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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연혁

    

1954.  4. 인하대학교 개교
1955.  6. 도서관 개관(80 평)
1959.  7. AFAK 지원으로 도서관 착공 
1959. 11. 도서관 준공(217 평) 
1966.  3. 신 도서관규칙 제정
1968.  7. 중앙도서관 개관
1971.  4. 본관 준공 건물로 도서관 이전 
1980.  4. 신축도서관 착공
1980.  9. 과제도서실 신설
1981.  6. 중앙도서관 준공
1983.  3. 조중훈 이사장 희사금으로 ‘정석문고’ 설치 
1984.  9. 대학도서관 최초의 전산화 추진(소장 자료 DB 구축) 
1987.  5.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 14 대 회장교 역임
1987.  5. 도서관 전산화 토털시스템 구축 및 개가열람제로 전환
1988.  3. 도서관 일반열람실 지정좌석제 실시
1993.  8. 장서 50 만권 달성
1996. 11. 경인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결성
1998.  9. 신축도서관 건립 추진 
1999.  9. 의과대학 의학정보실 개실
2001.  3. 신축도서관 착공
2002. 10. 국방대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9.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및 장서 100 만권 달성
2003. 10. 전자도서관시스템(JULIAS) 개통 
2003. 10. 정석학술정보관 웹진 1 호 발행
2004.  3. 인하공업전문대학 학술정보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  4. 한국항공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 10. 연변대학 도서관과 학술 및 국제교류협정 체결
2005.  4. 하문대학 도서관과 학술 및 국제교류협정 체결
2005. 10. 한진물류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5. 11. ISO 9001:2000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6.  3. 물류·운송전문정보실 개실(사회과학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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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목표  
  -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 
 -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창조 경제시대의 융합형 인재양성 

- 연구에 필요한 최상의 연구정보 제공
  - Best Hyper Library 구현

2007. 10. 법학도서관 개관
2008.  3. Annual Report 2007(제 1 권) 발행
2008.  4. 의학도서관 개관 (통합운영)
2008.  9.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5 주년 기념행사 
2008. 11. ISO 9001: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2009.  2.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 36 대 회장교 역임
2009.  9. Research Help 서비스 및 INHA Repository 구축
2009. 12.  장서 150 만권 달성
2009. 12.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0.  5. 중앙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5. 독서이력인증제도 시행
2011.  9. 멀티미디어센터 학습 환경 개선
2011.  9. 정석마일리제도 시행
2011. 11. ISO 9001: 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 인증 
2004.  3. 인하공업전문대학 학술정보원과 학술교류협정 개정 체결
2012.  3. 테마추천도서 시행
2012.  5. 제 1 회 ‘Book 돋움’ 프로젝트 시행 
2012.  5. U.S. Embassy, Seoul(Sung Kim 대사) 도서기증
2012.  9. 인하(정석) 100 선 선정
2012. 12.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권장 프로젝트 추진 
2012. 12. 정석학술정보관 블로그 서비스
2013.  9.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 주년 기념행사 
2014.  2. 정석학술정보관 10 년의 발자취(2003-2013) 발간
2015.  7. 복합문화공간 구성
2015.  9. 의학도서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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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및 인력현황

팀 실 직위 직급 성명 팀 실 직위 직급 성명
관 장 교수 정재훈

학술
정보

운영팀

인문과학
정보실 조교 옥정원

부관장 (공석) 유연수

정보운영
기획팀

팀장 참사 차충환
사회과학
정보실

계장 주사 정은경부팀장 부참사 백승하
계장 주사 이선영 조교 김인애
계장 주사 서성대 전윤주
팀원 서기 김우리

학술정보
시스템팀

팀장 참사 김동조

조교

이현진 과장 부참사 홍미란
강소윤 계장 주사 윤재중

팀원 서기 이준호이  슬
팀원 서기 황지성이은미

IT-LAB
조교 문원빈

김경미
전자정보

센터

학술
정보

운영팀

팀장 참사 김봉세
부팀장 부참사 김수연

멀티미디어
센터

계장 주사 신영진

분관

법학
도서관

실장 참사 김택환
팀원 서기 김윤희 계장 주사 김용해

자연과학
정보실

과장 부참사 김경모 조교 강보미

조교
김유리

의학
도서관

실장 참사 김택환(겸)
계장 주사 김용해(겸)김진희 조교 김유란

인문과학
정보실

과장 부참사 이혜경 인하대 병원
파견 직원 김민지

계장 주사 이동애 총 36 명(관장 1/직원 20/조교 14/병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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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층 실명
면적

좌석 수
   ㎡ (평수)

1F

안내데스크(경비, 도서반납,출입등록)
귀빈실, 도서관장실, 부관장실
정보운영기획팀, 회의실, 
복합문화공간, 전자정보센터
교사서지자료실

3,979.58 (1,203.82) 252

2F 자연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38
3F 인문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54
4F 사회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67

