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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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인증 

2009.  2.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 36 대 회장교 역임

2009. 12.  장서 150 만권 달성

2011.  9. 멀티미디어센터 학습 환경 개선

2011. 11. ISO 9001: 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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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9.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 기념행사 

□ 일반 현황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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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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실 직위 직급 성명 팀 실 직위 직급 성명

관 장 교수 이재일

학술

정보

운영팀

인문과학

정보실
조교

곽지수

부관장 (공석) 황현지

정보운영

기획팀

팀장 참사 차충환

사회과학

정보실

부팀장 참사 김수연

과장 부참사 이경진 계장 주사 정은경

계장 주사 이선영
조교

전윤주

계장 주사 김용해 김인애

담당 김우리

학술정보

시스템팀

팀장 참사 김동조

담당 박금연 계장 주사 홍미란

조교

박민경 계장 주사 윤재중

계장 주사 박병규김용미
계장 주사 지영성이민영

IT-LAB

조교

문원빈유나리

전자정보센

터
이은미

학술

정보

운영팀

팀장 참사 김봉세

멀티미디어

센터

과장 부참사 김경모

분관

법학

도서관

실장 참사 김택환

계장 주사 신영진 계장 주사 김용해(겸)

자연과학

정보실

과장 부참사 백승하 조교 강보미

조교
김수지

의학

도서관

실장 부참사 이환승

조교 김유란

최수경 인하대 병원   

파견 직원

김민지

인문과학

정보실

과장 부참사 이혜경 전예문

담당 부주사 서성대 총 37 명(관장 1/직원 20/조교 14/병원 2)

○ 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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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실명
면적

좌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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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의학도서관 773.56 (234) 60

총 계 27,109.31 (8,200.56) 4,065

○ 시설현황

* 옥탑층 182.89(㎡)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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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계획

장서

단행본 1,591,289 권 1,628,953 권 1,667,000 권

eBook 42,255 종 46,790 종 50,370 종

Audio Book 323 종 323 종 353 종

계 1,633,867 권 1,676,066 권 1,717,400 권

학술지
인쇄저널 1,587 종 1,359 종 1,272 종

전자저널 44,416 종 43,500 종 41,200 종

Web DB 45 종 44 종 43 종

멀티미디어 83.912 점 84,503 점 85,000 점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계획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계획

장서

단행본 100,644 권 103,644 권 24,480 권 24,600 권

eBook 1,484 종 1,530 종 2,725 종 2,800 종

계 102,128 권 105,174 권 27,205 권 27,400 권

학술지
인쇄저널 104 종 104 종 94 종 92 종

전자저널 3,156 종 3,256 종 6,646 종 6,746 종

Web DB 5 종 6 종 9 종 7 종

멀티미디어 1,706 점 1,720 점 1,347 점 1,360 점

○ 주요 정보자료 보유현황

○ 분관 정보자료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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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항목
2013 201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단행본

교비 670,000,000 677,956,834 650,000,000 594,501,938

국고 49,967,131

정기간행물
　

1,430,000,000
1,441,295,629 1,460,000,000 1,420,333,983

비도서자료 565,000,000 561,947,896 565,000,000 534,819,293

의학도서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9,968,199

법학도서 150,000,000 149,977,411 150,000,000 148,116,717

문헌복사

/검색비
15,000,000 15,999,754 15,000,000 14,982,698

제본 20,000,000 10,494,660 20,000,000 19,993,380

도서비 소계 3,330,000,000 3,407,639,315 3,340,000,000 3,242,716,208

도서비외 400,252,000 970,629,774 596,772,000 400,861,481

총 합계 3,730,252,000　 4,378,269,089　 3,936,772,000　 3,643,577,689　

○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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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28,584 권 9,080 권 37,664 권

구 분 동양서 서양서 총장서수

단행본 1,232,753 권 396,200 권 1,628,953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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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언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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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수
도서정리

