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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기본목표  

   1)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 

   2)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창조 경제시대의 융합형 인재양성 

3) 연구에 필요한 최상의 연구정보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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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병원도서관과 의학도서관 분리이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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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4. 통합도서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Open 

2019. 7. 4. 의학도서관 및 물류도서 이전(정석학술정보관 4, 5F)

2019. 8. 9. 정석라운지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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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현황

    

실 / 직위 직급 성명 실  / 직위 직급 성명

정석학술정보관장 교  수 이병찬
총24명 (관장1/부관장1/직원13/조교9)

부관장 부참여 김봉세

학술정보기획팀 학술정보운영팀

팀  장 참  사 김택환 팀  장 부참여 김봉세(겸)

부팀장 참  사 백승하 부팀장 참 사 이혜경

멀티미디어센터 과  장 부참사 신영진
계  장 주  사 윤재중

자연과학
정보실

과  장 부참사 김경모

계  장 주  사 정은경
계  장  주  사 이선영

계  장 주  사 배경미
조교

오은비

팀  원 부주사 김우리 김보연

조  교

최유경
인문과학
정보실

조  교

방은지

서주연

정소현

김선희
사회과학
정보실

과  장 부참사 홍미란

조  교 조찬미

법학정보실 의학정보실

실  장 참 사 차충환 실  장 참  사 치충환(겸)

계  장 주 사 김용해(겸)

계  장 주  사 김용해조  교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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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층 실명
면적

좌석 수
   ㎡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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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 (680.67) 324

5F
학술정보운영팀, 멀티디미어센터
가상현실체험센터, 스크린룸, 
의학도서관, 학생상담센터, 

3,127 (896.25) 311

4F 사회과학정보실 3,007 (903.01) 411

3F 인문과학정보실 3,007 (903.01) 329

2F 자연과학정보실 3,007 (903.01)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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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0 (1,203.82) 354

B1F 일반열람실, 매점, 복사실, 방재실 3,797 (1,148.67) 1,334

B2F
보존서고, 귀중도서실, 사물함, 샤워실
기계 및 전기실

2,837 (858.08) 6

소  계 25,012 (7,496.52) 3,408

법학도서관 1,553 (470.02) 271

합  계 26,565 8,026.54 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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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도서관 (5F)

법학도서관 (법전원 4F) 09:00-21:00 (09:00-17:00) 09:00-13:00 (휴관)

60주년기념관열람실(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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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실 연중무휴 24시간

샤워실 (B2F) 07:30 – 익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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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학술정보 보유현황(전체)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비고

장서

단행본 1,572,410권 1,586,162권

eBook* 87,889권 87,891권

aBook 576권 576권

합  계 1,659,875권 1,674,629권

학술지
인쇄저널 735종 586종

전자저널** 13,068종 14,588종

합  계 13,803종 15,174종

Web DB 30종 33종

멀티미디어 86,034점 86,1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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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관 학술정보 보유현황

   

구 분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장서
단행본 108,044권 98,886권 29,327권 29,539권

eBook 1,568종 1,593종 3,165종 3,187종

합  계 159,612권 101,019권 32,492권 33,318권

학술지
인쇄저널 83종 81종 18종 18종

전자저널* 21종 20종 761종 1,233종

합  계 104종 103종 779종 779종

Web DB 7종 5종 7종 9종

멀티미디어 1,709점 1,709점 1,348점 1,348점

* 개별 온라인 저널은 통계 미제공으로 전자저널 종수에서 제외

○ 예산 현황                                                      (단위: 원)

   

도서항목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단행본 422,000,000 421,996,058 432,442,000 432,436,094 

정기간행물 2,003,000,000 1,885,740,092 2,143,000,000 2,080,172,205 

비도서자료 80,000,000 77,023,200   123,858,000 116,432,416 

법학도서 95,000,000 94,977,568 95,000,000 94,987,292 

의학도서 620,456,786 616,633,329 603,816,000 595,951,046 

제본비 10,000,000 9,986,900 10,000,000 7,724,200 

소    계 3,230,456,786 3,106,357,147 3,408,116,000 3,327,703,253

도서비 외 261,736,110 253,033,398 480,317,802 475,812,030 

합   계 3,492,192,896 3,359,390,545 3,888,433,802 3,803,5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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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확충현황