5F
학술정보운영팀, 멀티디미어센터
학술정보시스템팀, 서버실
IT-LAB실, RMI실, 스크린룸

2,962.80 (896.25) 449

6F
국제회의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귀빈실, 정석물류연구원
고조선연구소

2,250.16 (680.67) 300

B1F 일반열람실, 매점, 방재실 3,797.26 (1,148.67) 1,334

B2F 보존서고, 귀중도서실, 사물함
기계 및 전기실, 샤워실 2,836.64 (858.08) 6

소  계 24,781.95 (7,496.52) 3,400
법학도서관 1,553.80 (470.02) 271

의학도서관(병원도서관 포함) 198.58 (60.00) 19
합  계 26,534.33 8,026.54 3,690

* 옥탑층 182.89(㎡)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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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학술정보 보유현황(전체)

   
○ 분관 학술정보 보유현황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비고

장서
단행본 1,628,953 권 1,533,539 권
eBook 46,790 종 49,900 종
Audio 
Book 323 종 365 종

합  계 1,676,066 권 1,583,804 권

학술지
인쇄저널 1,359 종 1,272 종
전자저널 43,500 종 41,885 종

합  계 44,859 종 43,157 종
Web DB 44 종 42 종

멀티미디어 84,503 점 85,615 점
* 단행본 불용도서 폐기(131,022 권)하여 학술정보 수 감소.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장서 단행본 100,644 권 103,932 권 24,480 권 25,092 권
eBook 1,484 종 1,542 종 2,725 종 2,983 종

합  계 102,128 권 105,474 권 27,205 권 28,075 권

학술지 인쇄저널 104 종 104 종 94 종 92 종
전자저널 3,156 종 2,850 종 6,646 종 6,769 종

합  계 3,260 종 2,954 종 6,740 종 6,861 종
Web DB 5 종 6 종 9 종 7 종

멀티미디어 1,706 점 1,708 점 1,347 점 1,348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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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현황

   

도서항목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단행본 594,600,000 594,501,938  650,000,000 649,998,405  
정기간행물 1,576,200,000 1,420,333,983  1,596,950,000  1,596,821,361  
비도서자료 586,300,000 534,819,293  551,000,000  549,926,339  
법학도서 150,000,000 148,116,717  159,100,000  158,918,446  
의학도서 510,205,794 509,968,199  500,000,000  499,082,847  
문헌복사
/검색비 15,000,000 14,982,698  - -
제본 20,000,000 19,993,380  20,000,000 18,170,130  

소    계 3,452,305,794 3,242,716,208  3,477,050,000 3,472,917,528  
도서비 외 631,859,788 400,861,481 774,139,000 609,365,129
합   계 4,084,165,582 3,643,577,689  4,251,189,000 4,082,282,657 

○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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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서 서양서 총장서수
단행본 1,157,896 권 375,643 권 1,533,539 권

* 불용도서 폐기 : 131,022권(동서 : 105,446, 양서 : 25,576)

구 분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학년도 기준) 25,859 권 9,749 권 35,608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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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언어별>

다. 2015학년도 서지DB 구축 현황                                     (단위:권)

  

도서인수 도서정리 딸림자료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물류) 학과 합계
33,012* 9,795 17,431 12,917 188 3,291 - 43,622 820
 * 제본저널 건 미포함



Jungseok Memorial Library

9

2. 장서폐기
가. 목적
- 불용도서의 선별 폐기에 다른 효율적 장서관리 및 공간 확보
나. 추진 실적 및 계획
  1) 폐기대상도서 선별 및 리스트 작성
  2) U등록도서 (불용도서) 폐기에 따른 기안 및 승인 : 2015.10.14.

   
구분 동양서 서양서 폐기 장서 수

단행본 105,446 권 25,576 권 131,022 권
    3) 등록원부 제적 및 통계 반영 : 2016.02.28. 기준

3. 전자정보 구독 종수

  
4. 멀티미디어 / eBook 형태별 확충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전자저널 43,500 41,885
Web DB 44 42

형태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VOD  3,185 25,018  2,958  25,122
DVD  8,503 10,833  8,757  11,129

CD-ROM  4,345 14,599  4,358  14,621
AudioBook    323    586    365     690

갱신 3 3
합  계 16,359  51,036  16,441  51,565
eBook 46,790 107,130  49,900 11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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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및 시설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건) 

2) 법학도서관                                                       (단위:건)

3) 의학도서관                                                       (단위:건)

  
4) 기  타                                                          (단위:건)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대 출 192,640 190,870
반 납 192,100 191,507
예 약   6,998   9,111
연 장   1,129     850

서가배열 488,891 363,395
합 계 881,758 755,733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대출
데스크 7,085 6,650

RFID 자가   728   117
합계 7,813 6,767

반납
데스크 6,235 5,737

RFID 자가   859    80
합계 7,094 5,817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대 출 2,366 2,025
반 납 2,452 1,998
예 약    36    36
연 장    76    73
합 계 4,930 4,132

