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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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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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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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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장서 100만권 달성
2003. 9.17.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2003.10.29. 전자도서관시스템(JULIAS) 개통 
200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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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1회 ‘Book돋움’ 프로젝트 시행 
2012. 9. 1. 인하(정석) 100선 선정
2012.12.28 정석학술정보관 블로그 서비스
2013. 9.16.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2013. 9.30. 장서 160만권 달성
2014. 2. 1. 정석학술정보관 10년의 발자취(2003-2013) 발간
2015. 7.27. 복합문화공간 구성
2015. 8.31. 의학도서관 60주년기념관으로 이전 개관 
2016.11.30. 정석 라운지 및 대학원 열람실 오픈
2017. 8.21. IT-LAB Multimedia Center와 통합
2017.11.25. ISO 9001:2015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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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찬 총28명 (관장1/부관장1/직원15/조교10/병원1)부관장 부참여 김봉세

학술정보기획팀 학술정보운영팀

팀  장 참  사 차충환 팀  장 부참여 김봉세(겸)
부팀장 부참사 이혜경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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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계  장 주  사 배경미
조  교 김지은팀  원 부주사 김우리

인문과학
정보실

팀  원 조성필
조  교 김세영 조  교 남휘경
조  교 이은혜 조  교 전경은

사회과학
정보실

계  장 주  사 윤재중
조  교 최아림 계  장 주  사 정은경

조  교 송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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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현

조  교 김남희 병원도서관 (파견)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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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층 실명 면적 좌석 수   ㎡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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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16 (680.67) 300

5F 학술정보운영팀, 멀티디미어센터
가상현실체험센터, 스크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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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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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요일 (방학 중) 토요일 (방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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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열람실(6F)

멀티미디어센터 (5F)
09:00-18:00(09:00-17:00) -

멀티미디어 Lab (5F)

법학도서관 (법전원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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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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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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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학술정보 보유현황(전체)

   

구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장서
단행본 1,534,397권 1,559,303권
eBook* 84,634권 85,779권
aBook 576권 576권

합  계 1,619,607권 1,645,658권

학술지 인쇄저널 1,222종 879종
전자저널 15,201종 14,344종

합  계 16,423종 15,223종
Web DB 41종 32종

멀티미디어 85,767점 85,865점
* 2016학년도부터 eBook, aBook의 경우 국내서는 ‘권수’, 서양서는 ‘종수’ 적용

   

○ 분관 학술정보 보유현황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장서
단행본 105,363권 106,526권 25,396권 29,014권
eBook 1,550종 1,568종 3,002종 3,165종

합  계 106,913권 158,094권 28,398권 32,030권

학술지
인쇄저널 104종 84종 82종 28종
전자저널 155종 43종 823종 744종

합  계 259종 127종 905종 772종
Web DB 5종 6종 7종 8종

멀티미디어 1,708점 1,709점 1,348점 1,348점

○ 예산 현황                                                      (단위: 원)

   

도서항목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단행본 500,060,000 500,029,823 422,149,260 422,141,861
정기간행물 1,460,365,000 1,443,695,937 1,349,620,169 1,349,620,169
비도서자료 488,150,000 487,927,986 372,230,571 372,193,386
법학도서 128,930,000 128,882,041 96,000,000 95,925,805
의학도서 500,800,000 494,585,196 506,214,804 485,752,876
제본비 14,540,000 14,431,780   10,000,000 9,955,000

소    계 3,092,845,000 3,069,552,763 2,756,214,804 2,735,589,097
도서비 외 653,028,153 444,521,643 270,648,306 257,090,361
합   계 3,745,873,153 3,514,074,406 3,026,863,110 2,992,67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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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확충현황
 1. 목적
  1) 국내 최정상 하이퍼 라이브러리(Hyper Library) 구현을 위한 기반 확충
  2) 국내 Top 10 대학교의 위상에 맞는 도서관 장서 확보
 2. 추진 실적
  가. 도서 등록 및 서지DB 구축

  

구 분 동양서 서양서 총장서수
단행본 1,192,437권 366,866권 1,559,303권

* 불용도서 폐기 : 0권  

    1) 2017학년도 등록권수

   
구 분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17,856권 7,050권 24,906권

     - 언어 및 유형별 

   

