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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법학과법학과법학과법학과 교수교수교수교수 오바마오바마오바마오바마 대통령대통령대통령대통령



The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89명의명의명의명의 노벨상노벨상노벨상노벨상 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



The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겨울겨울겨울겨울



• 1890년에 세워진 사립대학 (존 록펠러 재단이 건립)

• 학생 수 (학부: 5100명, 대학원과정: 10,000명)
• 교수진과 학생 비율 (1 : 5) 

The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 교수진과 학생 비율 (1 : 5) 
• 4학기제 (Quarter system)
• 연구중심대학- 인문 사회과학 중심

전문대학원 (의대, 법대, 경영대, 행정학, 사회복지)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시카고 대학 도서관



• 1912년 첫 중앙도서관 건립 (Harper도서관)
• 1970년 현 중앙도서관 건립 (Regenstein도서관)
• 그외 4개 분과 도서관– 법, 과학, 수학, 사회복지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 그외 4개 분과 도서관– 법, 과학, 수학, 사회복지
• 2012년 자료보관소 도서관- (Mansueto 도서관)
• 총 장서수 1200만권
• 도서관 직원수 74 (전문사서), 177 (직원)
• 총예산 360억원 (장서 구입비 200억원)
• 도서관장: Brenda Johnson, University Librarian 



Harper Memorial Library (하퍼하퍼하퍼하퍼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Regenstein Library (레겐스테인레겐스테인레겐스테인레겐스테인 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



분과 도서관들(법학, 과학,수학,사회복지)



Joe and Rika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 도서관만수에토 도서관

(자동지하 저장서고)



• 늘어나는 장서 수의 공간확보
• 350만권 수용가능한 보관소 용도

만수에토 도서관 설립 배경
Background Information

• 350만권 수용가능한 보관소 용도
• 시카고 대학의 교수진과 학생들의

적극적 의견수렴 후 캠퍼스 내 설립계획
• 총 공사비용 820억원
• 7년에 걸친 플랜 및 공사기간



25 Libraries that Changed the World

(Online Education Database )

25. Joe and Rika Mansueto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boasts the very first almost 

fully automated library, which stands poised to 

revolutionize the industry and completely change the 

role of library science professionals over time.”

도서관계의도서관계의도서관계의도서관계의 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 변화변화변화변화! 



• 지하 폐쇄식 서고 (Underground storage facility) 

• 도서관 책들은 철재박스에 정리보관

만수에토 도서관

• 도서관 책들은 철재박스에 정리보관
• 이용자가 학교 웹페이지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대출신청하는 순간 자동로봇시스템이 작동
• 로봇 크레인이 책을 찾아와, 수 분내에

폐쇄서고에서 대출대 (Circulation desk)로 옮김



• 더 많은 장서 보존 공간 확보
(개방형서고에 비해 1/7정도 공간만 사용)

만수에토 도서관 장점

(개방형서고에 비해 1/7정도 공간만 사용)
• 더 나은 환경에서 장서보존

(온도, 습도 / 화재, 홍수)
• 효율성 (시간)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Joe and Rika Mansueto 기증자 (250억기증)

모닝스타 CEO (투자분석 리서치회사)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타원형의 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 건물 상반부의 유리돔

• 지하 5-6층의 폐가식 서고 (350만권 소장가능)

• 첨단 로봇 시스템의 관리방식 (ASRS)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 첨단 로봇 시스템의 관리방식 (ASRS)

(Robot arm이라 불리는 5대의 크래인을 이용
한 자동 검색 및 저장시스템)

• 크기에 따른 분류 방식: 청구번호 (x), 바코드(o)

• 책 신청에서 대출까지: 약 5분소요



테크놀러지 + 디자인테크놀러지 + 디자인
(지하로봇 도서관)



Mansueto LibraryMansueto Library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

(자동 보관 / 회수 시스템 )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Robot Arm (로봇 팔)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다른 산업에서도 사용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

자동 창고 시스템

•자동차 회사 Ford 와 GM의 신 차들 보관할 때
•Chicago Tribute (신문사)에서 신문을 정리할 때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서고지하서고지하서고지하서고 Robot armRobot armRobot armRobot arm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지하지하지하 서고서고서고서고 ((((철재철재철재철재 bin)bin)bin)bin)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지하지하지하 서고서고서고서고 ((((철재철재철재철재 bin)bin)bin)bin)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지하지하지하 서고서고서고서고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지하지하지하 서고서고서고서고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지하지하지하 서고서고서고서고



1. 대출신청 –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그 정보가
자동적으로 디매틱 시스템으로 이동, 어느 구역, 어느 선반,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자동적으로 디매틱 시스템으로 이동, 어느 구역, 어느 선반,         
빈 (철재박스) 에 위치해있는지 파악

2. 서적인출 -프로그램화 된 시스템에 의해 크래인이 책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 빈의 손잡이를 들어올려 대출대가있는 승강기로 옮긴
다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3. 대여 – 책이 담긴 빈이 대출데스크로 도착하여, 책을 스캔하면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이 대출신청자에게 준비되어있다는 이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3. 대여 –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이 대출신청자에게 준비되어있다는 이
메일을 자동발송함. 대출신청에서 대여까지 소요시간은 5분

4. 반납 – 책이 반납된 후 유사한 크기의 빈을 호출하여 스캔후 다시
저장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 도서관)



• 오래된 정기간행물
• 전자북 또는 전자저널들의 포맷으로 같은 내용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서고에 저장하는 책들의 종류)

• 전자북 또는 전자저널들의 포맷으로 같은 내용
의 책이 있는 경우

• 5년 간 한 번도 대출을 안한 책들
• 온도, 습도 조절이 필요한 고서들
• 그외 주제전문사서들이 보내는 경우 (큰 set등)
• * 열람 혹은 대출이 적게 되는 책들 중심으로 소장



테크놀러지 + 디자인테크놀러지 + 디자인
(지하로봇 도서관)



• 2006년 1월: 시카고 대학이사회 도서관건립결정
• 2008년 5월: 건축가결정, 도서관 디자인,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타임라인

• 2008년 5월: 건축가결정, 도서관 디자인,                 
건축설계도 완성 예산승인

• 2008년 9월- 2011년 5월: 건축공사
• 2011년 6월-9월: 책 운반 (10만권) 
• 2012년 10월: 공식개관식

총총총총 약약약약 7777년의년의년의년의 기간기간기간기간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Helmul Jahn, 총 책임 건축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타원형: 기능, 가격 측면에서 우수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중앙도서관과의중앙도서관과의중앙도서관과의중앙도서관과의 연결통로연결통로연결통로연결통로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일층일층일층일층 내부내부내부내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일층일층일층일층 내부내부내부내부
180180180180개의개의개의개의 좌석좌석좌석좌석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이용자를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Mansueto Library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일층일층일층일층 지하서고지하서고지하서고지하서고 oversize binoversize binoversize binoversize bin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도서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도서대출에서 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반납까지)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지하서고지하서고지하서고지하서고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투어투어투어투어



2015201520152015년년년년 5555월월월월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가을가을가을가을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눈눈눈눈 오는오는오는오는 날의날의날의날의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발렌타인발렌타인발렌타인발렌타인 데이데이데이데이 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만수에토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jeeyoungpark@uchicago.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