구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대출 -    344
반납 -    329

총 대출 권수 - 200,006
총 반납 권수 - 19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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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보 이용통계                                                (단위:건)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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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전자저널 1,137,590 1,182,379
Web DB   813,390   624,230

 ※ 일부 품목의 통계가 익월 또는 분기별 익월에 제공되어 통계산정 기간 변경
  - 2014 학년도 이용통계 (2014. 3 ~ 2015. 2)
  - 2015 학년도 이용통계 (2015. 1 ~ 2015. 12)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멀티미디어
UOD/VOD 17,220 21,308

DVD 10,011  7,681
Audio Book  4,650  4,914

eBook 25,953 22,549

구분 웹 사이트 도서검색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4 학년도   991.439 1,965,753 22,253 171,531
2015 학년도 1,065,796 2,124,403 21,298 158,623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내(KERIS) 356 322 895 713 1,251 1,035
83.1%일본(NDL)   7   7 - -     7     7

기타 1)  29  29 - -    29    29
합계 392 358 895 713 1,287 1,071

1) 기타 국외 대출기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미국 의회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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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ㆍ내외 원문복사 통계                                          (단위:건)

 6. 시설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명)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
내

KERIS 1,149 1,051 538 440 1,687 1,491

88.5%
NDSL 65 38 565 521 630 559
KISTI 3 3 - - 3 3
기타 2) 2 2 - - 2 2

소  계 1,219 1,094 1,103 961 2,322 2,055

국
외

중국(CALIS) 91 90 110 110 201 200

89.8%
일본(NII/NDL) 59 59 - - 59 59
KISTI/NDSL 15 15 - - 15 15

KERIS 543 458 - - 543 458
기타 3) 32 32 - - 32 32

소계 740 654 110 110 850 764
의학 MEDLIS 539 447 136 110 675 557 82.5%

합계 2,498 2,195 1,349 1,181 3,847 3,376
2) 기타 국내 복사기관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3) 기타 국외 복사기관 :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프린스턴대 등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476,881 485,370 발권 기준
전자정보센터 79,844 67,123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457,866 428,261
인문과학정보실 493,461 462,831
사회과학정보실 407,390 370,780
멀티미디어센터 21,620 17,933 전체이용 건수

IT Lab 7,694 5,561 발권 기준
그룹 스터디 룸 86,225 75,702 1~5F 전체

소  계 2,030,981 1,913,561
출입구 1,450,855 1,54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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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학도서관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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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출입자수 52,909 55,306

전자정보실 380 295
세미나실 1,272 1,566
합  계 54,561 57,167

구 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국제회의장 38 38
대회의실 50 54
소회의실 32 35
합  계 12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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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 검색단말기 및 관리PC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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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PC 24대(베어본 PC, 24" 모니터), 도서정보 관리PC 20대 교체 
나. 기대효과 
  - 검색 환경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ICT 환경 개선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2. 일반열람실 휴게실 TV 설치
가. 개요 
  - 기존 노후 TV 철거 및 휴게실 확장공사 진행

  - 확장된 휴게실 내 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신규 TV 설치
  나. 기대효과 

  - 학생 편의 증진 및 멀티미디어 학습 지원

3. 일반열람실 복도 소음측정기 및 경광등 설치
가. 개요 
  - 복도 소음 발생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해

- 조용한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
나. 주요내용
  - 소음측정기, 안내용 전광판, 경광등 설치

  다. 기대효과
  - 실시간 소음측정결과 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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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문화공간 조성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중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간 제공
  - 학생 예술 작품 및 보도자료 전시회 등의 전시공간으로 활용

- 각종 도서관 행사 진행으로 휴식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도서관의 명소로 조성
나. 조성내용
  - 위치 : 1층 VIP 실 입구 

- 조성기간 : 2015년 7월 ~ 8월

5. 샤워실 조성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나. 조성내용
   - 남/여 화장실 개조공사 및 샤워시설 조성
   - 조성 기간 : 2015년 8월
   - 전신건조기 등의 편의시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입구 CCTV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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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 학생증 시행
가. 개요 
  - 학생증 미소지 할 경우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
나. 주요내용
  - 출입 
  - 도서대출
  - 시설발권(일반열람실 현장 발권기 제외)
다. 기대효과
  - 학생증 미소지자의 원활한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7. 엘리베이터 홍보용 갤러리 교체
  가. 개요 

  - 홍보용 갤러리 영상 가독성 저하
  - 홍보용 갤러리 영상에 노이즈 발생
  -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자 및 국제회의장 참석자에게 공지사항 전달
나. 기대효과
  - 시의 적절한 정석학술정보관 공지사항 홍보
  - 도서관 운영 현황 실시간 안내
  - 선명하고 가독성이 개선 된 화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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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열람실 무선랜 개선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자들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량에 비해 무선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나. 주요 내용
     무선 AP 2대에서 7대로 증설 (1열람실 1대 / 2열람실 3대 / 3열람실 3대)