구분 국내서(비율) 동양서(비율) 서양서(비율) 합계(비율)
언어별 16,040권(89.83%) 94권(0.53%) 1,722권(9.64%) 17,856권(100%)
구입액 294,282,685원 3,971,411원 149,999,532원 448,253,628원

   유형별 희망 신간 지정 미디어 테마 추가구입 합계
6,784권 7,603권 632권 1,761권 19권 1,057권 17,856권

    2) 서지DB 구축                                                  

   

도서
 인수*

도서정리 딸림
자료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물류) 학과 합계

28,102권 7,066권 13,821권 8,717권 240권 1,162권 0권 31,006권 378개

* U등록도서 및 재정리도서 포함
** 제본저널 1,201권 학술정보운영팀 구축

 

  나. 전자정보 구독 종수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자저널 15,201종 14,344종
Web DB     41종     32종

  다. 멀티미디어 / eBook 형태별 확충                                             

   

형태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VOD 2,958 25,122 2,958 25,122
DVD 8,896 11,281 9,004 11,379

CD-ROM 4,358 14,621 4,358 14,621
audioBook 365 690 365 690
갱신(구독) 5 5

합  계 16,577 51,714 16,685 51,812 

eBook 국내 17,758 51,303 18,576 52,448
국외 33,331 67,938 33,331 67,938

합  계 51,089 119,241 51,907 12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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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및 시설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법학도서관/의학도서관                            (단위 : 권)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중앙 법학 의학 중앙 법학 의학

대출 186,468 6,292 2,694 179,697 5,556 2,410
반납 187,552 5,358 2,580 182,197 4,972 2,487
예약 10,432 35 169 10,492 17 168
연장 425 84 279 159 91 144
합 계 384,877 11,769 5,922 372,545 10,636 5,209

2. 전자정보 이용통계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자저널 1,163,782건 1,119,133건
Web DB 607,392건 472,468건

  ※ 전자정보 통계는 당해 연도 1월-12월 기준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멀티미디어
UOD/VOD 46,412건 34,636건
DVD 4,860건 1,919건
Audio Book 2,731건 441건

eBook 25,165건 32,496건
합 계 79,168건 69,492건

4. 온라인 이용통계                                             

  

구분 웹 사이트 도서검색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6학년도 1,050,361건 1,811,659건 21,760건 148,750건
2017학년도 985,804건 1,598,601건 23,415건 90,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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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283 613 534 919 817
90%기타* 60 60 - - 60 60

합계 366 343 613 534 979 877
* 기타 국외 대출기관: 일본국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미국 의회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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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외 원문복사 통계                                            (단위: 건)

  

구 분
위탁 수탁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
내

KERIS 1,101 988 539 476 1,640 1,464

89%NDSL 17 15 132 113 149 128
기타** 12 12 - - 12 12
소  계 1,130 1,015 671 589 1,801 1,604

국
외

중국(CALIS) 55 53 46 46 101 99

93%

일본(NDL) 50 50 - - 50 50
KERIS 339 303 - - 339 303
NDSL/KISTI - - 5 5 5 5
기타*** 63 63 - - 63 63
소계 507 469 51 51 558 520

의학 MEDLIS 487 434 196 149 683 583 85%
합계 2,214 1,918 918 789 3,042 2,707

** 기타 국내 복사기관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 기타 국외 복사기관 : 호주/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프린스턴대 등 

 6. 시설 이용통계
  1) 정석학술정보관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495,961명 488,816명 발권 기준
정석라운지 37,770명 7,702명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359,515명 316,296명
인문과학정보실 392,236명 340,973명
사회과학정보실 296,513명 262,337명
멀티미디어센터 14,670명 15,362명 전체이용 건수
그룹 스터디 룸* 17,946명 16,962명 전체 40룸
소  계 1,614,611명 1,448,448명
출입구 1,742,812명 1,669,990명

 * 그룹 스터디 룸 : 2015년 까지는 이용자 수, 2016년에 시설/예약발권시스템 교체로   
  이용건수로 통계방식이 바뀜

  2) 법학도서관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출입자수 31,251명 22,251명

전자정보실 159명 364명
세미나실 1,228명 142명
합  계 32,638명 22,757명

  3) 국제회의장/대회의실/소회의실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국제회의장 78회 73회
대회의실 54회 65회
소회의실 32회 38회
합  계 164회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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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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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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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서비스현황                                                        (단위: 건)

