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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 연혁

    

1954. 4.24. 인하대학교 개교

1955. 6. 1. 도서관 개관(80평)

1959. 7.19. AFAK 지원으로 도서관 착공 

1959.11.20. 도서관 준공(217평) 

1966. 3. 신 도서관규칙 제정

1968. 7. 3. 중앙도서관 개관

1971. 4. 본관 준공 건물로 도서관 이전 

1980. 4.15. 신축도서관 착공

1980. 9. 3. 과제도서실 신설

1981. 6.30. 중앙도서관 준공

1983. 3. 7. 조중훈 이사장 희사금으로 ‘정석문고’ 설치 

1984. 9. 대학도서관 최초의 전산화 추진(소장 자료 DB구축) 

1987. 5.15.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14대 회장교 역임

1987. 5. 도서관 전산화 토털시스템 구축 및 개가열람제로 전환

1988. 3.14. 도서관 일반열람실 지정좌석제 실시

1993. 8.26. 장서 50만권 달성

1996.11. 6. 경인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결성

1998. 9. 1. 신축도서관 건립 추진 

1999. 9. 1. 의과대학 의학정보실 개실

2001. 3.15. 신축도서관 착공

2002.10. 4. 국방대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7.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9.17.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및 장서 100만권 달성

2003.10.29. 전자도서관시스템(JULIAS) 개통 

2003.10. 정석학술정보관 웹진 1호 발행

2004. 3.29. 인하공업전문대학 학술정보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 4. 1. 한국항공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10.28. 연변대학 도서관과 학술 및 국제교류협정 체결

2005. 4. 6. 하문대학 도서관과 학술 및 국제교류협정 체결

2005.10.24. 한진물류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5.11.25. ISO 9001:2000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6. 3.29. 물류·운송전문정보실 개실(사회과학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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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법학도서관 개관

2008. 3.31. Annual Report 2007(제1권) 발행

2008. 4. 1. 의학도서관 개관

2008. 9.17.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2008.11.25. ISO 9001: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2009. 2.12.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36대 회장교 역임

2009. 9. 1. Research Help 서비스 및 INHA Repository 구축

2009.12.15. 장서 150만권 달성

2009.12.15.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0. 5.20. 중앙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5. 1. 독서이력인증제도 시행

2011. 9. 1. 멀티미디어센터 학습 환경 개선

2011. 9. 1. 정석마일리지제도 시행

2011.11.24. ISO 9001: 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 인증 

2012. 3. 2. 테마추천도서 시행

2012. 5. 4. U.S. Embassy, Seoul(Sung Kim 대사) 도서기증

2012. 5.14. 제1회 ‘Book돋움’ 프로젝트 시행 

2012. 9. 1. 인하(정석) 100선 선정

2012.12. 정석학술정보관 블로그 서비스

2013. 9.16.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2013. 9. 1. 장서 160만권 달성

2014. 2. 1. 정석학술정보관 10년의 발자취(2003-2013) 발간

2015. 7.27. 복합문화공간 구성

2016.11.30. 정석 라운지 및 대학원 열람실 오픈

  ○ 기본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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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 직위 직급 성명 실  / 직위 직급 성명

정석학술정보관장 교  수 정혜원 총29명 (관장1/직원14/조교13/병원1)

학술정보기획팀 학술정보운영팀

팀  장 참  사 차충환 팀  장 부참여 김봉세

부팀장 부참사 이혜경
부팀장 참  사 백승하

멀티미디어센터 계  장 주  사 신영진

과  장 부참사 홍미란

자연과학
정보실

과  장 부참사 김경모

계  장 주  사 이선영 팀  원 서  기 김윤희

조  교 김유리
팀  원 서  기 김우리

조  교 김진희
조  교 이현진

인문과학
정보실

팀  원 서  기 조성필

조  교 강소윤 조  교 옥정원

조  교 유연수조  교 이  슬

사회과학
정보실

계  장 주  사 윤재중
조  교 김경미

계  장 주  사 정은경

정석라운지(조교) 이은혜 조  교 황인욱

법학정보실 의학정보실

실  장 참사 김택환(겸) 실  장 참  사 김택환(겸)

계  장 주  사 김용해(겸)
계  장 주사 김용해(겸)

조  교 이지원

조  교 최소현 병원도서관 (파견)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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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황

   

층 실명
면적

좌석수
   ㎡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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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16 (680.67) 300

5F
학술정보운영팀, 멀티디미어센터
가상현실체험센터, 스크린룸 
IT-LAB실, 대학원 열람실, 서버실

2,962.80 (896.25) 397

4F 사회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81

3F 인문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51

2F 자연과학정보실 2,985.17 (903.01) 329

1F
안내데스크(도서반납/출입등록/경비) 
정석라운지, 복합문화공간, 회의실
학술정보기획팀, 관장실, 부관장실

3,979.58 (1,203.8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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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F
보존서고, 귀중도서실, 사물함
샤워실, 기계 및 전기실