다. 시행 : 2015.10. 2 ~ 2016. 1.22.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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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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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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를 위한 Guide 
신설 2015.11. 1 ~ 12.15 

-신임교원을 위한 안내 콘텐츠 제공
- Mendeley 안내 콘텐츠 제공
-Wos/Scopus 한국등재목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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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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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으로 기관의 지적 생산물을 디지털형식으로 수집, 보존, 배포하는 온라인 
저장소

 나. 이용현황
 - 교내 교수,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 원문 DB 등록

  - 원문 DB 이용 현황

구 분 주제 콘텐츠 구 분 주제 콘텐츠
공과대학 13 2,873 문과대학 8 1,091

IT 공과대학 4 861 생활과학대학 4 436
자연과학대학 6 816 예술체육학부 4 322

경상대학 2 415 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2 576

경영대학 3 483 법과대
/법학전문대학원 1 217

사범대학 6 789 참고문헌 관리도구 3 122
사회과학대학 3 509 E-Resource Guide * 109

합  계 59 9,619

분 류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비고
접속 건수 87,988 238,445

원문 다운로드 44,226 1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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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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취합, 편집하여 발행
  나. 실적 : 웹진47호(2015. 5) / 웹진48호(2015. 8) / 웹진49호(2015.11) / 
            웹진50호(2016. 2)
  다. 기대효과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웹진에 대한 접근 용이
    - 도서관 소식에 대한 관심 향상
  라. 블로그 관리 및 뉴스레터 발송
    - 정석학술정보관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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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책 읽어주는 정석 : 추천할 만한 도서의 내용, 작가의 관련 작품 소개
  - 추진실적
 ① 도서관 소식, 추천 도서 등 총 98개 기사 작성 (월 평균 약 8개 기사 게재)
 ② 뉴스레터 총 12회 발송 (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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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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8.17 ~ 26)
    -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다. 상호대차 이용실적                                             (단위:건)

  라. 국제교류 현황

위탁 
(인하대→하문대신청)

수탁 
(하문대→인하대신청) 합계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91 90 110 110 201 200

학년도 인적교류 학술교류 비고
2013 학년도 2 회 3 명 -
2014 학년도 2 회 3 명 -
2015 학년도 1 회 2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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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화
 가. 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나. 임시대출증 발급현황
   - 총 947회 발급(565건 회수), 현재 5,402건 유지
 다. 인하공전 재학생 대상 임시대출증 발급
   - 인하대-인하공전 ‘도서관 정보공유 협약’ 체결에 따라 인하공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시대출증을 발급
    - 이용현황

            

구 분 발급 이용(인원) 이용(건) 반납 미반납
2015-1 학기 51 13 31 38 13
2015-2 학기 67 18 53 39 28

  라. 일반열람실 졸업생 임시대출증 발급
    -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임시대출증을 발급하여   
       정석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일반열람실 이용을 한정 인원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012년 2월 졸업자부터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최근 3년간 졸업생)
  - 인원 : 60명 (선착순), 수요가 많아 인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
  - 발급기간 : 2015. 2. 3 ~  2.10 
  - 이용기간 : 2015. 3. 2 ~ 2016. 2.29
- 이용현황

(1) 신청

  (2) 이용통계 : 총 발권 횟수 2,7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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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납

     
마. 지역사회 이용자 이용현황

      
3. 방문객 안내

   
○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장려 프로그램
1.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
  가.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1) ‘Book드림’

     (1) 배경
 - 독서 장려 활동의 일환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여 나누어 주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독서권장 프로그램

구  분 인원(명)
반  납 28
미반납 19

2016 열람실 재신청 13
합  계 60

대출 전자정보센터 멀티미디어센터
2,205 권 366 건 210 건

* 참고 : 지역사회 이용자 대출현황 총 대출 권수 대비 4.5%

구 분 국 내(명) 국 외(명) 합 계(명)
2013 학년도 621 327 948
2014 학년도 1,218 331 1,549
2015 학년도 301 268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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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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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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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도서 / 저자 도서배부(권) 후기접수(건)
2015

(제 8 회)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100 51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Robert B.Reich 100 36

합  계 20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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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후기 우수작 시상

         

상급 8회 상금
최우수상 김자혜 (국어교육과) 도서구매권

20만원김형준 (기계공학과)

우수상
박상준 (컴퓨터공학과)

도서구매권
10만원

유상준 (영어영문학과)
김진수 (국제통상학과)
최 선 (국제통상학과)

장려상
김하영 (정치외교학과)

도서구매권
5만원

박주희 (예술체육학과)
장영종 (생명과학과)
김은구 (영어교육학과)

