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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제로 운 되는 주제별 자료실과 폐가제로 운 되는 서고자료신청대로 구분 운 하고 있
으며, 신속하고효율적인이용안내와참고서비스를위하여정보봉사실을운 하고있다.
이용대상자는 18세이상이며, 18세미만이라도대학생및근로청소년, 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자에한하여입관을허용하고있다. 이용자는개인휴대품을물품보관함에보관한후이용
증을발급받아입관한다. 
이용증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여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용증의 종류

에는일일이용증과정기이용증이 있다. 일일이용증은도서관을자주이용하지않는이용자에게
발급하며퇴관시반납하여야한다. 정기이용증은도서관을자주이용하는이용자에게발급하며
이용자가 소지하고 다닐수 있다. 이용증을 통하여 나온 통계는 자료의 구입, 정리 등에 이용되
며, 이용자등록을 한 이용자에게는 SDI서비스, 도서관웹진, My library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증을 사용하면서 자료를 대출 신청할 때 마다 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반복 기재할 필요없이, KORIS에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손으
로작성하던자료신청서가없어졌다. 
입관한 이용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소장자료의 사진촬 을 원할 경우 각 자

료실에설치한접사대를이용할수있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디지털 참고서비

스를실시하고있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며, 오후 10시까지 정보봉사실에서 야간도

서관을 운 하고 있다. 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기타 관
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날이다
2005년 도서관 개관일수는 329일이며, 도서관의 총 이용자수는 1,127,890명으로 1일평균

2,985명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을 이용하 다. 이는 2004년 328일 개관, 이용자수 1,017,060
명, 1일 평균 이용자수 3,100명과 비교하여 약 0.4% 감소하 는데, 그 이유는 우편복사, 웹서
비스등도서관에직접오지않고도서관자료를이용할수있으며, 이용증운 시스템을통하여
이용자의입·출입정보가관리되기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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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자료신청대는 2001년이전 동양서와 2002년이전 서양서를 소장하며 폐가제로 운 하고
있다. 2005.2.26~3.8(25일)에걸쳐주제별자료실과년도자료를 15만여책을서고로이동하여,
작년대비 15만여책이추가로증가하 으며총소장량은885,711책이다.
또한 2005년도 12월부터는 이용자들이“도서관이용증”을 활용하여 일일이 열람표를 작성하

지 않고 자료검색과 대출신청을 동시에 함으로써 서고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
게되었다. 
2005년의 1일 평균 자료이용은 291명/ 568책이며, 2004년 8월부터 실시한 토요일 예약자료

이용은 1월평균 178명 / 447책이다. 

정보봉사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참고서비스와 직접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모든
질문 및 전화, 팩스를 이용한 소장정보검색 및 각종 도서관 이용문의에 답변함으로써 도서관이
용자에게 참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각 분야의 주요 질문을
축적하여주제전문사서의참고상담서비스를지원하는Pathfinder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외국의 개인 및 도서관과 협력하여 국제상호대차 및 국제참고상담서비스 업무를 실시하

고있다.

가. 참고상담서비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이용자를 비롯하여 전화, 서면, E-mail, 팩스로 접수되는 이용자의 질
문에 대하여 국내외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Web-DB, 원문정보 등 도서관소장정보
를이용한오프라인참고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 정보봉사실은 변화하는 인터넷정보환경에 적합한 참고상담서비스를 강화

하여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참고서비스에 주력하 으며, 인터넷지식검색서비스를 제공
토록하는전문지식검색서비스를수행하 다.
2005년에 정보봉사실에서 제공한 참고질의응답 처리 건수는 모두 190,105건이며 1일 평균

577건의 상담업무 가운데 디지털레퍼런스서비스 61건, 인터넷 지식검색서비스 10,018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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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 으며이용자의질문을통하여작성된Pathfinder 320건을축적하 다. 

나. 국제상호대차 및 국제참고상담서비스 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외국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 등과 국제상호대차 업무
를수행하고있으며학술조사및연구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외국기관으로부터국내출판자료
의자료대출·원문복사 요청시이를제공하고, 국내미소장자료를외국도서관에자료대출·원
문복사를요청함으로써 상호간의학술적협력관계를통하여서비스를운 하고있다. 국제상호
대차업무는 도서관업무조정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정책자료과에서 주제정보과로 이관·운
됨으로써 각과의 창구역할을 하게되었다. 2005년에 접수된 문헌 복사 요청은 총 11개국 21개
처 108건이었다.
국제참고상담서비스는 2005년에 싱가폴국립도서관 등 5개국으로부터 5건의 참고 질의가 접

수되었으며, 질의내용은국립중앙도서관의2006년도국제회의에대한관심으로우리도서관의
도서관정책및디지털도서관관련문의등도서관전반에걸친질문답변이주를이루었다. 