1. 추진 실적

가. 장서현황

구 분 동양서 서양서 총장서수

단행본 1,270,333권 404,296권 1,674,629권

* 불용도서 폐기 : 9,372권 

  1) 2019학년도 등록권수

   

구 분 구 입 기 증 합 계

등록권수 19,573권 3,551권 23,124권

    - 언어 및 유형별 

   

구분 국내서(비율) 동양서(비율) 서양서(비율) 합계(비율)

언어별 18,263권(93.31%) 115권(0.59%) 1,195권(6.11%) 19,573권(100%)

구입액 332,272,727원 4,104,316원 110,701,884원 447,078,927원

   
유형별

희망 신간 교재 미디어 테마 추가구입 합계

5,342권 9,478권 723권 3,197권 120권 713권 19,573권

   2) 서지DB 구축                                                  

   

도서
인수*

도서정리 딸림
자료자연 인문 사회 의학 법학

(물류) 학과 합계

23,460권 5,407권 12,561권 6,641권 15권 95권 0권 24,719권 120개

* U등록도서 및 재정리도서 포함

나. 전자정보 구독 종수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전자저널 13,068종 14,588종

Web DB     30종     33종

다. 멀티미디어 / eBook 형태별 확충                                                 

   

형태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종 점 종 점

멀
티
미
디
어

VOD 2,958 25,122 2,958 25,122
DVD 9,114 11,548 9,200 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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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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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6,800 51,991 16,886 52,081

eBook
국내 19,444 53,558 20,267 54,560

국외 33,331 67,938 33,331 67,938

합  계 52,775 121,496 53,598 12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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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및 시설 이용현황

1. 도서 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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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중앙 법학 의학 중앙 법학 의학

대출 166,152 5,141 2,457 141,458 4,183 3,020

반납 166,997 4,394 2,584 142,711 3,833 2,947

합 계 333,149 9,535 5,041 284,169 8,016 5,967

2. 전자정보 이용통계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전자저널 1,089,838건 1,267,374건

Web DB 339,069건 361,917건

  ※ 전자정보 통계는 당해 연도 1월-12월 기준 

3. 멀티미디어 이용통계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멀티미디어

UOD/VOD 62,834건 38,500건

DVD 1,317건 1,485건

Audio Book 492건 655건

eBook 32,726건 30,751건

합 계 97,369건 71,391건

4. 온라인 이용통계 * 2019년부터 교외접속 솔루션 변경으로 통계기준 변경

  

구분 웹 사이트
교외

접속건수 콘텐츠접속건수

2018학년도 944,444건 21,383건     74,570건

2019학년도 781,993건   175,889건 19,525,566건

* 2019년 통계 기준 : 사이트 접속통계 / 프락시 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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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441 1,106 874 1,585 1,315

84%기타* 53 53 - - 53 53

합계 532 494 1,106 874 1,638 1,368

* 기타 국외 대출기관 : 일본국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시카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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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816 505 428 1,423 1,244

88%
NDSL 0 0 50 49 50 49

기타* 2 2 - - 2 2

소  계 920 818 555 477 1,475 1,295

국
외

중국(CALIS) 45 43 33 33 78 76

88%

일본(NDL) 42 42 - - 42 42

KERIS 365 307 - - 365 307

기타** 34 34 - - 34 34

소계 486 426 33 33 519 459

의학 MEDLIS 289 252 136 112 425 364 86%

합계 1,695 1,496 724 622 2,419 2,118

*  기타 국내 복사기관 : 국회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기타 국외 복사기관 : 호주/독일국립도서관, 미국 시카고대, 대만과학기술연구소 등 

6. 시설 이용통계

가. 정석학술정보관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비고

실별

일반열람실 479,364명 473,278명 발권 기준

정석라운지 6,932명 5,648명 발권 기준

자연과학정보실 287,109명 283,805명

-인문과학정보실 325,380명 320,376명

사회과학정보실 242,249명 246,793명

멀티미디어센터 15,137명 14,668명 전체이용 건수

그룹 스터디 룸 17,007건 17,608건 전체 40룸

소  계 1,373,178명 1,373,178명

출입구 1,639,932건 1,639,932건

나. 법학도서관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출입자수 19,847명 18,267명

