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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가. 수서정리과
[학술정보개발팀]
▶ 2019년도 자료선정위원회 단행본 분과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3. 26. 교수회관 5회의실
- 참석자 : 자료선정위원 8명, 업무담당자
- 안건 : 2019년도 단행본 자료구입 기본계획(안) 및 자료선정 · 구입 관련 심의
▶ 희망도서 선정 및 구입 지침(안) 수립

- 시기 : 2019. 7. (수서정리과-1784, 2019. 7. 11.)
- 목적 : 희망도서 신청에 대한 선정 및 구입 지침을 수립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
공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장서 소장 가치와 학술적 목적 제고
- 주요내용
•희망도서 선정 · 구입의 기본 방침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 세부 기준
•구입 제외 도서의 상세 예시
•전자책 선정 기준 등

▶ 2019년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목적
•이용자 집단별 전자자료 이용 현황 및 수요 파악, 개별 의견 수렴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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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데이터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정성적 데이터 수집
- 기간 : 2019. 7. 11. ~ 7. 24. (2주)
- 설문대상 : 교수, 학생(학부 · 대학원), 연구원 등 약 48,000여 명
- 조사대상 : 2019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학술DB, 전자저널패키지) 148종
▶ 2019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30 ~ 8. 1.
- 접수대상 : 총 1,746명
- 접수책수 : 석 · 박사 학위논문 각 3부 (보존용 1부, 납본용 2부)
▶ 2019년 제2차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9. 9. 관정관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6명 (자료선정위원 11명, 업무담당자 5명)
- 안건 : 2020년 중앙도서관 학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안) 심의
▶ 2019년도 대체자료(점자도서) 제작·구입 완료

- 목적 :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 · 연구 지원을 위해 대체자료(점자도서)를 제작, 제공함
으로써 시각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 도서관의 포용서비스 강화
- 사업기간 : 2019. 7. ~ 12.
- 제작도서 : 점자도서 2종 24책 및 데이지 파일 2점
•(시각장애학생 신청 전공도서) 경영학의 이해 : 20책 및 파일 1점
•(본교 교수 저술 우수 교양도서) 고전의 힘, 그 역사를 읽다 : 4책 및 파일 1점
- 제작방법 :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국립장애인도서관 협력업체) 통한 자체 제작
- 제작형식 : 점자도서 및 데이터 파일(점자용 디지털 음성파일) 동시 제작
- 후속사항 : 장애학습지원센터 이용 안내 및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자료 공유 추진

▶ 2019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28. ~ 1. 30.
- 접수대상 : 총 2,0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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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책수 : 석 · 박사 학위논문 각 3부 (보존용 1부, 납본용 2부)
▶ 자료 기증

- 기증자 : 최갑수 교수(인문대학) (2019. 3. 22.)
•기증자료 : 총 2,481책 (등록 2,250책)
•사이버 개인문고 설치 (2019.11.29.)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http://donate.snu.ac.kr) 기증자

약력 및 등록도서 목록 게시
- 기증자 : 윤상인 교수(인문대학) (2019. 5. 21)
•기증자료 : 총 11종 81책
•기증배경
▷2015년 일본국제교류기금 도서구입기금 지원사업에 선정, 매년 100만 엔 상당

의 일본 자료를 기증자가 직접 선정하여 기증함
▷2018년 2기 사업에 재선정, 향후 3년간 지속적 기증의사 표명

- 기증자 : 신용하 명예교수(사회과학대학) 3차분 (2019. 9. 3.)
•기증책수 : S. Thomae Aqvinatis Svmma totivs theologiæ 등 총 48 책
•발행연도 : 1569년~1899년(고서)
•자료인계 : 고문헌(개인문고)_신용하문고 인계
- 기증자 : 故슈클라 · 오세경 박사 (2019. 9.)
•기증책수 : 약 1,700여 책
- 기증자 : 이진명 명예교수(프랑스 리옹 3대학) 3차분 (2019. 9. 25.)
•기증책수 : 총 509책
- 기증자 : 위르겐 코카, Jürgen Kocka(독일 역사학자) 3차분 (2019. 12. 23.)
•기증책수 : 총 4,020책
- 기증자 : 성백인 명예교수(인문대학) (2018. 5.)
•기증자료 : 약 6,000여 책 (연속간행물 포함)
•등록책수 : 1,587책 (등록제외 자료는 전북대 도서관 재기증)
•사이버 개인문고 설치 (2020. 2. 3.)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http://donate.snu.ac.kr) 기증자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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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및 등록도서 목록 게시

[학술연구지원팀]
▶ 2019년 제1회 학부 신입생을 위한 중앙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일시 : 2019. 2. 26. ~ 2. 27.
- 교육내용 : 중앙도서관 이용 교육 및 투어
- 교육결과 : 총 4회 실시, 240명 참여
▶ (핵심 연구정보 제공을 위한) 개편 연구동향 서비스 개시

- 목적 : 세계적으로

연구 영향력이 높은 저널의 다각적인 정보 및 연구윤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주요 서비스 : 연구동향

정보, 등재저널 리스트, 저널 랭킹, 투고 지원, 연구자 맞춤
형 저널 서비스
- 서비스 개시일 : 2019. 3. 11. ~
- 이용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학술DB > S > S2Journal
▶ 2019년 제1회 대학원 신입생을 위한 중앙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일시 : 2019. 3. 12. ~ 3. 14.
- 교육내용 : 중앙도서관 이용 교육 및 투어
- 교육결과 :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포함 총 4회 실시, 166명 참여
▶제1회 중앙도서관 연구력 강화 워크숍(IEEE Authorship Seminar) 개최

- 목적 :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 및 해외 학술지 논문 투고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9. 5. 15. 관정관 운초세미나실
- 강사 : Alex Liu Yupeng(IEEE APAC Client Services Manager)
- 주제 : IEEE 논문 투고 방법 및 Author Tools 이용법 안내
▶제2회 중앙도서관 연구력 강화 워크숍(CUP 해외 논문 투고 세미나) 개최

※CUP(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인문 · 사회 및 전 주제 분야 학술지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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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 및 해외 학술지 논문 투고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9. 5. 29. 관정관 운초세미나실
- 강사 : Chris Harrison(Publishing Development Director)

Joe NG(Acquisition Editor)
- 주제 : CUP

학술지 논문 투고 방법 및 저서 집필 팁, Peer Review 과정 탐색,

Open Access 출판 및 약탈적 학술지 예방 가이드 등
▶ 「제5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역사회 고교생 체험 캠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7. 26. 중앙도서관 본관 및 관정관
- 참가자 : 관악구 및 금천구 소재 고교 1~2년생 (총 64명), 본교 자원봉사 학생 17명
- 주요내용 : 명사

특강, 고문헌 전시자료 감상 및 주요시설 투어, 도서관 체험 프로
그램 등

▶ 2019년 제2회 대학원 신입생을 위한 중앙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9. 9. 17. ~ 9. 19. 관정관 운초세미나실
- 교육내용 : 중앙도서관 이용 교육 및 투어 (총 3회 실시)
▶제3회 중앙도서관 연구력 강화 워크숍(Royal Society 해외 논문 투고 세미나) 개최

※Royal Society :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학술지 출판 학회
- 목적 :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 및 해외 학술지 논문 투고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9. 9. 19. 관정관 운초세미나실
- 강사 : Buchi Okereafor (Publishing Editor)
- 주제 : 투고 저널 선택 방법, 저널 정책 및 윤리, 논문 제출 및 편집 방법, 논문 발표
후 홍보 방법, 다양한 출판 모델 안내 등