다. 야간도서관운

야간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 운 하는 제도로서 야간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용자가각주제별자료실에서필요한자료를대출받아정보봉사실에서 이용하거나, 개관시간에
도서관을이용할수없는직장인등을대상으로서비스를운 함으로써 13시간자료이용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야간도서관의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봉사실에서 자료예약신청서비스를 실시

하여이용자가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 전화, 팩스, E-mail을 통해 자료를 예약신청하여 이용
할수있다

2005년도야간도서관이용은이용인원21,795명, 이용책수 51,508책이제공되었으며, 이는
1일평균 95명의이용자가224책의자료를이용하 다

라. 우편복사서비스



2005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60

우편복사서비스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 할 수 없거나, 시간이 없는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전화, 팩스, E-mail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 자료복사를 신청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
하여 배달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복사대상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장서로서 국립중앙
도서관복제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저작권범위내에서 복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5년도에
는학위논문실이개실·운 됨에따라우편복사서비스도더욱증가하는추세를보 다
2005년도 우편복사서비스 신청은 2,159건, 이용책수는 4,713책으로 1일 평균 9건 20책의

서비스가이루졌다. 

마. 장애인서비스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전용열람석을 마련하 으며, 저시력인을 위하여 저시력인용
확대독서기를설치함으로써도서관자료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있다.
또한 점자도서를 서고자료신청대에 비치하여 장애인들이 점자도서를 신청할 경우 자료의 주

제와관계없이 1층에서바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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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 및 형태를 고려하여
나누어져 있으며 개가제 및 폐가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개가제 자료실은 주로
단행본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정보봉사실, 어·문학실 · 문헌정보학실, 인문과학실, 사회과학
실, 자연과학실이다.  또한개가제와폐가제로병행운 되는자료실은동북아자료실, 연속간행
물실, 신문자료실, 정부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고전운 실, 학위논문실이며자료실의층별배
치는다음과같다. 

【 자료실 배치 】

가. 주제별자료실

1) 어·문학실·문헌정보학실

2005년 4월에 문학자료실과 어학·문헌정보학·북한·특수자료실에서 어학과 문학,문헌정
보학자료만을구분하여어·문학실·문헌정보학실로새롭게통합운 하게되었다.
어·문학자료는 국내서는 2002년 이후 서양서는 2003년 이후에 발간된 단행본을, 문헌정보

학 자료는 국내서는 2002년 이후 서양서는 2003년 이후에 발간된 단행본과 함께 문헌정보학
과관련된연속간행물, GP자료, 실시간자료를비치하여개가제로운 하고있다. 
어·문학실·문헌정보학실은 어·문학 관련자료 37,065책, 문헌정보학 관련자료로 단행본

1,875책과‘공공도서관소식지’등 실시간 열람자료 155종 1,691책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
며 매년 늘어나는 장서수로 부족한 서가의 공간 조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년도자료를 서고

자료실명 위 치 부대시설

정보봉사실, 서고자료신청대 1층 복사실
어ㆍ문학실ㆍ문헌정보학실, 동북아자료실 2층 복사실(문학자료실)

연속간행물실
3층

복사실(연속간행물실)
정부간행물실(국제기구 기탁자료), 신문자료실 접사대(연속간행물실, 신문자료실)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실 4층 복사실(자연과학실), 접사대(인문ㆍ자연과학실)
디지털자료실 5층
고전운 실 6층 복사실
학위논문실 7층 복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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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동하는작업을하고있다. 
2005년 4월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하여 디지털 레퍼런스를 시범

실시하 으며, 어·문학실 17건, 문헌정보학실 14건의 레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하 다. 2005년
어·문학실·문헌정보학실의 1일평균이용자수는477명이었다.     

2) 인문·사회·자연과학실

인문·사회·자연과학실은 2002년 이후 국내서와, 2003년 이후에 발간된 서양서 단행본을
비치하고개가제로운 하고있다.
인문과학실은총류(문헌정보학제외), 철학, 종교, 예술, 체육, 역사, 지리관련자료45,394책,

사회과학실은 경제, 사회, 정치, 행정, 교육, 민속, 국방 등 관련자료 46,933책, 자연과학실은
수학, 물리, 화학, 의학, 공학, 가정 등 관련자료 29,405책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장서수로부족한서가의공간조정을위하여정기적으로과년도자료를서고로이동하
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용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각 자료실에는 이용자가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를알수있는자료열람기가설치되어비치자료의실시간이용현황을파악하고있다.
2005년 4월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의‘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하여 디지털 레퍼런스를 시

범 실시하 으며,  인문과학실이 25건, 사회과학실이 26건, 자연과학실이 12건의 질의에 대한
레퍼런스서비스를제공하 다.     
2005년인문·사회·자연과학실의 1일평균이용자수는 1,118명이었다.   