딸림자료
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학과 합계

35,004* 9,723 19,273 10,783 307 2,474 42,560 988

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전자저널 44,416 43,500

Web DB 45 44

형태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VOD 3,168 24,668 3,185 25,018

DVD 8,307 10,594 8,503 10,833

CD-ROM 4,344 14,597 4,345 14,599

AudioBook 323 586 323 586

갱신 5 3

합계 16,147 50,445 16,359 51,036

eBook 42,255 96,219 46,790 107,130

다. 2014 학년도 서지 DB 구축 현황

                                                                                                   (단위:권)

 * 제본저널 건 미포함

  2. 전자정보 구독 종수

3. 멀티미디어 / eBook 형태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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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대 출 190,453 192,640

반 납 191,535 192,100

예 약 8,090 6,998

연 장 1,138 1,129

서가배열 455,222 448,891

합 계 846,438 841,758

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대출

데스크 6,996 7,085

RFID 자가 1,594 728

합계 8,590 7,813

반납

데스크 6,839 6,235

RFID 자가 1,874 859

합계 8,713 7,094

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대 출 2,102 2,366

반 납 2,130 2,452

예 약 16 36

연 장 42 76

합 계 4,290 4,930

○ 자료 및 시설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건) 

2) 법학도서관                                                    (단위:건)

3) 의학도서관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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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전자저널 1,193,407 1,137,590

Web DB 834,210 813,390

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멀티미디어

UOD/VOD 25,695 17,220

DVD 13,200 10,011

Audio Book 2,948 4,650

eBook 45,772 25,953

구분 웹 사이트 도서검색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3 학년도 1,032,283 2,086,152 20,518 153,036

2014 학년도 991.439 1,965,753 22,253 171,531

2. 전자정보 이용통계                                                   (단위:건)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단위:건)

4. 온라인 이용통계                                                     (단위:건)



JUNGSEOK MEMORIAL LIBRARY     

11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내(KERIS) 454 403 549 464 1,003 867

87%
일본(NDL) 6 6 - - 6 6

기타 1) 41 41 - - 41 41

합계 501 450 549 464 1,050 914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

내

KERIS 1,317 1,165 657 545 1,974 1,710

88.2%

NDSL 109 86 658 596 767 682

KISTI - - - - - -

MEDLIS 424 393 106 101 530 494

기타 2) 3 3 - - 3 3

소계 1,853 1,647 1,421 1,242 3,274 2,889

국

외

중국(CALIS) 111 110 104 104 215 214

92%

일본(NII/NDL) 165 165 - - 165 165

KISTI/NDSL 8 8 - - 8 8

KERIS 320 263 1 1 321 264

기타 3) 8 8 - - 8 8

소계 612 554 105 105 717 659

합계 2,465 2,201 1,526 1,347 3,991 3,548 88.9%

5. 상호대차 

가. 개요

- 협력기관과의 자료 교류를 통한 국내외 학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나. 국ㆍ내외 상호대차 통계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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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ㆍ내외 원문복사 통계                                           (단위:건)

2) 기타 국내 복사기관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3) 기타 국외 복사기관 :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프린스턴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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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484,600 476,881 발권 기준

전자정보센터 94,556 79,844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482,829 457,866

인문과학정보실 512,178 493,461

사회과학정보실 433,527 407,390

멀티미디어센터 24,994 21,620 전체이용 건수

IT Lab 9,168 7,694 발권 기준

그룹 스터디 룸 99,680 86,225 1~5F 전체

소 계 2,141,532

출입구 994,158 1,450,855

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출입자수 61,836 52,909

전자정보실 609 380

세미나실 2,610 1,272

합 계 65,055 54,561

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출입자수 23,997 25,969

구 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국제회의장 28 38

대회의실 48 50

소회의실 28 32

합 계 104 120

6. 시설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명)

2) 법학도서관                                                          (단위:명)

3) 의학도서관                                                          (단위:명)