▶ 서울대학교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실시

- 운영기간 : 2019. 10. ~
- 신청대상 : 전임교원 이상, 약학대학부터 시범 서비스 실시
- 제공 내용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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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수 연구업적 One Click 서비스
•개인 교수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
- 이용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연구지원 > 연구업적 분석 · 지원서비스
▶제4회 중앙도서관 연구력 강화 워크숍(연구노트 활용법) 개최

※연구노트 :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 · 발표 또는 지식
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 목적 :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 연구 성과 관리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9. 11. 7. 관정관 운초세미나실
- 강사 : 유혁상 선임연구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주제 : 연구노트 소개 및 필요성, 연구노트 관련 규정,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특강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1. 14. 관정관 운초세미나실
- 강사 : KISTI 연구데이터공유센터 이상환 책임연구원(센터장)
- 교육내용 : 연구데이터 개요 및 관련 동향, DMP 작성법 등

나. 정보관리과
[학술정보운영팀]
▶ 단행본자료실 공간 조정 사업 및 수원보존도서관 이전

- 개요 : 단행본 서가 공간 밀집에 따른 자료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장기적 보
존 공간 확보를 위한 도서 재배열 작업 및 수원보존도서관 자료이전 추진
- 추진기간 : 2019. 1. ~ 6.
- 추진내용
•전집 및 2010년 이전 출판자료 중 c.3 이상의 단행본 51,253책 색출
•단행본자료실 1~8자료실 전체 서고 조정 : 약 110만 책
•단행본 51,253책을 수원보존도서관(2층)으로 이전(2019. 5. 20. ~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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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문화예술플랫폼 보존용 학위논문 이전

- 개요 : 수원보존도서관(2층)에 소장되었던 서울대학교 보존용 석 · 박사학위논문을
융복합문화예술플랫폼 자료실로 이전
- 이전 대상 : 학위논문 120,255책
- 추진 기간 : 2019. 5. 20. ~ 5. 24.

▶ 중앙도서관 소장 악보자료 음악도서관 이관

- 개요 : 분관 음악도서관 신설에 따른 중앙도서관 소장 악보자료 이관
- 이관대상 : 『클래식 명곡』 등 6,658책
- 이관일자 : 2019. 9. 10.
▶ 연속간행물 자료 제본 업무 개선

- 개요 : 합철제본 단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자료의 관리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현
제본 업무를 개선하여 비용 절감 등 효율적 운영
- 개선방안 : 제본

대상의 선별 기준을 강화하여 제본을 축소하고 그 외 자료는 낱권
처리
구분

기존

변경

제본
대상

구입, 기증받은 모든 연속간행물
(교양지, 하드커버 제외)

두께가 0.5cm 이하로 얇으며
서가에 세우기 어려운 자료

- 시행일 : 2019. 9.
- 기대효과
•선별적인 제본을 통해 학술지 관리 예산 절감

주요 소식

153

•학술지 관리 예산 절감을 통한 도서관 학술지 구입 예산 증가
•제본 관리 대상 축소에 따른 자료의 이용 효율성 제고

▶ 신착도서 코너 신설

- 개요 : 신착 단행본 자료를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별도 비치하여 최신입수자료에 대한
도서정보 제공 및 자료 접근성을 높여 이용
활성화 도모
- 대상 : 단행본자료실에 입수된 신간도서 위주의 국
내서, 국외서 선정
- 위치 : 본관 2층 로비
- 설치일자 : 2019. 9. 30.
▶ 단행본 약식 수리제본 교육실시

- 개요 : 중앙 및 분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보존에 필요한 복원지식 공유 목적
- 일시 : 2019. 11. 12. 14:00~16:00 (강의 1시간, 실습 1시간)
- 장소 : 중앙도서관 관정관 양두석홀
- 참석자 : 41명
- 추진내용 : 책등 윗부분이 손상되거나 분리된 도서 보수 등

▶ 보존용 학위논문 장서점검 및 서지데이터 정비 사업 추진

- 개요 : 서울대학교 보존용 학위논문 장서점검을 통한 자료 보존관리 강화
- 사업대상 : 122,367건(서울대학교 보존용 석・박사학위논문)
- 사업기간 : 2019. 12. 16. ~ 2020. 1. 31.
- 사업내용 :
•학위논문 DB 구축 리스트와 보존용 학위논문 실물 대조 작업
•보존용 학위논문 등록번호, 서명, 저자, 인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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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19. 3. 1. ~ 2020. 2. 28.
- 사업내용
구분

고문헌 보존관리

고문헌 디지털
콘텐츠 구축

내용
•보존처리실 운용 실적
- 大韓帝國地圖 등 12점 전체 보존처리
- 皇城新聞 1902년 10-12월분 보존처리
- 고서 응급수리(표지 수리, 장정 끈 교체 등) 149책
- 건식세척 244책 및 보존상자 202개 제작
•楞嚴經諺解 수리복원
•小窓淸記 등 465책 60,867면 디지털화

•언어, 지리, 사회학, 자연과학 분야 서양서 10,533책 MARC 보완
공동 활용 기반 조성 •Bibliography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문학(3권), 전기 발행
•『문학으로 ‘현대 지나’ 인식하기』 발행 및 집담회 개최 (2020.1.16.)
보존 환경 개선

•노후 철재 서가 철거 및 오동나무 서가 38연 설치
•귀중본실, 수장고, 덕트 청소 실시
•해충 모니터링(계속)

[학술정보서비스팀]
▶ 대출·반납 관련 이용자 서비스 확대

- 개요 :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고 적절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서비스 추진
- 추진내용
서비스 확대

세부 내용

시행일

대출가능 책 수 확대

이용자별 대출 가능 책 수 1.5배 확대

2019. 6. 1.

졸업예정자 도서대출
기간 확대

졸업 예정 30일 전부터 중지해 온 도서 대출 최종일을 7일
전으로 조정하여 재학기간 동안 대출 가능일 확대

2019. 8. 1.

도서연체 방지 추진

도서반납일 및 연체도서 알림 빈도 확대(3회 → 6회), 연체
료 인상(100원→200원, 예약도서 300원)

2019. 9. 1.

도서반납서비스 확대

중앙 및 9개 분관 어디서나 도서반납(재대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019. 11. 1.

▶ 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센터’ 개설 운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개요 : 이용자의 학술자료 이용행태 분석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창구(중앙대출실 ·
상호대차실)통합 및 학술정보 이용안내 기능 강화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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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본관 2층 로비(구 중앙대출실)
- 운영 시간 : 평일 9:00~21:00, 토요일 · 공휴일 9:00~17:00, 일요일 13:00~17:00
- 주요 제공 서비스 : 도서

대출 · 반납, 상호대차 자료 수령 · 반납, 회원제 서비스, 연
체료 및 상호대차/원문복사비 등 도서관 이용요금 결제, 도서관
이용 종합 안내
- 시행일 : 2019. 12. 2.
▶ 이용자 응대 직원 및 근로장학생의 인권 보호 조치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이
용자들에게 안내 문구를 통해 상호간 배려하는 공감 문화 형성
- 홍보내용 : 중앙도서관

천정형 홍보시스템 게시 및 이용자용 모니터에 홍보 문구
부착

▶ 중앙도서관 장애학생 서비스 개선 추진

- 추진배경 : 장애인

구성원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문화 · 정보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 운동에
동참
- 서비스 대상 : 장애학생 총 76명(학부생 51명, 대학원생 25명)
- 시행일 : 2020. 1. 28.
- 개선 내용 : 장애학생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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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무료 배달서비스 ‘책나래 서비스’ 도입
도서 자택 배달
서비스
※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택배비용 지원
채팅 서비스
홍보 강화