    

구 분 주제 콘텐츠 구 분 주제 콘텐츠
공과대학 17 3,704 문과대학 8 1,084

자연과학대학 7 943 예술체육학부 5 422

경영대학 4 676 의과대 /
의학전문대학원 2 611

사범대학 6 730 법과대 /
법학전문대학원 1 203

사회과학대학 7 965 E-Resource Guide 1 99

합  계 58 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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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접속 건수 1,212,666건 2,241,528건

원문 다운로드   851,854건 3,381,6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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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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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진 및 뉴스레터 발행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2003. 9.17) 이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취합, 편집하여 
    연 4회 발행

 나. 실적 : 웹진55호(2017. 5) / 웹진56호(2017. 8) 
   * 2017년 12월부터 ‘정석학술정보관 Magazine’ 으로 변경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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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 기사 작성 (월 평균 약 7개 기사 게재)
  ② 뉴스레터 총 12회 발송 (월1회)

    

분 류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블로그 방문자 수 13,230명 22,135명 33,9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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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와 지역화

1. 국제화
 가. 개요 : 협정기관과 체결한 외국 대학도서관과 학술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제 
    구축 및 상호 도서관 발전
 나. 추진 실적 : 중국 하문대학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위탁 (인하대→하문대신청) 수탁 (하문대→인하대신청) 합계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55건 53건 46건 46건 101건 99건

2. 지역화
 가. 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나. 임시이용증 발급현황 : 총1,184회 발급(460건 회수),
 다. 인하공업전문대학 재학생 대상 임시이용증 발급
  - 인하공업전문대학과  ‘도서관 정보공유 협약’ 체결에 따라 인하공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시이용증을 발급
  - 이용현황

          

구 분 발급 이용(인원) 출입 일반열람실 대출
2017-1학기 34명 20명 130건 60건 27권
2012-2학기 46명 32명 332건 72건 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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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2012년 2월 졸업자부터 2017년 졸업자까지
- 발급기간 : 2017. 2. 1 ~ 2017. 2. 9 / 2017. 8.14 ~ / 2017. 9. 4 ~ 2017. 9. 8
- 이용기간 : 2017. 3. 1 ~ 2018. 2.28
- 이용현황 : 
  (1) 신청현황 : 대학(원)별 및 졸업연도별        

  

구분 공과
대학

자연
과학

경영
대학

사범
대학

사회
과학

문과
대학

법과
대학

의과
대학

대학
원

교육대
학원

예술
체육 합계

2017 20명 9명 14명 25명 6명 8명 1명 2명 3명 4명 1명 93명   

  졸업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3명 5명 8명 16명 17명 44명 93명

(2) 이용통계 : 총 발권 횟수 4,792건
(3) 반납     

구  분 반납 미반납 2018 신규 신청 합계
인원수 42 24 27 93명

3. 방문객 안내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2015학년도 301명 268명 569명
2016학년도 867명 117명 984명
2017학년도 591명 200명 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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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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하계방학 동계방학 부상

최우수상 조완제 심현우 문화상품권20만원

우수상 이영훈
권민주

김유빈
김준영 문화상품권10만원

장려상

김유빈
이세원
노주혜
우승호
이민주

공동훈
서진만
우성식
우승호
박성하

문화상품권5만원

가작

박민철
신지희
류정환
신현우
김준수

김민수
장한솔
박재이
김태수
김수민

문화상품권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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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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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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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강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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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하는 문화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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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식 교수 (한국어문학과)
    - 강연주제 : ‘연애의 고고학 : 1910~1920년대의 문학적 풍경’
    - 일시 및 장소 : 2017. 5.17. (수) 16:30,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1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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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ook새통’ 2차(초청저자) : 박준 시인
    - 강연주제 : ‘박준 시인이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 :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 일시 및 장소 : 2017. 11. 14. (화) 15:00,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230여명
    - 도서 배부 : 선착순 1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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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여 작가의 생애와 작품관을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인 독서동기를
      부여
    - 인문학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Jungseok Memorial Librar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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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 일시 : 2017. 11. 3. (금)  
    - 참여인원 : 20명 (외국인 참가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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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런티어학부 강사 및 전문 해설사와의 답사 동행
    - 시낭송 및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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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2017. 5.19.(금) 22:00 ~ 2017. 5.20.(토) 06:00 인문과학정보실
     * 2차: 2017.11.10.(금) 22:00 ~ 2017.11.11.(토) 06:00 인문과학정보실
    - 참여인원 
     * 1차: 80명      * 2차: 126명