2,836.64 (858.08) 6

소  계 24,781.95 (7,496.52) 3,437

법학도서관 1,553.80 (470.02) 271

의학도서관(병원도서관 포함) 198.58 (60.00) 19

합  계 26,534.33 8,026.54 3,727

* 옥탑층 182.89(㎡) 제외

○ 운영 시간

   

구분 평일 (괄호 : 방학 중) 토요일

일반열람실(B1F) 연중무휴 24시간

정석라운지(1F) 09:00-21:00

(09:00-17:00)

09:00-17:00

(09:00-13:00)주제정보실(2~4F)

멀티미디어센터(5F)
09:00-18:00

(09:00-17:00)
-멀티미디어 Lab(5F)

IT Lab(5F)

대학원 열람실(5F)
09:00-21:00

(09:00-17:00)
-

법학도서관(법전원4F)
09:00-21:00

(09:00-17:00)
09:00-13:00

의학도서관 

(60주년기념관 B1F)

09:00-18:00

(09:00-17:00)
-

60주년기념관 열람실
08:00-23:00 (학기 중)

08:00-01:00 (시험기간 2주)

* 휴일 및 방학중 휴실

(정석학술정보관 열람실 이용)

매점 (B1F)
08:00-21:00

(09:00-18:00)

09:00-17:00

(09:00-16:00)

샤워실 (B2F) 07:30 - 익일 06:30

사물함 데스크 (B2F) 09:00-21:00 
(09: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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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학술정보 현황(전체)

   

구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비고

장서

단행본 1,533,544권 1,534,397권

eBook 49,900종 84,634권

Audio 
Book

365종 576권

합  계 1,583,809권 1,619,607권

학술지

인쇄저널 1,272종 1,222종

전자저널 41,885종 44,096종

합  계 43,157종 45,318종

Web DB 42종 41종

멀티미디어 84,925점 85,077점

* 단행본 불용도서(훼손 및 보존가치 판단) 폐기 : 31,256권(2017. 2.24)

* 2016학년도부터 eBook, aBook의 경우 국내서는 ‘권수’, 서양서는 ‘종수’ 적용

   

○ 분관 학술정보 현황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장서

단행본 103,932권 105,363권 25,092권 25,396권

eBook 1,542종 1,550종 2,983종 3,002종

합  계 105,474권 106,913권 28,075권 28,398권

학술지

인쇄저널 104종 104종 92종 82종

전자저널 2,850종 3,028종 6,769종 5,773종

합  계 2,954종 3,132종 6,861종 5,855종

Web DB 6종 5종 7종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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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항목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단행본 650,000,000 649,998,405  500,060,000 500,029,823

정기간행물 1,596,950,000  1,596,821,361  1,460,365,000 1,443,695,937

비도서자료 551,000,000  549,926,339  488,150,000 487,927,986

법학도서 159,100,000  158,918,446  128,930,000 128,882,041

의학도서 500,000,000  499,082,847  500,800,000 494,585,196

제본 20,000,000 18,170,130  14,540,000 14,431,780   

소    계 3,477,050,000 3,472,917,528  3,092,845,000 3,069,552,763

도서비 외 774,139,000 609,365,129 653,028,153 444,521,643

합   계 4,251,189,000 4,082,282,657 3,745,873,153 3,514,074,406

○ 학술정보 확충현황

1. 도서등록 및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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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 등록

  

구 분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20,908 11,201 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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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언어별>

2) 서지 DB 구축                                                      (단위:권)

   

도서인수1)

도서정리 딸림
자료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물류) 학과 합계2)

32,329 8,228 14,574 12,127 31 479 0 35,439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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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폐기에 따른 기안 및 승인 : 2017. 2.24

   

구분 동양서 서양서 폐기 장서 수

단행본 15,425 15,831 31,256

  3) 등록원부 제적 및 통계 반영 : 2017. 2.28 기준

1) 제본저널 건 미포함

2) 2016년도 법학도서관 자체 DB 구축건 (778건)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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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정보 구독 종수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자저널 41,885 44,096

Web DB 42 41

4. 멀티미디어 / eBook 형태별 확충  

  

형태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UOD/VOD 2,958 25,122 2,958 25,122

DVD 8,757 11,129 8,896 11,281

CD-ROM 4,358 14,621 4,358 14,621

AudioBook    365     690 365 690

갱신(구독) 3 5

합  계 16,441 51,565 16,577 51,714

eBook 49,900 117,783 51,089 119,241

○ 학술정보 및 시설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 건)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대 출 190,870 186,468

반 납 191,507 187,552

예 약   9,111 10,432

연 장     850 425

  서가배열 363,395 278,940

2) 법학도서관                                                  (단위: 건)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대 출 6,767 6,292

반 납 5,817 5,358

예 약 20 35

연 장 13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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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도서관                                                     (단위:건)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대 출 2,025 2,694

반 납 1,998 2,580

예 약    36 169

연 장    73 279

2. 전자정보 이용통계                                           (단위: 건)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자저널 1,182,379 1,163,782

Web DB   624,230 607,392

※ 전자정보 통계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작성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단위: 건)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멀티미디어

UOD/VOD 21,308 46,412

DVD 7,681 4,860

Audio Book 4,914 2,731

eBook 22,549 25,165
  

4. 온라인 이용통계                                               (단위:건)   