카카오톡 채널 「서울대도서관」 운영을 통한
실시간 응대 강화
장애학생 도서관 이용 안내가이드 작성 및 배포
본관 2층 (구)중앙대출실 사무실과 통합하여 장애학생지원실 공간 확장

‘장애학생
지원실‘ 개선

독서보조기기 및 솔루션 구입 비치
(청각)
문자 전환 솔루션

(청각)
골전도 보청기

(시각)
독서 확대기

(지체)
헤드마우스

학습 활동
지원 강화

※ 시각·청각·지체 장애 전용 솔루션 6종 및 전동휠체어·전동 높이 조절 책상 등 비치

학습 공간
개선

장애학생 전용 그룹스터디룸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확보
•관정관 4층 → 2층으로 변경
•별도 예약 없이 S-Card로 출입 가능

희망도서(점자도서) 구입 2종 24책 및
데이지 파일 2점
•시각장애학생 신청 전공도서
희망 도서 자료
‘경영학의 이해’
확충
•본교 교수 저술 우수 교양도서
‘고전의 힘, 그 역사를 읽다’
※ 중앙도서관 점자도서 총 162책 보유
도서관
이용 교육

주요 소식

장애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도서관 이용 교육 포함(정기 연 1회 및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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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채널 「서울대도서관」 서비스 실시

- 개요 : 이용자 문의대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으로 이용자 응대 강화영상
- 이용방법 : 카카오톡 → 친구 찾기 → snulib 또는 서울대도서관 → 친구 추가
- 운영방법 및 시간 : 스마트 채팅과 실시간 채팅 병행 운영
•스마트 채팅(24시간) : FAQ 등록하여 이용자 질문 선택 시 자동 답변 제공
•실시간 채팅(평일 9시~18시) : 1:1로 담당자가 개별 응대
- 시행일 : 2020. 2. 10.
▶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 개요 : 도서관의 주요 시설을 활용하여 이용자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개최
구분

작은 전시회

북 콘서트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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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사명

행사 결과

3.1.(화)
~4.30.(화)

이미경 작가 편

순수미술 작품 감상 기회 제공

5.13.(월)
~7.31.(수)

요이한 작가 편

북 디자인 관련 일러스트 작품
감상

8.14.(수)
~10.11.(금)

뿌리극장
(공동주최: 학생처, 미술대학)

학내 구성원들의 재능과 역량
활용

12.2.(수)
~2.29.(토)

제1회 하늘물 전시회
(공동주최: 빗물연구센터)

UN 제정 SDG 6 ‘물’ 관련
빗물 식수화 소개

3.14.(목)
14:00~16:00

김상욱 교수 편: 물리학

100명

5.24.(금)
14:00~16:00

박대인·정한별 편: 소수자 다
양성(공동주최:다양성위원회)

71명

9.25.(수)
16:00~18:00

김지혜 교수 편: 차별과 혐오
(공동주최:기초교육원)

151명

11.8.(금)
14:00~16:00

우테 프레베르트 편: 감정의
역사(공동주최:자유전공학부)

132명

6.13.(목)
17:00~17:35

1학기 종강맞이

제주 4 ·3 사건을 기리는 음악
공연

9.24.(화)
13:00~13:35

예술주간 맞이

외국 유학생 참여 이국적인 음
악 공연

11.20.(수)
13:00~13:30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공동주최:자유전공학부)

‘전쟁·평화’ 관련 SNU 실내악 연
주단 공연

12.12.(목)
17:30~18:10

2학기 종강맞이

SNU 국악 연주단 공연

다양한 주제에 관한
도서 저자 초청 강
연 개최를 통하여
깊이 있는 사유의
기회 제공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구분

도서전

기간

행사명

5.20.(월)
~6.20.(목)

‘다양성을 읽다’ 도서전
(공동주최:다양성위원회)

9.23.(월)
~10.31.(목)

‘삶과 글’ 도서전
(공동주최:기초교육원)

12.2.(월)
~2020.2.29.(토)

제1회 하늘물 전시회 도서전
(공동주최: 빗물연구센터)

행사 결과
공동주최 기관이 선정한 특정
주제에 관하여 다각적인 사고
를 할 수 있는 도서 감상의 기
회 마련

베를린 붕괴 30주년 기념 포스
베를린 붕괴 30주년 기념 포스
터 전시로 독일사를 고찰하는
터 전시
기회 마련

특별전

11.1.(금)
~11.30.(토)

별빛 영화제

5.15.(수)~5.16.(목)
19:00 ~ 22:00

(1일차) 음악에 관한 영화

317명

(2일차) 삶의 태도에 관한 영화

344명

•학생 동아리 사전
공연
•학생 참여 상영작
선정

▶ 수요 포럼

- 개요 :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지식 공유
구분

일시

주요 내용

행사 결과

제13회
지능정보
사회와
학술정보 포럼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에
대하여 / 한혜영 KERIS
2019.3.20.(수) •제2차 종합계획의 '19년 시행계획 및 대학
도서관발전계획 작성 안내 / 장금연 KERIS
10:00~11:35
•서울대학교 연구성과 통합관리 플랫폼 구
축 및 운영 / 김기숙 학술연구지원팀

참석인원 : 64명

제14회
수요 포럼

2019.5.29.(수) •출판의 자유와 저작권의 국내외 쟁점과 전
망 / 김명환 중앙도서관장
13:30~15:00

참석인원 : 69명

제15회
수요 포럼

•데이터 큐레이션의 시대 도서관을 중심으
로 / 허두영 대표 ㈜테크업
2019.9.25.(수)
10:00~11:40 •출장 보고(IFLA) / 이윤경(디지털도서관팀),
한예지(학술정보개발팀)

참석인원 : 63명

제16회
수요 포럼

2019.10.21.(월)
10:00~11:30

•북미 대학도서관 조직과 현황 및 연구데이
터 서비스 사례 발표/성윤아 사서(Univ. of
Michigan Library)

참석인원 : 52명

제17회
수요 포럼

2020.1.1.(수)
10:00~11:30

•연구업적 분석 서비스 사례 학습 및 공유 /
김기숙 학술연구지원팀, PRRLA 출장보고

참석인원 : 57명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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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팀]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 홈페이지 개인화 서비스(S-Curation) 개시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형 맞춤 서비스 제공 : 관심키워드 기반 추천도서, 대출이력
기반 추천도서, 학과별 추천도서, 맞춤형 학술논문 추천, 대출 주제별 이용통계
시각화 제공 등
•2019. 4.~ 서비스 개시
▶ 학술정보검색시스템(Alma) 운영

- PRIMO User Interface 업그레이드
•자료검색화면 직관적으로 전환, 화면 이동 최소화 등
•2019. 4.~ 서비스 개시
- 디지털콘텐츠 관리시스템 전환(Rosetta->Alma-D)
•클라우드 방식의 Alma-D로 디지털자원관리시스템 전환
•2020. 6.~ 서비스 개시
- Alma Working Group Meeting 참석
•국내 Alma 사용 대학의 User Group Meeting을 통하여 업무 관련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일시 : 2020. 11. 12. 09:00~16:00
•장소 : 중앙도서관 세미나실(관정관 편의동 2층 최고위과정 사무국)
•장소 : 30여명(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 Alma 애널리틱스 직원교육 실시
•Alma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애널리틱스 활용을 위한 직원교육
•일시 : 2019. 12. 11. 10:00~11:30, 관정관 1층 운초세미나실
•참석인원 : 45명 (중앙도서관 30명, 분관 15명)
▶ S-Space 고도화 사업 추진

- 개요 : S-Space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교내 연구업적물의 시각화 제공
- 내용 :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 2020. 3.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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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정관 비치도서 운영방식 변경