가작

김영환 (경영학과)
도서구매권

3만원
김형민 (정치외교학과)
최나현 (경제학과)
오윤택 (전자공학과)
최희주 (산업경영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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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회 ‘Book 드림’ 수상자들이 정재훈관장, 김명인교수,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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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발전 계획 
-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 시행
- 교양과 흥미를 모두 갖춘 도서 선정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 교양 증진에 기여
 2) ‘Book새통’
  (1) 배경
- 개인주의 확산으로 의사소통 능력 저하
- 대학이 취업준비 기관으로 전락함으로 인한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어려운
   현실
-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목표를 상실한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 제시 
  (2) 목적
- 'Book새통'(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 및 작가와의 공감대 형성
-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 'Book새통'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 형성
- 후기 작성을 통해 향후 'Book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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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저자 : 오찬호 (사회학자)
- 강연주제 : ‘진격의 대학교’
              오찬호 박사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재 대학의 ‘조금은’ 슬픈 이야기
- 실    시 : 2015. 9.16.(수) 오후 4시,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190여명
- 도서배부 : 선착순 150권(신입생 125권, 재학생 125권)
- 행사참가 후기 홈페이지 게시
- 우수후기 시상 : 2015.10. 7, 14:00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급 명단 상금
최우수상(1 명) 김윤창 (정보통신공학과) 도서구매권 10 만원
우수상(2 명) 조민지 (영어영문학과)

최희주 (산업경영학과) 도서구매권 5 만원

장려상(5 명)
김경모 (기계공학과)
소성호 (경영학과)
박준혜 (한국어문학과)
김종석 (정보통신공학과)
이상우 (경제학과)

도서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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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ok새통' 진행 방식의 다양화 : 강연, 낭독회, 북 콘서트 등
나. 'Book돋움' 향후 발전계획
- 기존 국비 지원 예산을 교비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
- 'Book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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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새통'       
   진행(강연, 낭독회, 북콘서트, 음악회와 연계 등)
- 성공적인 ‘Book새통’ 행사 진행을 위해 유명강사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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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ok나래'를 1박2일 또는 연 2회로 진행하여 보다 심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학기행 진행
- 'Book돋움' 홈페이지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리 도서관만의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시행에 기여

2. 정석 100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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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100선(選) 전시 서가에(자연15권/ 인문23권/ 문학32권/ 
  사회23권/예술7권) 도서 전시
라. 향후 계획
  - 2016학년도 정석100선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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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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3. 1 ~ 2016. 2. 29)
구분 마일리지 항목 배점 건수 이용자수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

서평

긴줄서평처음 500 134 134 67,000 412,000
긴줄서평 100 296 79 29,600 243,800
서평댓글 10 1,302 49 13,020 89,380
책속한문장 5 157 35 785 11,310
한줄서평 10 1,420 171 11,925 78,920

도서 도서반납 10 157,176 15,197
(157,220) 1,572,200 6,779,150

희망도서신청 5 5,970 1,095(5,970) 29,850 117,155

시설
이용

도서관첫출입 100 2,262 2,262 226,200 679,100
도서관출입 1 750,705 24,390

(1,956,305) 1,956,305 6,244,787

시설이용 2 77,720 10,292
(105,609) 211,218 1,213,060

홈페이지첫로그인 100 1,806 1,806 180,600 548,000
홈페이지로그인 1 496,949 28,637

(1,464,323) 1,464,323 5,83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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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자 이상 긴 줄로 서평등록 

도서관
서비스

Q&A등록 2 549 233 1,098 5,340
보존서고도서신청 2 5,017 2,423 10,034 27,110
분실/습득물게시판 2 50 18 100 510
상호대차/문헌복사 2 3,227 388 6,454 32,580
서가에없는책신고 2 79 59 158 610

이벤트
참가

이벤트참여 100 1,210 1,177 124,300 192,377
교육참석 100 118 117 11,800 100,900
설문조사 100 3,915 3,597 392,900 563,200
Book드림후기등록 500 107 99 53,500 232,500

합  계 14,272 8,111 600,344 1,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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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성과

     

구분 등록건수 이용자수
2014 2015 2014 2015

긴줄서평   640   423 188 166
책속 한문장   688   168  75  36

한줄서평 1,413 1,432 19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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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 2015 년 누계

발급건수 735 6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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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학년도 테마추천 진행 주제 목록

시기 분야 주 제
2015년
3 ~ 4월
(1차)

자연 연애의 기술 /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인문 시에서 연애를 꺼내다 / 연애가이드 - 추천! 국내 데이트코스
사회 로맨스가 필요해 /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5 ~ 6월
(2차)

자연 과학사 / 남자의스타일
인문 글쓰기의 즐거움 / 6.25 끝나지 않은 전쟁
사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

7 ~ 8월
(3차)

자연 친절한 생물학 / 뇌이야기
인문 싱글룸 인테리어 / 여행에세이
사회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 20대, 창업으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9 ~ 10월
(4차)