    - 행사참가자 우수 독서 후기 홈페이지 게시
    - 우수 독서 후기 시상
     * 1차 : 2017. 6. 1. (목)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2차 : 2017.11.27. (월)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 급 1차 2차 상 금
최우수상(1명) 나병호 공주원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상(2명) 류경민 김유빈 남현우 김화니  문화상품권 15만원

장려상(5명) 곽지훈 임재진 김원호 
이수진 고강호

류경민 이슬아 나병호 
박정우 최영욱  문화상품권 10만원

가작(5명)
공주원 김진명 박현호
조현지 임재혁

김유빈 김시은 류정환
여성관 정진형

 문화상품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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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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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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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1 ~ 2018. 2.28.)

   

구분 마일리지 항목 배점 건수 이용자수 마일리지

서평

긴줄서평처음 500 67000 134 134
긴줄서평 100 72500 64 725
서평댓글 10 2520 30 252
책속한문장 5 1,700 42 340
한줄서평 10 11,700 167 1,170

도서 도서반납 10 1,473,920 14,953 147,360
희망도서신청 5 26025 891 5,205

시설
이용

도서관출입 1 806,640 25,187 806,640
시설이용 2 82,214 8,018 41,107
홈페이지로그인 1 264,206 25,176 264,206

도서관
서비스

Q&A등록 2 826 173 412
보존서고도서신청 2 5,828 1,305 2,914
분실/습득물게시판 2 384 35 192
상호대차/문헌복사 2 6,958 367 3,479
서가에없는책신고 2 124 53 62

이벤트
참가

이벤트참여 100 106,600 1,026 1,066
교육 참석 100 2700 27 27
설문조사 100 11,700 117 117
Book드림후기등록 500 69 69 34,500

합  계 2,943,614 77,834 1,30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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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마추천도서
 가. 개요
    - 독서 진흥의 일환으로 주제별로 각종 추천도서를 선정한 후 주제정보실 입구에 별 
      코너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함

 나. 기대효과
    -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폭 넓은 독서활동을 권장함으로써 교양인 양성에 이바지

 다. 추진 실적 : 2017학년도 테마추천 진행 주제 목록

     

시기 분야 주 제

2017년
3~4월
(1차)

자연  똑똑한 뇌 사용법
 나무, 인간의 삶을 담다

인문  새내기에게 추천하는 세계 문학 15선
 힘든 날들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사회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지침서
 발표의 두려움을 이기는 프레젠테이션 방법

5~6월
(2차)

자연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책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읽어야 할 책 

인문  지금은 스크린셀러 시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읽어야 할 책 

사회  대선통곡 할 것인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읽어야 할 책 

7~8월
(3차)

자연  북캉스,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쉽고 재밌게 읽는 과학책

인문  차마 울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사회  다양한 생각이 만드는 사회
 혁신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9~10월
(4차)

자연  알아두면 쏠쏠하고 신비한 잡학사전
 숨겨진 도시이야기

인문  시를 좋아하세요?
 국내 역대 문학상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사회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며 읽기 좋은 책 한권
 4번째 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11~12월
(5차)

자연  우리를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물질
 과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인문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
 11월의 작가 김영하 작품 15선

사회  스튜핏(Stupid)! 현명한 소비자 되기
 경영과 경제를 배우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2018년
1~2월
(6차)

자연  별 헤는 밤
 내 몸이 보내는 디스크 신호를 잡아라!

인문  이번에는 원서로 읽어보자!
 애거사 크리스티 추천작 15종

사회  Are you ready? : 내일이 네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고령화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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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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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등록건수 이용자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긴줄서평 502 859 105 155

책속 한문장 93 340 26 42

한줄서평 1,449 1,170 117 16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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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누계

발급건수 509 617 6,608

7. 마일리지몰 서비스 
 가. 개요 
    - 정석마일리지 포상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마일리지몰에 있는
      기념품이나 도서관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벌점감면 6,018 6339
일발열람실 우선발권 196 -
기념품 교환 44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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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서비스 
1.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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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 11. 3
 다. 참가 현황 : 총 593명 참여(오프라인 518명, 온라인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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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3년간 이용 패턴에 큰 변화는 없었다.