- 개요 : 관정관 열람실에 비치하여 관정관 내 열람도서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자
료, 기초교육정보자료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가능도서로 변경하여
운영
- 2019. 9. 2. ~ 서비스 개시
- 비치도서 현황
구분

컬렉션명
서울대학교

별치기호

내용

SNU도서

서울대학교 역사 등 서울대학교를 주제로 다룬 도서

인기도서

2012-2014년 서울대학교 다 대출 도서

책수

79
448
250

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발간 도서
교양도서

교양도서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역사,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
의 교양 도서

454
1,113

한국컬렉션 한국컬렉션 한국 근현대사 시대별 주요 이슈 및 한국 소개 자료
추천도서

7층

208

베스트셀러 세계 누적 판매량 최상위 도서
언론추천

Newsweek's Top 100 Book

432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1901~) 수상 작가의 주요 작품

문학도서

1,334

장르문학

장르문학 대표저자 국내 출간작 (SF, Fantasy, Mystery)

200

해외문학상

해외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 (공쿠르상, 맨부커상, 퓰리
처상)

170
193

국내문학상 국내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 (이상/현대/동인문학상 등)
문학전집
관심도서

1,333

권위자(교수)·기관 추천 문학 전집

902

여행/지리 여행·지리, 문화 관련 도서

IT

119

최신 정보통신기술 관련 도서

7,235

소계
기초교육
자료

8층

영국의회
자료

GE

기초교육특성화 사업 구입 자료

10,616
6,367

대출가능 제외(자료 노후)
소계

16,983

합계

24,218

- 변경 내용
•대출가능 도서로 서지정보 변경(영국의회자료 제외) 및 자료이용 안내
•대출도서 반납 및 예약도서 처리 등은 본관 대출가능 도서와 동일하게 처리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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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미디어 센터 운영

- 개요 : 첨단 미디어 · 정보기술의 선제적 습득 및 체험 · 활용기회 제공 및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구성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
- 사업 내용
① 창의 미디어 스페이스 서비스 환경 고도화 : 2019. 9. ~ 2020. 2.
•Studio 신설 및 개선 : 전동 크로마키 도입, 대형 TV 설치, 화상회의 지원
•미디어 제작 교육 : ‘창의와 도전’ 주제의 영상, 미디어 제작 교육 및 실습 지원
(2019. 2학기, 기초교육원 협업) 등 촬영지원 (총 308회 453명)

〈Studio 내부 및 외부 전경〉

② VR 시설 및 서비스 개선 : 2019. 10. ~ 2020. 2.
•대학도서관 최초 VR을 활용한 수업, 체험을 지원하는 VR 스튜디오 조성
※제13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현장사례 수상 (국립중앙도서관, 2019)
•센서, 화질, 컨트롤러 등 개선된 VR 장비를 도입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최신 트렌드 및 학문별 접목 가능한 신규 콘텐츠 확충
•가상현실 수업 지원 : “가상현실입문” 수업 관련 실습지원(총 429회 890명)

〈VR Studio 내부 및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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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디어 콘텐츠 이용환경 개선 : 2019. 10. ~ 2019. 12.
•OTT 방식 콘텐츠 이용 환경 구축
•미디어 감상석 클리닝 및 노후 장비 교체
•소극장 안전 설비 및 냉난방 시설 개선
•영상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웹DB 제공 및 미디어 활용 수업 지원(총 56건 1,073명)

 분관
가. 사회과학도서관
▶ 이용자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자료 검색용 벽걸이 PC 설치

- 목적 : 이용자 자료 검색 및 이용의 편의성 도모
- 설치 위치 : 단행본서고 내 자동 대출반납기 옆 기둥
- 설치일 : 2019. 5. 10.

〈벽걸이 PC 설치 모습〉

▶ 홈페이지 신청도서 예약서가에 비치

- 목적 : 희망도서 신청자가 신청도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소 : 대출실 예약서가
- 비치기간 : 5일
- 시행일 : 2019. 11. 15.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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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예약은

3건까지만 가능하여 이미 3건의 도서를 예약하고 있는 경우 “우
선 예약” 불가

▶ 대출실 확장 및 자동문 설치

- 목적 : 대출실 공간 확충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위치 : 사회과학도서관 1층
- 규모 : 22.55㎡ → 35㎡
- 공사일 : 2019. 11. 30.
- 예산 : 5,000,000원



〈출입문 교체 공사 전〉

〈출입문 교체 공사 후〉

나. 경영학도서관
▶ 경영학 관련 Web DB 이용교육 실시

- 목적 : 경영대학 구성원 및 경영학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Data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교육기간 : 2019. 5. 14. ~ 5. 23.
- 교육장소 : 경영대학 SK 경영관 1층 전산강의실(58동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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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DB명)

교육 일시

13:00~14:30(90분)

삼일아이닷컴

15:00~17:00(120분)

FnGuide.COM + DataGuide Pro

5.15.(수)

15:30~16:30(60분)

BankFocus via Bureau van Dijk

5.16.(목)

14:00~16:00(120분)

TS-2000

13:00~14:50(110분)

KISLine + KISValue

15:00~17:00(120분)

Datastream + SDC Platinum

15:00~17:00(120분)

WRDS

5.14.(화)

5.21.(화)
5.23.(목)

강사

DB 제공사
교육 담당자

▶ 경영대학 경영자과정 수강생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단기 이용자 등록)

- 목적 : 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술정보에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 제고
- 등록대상 :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외 7개 과정 수강생 435명
- 이용범위 : 도서관 출입 및 경영학도서관 소장 도서 대출(10책 14일)

다. 농학도서관
▶ 교수 저작물 별도 코너 신설

- 목적 : 농생대 교수 저작물을 구입하여 저작물 코너에 비치
- 방법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록된 단행본 자료 전수 조사
- 일시 : 2019. 4.
- 책수 : 국내서 74책, 서양서 68책
▶ 대학원생 전공과정별 간담회 운영

- 구성 : 각 학부(과)별 조교(대학원생) 17명 이내로 구성
- 일시 : 2019. 5. 9.
- 안건
•신입생 도서관 서비스 교육 요청
•전공별 DB이용 교육 요청
•eBook 구입 여부 관련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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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농학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19. 7. 15.
- 안건
•2018년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안 및 자료 선정 및 폐기 · 제적 기준 심의 내용
- 회의결과
•(안건1) 농학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안 → 일부 수정 후 승인
•(안건2) 자료 선정 및 폐기 · 제적 기준 → 일부 수정 후 승인
▶ 2019년도 농생대 신임교원 워크숍

- 일시 : 2019. 9. 25.
- 대상 : 2017-2019 채용 신임교원 10명
- 장소 : 호암교수회관
- 내용 : 농학도서관 이용안내(도서관 이용 검색 및 서비스 안내)

▶ 농학도서관 안내 리플릿 제작

- 목적 : 리플릿 제작 · 배포를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 일시 : 2020. 1.
- 주요내용
•농학도서관 시설 및 이용 안내
•주요 서비스 및 Database 안내
- 인쇄매수 : 국문(350분), 영문(150부) 총 500부
- 2020 농생대 신입생 대학생활안내문 발송에 포함
▶ 도서관 ‘셀프 책 소독기’설치

- 목적 : 책 속의 세균과 먼지 제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질병 유해 요소 차단 및 쾌적
한 독서 환경 조성
- 기능 : 책 살균 소독 및 탈취, 항균 등 처리 (1분에 3권까지 소독 가능)
- 장소 : 도서관 1층 대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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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
- 소독대상 : 도서관 대출 도서 및 개인 소장 도서 등