전자정보실 380명 98명

세미나실 21건 89명 55건 130명

합  계 20,316명 18,4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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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 의학정보실 이전

가. 개요

   - 확장 이전을 통한 개선된 학습 및 근무 환경 마련

나. 배경 및 목적

   1) 수장 공간 확장을 통한 자료 확충 제약 극복

   2)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자료 및 시설 이용 증대

   3) 의과대학 의학교육 인증평가 지적 사항 보완

다. 추진현황   

라. 이전현황

- 6인용 열람테이블 4개, 열람용 의자 24개 구입 설치(￦5,360,000)

2. 물류도서 이전

가. 개요

   - 이용자의 편의 요구에 따른 물류도서 소장위치 변경(법학정보실 → 사회과학정보실)

나. 배경 및 목적

   1) 주 이용자인 경영학 전공 학생의 불편 해소하고자 법학정보실 소장된 물류도서를 

     사회과학정보실로 이전 

   2) 법학도서관 수장 공간 확충

다. 추진현황   

라. 이전현황

항 목 기 간 내용

이전요청 접수 2018. 11 - 의학정보실 이전 요청(의과대학)

의학정보실 공간 배정 2019. 3 - 정석520호실 공간 배정(기획처)

이전 관련 협조 요청 2019. 4
- 공간 리모델링 및 이전 지원요청 

  (사무처)

이전 작업 2019. 7. 4 - 장서, 집기 비품 이전 및 가구 설치

항 목 기 간 내 용

이전요청 접수 2019. 1 - 물류도서 이전 요청(경영대학)

이전 관련 협조 요청 2019. 4 - 이사 작업 지원 요청(사무처)

이전 작업 2019. 7. 4 - 도서 이전 및 배열

단행본 학위논문 정간물(제본) 합계

8,295권 1,035권 847권 10,177권

단행본 학위논문 정간물(제본) 합계

2,524권 402권 197권 3,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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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HA 실현

1. Research Help 

가. 개요

  - 학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주제별로 수집하여 구축하고 구독 전자정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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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서비스 재구성

2019. 3 ~ 4
- 8개 주제항목으로 개편
- 콘텐츠 정리 및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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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현황

    

주제명 서비스 내용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법학

정석학술정보관 소장 주요 저널 및 DB 링크 제공

학위논문 국내/외 주요 학위논문 원문 제공 사이트 

논문유사도 검사 한국연구재단 서비스 및 CopyKille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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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 정석 Magazine (2019. 9) 

   * 2017년 12월부터 ‘정석학술정보관 Magazine’으로 변경하여 발행

다. 기대효과

   1)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웹진에 대한 접근 용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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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개 기사 작성 (월 평균 약 3-4개 기사 게재)

   ② 뉴스레터 총 4회 발송 (분기별 1회)

    

분 류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블로그 방문자 수 33,915명 13,630명 11,1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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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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 43건 33건 33건 78건 76건

2.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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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시이용증 발급현황 : 총889회 발급(예치금 479건, 연회비 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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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학기 94명 60명 322건 34건 52권

2019-2학기 60명 37명 220건 17건 40권

라. 임시이용증 발급제도 개선

   - 회계처리 안전성과 복잡한 이용자 신분 관리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 개선을 위해 변경

- 주요변경 내용

      (1) 납부제도 : 예치금제도에서 사용료로 변경

      (2) 발급유형 간소화 : 출입전용 카드 발급중단, 교원/공무원/산업체/일반시민 통합

      (3) 카드발급비용 : 카드보관금 1만원에서 카드수수료 5천원으로 변경

      (4) 졸업생 일반열람실 이용 : 졸업 후 1학기 기존 학생증으로 출입/일반열람실 허용

3. 방문객 안내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2017학년도 591명 200명 791명

2018학년도 523명 312명 835명

2019학년도 437명 336명 7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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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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상

최우수상 이 * 민 시상금 20만원

우수상 김 * 진 시상금10만원

장려상
김 * 찬
노 * 진
문 * 욱

시상금 5만원

가작

이 * 람
조 * 재
감 * 정
임 * 학
임 * 혁

시상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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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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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교수 