3) 동북아자료실·특수자료실

동북아자료실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부응하고, 정부 부처의 동북아관련 정책입안활동 지
원및국민의조사·연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50석의열람좌석과동북아관련WebDB 검색
코너, 세미나실을갖추어2005년 6월 20일본관2층에개실되어이용서비스를하고있다.
동북아자료실에는 2001년 이후 동북아 각국 언어로 발간된 국내·외 자료및 북한원전자료,

동북아관련 주요 학술논문 자료, 핵심수집자료, 해외수집 기록물 등 약 32,000책(점)을 비치하
여개가제로운 하고있다.
특수자료실은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서 발행된 자료 1,940책을 폐가제로 관리하며『국립중앙

도서관특수자료취급규정』에의거하여담당사서에게신청하여열람할수있다.
2005년 동북아자료실 이용은 1일 평균 43명 107책이었으며, 특수자료 이용은 연간 100명이

120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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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자료실에서는『국립중앙도서관 외국도서구입계획』에 의하여 일본서, 중국서 위주의 자
료는물론러시아서, 몽골서까지선정범위를확대하여동북아지역장서확충을도모하 다.
또한 국내 동북아정책관련기관 및 연구원, 교수 등 소속원에게 자료실 개실 및 비치자료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홍보하 으며, 비치자료 중 고구려·발해사, 동북공정, 한류, 역사교과서문
제, 독도및동해표기문제등핵심수집자료목록을가지고메일링서비스를실시하 다.
향후 자료의 이용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치자료의 특성과 관련된 분야의 이용자 계층을 개

발해나가야할것이다.

나. 연속간행물실 등

1) 연속간행물실

연속간행물실은 국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자료로 주간지, 잡지, 학술지, 연감류 외 마이크로
필름자료8,042롤을소장하고있다. 자료이용의편의를위하여이용빈도가높은3,120종의최
근 2년간 자료를 개가제로 운 ,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료는 폐가제로 운 하고 있다. 2005년 12월부터는 도서관이용증제도를 시행하여 소장
자료검색 PC에서 온라인으로 자료신청을 받아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료실 내에
복사실이있어자율복사가가능하며, 사진촬 을원하는이용자를위하여접사대를비치하고있다.
한편, 원본자료의 훼손 방지와 보존을 위하여 1983년 이전 학술지를 중심으로 마이크로필름

을제작하고있으며, 자료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마이크로필름자료실을운 하고있다.
2005년말 연속간행물실 서고 소장자료는 56,090종이며 1일 평균 239명이 1,918책을 이용하
다.

2) 신문자료실

신문자료실은4,887종의국내외일간지, 지방지, 전문신문등과마이크로필름자료4,422롤
을 소장하고 있다. 1994년 이후 국내 중앙지와 스포츠, 경제지는 개가제로, 그 이전 국내 중앙
지와 지방지, 기타 신문 등은 폐가제로 운 하고 있다. 1995년 이전 중앙지는 원본자료의 훼손
방지와 구보존을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자료로 이용서비스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마이크
로필름자료실을별도설치하고전담직원배치등이용편의를제공하고자준비중이다.
올한해신문자료실에서는 1일평균245명이 780책(점)을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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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간행물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54석의 좌석을 갖추고 참고상담 및 자료이용 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5년에는 1일 평균 123명 323책을 이용하 고, 국내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

부투자기관에서 발행한 단행, 연속간행물의 1984년 이후 발행한 복본자료 78,908책, 대한민국
관보 마이크로필름 614매, 미국정부간행물제작소에서 제작·배포한 마이크로피시(GPD)
206,662매를제공하고있다.

4) 기탁자료실(국제기구)

정부간행물실에 통합되어 이용되고 있는 기탁자료는 9개 국제기구(UN, FAO, IFAD, WHO,
WMO, WTO, ILO, OECD, ADB)에서 발행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자
료와통계, 연차보고서등8,508책을개가제로운 하고있다. 