자연 가을,  커피 한잔의 여유 / 안드로이드 생각보다 쉬워요
인문 시에 물드는 가을 / 내면에서 만나는 당신
사회 지구에게도, 관심과 치료를! /스마트미디어의 달콤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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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일리지몰 서비스 
가. 개요 
- 정석마일리지 포상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마일리지몰에 있는 기념품이나 

도서관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11 ~ 12월
(5차)

자연 우쥬라이크 우주? / 오늘은 뭐 먹을까?
인문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대화법 / 명화는 스스로 말한다
사회 월세 낼 돈, 경매로 집 살까? / 꿀잼 경제학

2016년
1월~2월

(6차)

자연 건축, 경계를 넘나들다 / 게놈(genome), 거기 섰거라!
인문 당신을 위한 사진속 시간여행/ 아주 특별한 사진수업
사회 자본의 승리인가 자본의 위기인가 / 지식의 놀이터

구 분 2014 2015
벌점감면 3,297 4,340

일발열람실 우선발권  76 159
기념품 교환 654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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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서비스 
1. 2015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학습 및 

연구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나. 실시 현황 : 2015.10.26 ~ 30

다. 참가 현황 : 총 812명 참여(오프라인 580명, 온라인 232명)
라.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 성별과 신분
2013년에 비하여 남학생의 이용률이 약간 감소하였고,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순 으로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3년간 이용 패턴에 큰 변화는 없었다.

  (2) 소속 
정석학술정보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소속은 공대와 IT공대, 문과대, 경영대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 이용자의 
소속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목적 
시험 준비를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 
작성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그룹스터디룸 등 시설 이용이나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찾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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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로 이용하는 자료 
자주 이용하는 자료는 전공도서 56%, 교양도서 31%, 전자 자료는 6%로 나타났다. 
전공도서의 이용은 2014년의 51%에 비해 5%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 자료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42%가 도서관 통합 검색을 통하여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5) 이용 문의 
이용 문의에 대해서는 ‘사서에게 문의한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참는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6) 건의 반영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과 반영이 신속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2014년에 비해 10%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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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석학술정보관 직원 친절도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의 친절 면에 대해서는 75%의 만족도를 보여 전년도 69%에 비해 
6% 증가하였다.

 
  (8) 전반적 만족도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80%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전
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자료 검색 방법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정보를 찾을 때 78%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며, 13%가 직접 
서가에서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페이지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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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가배열 및 소가에 없는 도서  
서가배열 상태에 대해서는 96%로 2014년과 동일한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문의한다’ 가 64%, ‘포기한다’가 11%, ‘유사도서로 대체한다’ 가 
12%, ‘희망도서를 신청한다’가 10%로 나타났다. 

 (11) 소장 자료 만족도  
  - 단행본 : 단행본 (eBook제외) 에 대한 만족도는 67%로 2014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학회지, 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는 54%로, 2014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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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 : 전자정보 (E-journal, Web DB) 에 대한 만족도는 51%로 2014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 Ebook (전공, 교양도서) : Ebook (전공, 교양도서) 에 대한 만족도는 46%를 
나타냈다.

  
 - 불만족 사유
소장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료훼손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33%를 차지했으
며, 자료부족과 신간부족이 각각 30%와 28%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기 도서의 
권수 부족, 파손/훼손에 대한 정책의 미흡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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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자료 이용 빈도 
정석학술정보관 전자정보 중 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에서는 국내학회지인 RISS가 
35%로 가장 많았고, KISS가 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DBPia는 16%의 이용 빈도를 보였
다. 

 (13) Research Help
Research Help의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가 
25%, ‘잘 모른다’가 57%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탭 메뉴는 전자저널/Web DB가 
25%, 학회/기관이 10%, ‘잘 모른다’가 61%로 나타났다.

 

 
  (14) 모바일 홈페이지 
 - 서비스 인지도 : 정석학술정보관 모바일 홈페이지(http://mlib.inha.ac.kr)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89%로 2014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http://mlib.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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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시설예약 50%, 소장 자료 검색 
38%로 나타나 2014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My Library 서비스 이용 비율은 11%로 
기존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서비스로는 도서 예약 서비스, 이용 완료 서비스, 희망도서 신청 등이 있었다. 

 

   (15) 교외접속서비스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 자료를 교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교외접속서비스는 2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교외접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외접속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56%가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4년의 55%에 비해 1% 증가한 비율이다.

 



Jungseok Memorial Library

39

  (16)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
금년부터 실시한 희망eBook 신청 서비스(신간 eBook 목록 중 원하는 eBook을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98%의 응답자가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17)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제정보실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하여 일반열람실은 28%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제정보실, 전자정보센터, 그룹스터디룸은 이용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18) 멀티미디어센터 시설 관련 
멀티미디어센터의 동영상 및 DVD 제작시스템과 스마트그룹스터디룸의 모의면접 영상녹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질문에 각각 76%, 84%가 유익하다고 응답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영상/DVD제작 시스템>                     <모의 면접 녹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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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 만족도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6%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휴대기기는 갤럭시 s6, 아이폰6, 갤럭시 노트3 등이 있었으며, 노트북의 경우 
삼성 아티브북4, 상성 울트라북 등이 있었다. 