      - 강연주제 : ‘울림과 떨림’ - 물리의 눈으로 본 우주, 세계 그리고 인간 -

      - 일시 및 장소 : 2019. 9.18. (수) 15:00,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2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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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ook새통’ 2차(초청저자) : 혜민 스님

      - 강연주제 :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 일시 및 장소 : 2019.11.13. (목) 15:00,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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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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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향후 발전 계획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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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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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5.24.(금) 22:00 ~  5.25.(토) 06:00 인문과학정보실

       * 2차 : 2019.11.15.(금) 22:00 ~ 11.16.(토) 06:00 인문과학정보실

      - 참여인원 

       * 1차 : 160명      * 2차 : 19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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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이*정 시상금 20만원

우수상(2명) 이*송, 김*준 이*수, 오*비 시상금 15만원

장려상(5명)
박*형,강*혜,정*희,

강*빈,유*지

김*니, 김*은, 안*은

박*형, 심*주
시상금 10만원

가작(5명)
채*선,정*종,이*민,

이*진,한*훈

박*민, 강*혜, 백*욱

서*우, 이*영
시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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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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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테마추천 진행 주제 목록

시기 분야 주 제

2019년

3~4월

(1차)

자연
바이러스 쇼크
나를 위한 단 한 잔의 커피

인문
리스타트 잉글리쉬: 영알못 탈출 위드 원서 1
자네, 아직도 교양인이 아닌가?

사회
미디어 지각변동: YouTube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기

5~6월

(2차)

자연 의식주,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

인문 리스타트 잉글리쉬: 영알못 탈출 위드 원서 2

사회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7~8월

(3차)

자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여성 과학자들

인문 리스타트 잉글리쉬: 영알못 탈출 위드 원서 3

사회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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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분야 주 제

9~10월

(4차)

자연 연애 레시피

인문 리스타트 잉글리쉬: 영알못 탈출 위드 원서 4

사회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11~12월

(5차)

자연 경이로운 우주: 달 착륙 50주년 기념

인문 리스타트 잉글리쉬: 영알못 탈출 위드 원서 5

사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20년

1~2월

(6차)

자연 뇌탐험을 위한 안내

인문 소설보다 영화로 더 유명해진 원작 리스트

사회 우린 대화가 부족해

3. 마일리지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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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이나 도서관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실적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벌점감면 6,021 3,426
일발열람실 우선발권 - -

기념품 교환   66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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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서비스 

1.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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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 11. 1

다. 참가 현황 : 총 574명 참여(웹 설문 진행)

라.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 성별과 신분

2019 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1 학년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고 2,3,4 학년의 응답 비율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017 년과 2018 년의 경우는 남학생의 응답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4 학년, 3 학년, 

2 학년, 1 학년의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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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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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목적 

과제작성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시험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2017년부터 3년간 정석학술정보관의 이용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제작성을 위하여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반적 만족도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는 9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주 이용하는 시설

2019년의 경우 일반열람실과 주제정보실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 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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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석라운지 환경 개선

정석라운지 환경 개선 (소설서가 및 만화 구비, 피아노실 구성) 에 대한 만족도는 소설서가

에 대한 만족도 72%, 만화에 대한 만족도 63%, 피아노실에 대한 만족도 48%로 나타났다.

  (7) 학습 환경 항목별 만족도

일반열람실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 조명과 좌석 수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환기가 

43%, 화장실과 샤워실 청결이 각각 48%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8) 연간 통계 비교

학습 환경 만족도의 경우 2017년 65%, 2018년 63%, 2019년 59%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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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서 친절도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의 친절 면에 대해서는 2019년의 경우 77%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10)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정보는 전공도서 및 교양도서의 비

율이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1) 건의 방법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서에게 문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자유게시판을 이용한다’ 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석 지킴이에게 문의한다’, 혹은 ‘참는다’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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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건의 반영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과 반영이 신속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건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 자료 검색 방법

자료를 검색할 때 82%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서가에서 직접 찾는다’가 

10%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는 3 개년 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4) 서가배열 및 서가에 없는 도서