【 정부간행물실과 기탁자료실의 자료의 구성 】

자 료 구 성 자 료 내 용 자료수

정부간행물(단행, 연속)

마이크로필름 자료

마이크로피시 자료

국제기구 기탁자료

개가자료 29,847책

서고자료 49,061책

614롤

206,762매

8,508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부기관코드를 부여 받은 국

내 정부기관 발행물(1984년 이후 복본자료 소장)

대한민국 관보(1948~1990)         

미국정부간행물제작소제작·배포한 GPO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연합(UN),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무역기구(WT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탁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역사자료 및 통계, 

연차보고서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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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위논문실 개실 및 운

학위논문관이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기능이전환됨에따라학위논문관자료를본관으로
이관하여2005년8월1일부터학위논문실(본관7층)을개실하여자료이용서비스를제공하 다.
학위논문실에서는 국내외 학위논문자료 810,699책이 이용 서비스되며 2003년 이후 자료는

개가제로, 2002년 이전 자료는 폐가제로 운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국회도서관
에서 구축한 학위논문 원문DB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토록 하 다. 주말에는 개가제 자료를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폐가제 자료(2002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예약제를 통하여 주
중(월~금)에예약후이용할수있다.
8월 1일 개실이후 이용자수는 32,555명, 이용책수는 174,635책이며 1일 평균 234명이 이용

하 다. 2005년 1월부터6월27일까지의이용자수는99,749명, 이용책수는407,025책이었다.  

라. 디지털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은 CD-ROM, DVD, 비디오/오디오 녹음자료, 비디오/오디오 CD 등 각종 멀티
미디어자료와 외국어 향상을 위한 위성방송, 종합 상음향실을 통한 상물과 음악 감상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인터넷검색, 국내외 학술 Web DB 및 전자저널, e-Book 등 다양한 온라인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멀티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과 전자도서관적 기능을 갖춘 디지털 종합공간으
로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소장자료

총462,744점으로 카세트테이프를 비롯하여 전자저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매체로 구성
되어있는데, 주로납본자료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부구입한외국자료도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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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자료 내역 】

이중카세트테이프는어학학습자료가주종을이루며대부분책자로된교재와카세트테이프가
함께이용되어야하는자료로최근에는오디오디스크형태가추가된자료도상당수에이른다.
소장자료는 연평균 46,000여점씩 증가하고 자료의 물리적 형태가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웹버

전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2) 시설및설비

총면적은 787평(2,602㎡)으로 열람공간 422평(1,395㎡), 서고 302평(998㎡), 사무실, 기계실
63평(208㎡)으로구분되어있고, 좌석수는장애인석 14석을포함하여모두271석이다. 
코너별로제공되는기기및좌석수는다음표와같다.

매 체 자료수(점) 매 체 자료수(점) 

카세트테이프 113,103 컴팩트디스크 37,499 

비디오테이프 112,653 음반 7,716 

레이저디스크 1,443  플로피디스크 3,840 

CD-ROM  60,745 CD-I 181 

CD-G      62  비디오CD  5,014

DVD 44,071 기타 76,417

합 계 : 4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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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 및 서비스 】

PC정보코너운 은하드보안소프트웨어와 서버에서원격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을통해관
리하고있다.
디지털자료실의 모든 기자재를 중앙 통제하는 네트워크시스템(ATM), Web서버, CD-Net서

버, 좌석예약시스템서버, VOD서버, 유해사이트 차단서버, 한번역을 위한 서버와 기계의 냉
각·재열·가열·제습·공기여과기능을 갖춘 항온 항습기 및 무정전시스템(UPS)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용편의를 위한 대형 에어컨(2대), 소음방지용 카페타일 등을 설치하 으며, 이용자들

의 자료대출 대기시간 단축과 자료이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송관 및 컨베이어 시
스템을설치·운 하고있다.  

CD-I 3 -

DVD 13 1

LAB 20 2

LDP 4

VTR 8 1

위성방송 3 -

위성방송
24 -

(공청)