  

구분 웹 사이트 도서검색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5학년도 1,065,796 2,124,403 21,298 158,623

2016학년도 1,050,361 1,811,659 21,760 14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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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대차 

가. 개요

   - 협력기관과의 자료 교류를 통한 국내외 학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나. 국·내외 상호대차 통계                                           (단위: 건)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내(KERIS) 300 273 678 585 978 858

88%기타3) 31 31 - - 31 31

합계 331 304 678 585 1,009 889

다. 국ㆍ내외 원문복사 통계                                           (단위: 건)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

내

KERIS 1,103 1,017 508 432 1,611 1,449

89%
NDSL/KISTI 13 12 269 230 282 242

기타4) 11 11 - - 11 11

소  계 1,127 1,040 777 662 1,904 1,702

국

외

중국(CALIS) 80 79 70 69 150 148

95%

일본(NII/NDL) 63 62 - - 63 62

KERIS 374 343 - - 374 343

NDSL/KISTI - - - - - -

기타5) 43 43 - - 43 43

소계 560 527 70 69 630 596

의
학 MEDLIS 476 406 273 247 749 653 87%

합계 2,163 1,973 1,120 978 3,283 2,951

3) 기타 국외 : 일본국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미국 의회도서관 등

4) 기타 국내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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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석학술정보관                                                 (단위: 명)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485,370 495,961 발권 기준

정석라운지 67,123 37,770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428,261 359,515

인문과학정보실 462,831 392,236

사회과학정보실 370,780 296,513

멀티미디어센터 17,933 14,670 전체이용 건수

IT Lab 5,561 3,045 발권 기준

그룹 스터디 
룸6) 21,610 17,946

1~5F 전체
(발권 기준)

소  계 1,859,469 1,617,656

출입구 1,544,295 1,742,812

  2) 법학도서관                                                     (단위: 명)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출입자수 55,306 31,251

전자정보실 295 159

세미나실 1,566 1,228

합  계 57,167 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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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국제회의장 38 78

대회의실 54 54

소회의실 35 32

합  계 127 164

6) 그룹스터디룸 이용통계는 2015년 까지는 이용자 수로 통계처리 되었으나, 2016년에 시설/예약발권시스템 
교체에 따라 이용건수로 통계처리 되어 통계방식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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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6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 정석라운지 및 대학원 열람실 오픈

가. 개요 

   -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학습을 장려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존 전자정보센터 공간을 팀플레이 존과 멀티미디어 PC 활용이 가능한 정석

     라운지로 리모델링

   - 대학원 열람실 공간 마련을 통한 대학원생의 연구, 학습 공간 제공

나. 기대효과 

   - 부드럽고 활발한 분위기로의 도서관 이미지 구축

   - 대학원 열람실을 통한 집중적인 학습 환경 마련과 연구 지원

  

다. 집기 물품 현황

   

구분 집기 물품

정석라운지

PC : 54석
그룹스터디룸 12실 : 90석
팀플존 원형 T (大) : 27개 
      원형 T (小) : 10개
소파 : 47개 (2인용 회색소파 : 20개)
이동테이블 : 4개
원형소파 : 2개 (24석)
스툴 : 10개
의자 : 58개
빈백 : 5개
안내데스크 : 1개
INHA 스툴 : 1Set
조명등 : 2개
글래스보드 : 1개
전시서가 : 2개
정석라운지 사인보드

대학원 열람실

6인용 열람 테이블 : 3개
4인용 열람 테이블 : 6개
의자 : 24개
사물함 : 30개

라. 오픈일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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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예약발권시스템교체

가. 개요

   - 웹기반 시설예약발권시스템 요구 

   - 구축내용 : 시설예약발권시스템(웹), 모바일앱, PC좌석발권시스템 

나. 기대효과 

   - 모바일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 해소 

   - 보다 편리한 도서관 시설이용환경 제공을 통한 이용자만족도 제고

3. 일반열람실 발권키오스크 교체 

가. 개요

   - 장비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 모바일기기에 의한 이용자 인증기능 요청

나. 내용 : 발권키오스크 10대 교체 

다. 기대효과 

   - 모바일열람증으로 일반열람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자 환경 제공 

라. 교체일 : 2016. 9.30.

4. 출입통제시스템 통합

가. 개요

   - 학교 보안시스템과 정보관 보안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른 운영상의 불편함 제기

   - 출입통제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보안 취약성 증가 

나. 기대효과 

   - 일원화된 출입통제로 보안강화  

다. 교체일 : 2016. 9.30.

5. PC교체 및 노후PC 재활용

가. 개요

   - 이용자PC 노후화에 따른 정석라운지 PC 36대 교체

   - 관내노후PC 교체 : 정석라운지 교체PC 멀티미디어센터 재활용 

나. 기대효과 

   - PC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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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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주제 선정
- 콘텐츠 구축

테스트 및 운영 2009. 8. 1 ~ 8.30.- 인터페이스 점검

시행 2009. 9. 1 ~ - 공과대학 13개 주제 시행

주제 확대서비스 계획
2009. 9. 1 ~ 
2010. 2.28.