4) 국제회의장/대회의실/소회의실                                        (단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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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 검색단말기 및 관리 PC 교체

가. 개요 

  - 검색 PC 노후화에 따른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관리 PC 노후화에 따른 장애 발생 증가 및 업무 효율성 저하 

- 검색 PC 24 대 (베어본 PC, 19" 모니터), 도서정보 관리 PC 40 대 교체 

나. 기대효과 

  - 검색 환경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ICT 환경 개선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2. 비도서자료(교양 DVD) 서지 DB 구축

가. 개요

- 비도서자료(교양 DVD)의 Marc Data 구축을 통해 소장자료 검색이 가능

- 자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자 서비스 강화)

나. 주요내용

- 구축내용 : 인하대학교 소장 교양 DVD(10,000 점)

- 구축기간 : 2014 년 12 월부터 ~ 2015 년 3 월 중 (2015 년 4 월 검수)

3. 교수저작문고 설치

가. 개요

- 본교 교수들의 저작, 역작을 모아 전시함으로서 애교심 및 

  독서에 대한 관심 고취

- 교수 저작 활동을 모으면서 하나의 전문 자료 컬렉션 구성

나. 주요내용

- 교수 저작 및 역작 입수

- 학과, 교수별 분류하여 서가 전시

다. 기대효과 

- 교수 저작을 학과별로 전시함으로서 해당 교수의 저작이나 번역본에 쉽게 접근 가능

- 교수 저작문고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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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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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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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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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제 콘텐츠 구 분 주제 콘텐츠

공과대학 13 3,005 문과대학 8 1,180

IT 공과대학 4 1,027 생활과학대학 4 511

자연과학대학 6 485 예술체육학부 4 321

경상대학 2 482
의과대/의학전문대학

원
2 578

경영대학 3 448
법과대/법학전문대학

원
1 226

사범대학 6 929 참고문헌 관리도구 3 122

사회과학대학 3 584 E-Resource Guide * 109

누계 59 10,007

라. 서비스현황                                                                   

                                                                               (단위:건)

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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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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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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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비고

접속 건수 121,730 87,988

원문 다운로드 134,995 44,226

다. 기대효과

- 연구 성과물 보존 및 공유를 통해 학술정보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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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저작물에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여 인용율 향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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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호(2014. 5) / 웹진 44 호(2014. 8) / 웹진 45 호(2014. 11) / 웹진 46 호(2015.2)

  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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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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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소식 홍보

- 추진실적

① 도서관 소식, 추천 도서 등 총 95 개 기사 작성 (월 평균 7~8 개 기사 게재)

② 뉴스레터 총 12 회 발송 (월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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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인하대→하문대신청)

수탁 

(하문대→인하대신청)
합계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111 110 104 104 215 214

학년도 인적교류 학술교류 비고

2012 학년도 2 회 3 명 6 회 18 권

2013 학년도 2 회 3 명 -

2014 학년도 2 회 3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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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8. 20 ~ 29)

- 본관 사서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 방문 연수 (2015. 1. 3 ~ 11)

-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다. 상호대차 이용실적                                                       (단위:건)

라. 국제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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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이용(인원) 이용(건) 반납 미 반납

2013-2 학기 60 25 128 48 12

2014-1 학기 82 35 108 60 22

2014-2 학기 32 10 44 21 11

2. 지역화

가. 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나. 임시대출증 발급현황

- 총 1,256 회 발급(610 건 회수), 현재 5,020 건 유지

다. 인하공전 재학생 대상 임시대출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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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이용현황

라. 일반열람실 졸업생 임시대출증 발급

    -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임시대출증을 발급하여 정석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일반열람실 이용을 한정 인원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011 년 2 월 졸업자부터 2014 년 2 월 졸업 예정자까지 (최근 3 년간 졸업생)

- 인원 : 50 명 (선착순)

- 발급기간 : 2014. 2. 4 ~ 2. 14 

- 이용기간 : 2014. 3. 2 ~ 2015. 2. 28

- 이용현황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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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명)

