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이용안내교육 



도서관 소개 1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관 소개 

 1982년 개관 

 1999년 학술정보관 준공 

 지상 6층 규모 

 수성캠퍼스 분관 동시 운영 

 연간 이용 통계(최근 5년 평균) 

27만여 명 5만여 건 



국내서 : 약 465,000 권 

국외서 : 약 112,000권 

연속간행물 : 371종 

도서자료 

CD/DVD : 약 13,000점 

VIDEO TAPE : 3,195점 

비도서자료 

전자저널 : 9,338종 

학술DB : 4,034종 

전자책 : 21,443권 

오디오북 : 1,890종 

전자자료 

E-Learning : 150종 

장서량 

*2017년 기준 

577,000 16,000 37,000 



도서관 시설 안내 2 학술정보원 



사무실 도서의 수서 / 정리 / 행정 업무 공간 

북카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카페시설 
그룹스터디 / 토의 / 전시갤러리 등 활용 

참고연속 
간행물실 

사전, 학위논문, 국내외 연속간행물 보관 
필요시 열람 가능 

3F 
북카페 
사무실 

참고연속간행물실 



사무실 도서의 수서 / 정리 / 행정 업무 공간 

북카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카페시설 
그룹스터디 / 토의 / 전시갤러리 등 활용 

참고연속 
간행물실 

학내 소장 연속간행물 보관 
필요시 열람 가능 

3F 
북카페 
사무실 

참고연속간행물실 

종합자료실 도서자료의 열람 및 대출/반납 

복사실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시설 

개인문고 개인 기증자료 보관 시설 

4F 
복사실 

그룹스터디룸 

종합자료실 

개인문고 

그룹스터디룸 그룹스터디를 위한 공간 



3F 
북카페 
사무실 

참고연속간행물실 

사무실 도서의 수서 / 정리 / 행정 업무 공간 

북카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카페시설 
그룹스터디 / 토의 / 전시갤러리 등 활용 

참고연속 
간행물실 

학내 소장 연속간행물 보관 
필요시 열람 가능 

종합자료실 도서자료의 열람 및 대출/반납 

복사실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시설 

개인문고 개인 기증자료 보관 시설 

4F 
복사실 

그룹스터디룸 

종합자료실 

개인문고 

그룹스터디룸 그룹스터디를 위한 공간 

전자정보실 비도서자료 및 전자정보 이용 

자유열람실 개인학습 및 열람공간 

한적실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문헌 소장 

단행본서고 보존이 필요한 단행본 별도 소장 

5F 
자유열람실 

단행본서고 

전자정보실 

한적실 



종합자료실 

 학술정보관 403호 

 도서자료 열람/대출 

 상호대차/원문복사 

 도서관 이용 안내 

09:00-17:00 
방학중         월~금 

08:20-20:00 
학기중         월~금 

 개관시간 

10:00-14:00 
                 토요일 



종합자료실 

국회도서관 원문검색 학술지/학위논문 

참고도서 일반도서 테마도서/독서마라톤 

소지품보관함 



종합자료실 

일반도서 

 전주제분야의 도서 관내 소장 

 해당 도서는 열람 및 대출이 가능 

 관내의 키오스크(검색대)를 통해 도서 위치 파악 
가능 

 장서량 : 50만 여 권 (2017년 기준) 



종합자료실 

테마도서 
독서마라톤도서 

 독서마라톤(독서인증제) 교양필독서 300선 비치 

 독서마라톤 참여 및 목표 달성 시 총장 명의의 
독서인증서와 스마트포인트 부여 

 정기적으로 도서관이 선정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특정 테마의 도서를 별도 비치 