- 비공과대학 26개 주제선정
(참고문헌 관리도구 2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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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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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 분야 신설 2010. 9. - 경상대학 분야에서 분리

아태물류학과 신설 2011. 6. - 경영대학 확충

IT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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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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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중단 전자정보 대체 
서비스 이용안내 신설

2017. 1. 3 ~ 2. 2.
-구독중단 전자정보 품목 대체 서비스   
이용안내 제공



Jungseok Memorial Library

16

라. 서비스현황                                                    (단위: 건)

   

구 분 주제 콘텐츠 구 분 주제 콘텐츠

공과대학 17 3,707 문과대학 8 1,079

자연과학대학 7 958 예술체육학부 5 393

경영대학 4 681
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2 575

사범대학 6 739
법과대

/법학전문대학원
1 215

사회과학대학 7 941 E-Resource Guide * 106

합  계 57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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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2015 학년도 2016학년도 비고

접속 건수 238,445 1,212,666

원문 다운로드 119,988   8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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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seok Memorial Library

17

3. 웹진 및 뉴스레터 발행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2003. 9.17) 이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취합, 편집하여 발행

나. 실적 : 웹진51호(2016. 5.) / 웹진52호(2016. 8.) / 웹진53호(2016.11.) / 

           웹진54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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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화와 지역 사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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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26 ~ 8. 1.)

   -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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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대차 이용실적                                          (단위:건)

     

위탁 
(인하대→하문대신청)

수탁 
(하문대→인하대신청)

합계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80 79 70 69 150 148

라. 국제교류 현황

     

학년도 인적교류 학술교류 비고

2014학년도 2회 3명 -

2015학년도 1회 2명 -

2016 학년도 1회 1명 -

2. 지역 사회 봉사

가. 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나. 임시대출증 발급현황

   - 총 1,015회 발급(547건 회수), 현재 5,874건 유지

    

구분 총 발급

졸업생 평생교육원 인하공전 교사 공무원 인천산업체

1,015
381 206 70 31 12 1

인천시민 평생 이용자 기타 타 대학 인하대병원 한진 계열

200 1 97 12 2 2

다. 인하공전 재학생 대상 임시대출증 발급

   -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도서관 정보공유 협약’ 체결에 따라 인하공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시대출증을 발급

   - 이용현황

           

구 분 발급 이용(인원) 이용(건) 반납 미반납

2016-1학기 35 24 161 18 17

2016-2학기 35 14 55 19 16

  

라. 일반열람실 졸업생 임시대출증 발급

   -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임시대출증을 발급하여        

     정석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일반열람실 이용을 한정 인원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011년 2월 졸업자부터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 인원 : 61명 (선착순)

   - 발급기간 : 2016. 2. 1 ~  2. 5. 

   - 이용기간 : 2016. 3. 1 ~ 201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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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현황

(1) 신청

  (2) 이용통계 : 총 발권 횟수 4,729 건

  (3) 반납

    

구  분 인원(명)

반  납 37

미반납 14

2017 열람실 재신청 10

합  계 61

3. 방문객 안내

   

구 분 국 내(명) 국 외(명) 합 계(명)

2014학년도 1,218 331 1,549

2015학년도 301 268 569

2016 학년도 867 117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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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장려 프로그램

1.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

가.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1) ‘Book드림’

    (가) 배경

       - 독서 장려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독서권장 프로그램

    (나) 목적

       - 독서 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안목의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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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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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내용 

       - 프런티어학부대학 크로스오버 과목 과제도서 지원

       - 동계방학 독서후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독서 후기 우수작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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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도서 / 저자 도서지원(권)

생명의 느낌 / 이블린 폭스 켈러 120

김상욱의 과학공부 / 김상욱 120

합  계 240

    

상급 9회 시상

최우수상 오세휘(고분자공학과) 도서상품권20만원

우수상
공주원(간호학과)

도서상품권10만원
이동원(철학과)

장려상
노유진(국어교육학과)

도서상품권5만원
나병호(생명과학과)

가작

하예진(공간정보공학과)

도서상품권3만원허재황(아태물류학부)

곽지훈(고분자공학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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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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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향후 발전 계획 

      -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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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ook새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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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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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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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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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추진내용

      (1) ‘Book새통’ 1차

      - 초청저자 : 서영대 교수 (사학과)

      - 강연주제 :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

      - 일시 및 장소 : 2016.10. 4. (화) 오후 4시,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190여명 

      - 행사참가 후기 홈페이지 게시 

      - 우수후기 시상 : 2016.10.25. (화)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급 명단 상금

최우수상 노유진 (국어교육과) 문화상품권 10만원

우수상
박건희 (사학과)
최치원 (사학과)

문화상품권 5만원

장려상

이상규 (환경공학과) 
조영진 (사학과)
최윤하 (사학과)
방문문 (한국학과)
피루자 (다문화학)

문화상품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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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ook새통’ 2차

     - 초청저자 : 정호승 시인

     - 강연주제 : ‘20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 일시 및 장소 : 2016.11.17. (목) 오후 3시,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200여명