반  납 25

미반납 17

2015 열람실 재신청 8

총계 50

대출 전자정보센터 멀티미디어센터

8,575 권 2,714 건 150 건

구 분 국 내(명) 국 외(명) 합 계(명)

2012 학년도 1,240 550 1,790

2013 학년도 621 327 948

2014 학년도 1,218 331 1,549

(2) 이용통계 : 총 발권 횟수 2,822 건

(3) 반납

마. 지역사회 이용자 이용현황

      * 참고 : 지역사회 이용자 대출현황 총 대출 권수 대비 4.5%

3. 방문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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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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활동의 일환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여 나누어 주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독서권장 프로그램

(2) 목적

- 독서 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 증대 

-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안목의 배양 

- 후기 및 서평 작성을 통한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인 의사 표현력 향상 

-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의 배출로 대학 경쟁력 강화

(3)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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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선정 도서 도서배부(권) 후기접수(건)

2014-1

(제 6 회)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 강수돌 70 15

총, 균, 쇠 / 재레드 다이아몬드 70 13

2014-2

(제 7 회)

한국 자본주의 모델 / 이병천 80 15

비주얼 컬처 / John A. Walker, Sarah 

Chaplin
80 14

합 계 300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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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후기 우수작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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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6 회 7 회

최우수상
윤성진(국어교육과) 우효석(경영학과)

이동욱(국어교육과) 나슬기(언론정보학과)

우수상

김성태(고분자공학과) 이상혁(국어교육과)

김영준(사회교육과) 정민철(경영학과)

박상준(컴퓨터정보공학과) 고지은(건축공학과)

이범석(글로벌금융학과) 전혜영(문화경영학과)

장려상

이성실(생명공학과) 김영준(사회교육과)

홍진솔(아동학과) 이상우(경제학과)

박소영(영어영문학과) 박상준(컴퓨터정보공학과)

김진경(중국언어문화학과) 정원준(언론정보학과)

가작 -

박해리(정치외교학과)

한진수(경영학과)

정일오(생명공학과)

김희수(정치외교학과)

이동욱(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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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과 흥미를 모두 갖춘 도서 선정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 교양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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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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 저자 : 박웅현 (광고인)

  - 강연 주제 : ‘여덟단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실시 : 2014. 11. 5.(수) 오후 3 시,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355 명

  - 도서배부 : 선착순 250 권 (신입생 130 권, 재학생 120 권)

- 낭독회 동시 실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책, 세상을 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연극배우의 ‘여덟단어’ 도서 낭독회를 함께 실시함

- 행사참가 후기 홈페이지 게시

  - 우수후기 시상 : 2014. 11. 25, 14:00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관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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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명단 상금

최우수상(1 명) 이기성 (전기공학과) 도서구매권 10 만원

우수상(2 명)
문세호 (정치외교학과)

오슬기 (정치외교학과)
도서구매권 5 만원

장려상(5 명)

안웅현 (언론정보학과)

손지선 (경영학과)

박준혜 (한국어문학과)

손수연 (경영학과)

정원준 (언론정보학과)

도서구매권 3 만원

  -  시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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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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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발전 계획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 'Book 새통' 진행 방식의 다양화 : 강연, 낭독회, 북 콘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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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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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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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주요대학 및 각종 미디어 권장도서 목록 수집

- 권장도서 목록 실무진 검토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 목록 확정 및 시행 / 홍보

다. 추진 결과

- 주제정보실별 정석 100 선(選) 전시 서가에 (자연 15 권/ 인문 23 권/ 문학 32 권/ 사회 23 권/ 

  예술 7 권) 도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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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일리지 항목 배점 건수 이용자수 마일리지
누적마일

