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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기본목표  

  -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 

  -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창조 경제시대의 융합형 인재양성 

- 연구에 필요한 최상의 연구정보 제공

  - Best Hyper Library 구현

  ○ 연혁

    

1954. 4.24. 인하대학교 개교

1955. 6. 1. 도서관 개관(264.5㎡ : 80평)

1959. 7.19. AFAK 지원으로 도서관 착공 

1959.11.20. 도서관 준공(717.35㎡ : 217평) 

1964. 3. 도서관 야간 개방

1966. 3. 신 도서관규칙 제정

1968. 3. 정기간행물실 신설

1968. 7. 3. 중앙도서관 개관

1969. 3. 참고열람실 신설

1971. 3. 본관 준공 건물로 도서관 이전(본관 1, 2층) 

1980. 4.15. 신축도서관 착공

1980. 9. 3. 과제도서실 신설

1981. 6.30. 중앙도서관 준공(9,934㎡ : 3,00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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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VINTAGE)

1996.11. 6. 경인지역 대학도서관 협의회 결성

1998. 9. 신축도서관 건립 추진 

1999. 9. 1. 의과대학 의학정보실 개실

2001. 3.15. 정석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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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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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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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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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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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5. ISO 9001:2008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2015. 7.27. 복합문화공간 구성

2015. 8.31. 의학도서관 이전(60주년기념관 B1F)

2016. 4.14. 60주년 기념관 일반열람실 운영

2016.11.30. 정석 라운지 및 대학원 열람실(6F) 운영 

2017. 8.21. IT-LAB, Multimedia Center 통합운영

2017.11.25. ISO 9001:2015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2018. 9.17.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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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현황

    

실 / 직위 직급 성명 실  / 직위 직급 성명

정석학술정보관장 교  수 이병찬
총25명 (관장1/부관장1/직원14/조교8/병원1)

부관장 부참여 김봉세

학술정보기획팀 학술정보운영팀

팀  장 참  사 차충환 팀  장 부참여 김봉세(겸)

부팀장 참  사 백승하 부팀장 참 사 이혜경

멀티미디어센터 과  장 부참사 신영진
과  장 부참사 홍미란

자연과학
정보실

과  장 부참사 김경모
계  장 주  사 이선영

조  교    
김지선계  장 주  사 배경미

팀  원 부주사 김우리 김지은

조  교

최아림
인문과학
정보실

팀  원 조성필

조  교
전경은

조찬미

최유경
사회과학
정보실

계  장 주  사 윤재중

계  장 주  사 정은경

조  교 송미연

법학정보실 의학정보실

실  장 참사 김택환(겸) 실  장 참  사 김택환(겸)

계  장 주사 김용해(겸) 계  장 주  사 김용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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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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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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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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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고

장서

단행본 1,559,303권 1,572,410권

eBook* 85,779권 86,889권

aBook 576권 576권

합  계 1,645,658권 1,659,875권

학술지
인쇄저널 879종 735종

전자저널** 14,344종 13,068종

합  계 15,223종 13,803종

Web DB 32종 30종

멀티미디어 85,865점 86,034점

* 2016학년도부터 eBook aBook의 경우 국내서는 ‘권수’, 서양서는 ‘종수’적용
** 개별 온라인 저널은 통계 미제공으로 전자저널 종수에서 제외

   

○ 분관 학술정보 보유현황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장서
단행본 106,526권 108,044권 29,014권 29,327권

eBook 1,568종 1,568종 3,165종 3,165종

합  계 158,094권 159,612권 32,030권 32,492권

학술지
인쇄저널 84종 83종 28종 18종

전자저널* 43종 21종 744종 761종

합  계 127종 104종 772종 779종

Web DB 6종 7종 8종 7종

멀티미디어 1,709점 1,709점 1,348점 1,348점

* 개별 온라인 저널은 통계 미제공으로 전자저널 종수에서 제외

○ 예산 현황                                                      (단위: 원)

   

도서항목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단행본 422,149,260 422,141,861 422,000,000 421,996,058 

정기간행물 1,349,620,169 1,349,620,169 2,003,000,000 1,885,740,092

비도서자료 372,230,571 372,193,386 80,000,000 77,023,200

법학도서 96,000,000 95,925,805 95,000,000 94,977,568

의학도서 506,214,804 485,752,876 620,456,786 616,633,329

제본비 10,000,000 9,955,000 10,000,000 9,986,900

소    계 2,756,214,804 2,735,589,097 3,230,456,786 3,106,357,147

도서비 외 270,648,306 257,090,361 261,736,110 253,033,398 

합   계 3,026,863,110 2,992,679,458 3,492,192,896 3,359,3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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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확충현황