종합자료실 

참고도서 

 다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관외대출은 불허 

 종합자료실의 내부계단을 통하하여 입실 후 이용  

 열람 및 복사는 종합자료실 내에서 가능 

 사전류, 연감류, 통계자료, 지도 등의 자료 



종합자료실 

학술지/학위논문 

 일부 외국학술지자료는 제본하여 보관 

 교내/외 학위논문 이용 가능 

 국외학술지제본서나 학위논문은 종합자료실 내의 
내부계단을 통해 입장하여 이용 

 자료의 대출은 허용하지 않음 

 열람 및 복사는 종합자료실 내에서 가능 

 국내/외 인쇄형태 학술지 이용 가능 

 원문DB가 구축된 학위논문은 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검색 후 열람 가능 



종합자료실 

국회도서관 
원문검색 

 원문검색 전용 PC를 이용하여 열람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석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원문 이용 

 국회도서관자료 원문 이용 가능 



종합자료실 

소지품보관함 

 입실 전 불필요한 개인 소지품 보관 

 열람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 

 음식물이나 음료 등은 종합자료실 반입 불가 

 위치 : 종합자료실 입구 



전자정보실 

 학술정보관 504호 

 비도서자료 이용 

 전자정보 이용 안내 

 수수한시네마 운영 

09:00-17:00 
방학중         월~금 

09:00-18:00 
학기중         월~금 

 개관시간 



전자정보실 

영상실 비디오코너 

노트북코너 인터넷코너 프린터/스캐너코너 

DVD서가 



전자정보실 

인터넷코너 

 인터넷 이용 및 문서 작성을 위한 코너 

 학번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이용시간 : 2시간 

 대기 인원이 없을 경우 추가 사용 가능 

 이용종료 시 반드시 ‘사용종료’버튼 클릭 

 개인저장자료는 종료시 자동 삭제됨 

 게임 및 불법 웹사이트 접속 금지 

 좌석 수 : 56석 



전자정보실 

프린터/스캐너코너 

 작업물 프린트 유료 지원(흑백) 

 4층 복사실에서 복사카드 구입 후 이용 

 5개석에서는 무료 프린트 가능(별도회원가입) 

 스캐너 2대 이용 가능(이미지편집은 불가) 

 국회도서관 자료 겸용 검색 가능(3석) 

 인터넷코너 중 6석 



전자정보실 

노트북코너 

 개인 노트북 이용 코너 

 학내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 

 관내에서는 노트북 등을 대여하지 않음 

 게임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엄금 

 좌석 수 : 3석 



전자정보실 

비디오코너 

 관내의 영화 및 학술자료 이용 

 DVD서가에서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좌석 수 : 1인석 10석 / 2인석 2개실(4석) 

 DVD 2인 열람석 2실 배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전자정보실 

영상실 

 관내 영상 자료의 단체 열람을 위한 시설 

 소규모 토론 또는 수업도 가능 

 방문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시설예약 

 수수한시네마/시시콜콜시네마 프로그램 진행 
   (화~목은 음료 및 팝콘 무료 제공) 

 좌석 수 : 24석 



전자정보실 

DVD서가 

 신착 및 추천 DVD는 별도 서가에 비치 

 4층 종합자료실에 추천 DVD 별도 비치 

 관내 영상실 또는 VIDEO코너에서 이용 가능 

 필요시 대출 가능 (학부생 기준 최대 5점/3일) 
    * 일반도서 대출과 별도 대출 권수 산정  

 DVD 종수 : 약 10,000여 종(2017년 기준) 



자유열람실 

 학술정보관 505호 

 개인학습공간 

 무인좌석발급시스템 

 1회 6시간 이용 

   24시간 개방 
시험기간 

06:00-24:00 
연중 

 개관시간 



자유열람실 

좌석발급시스템 보관함신청/이용 



자유열람실 

좌석발급시스템 

 1인 1회 6시간 이용 가능 

 종료 120분 전 이용 시간 연장 가능 

 대리발급 및 대리연장 불가 
    (적발시 90일간 좌석발급시스템 이용 정지) 

 시험기간 중 자치운영위원 이용 계도 활동 수행 

 학기중 좌석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지정좌석제 시행 

 학생증 및 모바일학생증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 



자유열람실 

보관함신청/이용 

 보관함 위치 : 학술정보관 5층 

 신청방법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 My Library 
                   →  보관함신청  →  로그인 후 신청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자동 추첨 및 결과 통보 