리지

서평

긴줄서평처음 500 149 149 74,500 345,500

긴줄서평 100 483 81 48,300 214,300

서평댓글 10 2,028 67 20,280 76,360

책속한문장 5 730 79 3,650 10,525

한줄서평 10 1,490 205 11,645 66,995

도서

도서반납 10 154,546
15,316

(154,555)
1,545,550 5,206,950

희망도서신청 5 6,213
1,121

(6,213)
31,065 87,305

시설

이용

도서관첫출입 100 2,268 2,268 226,800 452,900

도서관출입 1 709,696
24,428

(1,515,915)
1,515,915 4,288,482

시설이용 2 93,589
11,440

(126,717)
253,434 1,001,842

3. 정석마일리지 서비스 

가. 개요 

- 독서 장려와 도서관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독서 후 서평등록자 및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부여 및 포상제공 

나. 마일리지 종류 및 실적  

                                                                  (기간:2014. 3. 1 ~ 201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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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첫로그인 100 1,747 1,747 174,700 367,400

홈페이지로그인 1 478,704
29,713

(1,296,513)
1,296,513 4,375,292

도서관

서비스

Q&A 등록 2 544 220 1,088 4,242

매일좋은글 10 792 131 7,920 29,870

보존서고도서신청 2 3,358 1,803 6,742 17,076

분실/습득물게시판 2 30 11 60 410

상호대차/문헌복사 2 3,776 403 7,552 26,126

서가에없는책신고 2 93 81 186 452

이벤트

참가

이벤트참여 100 10 10 14,600 68,077

교육참석 100 136 129 13,600 89,100

설문조사 100 1,703 1,592 170,300 170,300

Book 드림후기등록 500 75 63 37,500 178,500

합 계 1,462,160 91,057 5,461,900
17,078,00

4

등록건수 이용자수

2013 2014 2013 2014

긴줄서평 882 640 265 188

책속 한문장 800 688 94 75

한줄서평 2,251 1,413 239 198

4. 정석애서(愛書) 

가. 개요 

- 이용자가 독서 후, 서평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서비스 구성 

- 책속 한 문장 : 인상 깊은 책 속의 문장 혹은 구절 등록 

- 한줄 서평 : 독서 후, 책에 대한 감상을 간략하게 등록 

- 긴 줄 서평 : 독서 후, 400 자 이상 긴 줄로 서평등록 

다.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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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년 2014 년 누계

발급건수 842 735 1,577

시기 분야 주 제

2014 년

3 ~ 4 월

(1 차)

자연 10 대 성장 보고서 / 행복한 미술치료

인문
내 딸에게 권해주고 싶은 한권의 책

/ 10 대, 문학에 빠지다

사회 쇼핑과 소셜 네트워크 / 세계의 축제

5 ~ 6 월

(2 차)

자연 영재로 키우는 자녀 교육법 / Beyond Trees

인문 태산보다 높은 아버지 / 바다보다 넓은 어머니

사회 사랑학개론 / 엄마, 아빠 그리고 나

7 ~ 8 월

(3 차)

자연 피부미인 프로젝트 / 과학, 인문학을 만나다

인문 재난재해 보고서 / 호러픽션(Horror Fiction)

사회 정치와 지방선거 / 자유와 국가

9 ~ 10 월

(4 차)

자연 과학이야기 / 타이포그래피

인문 아시안게임 스포츠 특집 / 감사합니다 교황님

사회 월급과 재테크 / 주식과 부동산

11 ~ 12 월

(5 차)

자연 건강한 신체 / 건강한 식탁

인문
음악의 모든 것 / 내 손으로 만드는 따뜻한 

겨울소품

사회 슈퍼리치의 삶 / 차별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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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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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 실적 : 2014 학년도 테마추천 진행 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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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 월~2 월

(6 차)

자연 노벨상(과학) / 정리의 달인

인문 노벨상(문학) / 고민하는 내가 아름답다

사회 노벨상(평화/경제) / 인생 선배들의 조언

구 분 2013 2014

벌점감면 1,876 3,297

일발열람실 우선발권 69 76

기념품 교환 58 654

7. 마일리지몰 서비스 

가. 개요 

- 정석마일리지 포상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마일리지몰에 있는 기념품이나 

도서관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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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서비스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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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10. 27 ~ 10. 31

다. 참가 현황 : 총 1,203 명 참여(오프라인 586 명, 온라인 617 명)

라.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 성별과 신분

2013 년에 비하여 남학생의 이용률이 약간 감소하였고, 4 학년, 3 학년, 2 학년, 1 학년 순 으로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2012 년부터 3 년간 이용 패턴에 큰 변화는 없었다.