1. 추진 실적

  가. 도서 등록 및 서지DB 구축

구 분 동양서 서양서 총장서수

단행본 1,257,235권 402,640권 1,659,875권

* 불용도서 폐기 : 12,840권 

   1) 2018학년도 등록권수

   

구 분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19,621권 6,326권 25,947권

     - 언어 및 유형별 

   

구분 국내서(비율) 동양서(비율) 서양서(비율) 합계(비율)

언어별
18,062권
(92.05%)

139권
(0.71%)

1,420권
(7.24%) 19,621권(100%)

구입액 338,087,130원 6,987,104원 110,248,581원 455,322,815원

   
유형별

희망 신간 지정 미디어 테마 추가구입 합계

7,274권 8,062권 339권 2,386권 86권 1,474권 19,621

    2) 서지DB 구축                                                  

   

도서
인수*

도서정리 딸림
자료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물류)
학과 합계

29,180권 6,791권 13,257권 8,099권 22권 310권 0권 28,479권 235개

* U등록도서 및 재정리도서 포함

  나. 전자정보 구독 종수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전자저널 14,344종 13,068종

Web DB     32종     30종

  다. 멀티미디어 / eBook 형태별 확충                                             

   

형태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VOD 2,958 25,122 2,958 25,122
DVD 9,004 11,379 9,114 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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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Book 365 690 365 690
갱신(구독) 5 5 5 5

합  계 16,690 51,817 16,800 51,991 

eBook
국내 18,576 52,448 19,444 53,558

국외 33,331 67,938 33,331 67,938

합  계 51,907 120,386 52,775 12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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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및 시설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가. 정석학술정보관/법학도서관/의학도서관                            (단위 : 권)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중앙 법학 의학 중앙 법학 의학

대출 179,697 5,556 2,410 166,152 5,141 2,457

반납 182,197 4,972 2,487 166,997 4,394 2,584

예약 10,492 17 168 8,674 1 112

연장 159 91 144 332 112 162

합 계 372,545 10,636 5,209 342,155 9,648 5,315

2. 전자정보 이용통계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전자저널 1,119,133건 1,089,838건

Web DB 472,468건 339,069건

  ※ 전자정보 통계는 당해 연도 1월-12월 기준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멀티미디어

UOD/VOD 34,636건 62,834건

DVD 1,919건 1,317건

Audio Book 441건 492건

eBook 32,496건 32,726건

합 계 69,492건 97,369건

4. 온라인 이용통계                                             

  

구분 웹 사이트 도서검색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7학년도 985,804건 1,598,601건 23,415건 90,130건

2018학년도 944,444건 1,565,147건 21,383건 74,570건

5. 상호대차 

가. 개요

  - 협력기관과의 자료 교류를 통한 국내외 학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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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신청 제공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내(KERIS) 436 387 838 733 1,274 1,120

88%기타* 60 60 - - 60 60

합계 496 447 838 733 1,334 1,180

* 기타 국외 대출기관 : 일본국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미국 의회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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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원문복사 통계                                            (단위: 건)

  

구 분
신청 제공 합계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접수 제공 제공율

국
내

KERIS 1,083 982 503 459 1,586 1,441

91%
NDSL 7 7 56 50 63 57

기타* 3 3 - - 3 3

소  계 1,093 992 559 509 1,652 1,501

국
외

중국(CALIS) 38 37 25 25 63 62

91%

일본(NDL) 94 94 - - 94 94

KERIS 241 208 - 241 208

NDSL - - - - - -

기타** 60 52 - - 60 52

소계 433 391 25 25 458 416

의학 MEDLIS 353 286 206 170 559 456 82%

합계 1,879 1,669 790 704 2,669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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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설 이용통계

  가. 정석학술정보관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488,816명 479,364명 발권 기준

정석라운지 7,702명 6,932명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316,296명 287,109명

인문과학정보실 340,973명 325,380명

사회과학정보실 262,337명 242,249명

멀티미디어센터 15,362명 15,137명 전체이용 건수

그룹 스터디 룸 16,962건 17,007건 전체 40룸

소  계 1,448,448명 1,373,178명

출입구 1,669,990건 1,639,932건

  나. 법학도서관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출입자수 22,251명 19,847명

전자정보실 364명 380명

세미나실 142명 21명

합  계 22,757명 20,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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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 통합도서정보시스템 교체 

가. 개요 

  - 2003년에 구축된 도서정보시스템(밀레니엄) 단종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구축 요구 

  - 모바일 서비스 확장 요구  

  - ExLibris사 Alma 시스템 및 Springshare사의 Libguides 선정

나. 특징 

  -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 반응형 웹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기(데스크탑, 테블릿, 스마트폰)에서 

    이용가능 

다. 사업기간 : 2018. 9 ~ 2019. 2. 