▶ 서고이동 및 서가이동작업

- 목적 : 단행본 서고의 장서 정비
- 내용 : 도서관의 장서 증가에 따라서 서고의 공간 확보 및 쾌적한 서고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0년 이전 출판 자료 중 이용 빈도 없는 도서 1만권의 연속간행물
실로 이동, 단행본자료실 및 지하 제2단행본 서고 서가 가이드 교체 완료
▶ 단행본자료 장서점검

- 일시 : 2020. 1. ~
- 목적 : 단행본 서고의 서가 위치 정보 오류 , 청구기호 오류, 분실 자료 확인 등을
통한 오류 정정
- 내용
해당 책수

작업

오류 정정

비고

84,072책

57,328책(1차)

477책

26,744책(2차) 작업 예정

▶ 정보검색실 이용자 환경 개선

- 목적 : 노후화된 PC교체를 통한 이용자서비스 개선
- 추진내용 : PC 교체(4대) 및 SSD카드 추가(9대)
▶ 농학도서관 환경 개선

- 목적 : 노후된 시설의 교체 및 신설
•공동학습실 테이블 교체
•자동대출 및 반납기 행잉사인 설치
•연속간행물 서가의 서가분류판 교체
•1층 검색대 및 정보검색실의 모니터 전수 교체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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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도서관 환경 개선〉

라. 수의학도서관
▶‘BK 사업 주관 2019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이용교육

- 일시 : 2019. 3. 22. 12:40~13:00
- 대상 : 신입생(약 20여명)
- 교육내용 : 도서관 정보검색 및 서비스 안내

▶ 신입생을 위한 첫 도서대출 이벤트 실시

- 대상 : 2019년 신입 학부 및 대학원생
- 기간 : 2019. 3. 7. ~ 3. 29.
- 포상 : 기간 내 최다 대출자(학부3명, 대학원3명) 선정, 문화상품권 지급
▶ 수의학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 목적 : 수의학도서관 이용자 출입관리 및 통계산출
- 설치기간 : 2019. 7. 8. ~ 7. 12.

〈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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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학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및 쾌적한 환경개선
- 설치장소 : 정보자료실 및 열람실(총 2대)
▶ 정보자료실 서가구입 및 재배열 작업 실시

- 목적 : 장서 증가에 따른 자료실 밀집도 해소를 위하여 서가 구입 및 자료 재배열
작업 실시
- 기간 : 2019. 7. 24. ~ 7. 26.
- 작업내용
•서가구입 : 4대(복식 3련 6단)
•재배열 책수 : 13,000여 책
▶ ‘수의대 고교생 아카데미’ 행사에 따른 도서관 투어 실시

- 일시 : 2019. 8. 2. 13:00~17:00
- 대상 : 총 120명 (20명씩 6회 실시)
- 교육내용 : 도서관 서비스 및 시설 안내

▶ 도서관 우수 이용자 포상 이벤트

- 목적 : 도서관 우수 이용자 대상 문화상품권 증정
- 실시기간 : 2019. 3. 1. ~ 8. 30. 이용률 분석
- 포상부문 : 희망도서신청/도서대출/공동학습실이용/상호대차서비스신청(4개 부문별
최다 이용자 3명씩 총 12명 선정)

▶ 수의학도서관 자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 개요 : 수의학도서관 자체직원 기간제 계약직(1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대상자 : 김성경
- 전환일 : 2019. 10. 1.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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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Note 이용교육 실시(총 2회)

- 일시
•2019. 5. 24. 15:00~17:00
•2019. 11. 21. 16:00~17:30
- 장소 : 81동 402호 멀티미디어 강의실
- 교육내용 : EndNote 기본기능 및 활용

라. 음악도서관
▶ 음악도서관 신설

- 음악분관 설치 승인 : `19 제1차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2019.01.09.)
- 위치 : 74동 복합예술연구동 1층(102호)
- 목적 : 서울대학교 전문 음악인 양성과 연구활동 지원
- 초대관장 : 오희숙(작곡과)

▶ 중앙도서관 악보자료 이관

- 일시 : 2019. 9. 10.
- 내용 : 중앙도서관 참고자료실 소장 악보자료 이관
- 대상 : 『클래식 명곡』 등 이관대상 악보 6,658책
▶ 중앙도서관 음악 고문헌 이관

- 일시 : 2019. 11. 25.
- 내용 :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음악주제 고문헌 이관
- 대상 : 『Arnold Schonberg』 등 동서양 고문헌 61책
▶ 음악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19. 9. 4.
- 안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 음악도서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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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학도서관
▶ 「의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가치 평가」 연구용역 수행

- 목적 : 의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1945년 이전 발행자료 약 4만여 책의 보존상태 점
검 및 소장 가치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보존 및 편리한 연구 활용 방안 제시
- 개요
•기간 : 2019. 1. ~ 11.
•결과 : A등급 귀중서 4,000여 책 지정
- 향후계획 : A등급 귀중서 별도 공간 보존 및 디지털화 작업
▶ 의학도서관 자료실 이전

- 배경 : 의학도서관 신축 공사가 ‘20.5월경 예정되어 대체공간으로의 이전 추진
- 자료실 이전 개요
•이전장소 : 융합관 6층
•이전일자 : 2020. 3. 2.
•이전도서 : 단행본 약 15,000책 이관
- 향후 도서 및 열람실 이전 일정
차수

내용

추진일정(예정)

비고

1

열람실 및 정보교육실 이전
(융합관·교육관·학생관)

4.10. ~ 4.20.

열람석 400여석
정보교육실 50인석

2

자료 이전(수원 보존도서관)
자료 기증(오송 의과학지식센터)

4.10. ~ 4.20.

수원 15,000여 책
오송 15,000여 책

3

자료, 서가이전(양평창고)

4.20. ~ 4.30.

양평 65,000여 책

4

이전도서 검수 및 폐기 처리

4.20. ~ 5.20.

폐기 65,000여 책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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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제학도서관
▶ 국제학도서관 근로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일시 : 2019. 3. 18. 10:30~11:30
- 장소 : 140동 105호
- 내용 : 안전교육 및 근로 시 주의사항

▶ 국제학도서관 연속간행물실 이전

- 목적 :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배치, 자료보존 공간 확보
- 기간 : 2019. 9. 2. ~ 12. 20.
- 내용
•자료수량 : 377종 12,447책
•이전 장소 안전진단
•학술지 복본 및 전자자료 중복조사
•열람 및 보존대상 선정 기준 설정
•기준별 자료 선정 및 실물점검
•서가 및 자료구분 라벨링
•자료이전
- 장소 : 국제대학원 140-1동 3층 -> 2, 4층
▶ 이용자 검색용 PC 6대 교체

- 목적 : 보안 강화 및 검색 효율성을 위하여 윈도우 10 운영 환경에 맞는 PC로 교체
- 일시 : 2019. 12. 31.
- PC사양 : 데스크탑5 DM500S9Z-AD5BA
▶ 연속간행물 신착자료 서가 교체

- 효과 : 도서관 출입구 가까이 비치해 이용자들의 신착자료 접근성 높임 노후화된
서가 교체로 인한 환경개선과 이용편의 증대
- 일시 :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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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 서가 교체〉

▶ 국제학도서관 4층 열람실 공간 리모델링 계획수립

- 디자인 업체 회의
- 재원확보를 위한 소요예산 검토 및 방안 마련
- 리모델링 예정 시기 : 2020년 여름방학 중

사. 치의학도서관
▶ 도서관 휴게실 ‘와락(樂)’ 운영

- 개요 : 생체재료연구동 정보화본부 장비실을 일부 개조하여 안마의자 및 소파를 비
치하고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조성
- 대상 : 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구성원

〈휴게실 모습〉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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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입구 무인 자동반납기 교체

- 개요 : S-CARD 사업자 변경에 따른 자동반납기 교체
- 시기 : 2019. 3.