  (2) 소속 
정석학술정보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소속은 공대와 문과대, 경영대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과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변화 외에 2015년부터 3년간 주 
이용자의 소속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IT공대 공대 통합, 법대 사회과학대 통합, 생과대 자연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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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목적 
과제작성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시험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은 정석학술정보관의 이용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4) 주로 이용하는 자료 
자주 이용하는 자료는 전공도서 58%, 교양도서 32%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3년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이용 문의 
이용 문의에 대해서는 ‘사서에게 문의한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참는다’ 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용 문의에 대한 답변은 2015년부터 3년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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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의 반영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과 반영이 신속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201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7) 정석학술정보관 직원 친절도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의 친절 면에 대해서는 82%의 만족도를 보여 전년도와 유사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8) 전반적 만족도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는 86%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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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료 검색 방법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정보를 찾을 때 81%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서가에서 직접 찾는다가 12%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석학술정보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10) 서가배열 및 소가에 없는 도서  
서가배열 상태에 대해서는 83%의 만족도를 보였다.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문의한다’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포기한다’가 13%, ‘희망도서 신청’ 및 
‘유사도서 대출’이 각각 1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11) 소장 자료 만족도  
  - 단행본 : 단행본 (eBook제외) 에 대한 만족도는 75%로 2016년에 비해 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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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학회지, 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는 61%로, 2016년에 비해 
               7% 증가하였다.

     
- 전자정보 : 전자정보 (E-journal, Web DB) 에 대한 만족도는 60%로 2016년에 비해 
             8% 증가하였다. 

      
- Ebook (전공, 교양도서) : Ebook에 대한 만족도는 50%로 2016년에 비해 
                          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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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 콘텐츠 (어학, 공무원, 교육학 IT 강좌 등)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58%를 나타냈다.

- 불만족 사유 : 소장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료부족’ 및 ‘신간부족’이 
각각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료훼손’이라는 응답이 28%로 뒤를 이었다.

  (12) Research Help
Research Help의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가 
25%, ‘잘 모른다’가 61%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탭 메뉴는 ‘전자저널/Web DB’가 
19%, ‘학회/기관’이 8%, ‘잘 모른다’가 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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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모바일 홈페이지 
- 서비스 인지도 : 정석학술정보관 모바일 홈페이지(http://mlib.inha.ac.kr))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88%로 매년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자료검색’이 44%로 가장 많았고, 
‘시설예악’이 42%, ‘대출조회 및 연장’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14) 열람실 발권
열람실 발권시에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시설 예약 어플리케이션’ 46%, ‘발권기’43%로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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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외접속서비스
교외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31%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바일 교외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3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외접속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69%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과 동일한 비율이다.

  (16)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
희망eBook 신청 서비스(신간 eBook 목록 중 원하는 eBook을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79%의 응답자가 유익하다고 응답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제정보실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정보센터 공간의 경우 
정석라운지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이후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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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멀티미디어센터 시설 관련 
멀티미디어센터의 동영상 및 DVD 제작시스템에 대해 76%가 ‘매우 유익하다’, 
혹은 ‘유익하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 만족도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8%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
는 모바일 기기는 갤럭시 노트7, 아이폰 6s 등이 있었으며, 노트북의 경우 삼성 아티브북, 
LG Gram 등이 있었다.

  (20) 모바일 발권 서비스 
모바일 일반열람실 발권 서비스에 대해 88%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모바일 발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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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학습 환경 
- 항목별 만족도 : 일반열람실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 청소상태가 85%, 조명이 7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환기와 샤워실 부분이 각각 51%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연간 통계 비교 : 학습 환경 만족도에 대한 연간 통계를 비교하면 학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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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및 진로지도(학수번호:GEB1111) 176명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31명
프런티어학부 교수 대상 교육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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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 요청 오리엔테이션 및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신입생 및 외국인을 위한 정석학술정보관 이용교육(학기 초)후 
      교육 참석 시, 정석마일리지 제공

      

내용 인원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한국인) 17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44명

        
 나.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 활용 
  1) 개요 :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2) 추진 실적 및 계획  
    - 신입생 대상으로 시설안내 및 정보검색 동영상 팝업 게시 (2017. 3)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7. 5.10~ 5.19) 
      : 동영상을 학습한 후, Quiz 정답자 및 응모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경품 제공 