라. 기대효과 

  - 인쇄, 전자, 디지털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검색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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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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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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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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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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현황                                                      (단위: 건)

    

구 분 주제 콘텐츠 구 분 주제 콘텐츠

공과대학 17 3,597 문과대학 8 1,058

자연과학대학 7 913 예술체육학부 5 409

경영대학 4 670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2 611

사범대학 6 720 법과대/법학전문대학원 1 203

사회과학대학 7 952 E-Resource Guide 1 99

합  계 58 9,232

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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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석 Magazine 및 뉴스레터 발행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2003. 9.17) 이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학기별1회 (연2회) 발행

나. 실적 : 정석 Magazine (2018. 3) / 정석 Magazine (201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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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개 기사 작성 (월 평균 약 5개 기사 게재)

   ② 뉴스레터 총 4회 발송 (분기별 1회)

    

분 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블로그 방문자 수 22,135명 33,915명 13,6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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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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인하대→하문대신청) 제공 (하문대→인하대신청) 합계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38건 37건 25건 25건 63건 62건

2. 지역화

가. 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나. 임시이용증 발급현황 : 총1,188회 발급(542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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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99명 66명 561건 75건 129권

2018-2학기 75명 47명 522건 58건 70권

라. 일반열람실 졸업생 임시이용증 발급

  -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임시이용증을 발급하여        

    정석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일반열람실 이용을 한정 인원에 한하여 허용함

- 대상 :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2018년 졸업자 까지

- 발급기간 : 2018. 2.20 ~ 2018. 2.28.

- 이용기간 : 2018. 3. 1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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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학원

예술
체육 합계

2018 39명 7명 6명 31명 4명 6명 1명 2명 2명 9명 1명 108명   

  
졸업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5명 8명 7명 7명 34명 47명 108명

(2) 이용통계 : 총 발권 횟수 5,734건

(3) 반납현황 : 반납 43, 미반납 48, 2018 신규신청 17명(108명)     

3. 방문객 안내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2016학년도 867명 117명 984명

2017학년도 591명 200명 791명

2018학년도 523명 312명 8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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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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수 김서현 시상금20만원

우수상
장슬기
김윤정

김윤정
김유빈

시상금10만원

장려상

류경민
조승효
김나연
김민선
임재진

남정민
김세영
공정인
원혜진
고우진

시상금5만원

가작

신현우 
김정훈
김유빈
박선영
김상범

김민겸
윤승현
서다희
임정환
김우림

시상금3만원

   (라) 효과 

     - 독서 문화 조성 및 확대를 통한 즐기는 독서 습관 형성 

     - 양질의 추천도서목록 제공을 통해 폭넓은 독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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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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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 교수 (한국어문학과)

      - 강연주제 :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 독서’

      - 일시 및 장소 : 2018. 5.17. (수) 15:00,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1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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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ook새통’ 2차(초청저자) : 김연수 작가

     - 강연주제 : ‘막연한 생각은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 (목) 15:00,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210여명

     - 도서 배부 : 선착순 2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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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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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과의 소통, 교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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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서와 자기개발서 등의 편중된 대학생들의 독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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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제공

   (라) 추진내용

     - 장소 : 충청북도 진천 ‘조명희 문학관’ 및 ‘이상설 생가’ 

     - 일시 : 2018. 11. 2. (금)  

     - 참여인원 : 12명 

     - 사전 답사를 통해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

     - 답사 당일 자료집 배포 및 퀴즈를 통해 사전 지식 습득

     - 프런티어학부 강사 동행

     - 시낭송 및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마) 효 과 

     - 평면적인 문학 감상에서 벗어나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강사와 학예사의 전문 해설로 인문학적 지식 함양

   (바) 향후 발전 계획 

     - 날씨 또는 교통상황 등의 변수로 인한 돌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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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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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과 이용자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딱딱한 도서관의 이미지 탈피

     -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도서 이용률 증대에 기여

   (라) 추진내용

     - 일시 및 장소 

      * 1차: 2018. 5.25.(금) 22:00 ~ 2018. 5.26.(토) 06:00 인문과학정보실

      * 2차: 2018.11.16.(금) 22:00 ~ 2018.11.17.(토) 06:00 인문과학정보실

     - 참여인원 

      * 1차: 117명      * 2차: 150명

   