 선정시 1년간 사물함 이용 가능 

 3월 중 개인 보관함 신청 접수 



소장자료 안내 3 학술정보원 



일반도서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도서자료 

CD 

DVD 

VIDEO TAPE 

비도서자료 

전자저널 

학술DB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자료 

E-Learning 



일반도서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도서자료 일반도서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대출 가능한 국내외 단행본 자료 

대출 불가능한 제본학술지, 사전류, 연감류, 
법령집, 통계자료, 지도 등 

열람, 복사, 스캔만 가능 

대출이 불가능한 학술잡지 및 교양잡지 

각종 석박사 학위논문 

dCollection을 통해 이용 가능 



CD 

DVD 

VIDEO TAPE 

비도서자료 CD 

DVD 

VIDEO 
TAPE 

음악 등이 저장된 매체 

전자정보실에서 영화 및 다큐멘터리 DVD 
대여 가능 

마그넷테이프 형태의 영상자료 



전자저널 

학술DB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자료 

E-Learning 

전자저널 

학술DB 

전자책 

E-Learning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학술저널 

다양한 학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최신동향, 인용정보, 학술원문 등 제공 

교양분야 또는 전문학술분야 전자책 제공 

어학컨텐츠, 문화예술강좌 등 교육자료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한 진도 확인 가능 

종류에 따라 원문, 기사, 색인정보 확인 가능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열람 가능 

오디오북 음성 형태로 제공되는 도서 



이용방법 안내 4 학술정보원 



소장자료 통합검색 

 PC 홈페이지 : library.dhu.ac.kr 

 메인화면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등) 

 상세검색은 상단 메뉴의 ‘자료검색’에서 가능 



소장자료 통합검색 



소장자료 통합검색 

 우리 학교 앱 > ‘학술정보관’ 클릭 후 이동 
    (주소 : mlib.dhu.ac.kr) 

 상단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등)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종 모바일서비스도 이용 가능 
    (전자책, 학술DB, 오디오북 등) 



소장자료 통합검색 

 모바일 홈페이지 : mlib.dhu.ac.kr 

 상단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등)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종 모바일서비스도 이용 가능 

 검색결과를 터치하면 상세화면을 확인 가능 



소장자료 통합검색 

 도서관 내에서는 키오스크에서 자료 검색 

 검색 결과를 바로 출력하여 이용 가능 



청구기호 

 자료의 서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일정한 규칙으로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 

 도서관 소장 자료는 각 서가에 청구기호순(번호, 가나가,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음 

 우리 도서관은 KDC(한국십진분류표)6판을 사용하고 있음 

‘청구기호’란? 



청구기호 

청구기호의 구성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권호차기호 복본기호 

독서마라톤 

도서의 특성 별로 
별치기호 부여 

도서의 주제 
(900=역사) 

번호별 주제는 
KDC분류표 참조 

저자명  
+ 

서명의 초성 

같은 분류기호 
내의 도서 구분 

제1권 

시리즈 도서일 
경우 권호수 

동일 도서 중 
2번째 

동일 자료의 
일련번호 

911.05 설민석ㅈ C2 V.1 RM 



서가 배열 순서 

 각 서가는 청구기호 000~999까지 순서대로 배열 

 서가 내에서는 그림과 같이 청구기호순 도서 배열 

000~999까지(번호순) 



대출 및 반납 

 5층 서고에 보관된 일부 단행본 자료는 대출대에 문의하여 이용 가능  

 시청각자료는 5층 전자정보실에서 열람 및 대출 

 한적실에 보관된 고서 등 일부 별치자료는 대출 불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대출대에서 대
출 처리하여 이용 

 도서 대출 및 반납은 삼성캠퍼스 학술
정보관 4층, 수성캠퍼스 한의학도서관
에서 가능 

 대출 시 반드시 학생증 필요 
    (학교 앱의 모바일학생증 이용 가능) 

 신입생은 학생증 발급 이전에는 개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출 가능 



7권 / 14일 

도서자료 

5점 / 3일 

비도서자료 

5권 / 10일 

전자책 

대출 권수 및 기간 (학부생) 

