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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기념도서관 소개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개관 
Underwood Memorial Library, UML 

 
        규모 
      
                층고   
                     지하 1층 ~ 지상 7층 (8개층)                                             
                연면적   
                     11,172m2 (3379평), * 지하 보존서고 1,374m2 (416평) 별도 
 
 

        Concept 
  
             RC Library   
                       학습과 생활의 통합 
                  Campus knowledge HUB   
                       연세인의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 
                Smart Library   
                       가구,시설,서비스에 IT/SNS기술 접목, UX디자인 최적화, Mservices 구현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Residential College(RC) 교육환경과  

창의·융합의 교육목표를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설계 ” 



 
      공간 기획  
              
             Creative incubator  
                     창의적인 영감을 얻기 위한 사색과 창조의 공간 
 
             Knowledge Growth Space  
                    지식과 정보를 통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공간 
 
             Mature Knowledge Space  
                    학습과 교육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재창조 및 성숙의 공간 
 
             Open Communication Space  
                    성장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며 지식과 정보가 공유, 전파되는 공간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개관 
Underwood Memorial Library, UML 

 “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열람공간 ”  



8만8천 

230만  

UML 자료 
연세대학교 전체 도서관 자료 

2015.11 기준 
(단위: 책) 

UML 자료 보유 현황 
신촌 학술정보원과 UML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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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교육환경과 RC 



 
    학생들에게 단순히 거주공간인 Residence Hall을 생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체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양육하는 세계 명문형 교육프로그램 

RC 

Residential College (RC) 
선진 명문형 교육 모델 

Residential College (RC)  



• 캠퍼스 시험 가동 
 

• Pilot Program  

2010. 3 
국제캠퍼스 개교 

2011. 3 
정규 학위과정 개설 

2013. 3 
RC교육프로그램 부분 가동 

2014. 3 
RC교육프로그램 본격 가동 

2011. 3. 9  
국제캠퍼스 임시도서관 오픈(9천여 장서) 

• 약학 
• 글로벌융합공학 
• UIC UD계열 
• 의예/치의예 
• 자유전공 
 
• UIC-아시아/테크노아트 

추가 개설 (2012. 3) 
 

• 공과대학 
• 문과대학 
• 간호대학 
• 교육과학대학 
• 간호대학 신입생 
 
        (약 2,400여 명) 

• 1학년 신입생 전체 RC
교육프로그램 가동 
 

        (약 2,400여 명) 

국제캠퍼스 개교와 RC 교육 프로그램 
2014년, 본격적인 RC교육 시작 



                       

주체적이
고 민주
적인 공
동체 형
성 

Communication 

Convergence  

Culture Diversity 

Christian Leadership 

Creativity  

“ 5C 함양 인재 육성 ”               

Residential College 전망과 목표 
5C 함양 인재 육성 



RC 교육원 
원장 

RC 교육원 
운영위원회 

ERF 
(English 

Residential 
Fellow) 

RC 행정팀 

RM 
(Residential 

Master) 

RA 
(Residential 
Assistant) 

언더우드기념도서관 
 

RC Library 

RC 교육 운영주체와 도서관 
RC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UML, RC Library! 



ERF 

• 공통기초, 필수∙선택교양 

채플/ 기독교의이해/ 글쓰기/ 대학영어 

• Holistic Education(HE) 

• Yonsei RC101 

• RC자기주도 활동 

• RC English Reading & Discussion 

• 전체 프로그램 

         학술제/ 문화∙예술제/ 체육제 

• 하우스 프로그램 

        12개 하우스 프로그램* 

 

‘ 공동체 의식 함양 ’ 

RC 교육 개설 교과과정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한 융합형 인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과과정 

기초∙교양교육  RC 교과과정 RC 비교과과정 

‘Creative’ 
창조적인 활동 

‘Leadership
’ 
리더십 발휘 

‘Empathy’ 
공감대 형성 



RA 

       RC 운영을 위한 구성단위 
 
      12개의 RC 하우스가 각기 다른 Theme로 구성 
  
       하우스 당 약 300명의 학생들로 구성 

RC 하우스  
개성 있는 Theme로 이루어진 12개의 RC 하우스(HOUSE) 

RC 하우스 



RA 

이원철하우스  
‘빵은먹고다니니’ 

RC 하우스 프로그램 
RC 하우스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리스톨레하우스  
‘International Potluck’ 

치원하우스  
‘아침에 과일’ 

청송하우스  
‘솔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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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RC 교육 지원 서비스 



도서관의 RC 교육 지원 서비스 방향 
학부 신입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 
 
    학부 신입생 약 4000 명 

 서비스 방향 
 
     교양, 전인 교육 지원 서비스 

               학부 신입생에게 적합한 자료 구입 및 컬렉션 기획 

               흥미로운 독서, 문화 이벤트 마련 

               

     하우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 서비스 

               하우스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 지원         



창의열람서비스 
창의적 사고를 위한 특별한 공간. RC 교육을 받는 신입생을 위한 특별관리 컬렉션 운영 

Creative Reading Room 창의열람실 
 

       일반 열람실과 차별화된, 다양하고 자유로운 열람공간 

               사색소파 ‘팡세’, ‘한반도 소파’, ‘지식인의 창’, Art Gallery 
 

       특성화된 자료와 서비스 

               신입생의 RC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관리 컬렉션 구성 

               강의도서, 신간도서, 사서추천도서(북스포유), 기획 전시서가 운영   

 



창의열람서비스 
창의열람실에는 9개의 컬렉션이 있다! 