     - 행사참가자 우수 독서 후기 홈페이지 게시

     - 우수 독서 후기 시상

      * 1차 : 2018. 6. 8. (금)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2차 : 2018.12. 5. (수)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 급 1차 2차 상 금

최우수상(1명) 류경민 장세아 시상금 20만원

우수상(2명) 유민우, 최혜주 임재진, 김유빈 시상금 15만원

장려상(5명) 우아로,손보경,우승호,
박정우,박지영

김유정,김준우,심다인,
이성완,한태영 시상금 10만원

가작(5명) 김경민,임정환,이현하,
김나연,팽예진

유혜정,심원주,이하은,
김정훈,김유현 시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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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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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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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1 ~ 2019. 2.28.)

       

구분 건수 이용자수 마일리지

서평 2,087 454 93,685

도서 이용 134,689 43,362 1,346,890

서비스 이용 261,100 90,524 470,224

이벤트 참가 128 128 14,156

합  계 397,934 134,468 1,924,95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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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테마추천 진행 주제 목록

시기 분야 주 제

2018년

3~4월

(1차)

자연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모든 것
최고의 의사, 면역력을 깨워라

인문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한자 한 자라도 더 알기

사회
음식에 담겨있는 맛있는 이야기
변화하는 금융기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5~6월

(2차)

자연
주목받는 맛 집의 비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문
힘 있는 글쓰기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들, 가족

사회
빅 데이터, 당신의 숨겨진 욕망까지 읽어드립니다
지방선거 투표합시다

7~8월

(3차)

자연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
드론 A to Z

인문
작가 김연수 작품 15선
지금 필요한 건 뭐? Adventure!

사회
해외로 교환학생, 어학연수 가자!
휴전선 너머 북한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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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분야 주 제

9~10월

(4차)

자연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모바일 SNS 마케팅

인문
우리는 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전 작품

사회
건축으로 본 도시의 역사
사물인터넷,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11~12월

(5차)

자연
내 몸속의 우주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

인문
언어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내 친구의 ‘진짜친구’인가?

사회
플랫폼 제국의 미래
취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2019년

1~2월

(6차)

자연
아직도 고양이 안 키우냥?
수학이 필요한 순간

인문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에세이
Do It Yourself!

사회
자본주의의 법칙
지구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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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서평 등록 2,369 건 2,087 건 364 명 45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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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누계

발급건수 617 544 7,136

7. 마일리지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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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이나 도서관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벌점감면 6,339 6,021
일발열람실 우선발권 - -

기념품 교환 711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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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서비스 

1.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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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9 ~ 11. 2

다. 참가 현황 : 총 747명 참여(오프라인 487명, 온라인 2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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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3년간 유사한 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다.

  (2) 소속 

정석학술정보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소속은 공대, 경영대, 사과대, 문과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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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목적 

과제작성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시험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2016년부터 3년간 정석학술정보관의 이용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주로 이용하는 자료 

자주 이용하는 자료는 전공도서 56%, 교양도서 35%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2016년부터 3년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이용 문의 

이용 문의에 대해서는 ‘사서에게 문의한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71%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참는다’ 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용 문의에 대한 답변은 2016년부터 3년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Jungseok Memorial Librar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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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의 경우 79%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8) 전반적 만족도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는 88%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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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료 검색 방법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정보를 찾을 때 81%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서가에서 직접 찾는다가 10%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석학술정보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10) 서가배열 및 소가에 없는 도서  

서가배열 상태에 대해서는 85%의 만족도를 보였다.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문의한다’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포기한다’가 13%, ‘유사도서 대출’이 

10%, ‘희망도서 신청’이 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11) 소장 자료 만족도  

  - 단행본 : 단행본 (eBook제외) 에 대한 만족도는 75%로 2017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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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학회지, 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는 60%로, 2017년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 전자정보 : 전자정보 (E-journal, Web DB) 에 대한 만족도는 59%로 2017년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 Ebook (전공, 교양도서) : Ebook에 대한 만족도는 53%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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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 콘텐츠 (어학, 공무원, 교육학 IT 강좌 등)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60%를 나타내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불만족 사유 : 소장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2018학년도의 경우 ‘자료부족’ 이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료훼손’이라는 응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12) Research Help

Research Help의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가 23%, ‘잘 모른다’가 62%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탭 메뉴는 ‘전자저널/Web 

DB’가 23%, ‘학회/기관’이 6%, ‘잘 모른다’가 6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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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자료검색’이 48%로 가장 많았고, 

‘시설예악’이 37%, ‘대출조회 및 연장’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14) 열람실 발권

열람실 발권시에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시설 예약 어플리케이션’ 43%, ‘발권기’42%로 

어플리케이션과 발권기 이용이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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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외접속서비스

교외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33%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바일 교외접속서비스에 대해서

는 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외접속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72%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3% 증가한 비율이다.