     - 도서 배부 : 선착순 100권

(마) 효과

   - 작가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한 참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 저자와의 대화를 통한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

   -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관찰, 사고할 수 있는 시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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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향후 발전 계획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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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ook나래’

(가) 배경

   - 전자매체로 문화를 익히는 학생들에게 문학의 정취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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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관을 방문함으로써 작가의 생애와 작품관을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인 독서동기를

      부여

   - 인문학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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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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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과의 소통, 교류 제약

   - 전공서와 자기개발서 등의 편중된 대학생들의 독서습관

   - 평면적인 문학 감상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문학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라) 추진내용

   - 장소 : 경기도 광주시 만해기념관 및 남한산성

   - 일시 : 2016. 11. 19. (토)  

   - 참여인원 : 26명 (‘Book새통’ 강연후기 수상자 3명 포함)

   - 사전 답사를 통해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

   - 답사 전 작품집 배부 및 전문 강사의 특강

   - 답사 당일 자료집 배포 및 퀴즈를 통해 사전 지식 습득

   - 한국어문학 교수 및 전문 해설사와의 답사 동행

   - 시낭송 프로그램 실시

   - 답사 지역의 문화유적지 탐방

(마) 효 과

   - 평면적인 문학 감상에서 벗어나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강사와 학예사의 전문 해설로 인문학적 지식 함양

   -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의 문학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바) 향후 발전 계획 

   -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학 기행 추친

   - 날씨 또는 교통상황 등의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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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밤샘독서

(가) 배 경

  - 학생들의 독서 문화 증진과 이벤트를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나) 목 적

  -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학창시절 추억을 제공

  - 독서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 표현력 증진

  - 다양한 독서 행사로 도서관 이미지 제고

(다) 필요성

  - 도서관과 이용자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딱딱한 도서관의 이미지 탈피

  -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도서 이용률 증대에 기여

(라) 추진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6.11.25. 오후 10시 ~ 2016.11.26. 오전6시 인문과학정보실

  - 참여인원 : 102명

  - 행사참가자 우수 독서 후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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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독서 후기 시상

- 일시 : 2016.12. 8. (목)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 급 명 단 상 금

최우수상(1명)    백연진 (신소재공학부) 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상(2명)
   나병호 (생명과학과)
   김자혜 (국어교육과)

문화상품권 20만원

장려상(5명)

   장지성 (경영학과)
   김유나 (사학과)
   이상우 (경제학과)
   김성중 (사학과)
   김영지 (수학과)

문화상품권 10만원

가작(5명)

   정다희 (문화경영학부)
   우승호 (전기공학과)
   이승준 (에너지자원)
   최유정 (경영학과)
   고혁준 (생명과학)

문화상품권 5만원

(마) 효 과

   - 학창시절 추억 제공

   -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 독서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서순화로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

(바) 향후 발전 계획 

   - 1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진행되는 행사를 위한 예산확보

   - 강사를 초청하여 단순한 책읽기 행사를 벗어나 문학교류의 장 마련

나. 'Book돋움' 향후 발전계획

  - 교비 지원을 받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

  - 지속적으로 새로운 독서 권장 프로그램 개발하여 우리 도서관만의 특화 서비스 제공

    (밤샘독서, 독서토론대회 등)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및 다양한 방식의 'Book새통' 진행

    (강연, 낭독회, 북 콘서트, 음악회와 연계 등)

  -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교내 및 교외 강연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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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석 100선(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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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정석100선 중 이용률(주제별) 하위 28종 선정

   -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권장도서 조사

   - 교수 대상으로 추천도서 접수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권장도서 목록 중 추천 접수 및 별도 추천 접수)

   - 2017 정석100선 신규 28종 선정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 2개교 이상 포함되면서 추천교수 3명 이상인 도서 

    17종, 김동식 교수 추천도서 9종, 프론티어학부대학 과제도서 1종,  2014 정석100선 

   대체 1종(햄릿 → 셰익스피어 4대 비극)

   -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에서 2017 정석100선 심의 

다. 추진 결과

   - 주제정보실별 정석100선(選) 전시 서가에(자연15권/ 인문24권/ 문학36권/ 

     사회19권/예술6권) 도서 전시

3. 정석마일리지 서비스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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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부여 및 포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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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일리지 종류 및 실적 (기간: 2016. 3. 1 ~ 2017. 2.28.)

구분 마일리지 항목 배점 건수 이용자수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

서평

긴줄서평처음 500 5 5 2,500 451,000

긴줄서평 100 26 7 2,600 287,500

서평댓글 10 51 6 510 91,770

책속한문장 5 39 5 195 11,815

한줄서평 10 161 22 1,310 88,670

도서
도서반납 10 14,876 4,778 148,840 8,341,320

희망도서신청 5 606 232 3,030 145,270

시설

이용

도서관첫출입 100 2,826 2,826 282,600 961,700

도서관출입 1 91,390 14,882 320,934 9,419,241

시설이용 2 9,658 3,490 25,360 1,320,390

홈페이지첫로그인 100 1,884 1,884 188,400 739,500

홈페이지로그인 1 47,470 12,336 117,855 6,855,507

도서관

서비스

Q&A등록 2 37 27 74 6,090

보존서고도서신청 2 900 651 1,800 35,854

분실/습득물게시판 2 2 2 4 784

상호대차/문헌복사 2 298 77 596 40,034

서가에없는책신고 2 18 17 36 760

이벤트

참가

이벤트참여 100 382,127

교육 참석 100 40 40 4,000 104,900

설문조사 100 0 0 100 572,900

Book드림후기등록 500 238,500

합  계 170,287 41,287 1,100,744 30,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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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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성과                        (단위: 건)