  (20) 모바일 발권 서비스 
모바일 일반열람실 발권 서비스에 대해 85%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의 83%에 비해 2%가 증가하여 모바일 발권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1) 학습 환경 
- 항목별 만족도 : 일반열람실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 조명과 청소상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냉/난방, 환기, 좌석 수 등은 열람실 학습 환경에서 불만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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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통계 비교 : 학습 환경 만족도에 대해 연간 비교를 한 결과 2014년도에 비해 2% 
증가한 58%의 만족도를 보였다. ※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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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 학과 요청 오리엔테이션 및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신입생 및 외국인을 위한 정석학술정보관 이용교육(학기초)후 
        교육 참석 시, 기념품 및 정석마일리지 제공

내용 인원(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및 

진로지도(학수번호:GEF1119) 74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1,2 학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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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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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실적 및 계획  
       - 신입생 대상으로 시설안내 및 정보검색 동영상 팝업 게시 (2015. 3) 
       - ‘글쓰기와 토론’ 이러닝 강좌에 연계하여 교육 실행(2015. 4)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5. 4. 27 ~ 5. 8) 
        : 동영상을 학습한 후, Quiz 정답자 및 응모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경품 제공 

       

내용 인원(명)
참가 48

만점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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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원(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한국인) 86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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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회수(회) 참석인원(명)

교수 요청 2015 년 1 학기 4 167
2015 년 2 학기 4 178

소  계 2015 학년도 8 345
학술 DB 교육 2015 년 1 학기 18 321

2015 년 2 학기 19 260
소  계 2015 학년도 37 581

합  계 45 926

3. 강의지정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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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전자정보센터 5개 좌석 및 로스쿨관 3층 교수휴게실 1개 좌석에서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의 원문 열람 가능
나. 이용 실적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합계
접속 열람 접속 열람 접속 열람
245 3,157 388 9,988 633 13,145

학 기 2014년 1학기 2014년 2학기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강의 수 1,066건 1,021건 953건 432건
도서건수 3,287권 2,951권 2,041권 8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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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 
1. 정석학술정보관 신임 관장 이․취임식 
○ 일    시 : 2015. 3.10.(화)
○ 장    소 : 정석학술정보관 1 층 로비
○ 내    용 : 제 30 대 이재일 관장 이임 및 제 31 대 정재훈 관장 취임

2. 2015학년도 제 21차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 일    시 : 2015. 4.30.(목) 11:00-12:20
 ○ 장    소 : 정석학술정보관 6 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위원 12명 중 8명 참석, 팀/실장 6명  
 ○ 회의내용
   1) 2015학년도 업무보고
   2) 안건토의
     가. U 등록도서 처리 방안
     나. 도서훼손 방지 방안      
     다. 의전원 도서비 증액 
     라. 도서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교체 방안 
     마. 법전원 평가 대비 
     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향후 준비
     사. 학회 관련 proceeding 자료 서비스 정책
     아. 학과도서비 배정안
     자. 교사자료실 확충안 등

3.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2주년 기념행사 개최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일인 9월 17일에 매년 개관 기념행사 개최
 나. 일시 : 2015. 9.17, 15: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복합문화공간
 라.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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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훈 관장 축사                      2) 우수 이용자 및 우수 근로학생 시상

    

4. 복합문화공간 OPEN Ceremony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복합문화공간 오픈에 따른 기념 행사 시행
 나. 일시 : 2015.10.01, 10: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복합문화공간
 라. 주요내용 : 
1) 정재훈 관장 인사말                    2) 최순자 총장 축사

     

3) 학생 대표 축사 (정석자치위원장)       4)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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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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5.21, 10:00 ~ 17:00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참가업체 : 17개 업체(전자저널, Web DB, eBook, 
            멀티미디어 콘텐츠)
- 행사참석 : 1,000여명 부스 방문, 770여명 퀴즈    
             응모, 80 여명 교육세션 참석
- 퀴즈응모자 중 90명을 추첨하여 경품전달 

 다. 기대효과
- 구독 전자정보원 이용법 안내와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학습ㆍ연구증진
-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원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참가 학생 96% 이상이 전자정보 이용 및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국내 동영상 강좌와 eBook 자료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6. 정석마일리지 이벤트 
 가. 정석마일리지 우수 적립자 기념품교환 이벤트
  1) 내용 : 정석마일리지 우수 적립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이용 홍보를 위해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념품 교환해 주는 행사
  2) 행사기간 