  (16)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

희망eBook 신청 서비스(신간 eBook 목록 중 원하는 eBook을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7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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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가 ‘매우 유익하다’, 

혹은 ‘유익하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IT Lab 통합 운영 (응용소프트웨어 이용 좌석)

IT실 통합으로 인한 멀티미디어센터 내 응용소프트웨어 좌석 운영에 대하여 31%가 

‘매우 유익하다’, 44%가 ‘유익하다’라고 응답하여 관련 의견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20)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 만족도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7%로 2016,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는 갤럭시 노트7, 아이폰 8 등이 있었으며, 

노트북의 경우 한성, LG Gram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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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모바일 발권 서비스 

모바일 일반열람실 발권 서비스에 대해 90%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모바일 발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학습 환경 

- 항목별 만족도 : 일반열람실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 조명과 좌석 수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환기가 42%, 냉/난방이 50%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연간 통계 비교 : 학습 환경 만족도의 경우 2018년에는 63%의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3년간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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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및 진로지도(학수번호:GEB1111) 146명

국제학부 프로네시스 세미나 정보이용교육 73명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24명

크로스오버 (자연) 수업 이용교육 3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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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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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8. 4.2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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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 128명(만점자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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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방학특강 학술데이터베이스 교육

     

구분 교육 회수 참석인원

교수 요청
2018학년도 1학기 4회 145명
2018학년도 2학기 10회 286명

소  계 14회 431명

학술DB 교육
2018학년도 1학기 18회 455명

2018학년도 2학기 21회 493명
소  계 39회 948명

합  계 53회 1,3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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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 

1. 2018학년도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18. 3.14. 11:00-13:00

나.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위원 12명 중 10명 참석, 팀/실장 4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2017년도 추진실적(안) 심의

  2) 2018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2.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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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시 : 2018. 9.17. 15: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복합문화공간

라. 주요내용 : 

  1) 관장 축사                             2) 우수 이용자 및 우수 근로학생 시상

3.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

가. 개요 : 학습에 지친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클래식을 친숙하게 감상하는 기회 제공

나. 일시 : 2018. 5.10. 16: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라. 주요내용  

   - 참여인원 : 180명

   - 연주 : CaMuE Stirng Quartet(카뮤이 현악 4중주)

   - 연주곡

    1. Mozart Eine Kleine Nachtmusik, K.525

    2. J. Haydn String Quartet in D Major 1~4악장

    3. A. Webern Langsamer Satz for String Quartet

    4. A. Dvorak String Quartet No. 9 in F major, Op. 96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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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정보 Mentoring

가. 개요 :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전자정보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급사가 참가하여, 전시부스에서 다양한 활용법을 홍보하고,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학술정보 박람회 

나. 세부 실시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정석학술정보관 1층 정석라운지 및 5층 멀티랩3(교육)

    - 참가업체 : 17개 업체(전자저널, Web DB)

    - 스탬프 투어로 경품 응모(부스에서 학술정보 활용법 안내 받은 후, 스탬프 모아 응모) 

    - 이용교육(3세션) 실시

    - 국내외 학술DB 이용법, 참고문헌 관리도구 이용법 등 학술정보 활용법 교육 

    - 참석인원 : 152명

다. 기대효과

    - 구독 전자정보원 이용법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학습ㆍ연구증진

    -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원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참가 학생 98% 이상이 전자정보 이용 및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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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4.16.(월) ~ 4.28.(토) 

  - 2학기 : 2018.10.15.(월) ~10.27.(토) 

6. 학술정보 방학 중 이용활성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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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내용

    가) 이벤트 기간: 2018. 6.25 ~ 8.26. / 2018.12.24 ~ 2019. 2.25.

    나)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다) 선정기준 : VOD 최다 수강자 순

    라) 시상 : 1등(1명) 문화상품권 5만원

              2등(2명) 문화상품권 3만원

              3등(3명) 문화상품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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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eer Librarying Up 이벤트

가. 개요 :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나. 추진내용

   가) 이벤트 기간: 2018.11.26 ~ 11.30

   나)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다) 방법 : 지정 시설을 이용한 뒤 

             스티커를 받아 배부된 쿠폰에 

             부착.(선착순 50명 상품 증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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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