5800 

4335 

788 

1665 

589 

461 
380 

137 

67 

2015.11 기준 

(단위: 책) 

강의도서 

신간도서 

교양영어교재 

SIT연구도서 

RC추천도서 

여행도서 

한국문학번역도서(KLT) 

참고도서 

북스포유 



창의열람서비스 
주요 컬렉션 1 

‘기본강의도서’  
        국제캠퍼스 개설 강의의 주∙부교재, 참고문헌, 과제도서 모음  

       ‘지정도서(하루대출)’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별도 운영 
 
‘신간도서’   
        최근 입수 도서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리 서가에 전시 
 
‘한국문학번역도서(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각국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작품으로 구성 
 
‘지식인의 창’ 

        동서고금의 지식인을 그들의 저작물, 동영상 등과 함께 소개 

  



창의열람서비스 
주요 컬렉션 2, RC 추천도서 컬렉션! 

‘RC 추천도서’ 컬렉션 
 

          학부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51종 

          RC교육원과 협력하여 ‘RC추천도서위원회’ 구성 

          2015년 3월, ‘RC 추천도서 목록집’ 첫 발간 후 서비스 시작 

          밤샘 책 읽기, RC 학술제 등에 활용  



8222 

87 
948 

1190 일반 미디어 

지정미디어(3시간이용) 

RC 미디어 

Great Courses 동영상 강의 * 

멀티미디어 서비스 
RC미디어 컬렉션, 영화 드라마 인기 DVD는 1박2일 관외대출도 가능! 

RC 미디어  

*Great Courses 동영상 강의  
과학, 수학, 역사, 문학, 음악,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강연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원어 강의 컬렉션. 
세계 유수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직접 시청할 수 있다. 
 2015.11 기준 



멀티미디어 서비스 
ART Gallery, 정기영화상영 

‘ART Gallery’ ‘정기영화상영’  

         RC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풍부한 문화 생활을 지원 



멀티미디어 서비스 
UML에는 미디어 제작실/편집실도 있다. RC 프로그램을 위한 동영상 제작, 편집도 자유롭게! 

미디어 제작실        

        무비/포토 스튜디오 및 오디오 부스, 편집장비를 갖춘 미디어 제작실 

 

미디어 편집실 

        6mm HDV Tape과 파일로 각종 영상 편집이 가능한 편집실 

 



     특징   

         터치패널. 자료가 있는 서가에 위치. 

         연세인들만의 BookSNS YonBook 앱과 인터랙션 
             

     주요 서비스 

          Menu : 신착자료, Librarian’s Pick, Hot 100 

          Librarian’s Pick : 사회∙교육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 선정 후 관련자료 전시 

북스포유 Books for You 
사서와 이용자가 자료를 중심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 



        주요 서비스 

             윤동주 하우스 독서토론프로그램 ‘독&Talk’ 지원 

             회차별 주제에 맞는 테마도서 전시 2015’ 2학기 주제 

                   ‘연애’ ‘욕망’ ‘관계’ ‘연애의 심리’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주제 선정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UML event 
UML 밤샘 책 읽기, The Phantom of the Library 

‘UML 밤샘 책 읽기, The Phantom of the Library’ (2014.10/ 2015.1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UML event 
UML 밤샘 책 읽기, The Phantom of the Library 

‘UML 밤샘 책 읽기, The Phantom of the Library’ 후기 

후기 1 
송도에서 친구들이랑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며 동시에 개인적으로 읽고싶었던 책을 선물로 받다니😊☺ 
평소 불금과 다른 따뜻한 금요일 9시 30분이면 닫았던 언기도에서 2nd Phantom of the Library💕 
 
후기 2  
미적 시험이 끝나면 어차피 세 시까지 핸드폰이나 뒤적이다 늦게 잠들고 또 늦게 일어난다. 어차피 밤 새면서 시간 보낼 거 
이번 미적시험 후에는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 하여 행사에 참여했다. 
그래도 늦은 시간에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이 책 저 책 뒤적이고 또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경험이 새로웠다. 
사실 중간에 있는 강연은 RC강연처럼 강연자 님께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실 줄 알았는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정말 즐길 수 있었다. 게스트로 초대된 학우분의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었다. 전공 분야가 아닌 관심 분야에 그런 열정을 쏟
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8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다. 이런 저런 행사를 하다 보니 벌써 기숙사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책을 생각보다는 많이 
읽지 못해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8시간동안 인터넷 세상(?)과 단절되어 아날로그의 세상에 있어 참 좋았다. 학생들 졸 
때도 항상 깨어서 행사 진행해주시던 사서 선생님들과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후기 3  
도서관이 이렇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게 정말 새롭고 좋았어요~💕 
오랜만에 여유롭게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면서 많이 느끼고가요!! 
2년째 오는 언기도는 사랑입니다😍😍😍 
 
후기 4 
좋은 영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만적인 밤이었습니다! 

                         - 출처 : UML facebook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UML event 
UML 북 콘서트, ‘Midnight in UML’ 

‘RC 추천도서’, 클래식 음악을 만나다 ‘Midnight in UML’ (2015.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UML event 
저자와 함께하는 독서토론클럽, 김중혁 작가와의 만남 

김중혁 작가와의 만남 ‘상상력,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2014.5) 



30 

4 
향후 서비스 방향 



마치며 
Residential College(RC)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신생도서관의 과제 

향후 서비스 방향  
 

 
         주 이용자층인 신입생에 맞는 적극적인 주제장서 개발 및 기획수서 필요 
 
          RC 교육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필요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서문화이벤트 마련 
 
          RC 교육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기숙사(House) 프로그램 지원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