘! 

- 위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여 각종 기념품 및 개관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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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석학술정보관 10 년의 발자취 발간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위상 정립과 지난 10 여년의 사료를 

수집, 정리하여 정석학술정보관 10 년의 발자취를 발간 

나. 조직 

 

 

 

 

다. 추진 기간 : 2013. 3. ~ 2014. 2. 

라. 추진 내용 

  - 각종 사료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 정리 후 발간 

  - 수록 내용 

① 정석학술정보관 10 년의 발차취 발간사 

② 도서관사 

③ 정석학술정보관 운영 현황 

④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⑤ 부록 : 주요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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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  

가. ‘조용한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LCD 상영 (2013. 4. 8 ~ 19) 

- 1~5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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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 8 ~ 26) 

- 체험 방법 : 일반열람실 복도에 설치된 책상에서 학습 후, 느낀 점 기고 (우수작 웹진 게재) 

- 시상 내용 : 우수상 1 명, 참가상 4 명 

다. ‘우리들의 이야기’ UCC 공모 (2013. 4. 22 ~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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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상 내용 : 사진 최우수상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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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티커 모음 이벤트 “Cheer Librarying Up!"  

가. 개요 : 도서 대출, 정보검색, 영화감상, 어학학습, 그룹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도서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Cheer Librarying Up!" 이벤트 실시 

나. 주요 내용 

- 정해진 기간 내 지정된 시설을 모두 이용하고 스티커를 받아온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 

다. 시행 : 2013. 11. 25 ~ 29 / 총 99 명 참여 

 

 

11. 책사랑 캠페인 

가. 개요 

- 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 

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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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을 소중히’ 대출 도서 스티커 부착  

   다. 시행 : 2013. 12. 9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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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서기증자 졸업사진 이벤트  

가. 개요 : 도서를 기증한 졸업생들이 졸업식 날 학과(전공)와 이름이 삽입된 Donor Wall 

PDP 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나. 추진 실적 

1) 대상 : 도서를 기증한 졸업생 

2) 방법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및 본관 LCD 등을 이용한 홍보 

- 졸업생 개인 메일을 이용하여 홍보, 학위수여식 당일 이벤트 진행 

- 당일 기증자도 이벤트 참여 가능 

3) 시행결과  

시행일 참여학생(명) 

2012 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3. 8. 16) 18 

2013 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4. 2. 21) 23 

 

 

 

다. 기대효과 

- 추억에 남을만한 이벤트 제공에 의한, 기증자 예우 강화 

-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하여 도서기증 동기유발에 따른 기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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