- 2015. 3. 9 ~ 20 : 1학기 재학생 대상 (21명)
- 2015. 4. 6 ~ 18 : 2015학년도 신입생 대상 (155명)
- 2015. 8.10 ~21 : 하계 졸업생 대상 (21명)
- 2015. 9. 7 ~ 11 : 2학기 재학생 대상 (38명)
- 2016. 2.11 ~19 : 동계 졸업생 대상 (94명)

  3) 기념품 : 커피쿠폰, 다이어리 중 선택

7.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 
 가. ‘조용한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LCD 상영 (2015. 4.1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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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환경 체험 수기 공모 (2015. 4.13 ~ 17)
- 체험 방법 : 일반열람실 복도에 설치된 책상에서 학습 후, 느낀 점 기고(우수작 웹진 
게재)
- 시상 내용 : 우수상 1명, 참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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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석 100선! 행운을 읽어라
- 개요 : 정석 100선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친숙한 도서관의 이미지 구축 
- 내용 : 정석 100선 중 일부에 당첨 메시지를 작성, 대출자에게 문화상품권 증정.

9. 인천 시민과 함께 하는 수기 공모 행사
- 개  요 : 인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의 기획 및 시행을 통해 보다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내  용 : ‘책과 도서관, 그리고 인천’ 에 대한 수기 공모 및 우수작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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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3 ~ 27 / 총 87명 참여



Jungseok Memorial Library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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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층 엘리베이터 앞 LCD 모니터)
  다. 시행
     - 1학기 : 2015. 4. 1 ~  4.11
     - 2학기 : 2015.10.12 ~ 10.24 

12. 책사랑 표어 공모
  가. 개요 : 책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
  나. 주요내용
    - 최우수작: 내가 찢은 책의 한쪽 나의 찢긴 양심 반쪽 
    - 우수작: 깨끗한 책 사용, 올바른 도서관 문화의 시작입니다.
  다. 시행: 2015. 3.23 ~ 31

13. 도서 이용 활성화 이벤트
  가. 개요 : 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진행
  나. 주요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도서 대출시 마일리지 100점 부여  
        (학부생 731명, 대학원생 153명, 기타 70명)
  다. 시행 : 2015.12.21 ~ 24

14. VOD, 오디오북, 모의 토익토플 여름방학 이벤트
  가. 개요 : 본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VOD(동영상강좌), 오디오북, 모의 토익/토플 
            콘텐츠를 보다 많은 학내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실시
  나. 추진 실적
    1)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2) 방법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및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
- 하계방학 기간(2015. 7.1 ~ 8.31) 중 해당 콘텐츠 최다 이용자 시상
    3) 시행결과  :
- 1등 3명(문화상품권 5만원), 2등 6명(3만원), 3등 9명(2만원), 아차상 9명(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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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효과  : 본관 보유 콘텐츠 이용 활성화에 따른, 학습 활동 및 취업률 제고 지원
 (취업 관련 콘텐츠 보유)

15.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 제27대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피선(2015. 6)
  가. 내용 : 학술정보운영팀 김봉세 팀장이 한국도서관협회 제66차 정기총회 및 2015년도 

평의원회에서, 2015년 7월부터 새로이 출범하는 제27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동철 
교수)의 이사로 피선

16. 정은경 학술정보운영팀, 용재 봉사상 수상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학술정보운영팀 정은경 선생이 동아대학

교 부민캠퍼스 김관음행홀에서 개최된 제42차 한국사립대학교도서
관협의회(이하 사대도협)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사대도협 
출판,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담당 업무 뿐 아니라 협의회 업무
에 성실하며 헌신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회원관 사서들에게 모범을 
보인 점을 크게 인정받아 

  '용재 봉사상' 수상 
  나. 일시 : 2016. 2.19

17. 의학도서관 이전
 가. 개요 : 의학전문대학원의 본교 이전에 따라 원활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하여 
            의학도서관을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하여 이전 운영
   - 기초의학 : 인하대학교 의학도서관(60주년 기념관 06호)
   - 임상의학 : 인하대 병원도서관(정석빌딩 C동 2층)
  
 나. 추진내용
  1) 소장 도서 Boxing 작업 : 이전 공간 협소로 인하여 도서를 Boxing 처리함
    ① 일시 : 2015. 7월중  ② 내역 : 878 Box / 14,444권
  2) 장서점검 : 임상과 기초로 구분하여 장서점검 실시(2015. 8) 
    - 내역 : 의학정보실 : 2,787권, 병원도서관 : 7,847권, 보존서고 : 206권
  3) 의학도서관 이전 및 Open   
    ① 이전 : 2015. 8.17 ~ 21  ② Open : 2015. 9. 1
  4) 병원도서관 이전 및 Open
    ① 이전 : 2015.11.21       ② Open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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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석학술정보관 북스틱 제작
  가. 개요 : 도서 훼손 방지 및 정석학술정보관 행사 안내를 위한 북스틱 제작
  나. 추진내용 : 월 1회 북스틱 시안 작성, 제작 의뢰, 제작 완료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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