종합 상
58 -

음향실

실시간자료실 17 -

Multimedia 20 2

Database 34 4

자료편집 10 -

인터넷 36 4

Laptop
8 -

13 -

계 271 14

CD-I Player / 비디오CD,오디오CD 이용

DVD Player / DVD 이용

종합어학기기 / 각종어학Tape 및 CD

LDP / 레이저디스크 이용

VTR / 비디오테잎 이용

SkyLife 시청 / 60여개 채널

PDP TV(1대), 위성방송수신기기(1세트)
/ 어,중어,일어 방송수신

프로젝터(1대), AV기기(1세트) 
/ 화 및 음악 감상

어학잡지, 각종 어학사전 이용

네트웍 PC / VOD 및 각종 CD 이용

네트웍 PC / 원문DB, web DB, CD-Net 
이용 및 출력

PC / 문서편집 및 출력

PC / 온라인 정보 검색

유선랜 / 개인노트북 이용

무선랜 / 개인노트북 이용

멀티미디어
이용코너

자유이용
코 너

PC 

정보코너

코너 종류 코너명
전체좌석수 노약자 및

이용기기/서비스(석) 장애인좌석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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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DVD를 비롯한 각종 비도서자료와 데이터베이스, VOD 등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정
보서비스, 기타종합 상음향실이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소장자료이용서비스
비도서자료는 1종 2점을납본받아원본은보존관에서 구보존하고, 복본은자료실내서고

에 비치하여 폐가제로 운 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실 예약PC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있는‘디지털자료실예약’을 통하여 이용 할 좌석/자료와 시간을 예약한 후 해당코너에서
이용할수있다.

(2) 온라인정보이용서비스
온라인정보이용코너는디지털자료실예약PC를통해예약후이용하거나국립중앙도서관홈

페이지내에있는‘디지털자료실예약’을통하여좌석및시간을예약할수있다. 
온라인정보 이용코너는 총 100대의 PC를 통해 학술 DB, VOD, 인터넷검색, 문서편집 등 다

양한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는 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

하여 구축한 원문 DB 32만여책 ②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
로 민간구축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한국학 및 학술지 등 DB
④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서비스를 위하여 구독하고 있는“북한과학기술통보”전자저널 등 해외
학술 DB 30종 등이 있으며, 이외에 소장자료 중『한국산업규격』등 이용률이 높은 CD-ROM
자료를CD-NET을통해네트워크로제공하고, 이용률이높거나문화적학술적가치가높은자
료를VOD(주문형비디오)로제공하고있다. 

무료 학술 테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URL을 링크시켜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정기
적인업데이트로최신성을유지하고있다. 특히, 장애인및노약자들을위하여디지털자료실전
좌석의 10%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 설치와 개별 이용자의 신체 특징과 장애에 맞게 각
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조절용 키보드(Adjustable Keyboard), 발로 조작하는 발 마우스
(Nohands Mouse), 헤드 포인터(Clear-View Headpointer) 등 컴퓨터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 11종이 비치되어 신체가 불편하거나 부자유스러운 이용자들도 도서관 자료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프로그램과 약시자를 위한 모니터확대
프로그램등도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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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봉사

4) 자료실환경개선

2005년 한 해 동안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실 환경 개선으로는 종합 상음향실의 A/V
시스템 장비 수리와 스피커의 케이블선 교체로 화질·음향을 개선하여 화·문화·다큐멘터
리등의 상물상 을주2회에서5회로확대하여운 하고있다. 
위성방송코너수신용PDP TV 및 DVD콤보플레이어교체로선명한화질제공과온라인PC코

너의 소프트웨어(Microsoft office2003/한 2005)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설치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자료실 운 과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브로슈어를 제작
하여배포하고있다.

5) 이용현황

2005년 한 해 동안 디지털자료실의 이용자 수는 219,591명으로 하루 평균 667명, 대출 자료
수는 145점(책)이이용되었다.
자료실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코너별 최대 이용시간을 제

한하고 있으며 자료실이용은 좌석예약시스템에서 좌석/자료 및 이용할 시간을 이용자가 직접
자유롭게예약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가. 서고자료신청대 사무실 환경개선

서고자료신청대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5명)과 보조요원(비정규직/4명)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을 2004년 12월 O/A사무실로 새로이 개선하고, 복사기, 사물함, 회의테이
블등업무에필요한비품을갖추고편리하고깨끗한근무환경으로개선하 다.

나. 서고자료신청대 전광판 교체

서고자료 이용자에게 대출 신청한 자료가 서고자료신청대에 도착하 음을 알려주는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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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을2005년 12월에새로이제작·설치하 다.
이전광판은업무의효율성및정확성과기기의견고성, 호환성등을제고할수있도록제작하
다. 즉 수작업으로 대출 신청자 이름을 기재하여 표출하던 것을 KOLIS와 연동하여 신청자

성명이 전광판에 자동 표출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출업무 수행할 수 있게 되었
다. 기기는 이용자가 표출내용 확인이 편리하도록 기존 모듈보다 크게 제작하 으며, 자체의
크기및모양, 그래픽등을다양하게표출할수있어홍보용전광판으로도활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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