〈자동반납기 변경 전〉

〈자동반납기 변경 후〉

▶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실시

- 대상 : 치의학대학원 신입생
- 일자 : 2019. 3. 4.
- 내용 : PBL 학술정보 검색,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교육
▶ 강의교재 코너 신설 운영

- 개요 : 교과목 수업에 따른 강의교재를 별도 비치하여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이용
률 향상
- 대상자료 : 강의계획서 참조
- 장소 : 도서관 2층 단행본자료실 내 별도 서가
▶ 치의학도서관 규정 전부개정 및 운영지침 제정

- 개요 : 중앙도서관 규정 전부개정(2018. 8. 13.) 반영, 중앙도서관 대출규정 동일 적용,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관련 내용 추가
※ 중앙도서관 및 타 분관 대출규정 동일 적용으로 형평성 유지 및 이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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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열람실 야간자율관리 운영

- 개요 : 시험기간 동안 도서관 열람실 개방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
- 기간 : (1회) 2019. 10. 21. ~ 10. 31., (2회) 12. 16. ~ 12. 26.
- 시간 : 21:00 ~ 01:00
▶ Study Break@Dental Library 이벤트 실시

- 개요 : 시험기간 중 이용자의 학습 독려 및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과 제공
- 기간 : 2019. 12. 18. ~ 12. 24.
- 장소 : 도서관 내 열람실 입구

▶ 2019년 치의학도서관 인포그래픽 게시

- 개요 : 2019

년 도서관 이용 내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및 제공하여 지속적인 이
용과 관심 독려
- 통계 기간 : 2019. 1. 1. ~ 11. 30.
- 내용 : 도서관 연혁, 자료 현황, 서비스 이용 내역, 가장 많이 이용한 전공 및 교양
도서, Database 이용 통계

아. 법학도서관
▶ 장서점검 실시

- 목적 : 오배열 및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한 이용과 관리의 불편 해소
- 점검 기간 : 2019. 3. 27.~
- 작업 내용
•점검 수량 : 보존서고 보관도서 3만여 책 완료, 단행본자료실 10만여 책 진행 중
•작업 방법 : 데이터 반출 리스트를 바탕으로 서가순 점검 실시, 오배열 및 누락도
서 확인, 소장위치 변경, 데이터 수정 등 일체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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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서 선정 및 별치작업

- 목적 : 일반도서와 함께 보관 중인 고도서의 선정 및 별치를 통해 영구적 보존 도모
- 선정 기준
•한국 : 1910년(隆熙4年) 이전의 고간본(필사본, 탁본 포함)
•일본 : 1912년(明治45年) 이전의 고간본(
•중국 : 1911년(宣統3年) 이전의 고간본(

〃
〃

)
)

•서양 : 1918년(독일혁명, 1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의 고간본
※ 한, 중, 일, 서양 모두 1945년(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자료로, 상태 양호한 도서와
저명인의 소장본(장서인 등) 등은 일부 포함
- 작업 기간 : 2019. 4. 29. ~ 5. 24.
- 수량 : 1,244책(단행본 834책, 참고도서 410책)
- 보관 : 보존서고 내 별도 서가(항온항습 완비)
※ 법관양성소 교재 등 기존 한적본 220여 책은 고문헌실에서 별도 관리

〈고도서 별치 모습〉

▶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설립

- 목적 : 법률정보기관 간 정보의 공유와 서비스 향상
- 서명식 개최 : 2019. 4. 23.
- 추진사업 : 교류협력

강화, 법률자료 상호 이용, 법률정보 플랫폼 구축, 디지털화 및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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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비고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제처
대한변호사협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6개 기관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서명식〉

▶ 보존서고 소장도서 소독 및 청소작업

- 내용: 보존서고 소장도서 30,000여 책에 대한 이물질과 곰팡이 제거 및 서고 소독작업
- 작업 기간: 2019. 8. 10. ~ 8. 15.
- 사용 약제: 바이오트리(책), 피톤치드, 롱다운, 닥터솔루션(서고)

〈책 소독 및 서고 청소 모습〉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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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도서관 규정 및 규정세칙 일부개정

- 규정 개정 주요 골자
•중앙도서관 규정 개정(조항 변경, 대출 책 수 확대, 연체료 인상 등)에 따른 반영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세칙상 미반영된 개관시간 연장 부분 등
- 심의 일자: 2019. 11. 20.(e-mail 서면 심의)
-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일부 표현 수정)
- 시행일: 2019. 11. 21.
▶ (사서가 만든)법학 리서치 가이드 제작

- 내용: 법률정보조사에 대한 기본 방법 및 정보원 이용방법 등을 제공
- 제작: 법학 리서치 가이드 제작 TF팀(서울대 법학도서관 참여)
- 발행처: 전국법학도서관협의회
- 발행일: 2020.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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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문

도서관 방문

 2019년 도서관 방문 주요 외부 인사
(2019. 1. 1. ~ 2020. 2. 29. 기준)
월일

국명

기관

인원

03.15.

일본

일한문화교류기금 일본대학생

35

04.01.

몽골

몽골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고위 정부관료

6

04.03.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8

05.13.

중국

쓰촨성 대학 총장단

10

05.13.

중국

중국 인민대학교 이사회

9

05.22.

필리핀

필리핀 노멀대학교 방문단

25

05.24.

중국

중국 대학 기획부총장 내빈

12

05.27.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 구성원

12

05.30.

일본

일본 보건연구원

6

05.31.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대학 총장단

15

06.14.

몽골

몽골 사서연수생

4

08.21.

일본

동경대학교 일본인 학생

1

08.30.

일본

일본 동경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10

09.10.

태국

KhonKaen 대학 사서

8

09.1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학 초청 교원

20

09.19.

인도네시아

Universitas Negeri Jakarta방문단

7

10.02.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방문단

6

10.17.

중국

길림대학교 도서관장 등

11

10.23.

중국

길림 공공도서관장 등

6

10.24.

중국, 일본

SNU-UT-TU Student Workshop

32

10.28.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원

6

10.28.

말레이시아

Unisersiti Teknologi Malasia

11

10.30.

베트남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베트남 법관

22

11.05.

에콰도르

에콰도르대학교 부총장 외

3

11.14.

중국

중국 허난성 교육청 관계자

7

11.27.

홍콩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

1

12.03.

중국

길림성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학생

38

12.03.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부총장 외

7

01.10.

사우디아라비아

KFUPM

20

01.21.

홍콩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관계자

10

도서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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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료

 도서관 사료 발간 목록
(2019. 3. 1. ~ 2020. 2. 29. 기준)
일련번호

180

발간년월

발간물명

발간부수

발간부서

1

2019.09.

Bibliography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
western language books – literature Ⅰ

200

고문헌자료실

2

2019.09.

Bibliography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
western language books – literature Ⅱ

200

고문헌자료실

3

2019.09.

Bibliography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
western language books – literature Ⅲ

200

고문헌자료실

4

2019.09.

Bibliography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
western language books – biology

200

고문헌자료실

5

2019.12.