  

구분
등록건수 이용자수

2015 2016 2015 2016

긴줄서평   423 502 166 105

책속 한문장   168 93 36 26

한줄서평 1,432 1,449 16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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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누계

발급건수 619 509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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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년도 테마추천 진행 주제 목록

  

시기 분야 주 제

2016 

3 ~ 4월

(1차)

자연
  수학이 보인다
  당신은 반려동물과 대화하고 있나요?

인문
  처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당신께
  가끔은 이럴 때가 있지

사회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경영이야기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기적

5 ~ 6월

(2차)

자연
  가족의 발견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

인문
  가족 愛 탄생
  아버지, 그립습니다.

사회
  기쁘지 아니한 家
  국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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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분야 주 제

7 ~ 8월

(3차)

자연
  패션과 스타일링
  더 기분 좋은 생활

인문
  역대 맨부커상 수상작 탐구
  올림픽 마케팅, 브라질

사회
  우리는 어떤 브랜드를 입고 먹고 마시는가
  피어라, 청춘

9 ~ 10월

(4차)

자연   바른 몸이 아름답다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지배하라

인문
  소설로 만나는 명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시

사회
  대립하는 성(姓)
  우리는 왜 열정페이를 견디고 있는가

11 ~ 12월

(5차)

자연
  이제는 알아야 할 지진 이야기
  기후변화를 읽다

인문
  일상 속 당신을 위로하는 에세이
  인문학으로 행복 찾기

사회
  가을을 즐기는 독서법
  시선을 사로 잡는 광고의 힘

2017년

1월~2월

(6차)

자연
  인간과 동물의 위대한 공존
  세계의 술과 문화 이야기

인문   내 마음의 표현, 캘리그라피
  나에게 선물하는 소중한 여행의 추억

사회   미리 보는 직장생활 노하우 
  올바른 미디어 활용법

7. 마일리지몰 서비스 

가. 개요 : 정석마일리지 포상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마일리지몰에 있는

     기념품이나 도서관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단위: 건)

  

구 분 2015 2016

벌점감면 4,340 6,018

일발열람실 우선발권 159 196

기념품 교환 602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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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서비스 

1. 2016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학습

      및 연구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나. 실시 현황 : 2016.10.24 ~ 28.

다. 참가 현황 : 총 635명 참여(오프라인 486명, 온라인 149명)

라.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 성별과 신분

남학생의 이용 비율이 여학생보다 많으며,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3년간 이용 패턴에 큰 변화는 없었다.

(2) 소속 

정석학술정보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소속은 공대와 IT공대, 문과대, 경영대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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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작성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험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스터디나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찾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주로 이용하는 자료 

자주 이용하는 자료는 전공도서 57%, 교양도서 34%, 전자 자료는 4%로 나타났다. 

교양도서의 이용은 2015년의 51%에 비해 3%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 자료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54%가 도서관 통합 검색을 통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주 이용하는 자료>                    <전자 자료 이용 경로>

  

(5) 이용 문의 

이용 문의에 대해서는 ‘사서에게 문의한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그냥 넘어간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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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의 반영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과 반영이 신속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2015년에 비해 4%

증가하였다. 

(7) 정석학술정보관 직원 친절도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의 친절 면에 대해서는 83%의 만족도를 보여 전년도 75%에 비해 

8% 증가하였다.

(8) 전반적 만족도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85%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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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료 검색 방법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정보를 찾을 때 80%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며, 15%가 직접 

서가에서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5년의 78%와 13%에 비해 소폭 증가한 비율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석학술정보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0) 서가배열 및 서가에 없는 도서  

서가배열 상태에 대해서는 84%로 20145년의 77%에 비해 7% 상승한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문의한다’ 가 68%, ‘포기한다’가 12%, ‘유사

도서로 대체한다’ 가 10%, ‘희망도서를 신청한다’가 8%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부터 3개년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가 배열 상태 만족도>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

(11) 소장 자료 만족도  

- 단행본 : 단행본 (eBook제외) 에 대한 만족도는 71%로 2015년에 비해 4%상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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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학회지/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는 54%로, 2015년과 동일     

- 전자정보 : 전자정보 (E-journal, Web DB) 에 대한 만족도는 52%로 2015년보다 소폭 

  증가 

      

- eBook(전공, 교양도서) : eBook에 대한 만족도는 44%로 나타남

  - 멀티미디어 콘텐츠(어학, 공무원, 교육학 IT 강좌 등)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5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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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족 사유 : 소장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료부족이라는 의견이 3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료훼손과 신간부족이 각각 28%와 27%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인기도서의 권수 부족, ebook의 종수 부족 등이 있었다.