(2)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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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부터 3 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 이용자의 소속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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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목적

과제 작성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험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스터디룸 등의 시설 이용이나 

참고자료 열람 등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찾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4) 주로 이용하는 자료 

자주 이용하는 자료는 전공도서 51%, 교양도서 35%, 전자 자료는 6%로 나타났다. 전공도서의 

이용 및 전자자료의 이용은 2013 년의 52%와 7%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전자 자료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45%가 도서관 통합 검색을 통하여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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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용 문의

  불편 사항은 Q&A 를 통해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참는다’ 가 가장 많았다.  

(6) 건의 반영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과 반영이 신속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 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7) 정석학술정보관 직원 친절도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의 친절 면에 대해서는 98%의 만족도를 보여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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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를 찾는 방법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정보를 찾을 때 77%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며, 15%가 직접 

서가에서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페이지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9) 서가 배열 및 서가에 없는 도서

서가배열 상태에 대해서는 96%로 2013 년과 동일한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문의한다’가 64%, ‘포기한다’가 12%, ‘유사도서로 대체한다’가 13%, 

‘희망도서를 신청한다’가 7%로 나타났다.

 

(10) 소장자료 만족도

- 단행본 : 단행본(eBook 포함)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2013 년과 동일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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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학회지, 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는 98%로 2013 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전자정보 : 전자정보(E-Journal, Web DB)는 97%로 2013 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불만족 사유 : 소장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료부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32%를 

차지했으며, 신간 부족과 자료 훼손이 각각 28%와 2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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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자료 이용 빈도

정석학술정보관 전자정보 중 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에서는 국내학회지인 RISS 가 28%로 

가장 많았고, KISS 가 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DBPia 는 16%의 이용 빈도를 보였다.

 (12) Research Help

Research Help 의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가 26%, 

‘잘 모른다’가 57%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탭 메뉴는 전자저널/Web DB 가 23%, 

학회/기관이 9%, ‘잘 모른다’가 65%로 나타났다.

 

 

(13)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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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91%로 증가하여 작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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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시설예약 49%, 소장자료 검색 37%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에 보존서고도서 열람 신청, 도서 및 시설 예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4) 정석마일리지

정석마일리지 제도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2013 년의 87%보다 2% 증가한 89%로 나타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정석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적립된 마일리지로 마일리지 몰에서 받고 싶은 상품에 대한 

의견으로는 문화상품권이 가장 많았으며, 텀블러나 학용품, USB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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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서평서비스 정석애서(愛書)

    서평서비스인 정석애서(愛書)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2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석애서(愛書)에 있는 서평이 도서 대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16) 교외접속서비스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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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참여했다는 23%, 관심은 있으나 

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18) ‘정석 100 선’ (구 ‘인하 100 선’ 관련)

‘정석 100 선’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22%는 알고 있으며 참여 해 보았다고 답변하였으며, 

51%는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보지는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유익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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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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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 대해 98%의 응답자가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20)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제정보실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3 년에 비하여 주제정보실은 28%, 

그룹스터디룸은 19%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자정보센터는 16%로 이용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21) 멀티미디어센터 시설 관련

멀티미디어센터의 동영상 및 DVD 제작시스템과 스마트그룹스터디룸의 모의면접 영상녹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질문에 각각 97%, 99%가 유익하다고 응답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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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DVD 제작 시스템>                         <모의 면접 녹화 시스템>

   

(22) 일반열람실 운영

일반열람실의 좌석 예약 및 발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13 년과 동일한 93%로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제도에 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부분은 대리발권으로 35%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꾸준한 개선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 사석화 문제 등도 함께 지적되었다.