문학으로 ‘현대 지나’ 인식하기

100

고문헌자료실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도서관 사료

 도서관보 발간 현황
서명

권호

발간년도

내용년도

간기

도서관보(1권 1호)

1권 1호

1963

연간

도서관보(2권)

2권

1964

연간

도서관보(3권)

3권

1965

연간

도서관보(4권)

4권

1966

연간

도서관보(5권)

5권

1967

연간

비고

書香의 苑(6권)

6권

1968

연간

書香의 苑(7권)

7권

1969

연간

도서관보(8권 1호)

8권 1호

1971

반연간

도서관보(8권 2호)

8권 2호

1972

반연간

도서관보(9권)

9권

1972

연간

도서관보(10권)

10권

1973

연간

도서관보(11권)

11권

1975

연간

도서관소식

1호-122호

1979-1999

격월간

도서관소식 출간

도서관보

123호

2000

2000

연간

명칭 변경

도서관보

124호

2001

2001

연간

도서관보

125호

2002

2002

연간

도서관보

126호

2003

2003

연간

도서관보

127호

2004

2004

연간

도서관보

128호

2006

2005

연간

도서관보

129호

2007

2006

연간

도서관보

130호

2008

2007

연간

도서관보

131호

2009

2008

연간

도서관보

132호

2010

2009

연간

도서관보

133호

2011

2010

연간

도서관보

134호

2012

2011

연간

도서관보

135・138호

2016

2012-2015

연간

관정관 신축 후
4개년 통합본 발간

도서관보

139호

2017

2016

연간

개교70주년 특집호

도서관보

140호

2018

2017

연간

도서관보

141호

2019

2018

연간

도서관보

142호

2020

2019

연간

도서관 사료

명칭 변경
명칭 변경

2006.1.발간

181

직원 동정

 인사발령 및 포상
(2019. 3. 1. ~ 2020. 2. 29. 기준)

▶보직
2019. 3. 1.

류덕영(수의과대학 교수)

중앙도서관분관 수의학도서관장

2019. 4. 11.

김명환(인문대학 교수)

중앙도서관장

2019. 4. 22.

최민호(의과대학 교수)

중앙도서관분관 의학도서관장

2019. 6. 5.

오희숙(음악대학 교수)

중앙도서관분관 음악도서관장

2019. 8. 1.

백남천(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중앙도서관분관 농학도서관장

2019. 9. 1.

최진남(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도서관분관 경영학도서관장

이삼선(치의학대학원 교수)

중앙도서관분관 치의학도서관장

2020. 1. 2.

정향진(사회과학대학 교수)

중앙도서관분관 사회과학도서관장

2019. 7. 1.

김미향 선임행정관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장

▶신규 임용
2020. 1. 28.

김지환 (정보관리과, 사서실무관시보)
김승은 (정보관리과, 사서실무관시보)
김인욱 (정보관리과, 사서실무관시보)
강지은 (정보관리과, 공업시설실무관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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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직원 동정

▶승진
2019. 4. 1.

박세진 행정담당관
김지원 사서선임주무관
양세은 사서선임주무관
이슬비 사서선임주무관
정아름 사서주무관
한예지 사서주무관
김은정 사서주무관
안동현 사서주무관

2019. 7. 1.

김미향 사서선임행정관
김현자 사서행정관
조진영 사서담당관
이은주 사서담당관

2019. 10. 1.

조은별 사서선임주무관
최윤정 사서선임주무관

2020. 1. 1.

박용선 행정행정관

▶전보
2019. 4. 1.

이지현 행정지원팀
전동찬 글로벌사회공헌단

2019. 7. 1.

김화택 의학도서관

2019. 7. 9.

박경호 기획처(대외협력팀)

2019. 7. 12.

김원찬 경영학도서관
이태순 정보관리과
김승우 음악도서관
최미순 행정지원팀
안동현 의학도서관

2019. 9. 16.

황경애 사회과학도서관

2019. 10. 1.

김대종 정보화본부
신동원 정보화본부

2019. 11. 7.

이영미 치의학도서관
최윤범 정보관리과
민세영 정보관리과
이기영 농학도서관

2020. 1. 28.

송미경 법학도서관
박상근 의학도서관
박서현 수서정리과
이동호 행정지원팀

직원 동정

183

▶명예퇴직
2019. 6. 30.

이재원 (정보관리과, 사서선임행정관)
류양님 (정보관리과, 사서담당관)

2019. 12. 31.

이차권 (행정지원팀, 행정행정관)

▶의원면직
2019. 8. 1.

연지은 (수서정리과, 사서주무관)

2019. 12. 16.

이다경 (정보관리과, 사서담당관)

2020. 1. 6.

안동현 (의학도서관, 사서주무관)

2020. 2. 3.

박용선 (행정지원팀, 행정행정관)

▶휴직
안지원

사서담당관 육아휴직(정보관리과, 2019. 4.11. ~ 2020. 4.10.)

정선주

사서주무관 육아휴직(수서정리과, 2019. 5.21. ~ 2020. 5.20.)

임정현

사서선임주무관 육아휴직(정보관리과, 2019. 7. 1. ~ 2020.12.31.)

최선희

사서선임주무관 육아휴직(수서정리과, 2019.10. 1. ~ 2021. 5. 4.)

▶포상
•근속공로표창(2019.10.15.)
40년 근속공로 표창 : 김순옥
30년 근속공로 표창 : 이차권
•우수직원 포상(2019.12.31.)
홍주연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직원동정
▶승진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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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훈 (사서)선임주무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국외출장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목적

행사주최

출장장소

2019.06.19. ~ 06.27.

권소담
이슬비

ALA 2019 Annual Conference
and Exhibition

ALA

미국
Washington D.C.

2019.08.23. ~ 09.01.

이윤경
한예지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2019

IFLA

그리스 아테네

PRRLA

한국 고려대학교

2019.09.01. ~ 09.04.

김명환 관장
Pacific Rim Research Libraries
심윤희
Alliance 2019
임재윤

 직원일람표
▶중앙도서관
(2020. 3. 16. 기준)
소속
중앙도서관

직명
관장
선임행정관
행정관

수서정리과

성명

담당 업무

김명환 도서관 업무 총괄
주성희 수서정리과 업무 총괄
정노옥 학술정보개발팀/학술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사서)담당관

강연아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기획·관리 및 운영, 교육 및 연구지원 : 예술 분야

(사서)담당관

김기숙 연구업적 분석·지원 운영 계획 수립 · 관리

(사서)담당관

나혜란 전자자료(온라인 저널), 외국(인쇄)학술지 구독 관리

(사서)담당관

이은주 국내서/비도서 구입 계획 수립/전자책 구입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관리

(사서)담당관

장혜영 단행본/전자책/비도서자료 구입 · 정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사서)담당관

조진영 학위논문 관리, 기증자료 수집·정리

(사서)담당관

최영순 기증 및 교환 업무 관리, 기증자료 수집·정리

(사서)선임주무관 권소담 외국서(서양서, 동양서) 구입 계획 수립 및 수서 · 정리
(사서)선임주무관 김소미 교육 및 연구지원 : 공학 분야, 통계청 RDC 관리
(사서)선임주무관 김지원 국내서 단행본 수서·정리
(사서)선임주무관 양세은 과 행정,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및 분관 (인쇄)학술지 구독 조정
(사서)선임주무관 오세나 전자자료(학술 DB) 구독 관리
(사서)선임주무관 이진숙 교육 및 연구지원 : 인문학 분야, 외국인 이용자 대상 교육 및 Research Guide 관리
(사서)선임주무관 주혜연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 및 연구동향 서비스 관리
(사서)선임주무관 최윤정 교육 및 연구지원 : 교육학 분야, 학술정보 이용교육 관리
(사서)주무관