       

내용 인원
참가 117명

만점자  32명
  3) 기대효과 
    - 온라인 게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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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정기 학술데이터베이스 교육
    - 직장인 대학원생을 위한 야간 교육 개설
    - 방학특강 학술데이터베이스 교육

     

구분 교육 회수 참석인원

교수 요청 2017학년도 1학기 4회 130명
2017학년도 2학기 6회 187명

소  계 10회 317명

학술DB 교육 2017학년도 1학기 22회 376명
2017학년도 2학기 22회 657명

소  계 44회 1,033명
합  계 54회 1,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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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지정도서목록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 개요
    - 개설된 강의에서 지정된 주교재와 부교재 목록정보 구축 및 도서관 소장여부를 
      함께 제공 
 나. 추진실적 

       

학 기 2016-1학기 2016-2학기 2017-1학기 2017-2학기
강의 수 473건 573건 555건 586건

도서건수 1,104권 1,266권 1,319권 1,2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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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건수 5,323건수 157건수 3,576건수 307건수 8,899건수  

  ※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 원문에 대하여 이용 시, 저작권 자료 전송·출력 시 도서관보상금 
     무료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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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 
1. 정석학술정보관 신임 관장 이․취임식 
 가. 일시 : 2018. 1.10. 
 나.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다. 내용 : 제 32대 정혜원 관장 이임 및 제 33대 이병찬 관장 취임

2. 2017학년도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17. 2.14. 11:00-13:00
 나.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위원 12명 중 7명 참석, 
             팀/실장 5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2016년도 추진실적(안) 심의
  2) 2017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3) 정석100선 개선(안) 심의

3.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4주년 기념행사 개최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일인 9월 17일에 매년 개관 기념행사 개최
 나. 일시 : 2017. 9.21. 10: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복합문화공간
 라. 주요내용 : 
  1) 관장 축사                             2) 우수 이용자 및 우수 근로학생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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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
 가. 개요 : 학습에 지친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클래식을 친숙하게 감상하는 기회 제공
 나. 일시 : 2017. 9.21. 16: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라. 주요내용  
   - 참여인원 : 180명
   - 연주 : 프레미에 목관오중주
   - 연주곡
    1. Ferenc  Farkas - Early  Hungarian  Dances
    2. Richard  Goldfaden - The Story of the Woodwind Family
    3. Denes Agay - Five  Easy  Dances For Woodwind Quintet
    4. W.A. Mozart 변주곡 -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작은별 변주곡)

      

5. 학술정보 Mentoring
 가. 개요 : 다양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보다 많은 학내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원의 전문가가 직접 활용법을 교육하고 행사 참여 독려를 위한 퀴즈 이벤트 진행
 나. 세부 실시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7. 9.12 ~ 13. 정석학술정보관 5층 멀티랩3
    - 참가업체 : 7개 업체(전자저널, Web DB)
    - 교육참석 : 285명 (학부 149명, 대학원 136명)
    - 퀴즈이벤트를 진행하여 55명에게 경품전달 
    - 기존 박람회 형식 ‘학술정보 Mentor Touring’에서 이용자교육 방식의 
      ‘학술정보 Mentoring’으로 첫 변경 실시
 다. 기대효과
    - 구독 전자정보원 이용법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학습ㆍ연구증진
    -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원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참가 학생 97% 이상이 전자정보 이용 및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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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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학술정보관 Season’s Greetings 이벤트
 가. 개요 : 연말 연시 기간 북트리 설치와 관련 
     이벤트를 통해 특색 있는 추억 제공
 나. 내용 : 도서관 로비에 설치된 북트리를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기념사진 제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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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4.10(월) ~ 4.22(토) 
  - 2학기 : 2017.10.10(화) ~10.21(토) 

9. 학술정보 방학 중 이용활성화 이벤트
 가. 개요 : U-cafe 웹/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VOD(동영상강좌) 수강
 나. 추진내용
    가) 이벤트 기간: 2017. 6.19 ~ 8.19. / 2017.12.18 ~ 2018. 2.25.
    나)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다) 선정기준 : VOD 최다 수강자 순
    라) 시상 : 1등(1명) 문화상품권 3만원
              2등(2명) 문화상품권 2만원
              3등(5명) 문화상품권 1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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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