(23) 모바일 발권 서비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일반열람실 발권 서비스에 대해 8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3 년도의 76%에 비해 7%가 증가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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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습 환경

    - 항목별 만족도 : 일반열람실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 조명과 청소상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좌석 수, 환기, 소음 등은 학습 환경에서 불만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통계 비교 : 학습 환경 만족도에 대해 연간 비교를 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84%의 만족도를 보였다. 

※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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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원(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및 

진로지도(학수번호:GEF1119)
70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1,2 학기) 20

내용 인원(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한국인) 101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29

2. 이용자교육

가. 학술정보이용 교육

1)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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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및 외국인을 위한 정석학술정보관 이용교육 (학기초)

 교육 참석 시, 기념품 및 정석마일리지 제공

나.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 활용

1) 개요

-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입생 필수 교과목 ‘글쓰기와 토론’ 이러닝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



JUNGSEOK MEMORIAL LIBRARY     

43

내용 인원(명)

참가 348

만점자 68

구분 교육 회수(회) 참석인원(명)

교수 요청
2014 년 1 학기 5 213

2014 년 2 학기 3 167

학술 DB 교육
2014 년 1 학기 20 381

2014 년 2 학기 15 156

합계
2014 년 1 학기 25 594

2014 년 2 학기 18 323

누계 43 917

2) 추진 실적 및 계획 

- 신입생 대상으로 시설안내 및 정보검색 동영상 팝업 게시 (2014. 3)

- ‘글쓰기와 토론’ 이러닝 강좌에 연계하여 교육 실행(2014. 4)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4. 4. 28 ~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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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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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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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2013 년 1 학기 2013 년 2 학기 2014 년 1 학기 2014 년 2 학기

강의수 1,086 건 1,350 건 1,066 건 1,021 건

도서건수 2,441 건 3,065 권 3,287 권 2,951 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합계

접속 열람 접속 열람 접속 열람

91 2,067 450 9,648 541 11,715

3. 지정도서목록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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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실적 

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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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4.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원문이용 협약 체결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전자정보센터 5 개 좌석 및 로스쿨관 3 층 교수휴게실 1 개 좌석에서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의 원문 열람 가능

나. 이용 실적 

5. 정석학술정보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나. 추진 내용

- 일시 : 2014. 3~수시

- 내용 : 폴더 파일, 보틀, 홍보 노트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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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 

1.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1 주년 기념행사 개최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일인 9 월 17 일에 매년 개관 기념행사 개최

나. 일시 : 2014. 9. 17, 15: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로비 

라.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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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일 관장 축사 

2) 모세종 교수 감사패 증정

 

 

3) 우수 이용자 및 우수 근로학생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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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 제 47 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가. 개요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도서관협회 임원을 맡으면서 

저작권법 개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등 대학도서관 위상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도서관상 수상.

  나. 일시 : 2015. 2.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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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4. 29, 10:00 ~ 17:00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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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참석 : 1,000 여명 부스 방문, 800 여명 퀴즈 응모, 160 여명 교육세션 참석

- 퀴즈응모자 중 140 명을 추첨하여 경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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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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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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 

가. ‘조용한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LCD 상영 (2014. 4. 7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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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21 ~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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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상 내용 : 사진 최우수상 1 명



JUNGSEOK MEMORIAL LIBRARY     

4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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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11. 24 ~ 28 / 총 100 명 참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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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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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참여학생(명)

2013 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4. 8. 22) 4

2013 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5. 2. 13) 29

 다. 시행 : 2014. 10. 13 ~ 10. 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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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대효과

- 추억에 남을만한 이벤트 제공에 의한, 기증자 예우 강화

-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하여 도서기증 동기유발에 따른 기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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