직원 동정

심윤희 교육 및 연구지원 : 분관 및 행정학 분야, Turnitin 및 학술연구지원실 대표메일 관리

185

소속

수서정리과

직명

담당 업무

(사서)주무관

임다훈 연구업적 분석 시스템 관리

(사서)주무관

임영민 외국서(서양서, 동양서) 단행본 수서·정리

(사서)주무관

정아름 국내서 단행본 수서·정리

(사서)주무관

한예지 외국서(서양서) 단행본 수서·정리

(사서)실무관

권문정 국내(인쇄)/기증 학술지/신문 구독 관리, 전자자료 이용 분석 및 평가

(사서)실무관

김효정 기증자료 수집·정리, 졸업앨범 수집

(사서)실무관

박서현 연구업적 분석 시스템 관리

(사서)실무관

백은영 교육 및 연구지원 : 자연과학 분야, 연구지원시스템 및 학술정보 이용교육 VOD 관리

(사서)실무관

서규원 교환자료 관리, 기증자료 수집·정리

(사서)실무관

신시내 국내서, 비도서 단행본 수서·정리

(사서)실무관

이우경 외국서(서양서) 단행본 수서·정리

(사서)실무관

홍지윤 교육 및 연구지원 : 생활과학 분야, 중앙도서관 대표메일(libhelp) 관리

선임행정관

정보관리과

성명

김미향 정보관리과 업무 총괄

행정관

김현자 학술정보운영팀 업무 총괄

행정관

박숙희 학술정보서비스팀 업무 총괄

행정관

정희주 디지털도서관팀 업무 총괄

(사서)담당관

민세영 제1자료실, 단행본자료실 서비스 기획

(사서)담당관

박선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사서)담당관

박정주 대출·상호대차실 및 정보서비스센터 운영

(사서)담당관

이윤경 관정 소장자료 관리 및 서비스

(사서)담당관

이태순 연속간행물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FRIC) 운영

(사서)담당관

임영희 도서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예산 관리

(사서)담당관

최윤범 제 4, 5-1자료실, 특수자료실 관리

(전산)담당관

김원만 전산 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운영

(행정)담당관

류능렬 제5-2, 6자료실, 무인반납실 관리

학예연구사

송지형 고문헌자료실 관리 운영

(사서)선임주무관 김서영 고문헌 서지 DB 관리 운영, 과행정
(사서)선임주무관 김주희 디지털 콘텐츠 관리 운영, 통합검색시스템 관리
(사서)선임주무관

박진

예약도서 관리 및 분실도서 변상 처리

(사서)선임주무관 이슬비 고문헌 디지털콘텐츠 관리 운영
(사서)선임주무관 이지선 국내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사서)선임주무관 조은별 학술행사 동영상 사업 운영, 알마 연동시스템 관리
(사서)선임주무관 표혜리 제2-1자료실, 지정도서, 참고/비도서자료실
(사서)선임주무관 홍주연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dCollection)시스템 운영, S-Space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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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무관

김은정 제2-2자료실, 학위논문, 도서위치정보

(사서)실무관

김수현 국내 및 국외 실물상호대차 신청 관리

(사서)실무관

송지현 관정관 스마트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운영

(사서)실무관

유지윤 국외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소속

직명

성명

담당 업무

(사서)실무관

유진희 VR 스튜디오, 창의미디어스페이스 운영 관리

(사서)실무관

임재윤 회원제서비스 및 교수 간편대출 서비스

(사서)실무관

최윤진 도서관 기금모금 캠페인 및 기부자예우

(공업시설)실무관시보 강지은 고문헌 보존처리
(사서)실무관시보 김승은 연속간행물실 자료 관리,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수서 및 홍보
정보관리과

(사서)실무관시보 김인욱 연속간행물실 자료 관리,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수서 및 홍보
(사서)실무관시보 김지환 도서관 대외 협력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자체직원

김영란 신착연속간행물실 및 신간신문자료실 관리

자체직원

김영민 수원보존도서관 관리

자체직원

신연경 제 3-1자료실, 서가에 없는 도서

자체직원

이정례 제 3-2자료실, 캠퍼스 간 대출

자체직원

홍원희 장서 및 서고 관리(귀중본실, 수장고 포함)

행정관

행정지원팀

이복형 행정지원팀 업무 총괄

(행정)담당관

박세진 회계 업무 총괄, 법인회계, 발전기금, 인사업무

(사서)담당관

최미순 도서관 운영 지원 업무 총괄

(시설)담당관

전성기 시설관리 업무 총괄, 법인회계

(시설)담당관

이동호 시설 기획 및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시설)선임주무관 김현승 시설 및 물품 관리, BIS시스템 관련, 근로장학업무
(행정)주무관
기금직원

직원 동정

이지현 일반서무, 수입대체경비, 공개강좌 운영 지원
남궁문선 부속실 업무,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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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2020. 3. 16. 기준)
소속

직명
관장

사회과학분관

(사서)담당관

황경애 대출·반납, 상호대차, 기증도서 수서

자체직원

여정순 연속간행물 수서 및 이용 관리, 서고 관리

자체직원

전경희 도서 정리, 지정도서 관리, 홈페이지 관리

(사서)담당관
관장

김원찬 학술정보개발·서비스 운영 및 도서관 행정업무
김연규 자료 수서·정리, DB관리·이용자서비스
백남천 도서관 업무 총괄
마미경 단행본 수서, 정리 및 기증도서, 예산관리

(사서)실무관

이기영 연속간행물 수서 및 이용 관리, 시설관리
류덕영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담당관

유재아 자료구입, 이용자교육, 연구지원, 시설관리

자체직원

김성경 자료정리, 상호대차서비스, 대출반납업무

관장
음악분관

최진남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담당관
관장

수의학분관

정향진 도서관 업무 총괄
김순옥 도서 구입 및 시설 관리

자체직원
농학분관

담당 업무

(사서)담당관

관장
경영학분관

성명

(사서)담당관
자체직원
관장
행정관

오희숙 도서관 업무 총괄
김승우 연구지원, 기증, 열람실관리
김현희 자료 정리, 이용자 서비스
최민호 도서관 업무 총괄
김화택 도서관 업무 총괄 보좌, 의학도서관 신축 지원

(사서)선임주무관 박상근 서무, 행정 업무, 도서관 신축 업무 담당
의학분관

(사서)주무관

최동숙 단행본·기증자료 수서·정리, 이용자 DB관리

자체직원

박진영 한국메들라스센터 업무, eBook 수서 및 관리

자체직원

박은선 이용자교육 및 연구지원, BMC, iThenticate 관리, WHO CC, 전자자료 수서

자체직원

김보경 도서관 소식지 제작, 홍보, 의학도서관 신축 지원, 연속간행물 수서

관장
국제학분관

치의학분관

(사서)담당관

이수옥 도서관 행정 및 홍보

자체직원

양상미 단행본, 연구지원

관장

이삼선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담당관
자체직원
관장
행정관

법학분관

김종섭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담당관

이영미 서비스 기획 및 홍보, 연구지원, 이용자 교육
김은지 인쇄·전자자료 수서 및 정리, 상호대차
송옥렬 도서관 업무 총괄
권재철 도서관 업무 총괄 보좌
이숙희 수서·정리 업무·행정

(사서)선임주무관 안유경 국외서 수서·정리, 예산 관리
(행정)선임주무관 송미경 단행본 자료실 운영
자체직원

188



안주연 연속간행물, 참고실 운영, 연구지원 서비스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3. 16. 기준)
소속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직원 동정

직명

성명

담당 업무

(사서)담당관

장신문

업무총괄 보좌, 고문헌 서고관리

(사서)담당관

박천정

관외대여, 기증기탁

학예연구사

이혜윤

해충 방제 및 수리복원 관리

(사서)선임주무관

김진호

간행물관리, 서무

(사서)선임주무관

윤성호

서고관리 및 출납

(사서)선임주무관

우정훈

고문헌 등록 및 출납

(사서)실무관

이나래

원문이미지 서비스

(공업시설)실무관

서지연

고문헌 수리복원

자체직원

권이태

학술정보 서비스

자체직원

이광희

문헌복사 서비스

자체직원

김신미

고문헌 수리복원

자체직원

민여진

고문헌 수리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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