(12) 전자자료 이용

정석학술정보관 전자정보 중 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에서는 RISS가 42%로 

가장 많았고, DBpia, KISS, 교보스콜라를 포함하는 국내 학회지가 36%로 그 뒤를 

이었다.

(13) Research Help

Research Help의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가 28%, ‘잘 모른다’가 56%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탭 메뉴는

전자저널/Web DB가 23%, 학회/기관이 12%, ‘잘 모른다’가 62%로 나타났다.

     <Research Help 인지 경로>            <가장 도움이 되는 탭 메뉴>



Jungseok Memorial Library

37

(14)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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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87%로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시설예약 43%로 가장 많았고, 자료 

검색, 대출조회/연장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2014년도부터 3년간 유사하나

자료검색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 열람실 발권

열람실 발권시에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발권기 이용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34%로 그 뒤를 이었다.



Jungseok Memorial Library

38

(16) 교외접속서비스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 자료를 교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교외접

속 서비스는 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교외

접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외접속서비스를 알고 있다 응답자 중 6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5

56%에 비해 13% 증가한 비율이다.

(17)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

금년부터 실시한 서비스로 신간 eBook 목록 중 원하는 eBook을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유익하다고 응답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제정보실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센터 이용률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전자정보센터를 정석 라운지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발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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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멀티미디어센터 시설 관련 

멀티미디어센터의 동영상 및 DVD 제작시스템과 스마트그룹스터디룸의 모의면접 영상녹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질문에 각각 74%, 81%가 유익하다고 응답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영상/DVD제작 시스템>               <모의 면접 녹화 시스템>

   

(20)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 만족도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1%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

하는 휴대기기는 갤럭시 S6, 아이폰6 등이 있었으며, 노트북의 경우 삼성 아티브북, 

삼성 울트라북 등이 있었다. 

(21) 모바일 발권 서비스 

모바일 일반열람실 발권 서비스에 대해 87%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모바일 발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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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 환경 

- 항목별 만족도 : 일반열람실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 청소상태가 83%, 조명이 77%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냉/난방, 환기, 소음 등은 열람실 학습 환경에서 불만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통계 비교 : 학습 환경 만족도에 대해 연간 비교를 한 결과 2015년 58%에 

비해 3% 증가한 63%의 만족도를 보였다. ※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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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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원(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및 진로지도(학수번호:GEB1111) 190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46

인하 새내기 세미나 수강생 대상 교육 475

     - 학과 요청 오리엔테이션 및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신입생 및 외국인을 위한 정석학술정보관 이용교육(학기 초)

       참석 시, 기념품 및 정석마일리지 제공

       

내용 인원(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한국인) 45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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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

     - ‘글쓰기와 토론’ 이러닝 강좌에 연계하여 교육 실행(2016. 4)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6 4. 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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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원(명)

참가 96

만점자 20

   3) 기대효과 

     - 1회성이 아닌, 학생들의 반복학습을 가능하게 함 

     - 도서관 마케팅 툴로써의 홍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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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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대학원생을 위한 야간 교육 개설 (2016. 9월부터)

       

구분 교육 회수(회) 참석인원(명)

교수 요청
2016년  1학기 5 124

2016년  2학기 4 154

소  계 2016학년도 9 278

정기 교육
2016년 1학기 24 496

2016년 2학기 26 435

소  계 2016학년도 50 931

합  계 59 1,209

3. 강의지정도서목록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 개요 : 개설된 강의에서 지정된 주교재와 부교재 목록정보를 구축하고 도서관 

           소장여부 제공 및 별치하여 관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나. 추진실적 

     

학기별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강의 수 953건 432건 473건 573건

도서 수 2,041권 840권 1,104권 1,2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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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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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329 174 4,624 222 4,953

※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 원문에 대하여 이용 시 저작권 자료 전송·출력 시 도서관보상금 

   무료 정책 실시 (2016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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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 

1. 정석학술정보관 신임 관장 이․취임식 

가. 일시 : 2016. 4.6.(수)

나.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다. 내용 : 제 31대 정재훈 관장 이임 및 제 32대 정혜원 관장 취임

    

2. 2016학년도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개최

1) 제1차 운영위원회

  가. 일시 : 2016. 5.11. 11:00-12:20

  나.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위원 12명 중 7명 참석, 

            팀/실장 5명 참석

  라. 회의내용

    - 2015/2016학년도 예․결산안 보고

    - 안건토의

     (1) 정석학술정보관 규정 개정(안) 심의

     (2) 정석학술정보관 발전 계획(안) 심의

     

2) 제2차 운영위원회

  가. 일시 : 2017. 2.14. 10:30-12:10

  나.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위원 12명 중 7명 참석,

              팀/실장 5명 참석

  라. 회의내용

    - 주요 업무 보고

    - 안건토의

     (1) 2016년도 추진실적(안) 심의

     (2) 2017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3) 정석 100선 개선(안) 심의

    (4) 훼손도서 폐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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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3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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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시 : 2016. 9.20. 15: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도너월

