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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시설 개선

도서관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러닝 커먼스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연구·학습공간을 지원하기 위

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도서관의 다양한 공

간을 리모델링 하였다.

2차 리모델링 - 제3열람실 신설 : 열람좌석, PC 좌석, 카페형 좌석 등 학생공간 마련

3차 리모델링

- 1층 리모델링 : 출입구, 로비, 복도, 사무공간, 샹들리에, 샤시 등
- 화장실 : 7개 리모델링 및 1개(4층) 신설
- 냉난방 및 출입관리시스템 교체
- 사무공간 및 시스템실 축소 통합

참고열람실
자료 및 공간 조정

- 참고열람실(중앙자료실 2층) 자료 공간 조정하여 이용자 열람좌석으로 전환

창의‧협업 공간 조성

- 그룹스터디룸 신설(소규모 토의 공간) : 총 36석(6인용 * 6실)
- 세미나룸 조성(중규모 토의 공간) : 총 20여석
- 컨퍼런스룸 조성(대규모 토의 및 강연 공간) : 총 88석
- 3D Library(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3D 프린터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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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은 이용자의 자료 이용 패턴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자료 이용의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하던 비도서자

료와 의학계열도서관 참고도서 전집류의 관외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도

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예약 서비스로 신청 후 대출이 가능하여 이용자들

의 자료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2 스마트한 도서관 환경 구축 및 자료이용
서비스 개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제반 시설도 보완하여 스마트한 자료이용 환경을 구축하였다. 먼저, 기존 1대로 운

영하던 셀프대출반납기기를 추가 도입하여 언택트 시대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대출하거나 반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의 대출반납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이용자 서비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 교체와 함께 안면인식기기를 도입하여, 2020년 1

월 안면인식 인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안면인식기기는 중앙도서관 출입게이트 입구와 출구에 각각 1

대, 신규 도입한 셀프대출반납기기에 1대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안면인식 등록을 하면 학생증이나 모바

일 QR코드가 없어도 출입과 대출이 가능하다. 안면인증 시스템의 등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서울캠퍼

스 구성원(재학 및 재직자)만 등록이 가능하고, 졸업 또는 퇴직 시에는 등록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도서관 아이디 불법도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 인증을 통

해 좀 더 편리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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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 중심의 학술정보 활용 교육 확대

중앙도서관에서는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의 연구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부생을 대
상으로는 ‘(Basic) 학술정보 검색 교육’,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는 검색전략을 안내하는 ‘(Advanced) 논문 검색 교육’
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교과목 연계형 교육(성찰과 표현,
법률정보조사, 간호정보학)과 교원 요청의 수업 맞춤교육,

30분 미니강의(dCollection 학위논문 제출, 전자책/전자
잡지 대출) 등 교육 콘텐츠의 다각화로 교육에 대한 구성원
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1학기 교육 건수 및 참석자는 총 102건 3,167명이며 2학
기는 총 87건 2,061명으로, 교내 구성원의 자기 주도적
학술정보검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한

적인 예산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학술정보 활용 교육 프로
그램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교내 연구자들로부터 높은 만
족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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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논문작성과 연구윤리 워크숍 개최

교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논

문작성과 연구윤리 워크숍'이 2019년 10월 약 2주 동안 개최되었다. 워

크숍은 연구윤리와 논문 투고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특강과 중앙도서관

이 구독하고 있는 학술 DB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의 특강으

로는 서울시립대학교 황은성 교수가 ‘올바른 논문작성법과 연구윤리’를 진

행하였고, Elsevier Thomas Thayer Publisher가 국제학술지 논문 투

고 전략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 외에도 실제 논문작성에 필요한 표절 예방

프로그램 및 인용/참고문헌 관리 DB(Turnitin, RefWorks)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이 진행되었다.

‘연구력 강화 워크숍’에는 총 165명의 교원 및 학생이 참가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교원 또는 대학원생의 적극적인 참여

(약 90%)로 프로그램을 마감하였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은 학기마다 ‘연구력 강화 워크숍’을 지

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경희대 소속 연구자에게 논문작성

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와 학술 DB 실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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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 맞춤형 학술정보 서비스
중앙도서관에서는 교내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술정보 서비스
를 강화하였다. 2018년 6월부터 연구자의 논문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행연구조
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키워드 설정/검색전략 수립, 결과 문헌 제공 및 검색 리포트 피

드백 등을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총 50건의 선행연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신청건수가 61% 대폭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총 4회(학기당 2회)에 걸쳐 ‘연구학습지원 가이드’를 연구자 개인 메일로 배포해 연

구/학습에 필요한 핵심 학술정보서비스를 안내하였다. 가이드 콘텐츠 확대에 따라 2019년
방문 통계가(총 4,539회)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Libguides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https://library.khu.ac.kr/seoul/ResearchNews/) 이

전에 발행된 가이드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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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희대 최윤희 사서 SCIE급 저널에
논문 게재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최윤희 과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
지 간호대학 정연희 교수 연구실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 논
문 투고 스터디에 참여했다. 그 결과 간호학 분야의 SCIE급 국제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Nursing>(IF: 1.972)에 공동 저
자로 게재되는 성과를 이뤘다. 논문 제목은 “Comparisons of
laboratory results between two blood samplings:

Venipuncture versus peripheral venous catheter-A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로, 공동 저자는 경희
대 간호학과 정연희 교수이다.

최윤희 과장은 논문 게재 과정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의 필수 항목인 'Search
Strategy' 수립과 기록을 담당하였고, 학술 DB별 배타적 검색 필드 점검, Mesh 통제어
검색 전략 수립, 선행연구자료 조사 수집 등을 맡아 진행했다. 새로운 도서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연구사서로 활동함으로써, 경희대학교가 대학도서관 연구학습지원 서비스 분야의
선제적 혁신을 추진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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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컨시어지시범서비스‘LibOn’ 실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과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우리 도서

관은 온라인 컨시어지 서비스(LibOn)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의

Libguides 모듈 중 LibChat 기능을 활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 위젯을 적용하였다. 시범서비스

를 위하여 5명으로 이루어진 TFT팀을 구성하였고, 학술연구지원팀과 학술서비스팀 직원을 한 명씩

매치하여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하도록 운영

하였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으로, 이용자들은 해당 시간에 담당 사서가

LibOn에 접속하고 있으면 도서관 홈페이지의 ASK US 위젯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여 도서

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서가 접속하지 않은 시간의 질의는 ASK US 게시판으로 접수되어

이메일을 통하여 답변을 제공받는다.

시범운영기간은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2

월 21일까지로, 총 85건의 LibOn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ASK US 게시판을 통한

질의 대비 LibOn 질의 응답 비율이 상승세를 보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33건의 만족도 결과는 4점 만점에 3.91점으로 매년 실시하는 도서관

만족도 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

LibOn 시범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도 이와 같

은 언택트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정규 서비스로 운영하며 시간대별⋅요일별 통

계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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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서관 문화행사

제50회 작은음악회

“Listen to the sound of spring”

-일시: 2019.5.15.(수) 낮12:30

-장소: 중앙도서관1층로비

-출연진: 음악대학오케스트라30명

[지휘: 강석희교수]

제45회독서토론회

“과학의눈으로본우주, 세상, 인간”

-일시: 2019.11.06.(수) 15:00

-장소: 중앙도서관컨퍼런스룸

-초청: 김상욱물리학과교수

2019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일시: 2019.11.07(목)~08(금)

-장소: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

-영화: 제8요일, 다빈치코드,   

메멘토,우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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