서가배열 상태에 대해서는 86%의 만족도를 보여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문의한다’ 가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포기한다’가 15%, ‘희망도서 신청’이 12%, ‘유사도서 대출’이 1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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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단행본 (전공, 교양도서) 만족도

단행본 (eBook 제외) 에 대한 만족도는 74%로 3년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6) 정기간행물 만족도

정기간행물 (학회지, 학술잡지) 에 대한 만족도는 62%로 3년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7) 전자정보 만족도

전자정보 (E-Journal, Web DB)에 대한 만족도는 62%로 3년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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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book (전공, 교양도서) 만족도

Ebook에 대한 만족도는 5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 멀티미디어 콘텐츠 (어학, 공무원, 교육학, IT강좌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60%를 나타내었으며, 2018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20) 불만족 사유 

소장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2019학년도의 경우 ‘자료부족’이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2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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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Research Help

Research Help의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가 

24%, ‘잘 모른다’가 61%로 나타났다. 유용성에 대해서는 60%가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22) 열람실 발권

열람실 발권시에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시설 예약 어플리케이션’ 44%, ‘발권기’ 41%로 

어플리케이션과 발권기 이용이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교외접속 서비스

교외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37%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지도에 대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외접속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69%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에 비해서는 3%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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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희망 eBook 신청 서비스

희망 eBook신청 서비스에 대해 85%의 응답자가 ‘매우 유익하다’, 혹은 ‘유익하다’라고 

응답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멀티미디어센터 시설 관련

멀티미디어센터의 동영상 및 DVD 제작시스템에 대해 72%가 ‘매우 유익하다’, 혹은 ‘유익하

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 만족도 

일반열람실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4%로 2016,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는 갤럭시 9, 아이폰 X 등이 있었으며, 

노트북의 경우 LG Gram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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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모바일 발권 서비스 

모바일 일반열람실 발권 서비스에 대해 9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3개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모바일 발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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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국제학부 프로네시스 세미나 정보이용교육 142명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8명

새내기 프로네시스 세미나 3,89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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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명

도서관투어, 정보검색법 교육(외국인) 72명      

나.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 활용 

   1) 개요 :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2) 추진 실적 및 계획  

      - 시설안내 및 정보검색 동영상 배너 게시 (2019. 3~)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이벤트 실시 (2019. 5. 7~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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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 331명(만점자 78명)      

   3) 기대효과 

      - 온라인 게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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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정기 및 방학특강 학술데이터베이스 교육

     

구분 교육 회수 참석인원

교수 요청
2019학년도 1학기 9회 156명

2019학년도 2학기 7회 185명
소  계 16회 341명

학술DB 교육
2019학년도 1학기 21회 490명
2019학년도 2학기 19회 333명

소  계 40회 823명
합  계 56회 1,164명

○ 주요행사 

1. 2019학년도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19. 5. 8. 11:00 ~ 13:00

나.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위원 13명 중 10명 참석, 팀/실장 4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2018년도 추진실적(안) 심의

   2) 2019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2.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7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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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시 : 2019. 9.17. 15:00

다.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복합문화공간

라. 주요내용 : 

   1) 관장 축사                                2) 우수 이용자 및 우수 근로학생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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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정보 Mentor To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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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 2. 정석학술정보관 1층 정석라운지 및 5층 멀티랩3(교육)

      - 참가업체 : 16개 업체(전자저널, Web DB)

      - 스탬프 투어로 경품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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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교육(6세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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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인원 : 401명

다. 기대효과

      - 구독 전자정보원 이용법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학습ㆍ연구증진

      -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원 이용률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참가 학생 99% 이상이 전자정보 이용 및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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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4.15.(월) ~ 4.27.(토) 

      - 2학기 : 2019.10.14.(월) ~10.26.(토) 

5 학술정보 방학 중 이용활성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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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내용

   가) 이벤트 기간: 2019. 6.24 ~ 8.24. / 2019.12.23 ~ 202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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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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heer Librarying Up 이벤트

가. 개요 :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나. 추진내용

   가) 이벤트 기간: 2019.11.25 ~ 29

   나)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다) 방법 : 지정 시설을 이용한 뒤 스티커를 받아

             배부된 쿠폰에 부착.

             (선착순 100명 상품 증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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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