라. 행사 사진

1) 도서 기증자 감사패 증정                 2) 우수 이용자 및 우수 근로학생 시상

4. 정석 라운지 및 대학원 열람실 오픈 기념행사

가. 개요 : 정석 라운지 및 대학원 열람실 오픈에 따른 기념행사 시행

나. 일시 : 2016.11.30. 13:3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정석라운지

라. 행사 사진

    1)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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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시

나. 세부 실시내용

  - 일시 및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참가업체 : 20개 업체(전자저널, Web DB, eBook, 멀티미디어 콘텐츠)

  - 행사참석 : 800여명 부스 방문, 600여명 퀴즈 응모, 160여명 교육세션 참석

  - 퀴즈응모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경품전달 

다. 기대효과

  - 구독 전자정보원 이용법 안내와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학습ㆍ연구증진

  -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원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참가 학생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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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3. 7 ~ 11. : 1학기 재학생 대상 (40명)

   - 2016. 4.11 ~ 22. : 2016학년도 신입생 대상 (200명)

   - 2016. 8. 8 ~ 19. : 하계 졸업생 대상 (21명)

   - 2016. 9. 5 ~ 16. : 2학기 재학생 대상 (50명)

   - 2017. 2.16 ~ 24. : 동계 졸업생 대상 (18명)

  3) 기념품 : 커피쿠폰, 다이어리 중 선택

7.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 

가. ‘조용한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LCD 상영 (2016. 4.11 ~ 22.)

   - B1층, 1층 LCD 상영 : 역대 표어 수상작 및 포스터 전시

나. 정석 십자 말풀이 이벤트 진행 (2016. 4.25 ~ 29.)

   - 도서관 내 (1층 안내데스크 앞, 복합문화공간, 주제정보실 등) 에 십자말풀이

     문제를 비치하여 문제를 모두 맞춘 선착순 5명에게 시상.

   - 시상 내용 : 선착순 5명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제공

8.  정석, 봄에는 책과 함께!

가. 개요 : 독서 장려 이벤트를 통해 독서 활성화와 도서관 이용 증대

나.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5권 이상 대출한 인원 중 10명을 추첨하여 자체 제작 

           다이어리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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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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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4.11 ~  4.16.

   - 2학기 : 2016.10.18 ~ 10.22.

10. 2016학년도 하계방학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가. 독서후기 제출

   1)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소설(단행본/eBook/오디오북)을

             읽고 독서후기 제출 

   2) 추진내용

     가) 독서 후기 제출 기간 : 2016. 7. 1 ~ 8.21.

     나) 대상 : 학부생

     다) 시상 : 최우수상(1명) 문화상품권 20만원

               우 수 상(2명) 문화상품권 10만원 

              가    작(5명) 문화상품권 3만원

  나. VOD(동영상강좌)    

   1) 개요 : U-cafe 웹/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VOD(동영상강좌) 수강

   2) 추진내용

     가)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나) 선정기준 : VOD 최다 수강자 순

     다) 시상 : 1등(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2등(2명) 문화상품권 5만원

               3등(5명) 문화상품권 2만원

  다. 모의 토익/토플

    1) 개요 : CBTKorea 모의 토익/토플 모의고사 응시 

    2) 추진내용

      가)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나) 선정기준 : 모의고사 최다 응시자 순 

         (Full/Half/Part별 응시가능하며, 각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함)

      다) 시상 : 1등(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2등(2명) 문화상품권 5만원

                3등(5명) 문화상품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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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학년도 동계방학 중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안내

  가. 현장 대출 이벤트(지하1층 복도)

     1) 개요 : 정석100선 및 테마추천도서 현장 대출

     2) 이벤트 기간 : 2016.12.19 ~ 12.23.

  나. 독서후기 제출

     1)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소장 국내외 800번대 도서를 읽고 독서후기 제출

     2) 추진내용

       가) 이벤트 기간 : 2016.12.19 ~ 2017. 2.19.

       나) 대상 : 학부생

       다) 시상 : 소설/비소설 각 분야별 시상

                 최우수상(각 1명) 문화상품권 20만원

                 우 수 상(각 2명) 문화상품권 10만원 

                 장 려 상(각 2명)  문화상품권 5만원

                 가    작(각 3명)  문화상품권 3만원

  다. VOD(동영상강좌)

     1) 개요 : U-cafe 웹/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VOD(동영상강좌) 수강

     2) 추진내용      

       가) 이벤트 기간 : 2016.12.19 ~ 2017. 2.19.

       나)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다) 선정기준 : VOD 최다 수강자 순 

　　     라) 시상 : 1등(1명) 문화상품권 3만원

               2등(2명) 문화상품권 2만원

                 3등(5명) 문화상품권 1만원

12. ‘2017 나를 깨우는 책 속 한 문장’ 이벤트

가. 개요 : ‘책 속 한 문장’ 공유를 통해 독서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도서관을 보다

           즐거운 장소로 만들어 나감.

  나. 이벤트 기간 : 2017. 1. 9 ~ 2.24.

  다. 시상 : 우수작 20명 추첨(문화상품권 2만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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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