 대출 위치에 관계 없이 삼성, 수성, 오성(행정실)캠퍼스에서 반납 가능 

 반납 예정일 1일 전 SMS로 통보되며, 대리 반납 가능 

 딸림자료는 반드시 해당 도서와 함께 반납 

 대출 도서의 예약자가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출 기간 2회 연장 가능 



7권 / 14일 

도서자료 

5점 / 3일 

비도서자료 

5권 / 10일 

전자책 

대출 권수 및 기간 (학부생)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대출은 불가 

 도서 연체 시 신규 도서대출 중지 / 제증명 발급 불가 

 연체로 인한 대출중지는 연체료 납부로도 해제 가능(1일 1권당 100원)  

 도서 분실 시 분실신고 후 현금 / 현물 / 대체도서로 변상 



7권 / 14일 

도서자료 

5점 / 3일 

비도서자료 

5권 / 10일 

전자책 

대출 권수 및 기간 (학부생) 

 예약은 1인당 3권, 1권당 3인까지 가능 

 예약도서는 도착일을 제외한 2일간 데스크에서 보관 

 신입생은 학생증 발급 이전까지 개인 신분증으로 대출 가능 

 학생증 발급 완료 후에는 학생증이나 우리 학교 APP을 이용하여 대출 



삼성캠퍼스 

캠퍼스간 상호대출 안내 

 PC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소장자료검색-캠퍼스간 상호대출신청 버튼 선택 

 모바일 : 우리학교 앱-학술정보원-자료검색-캠퍼스간 상호대출신청 버튼 선택 

수성캠퍼스 오성캠퍼스 

 자신이 속한 캠퍼스에서 타 캠퍼스
에 소장된 도서를 배달받는 서비스 

 신청 후 2~3일 소요 

 도서 도착 시 SMS로 통보 

 캠퍼스별 수령처 

삼성캠퍼스 
학술정보원4층 

수성캠퍼스 
한의학관6층 

오성캠퍼스 
행정실 



학술정보원 

자료배달신청 안내 

 PC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소장자료검색-자료배달서비스 버튼 선택 

 모바일 : 우리학교 앱-학술정보원-자료검색-자료배달서비스 버튼 선택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학술정보원에서 도
서를 배달하는 서비스 

 1일 3권, 지정 장소로 1회 배달 

 15시-17시 중 배달 

 삼성캠퍼스 소장 도서만 가능 

 수성캠퍼스는 서비스 제외 
    (공간상의 제약) 

 연락 불가시 익일 배달 

 반납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프로그램/이벤트 5 학술정보원 



DHU 독서샘물 

LIFE 독서마라톤 

수수한시네마/시시콜콜시네마 

Book Morning 

비교과프로그램 

전자정보박람회 

도서관 QUIZ 

전자책 다독자 이벤트 

도서관 이벤트 

오성캠퍼스 이동도서관 

인문명저 독서동아리 

도서관 모니터링 



DHU 독서샘물 

비교과 프로그램 

 팀을 이루어 함께 독서하고, 토론과 서평을 작성 

 독서 능력 및 학습능력개발을 지원 

 한 팀당 4명 자유 구성 / 학기당 3회 이상 모임 

 필독서 1편 / 자유독서 2편을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 

 활동에 따른 스마트포인트 / 인증서 / 팀 활동비 지원 
     (스마트포인트 최대 100점, 활동비 20만원) 

 학기 초 온라인 접수 (circle.dhu.ac.kr/book) 

 프로그램신청서, 활동계획서 제출 

 선착순 30개 팀 선정 

신청방법 



LIFE 독서마라톤 

비교과 프로그램 

 학술정보원 선정 교양필독서 300선 읽기 

 독서 후 서평 작성(200자 이상)시 건당 스마트포인트 2점 

 달성 코스에 따라 인증서 발급 

 1급(100권 이상) / 2급(50권 이상) / 3급(25권 이상) 
 

 종합자료실 ‘독서마라톤 교양필독서’ 코너에 도서 비치 

 독서 후 서평쓰기(학술정보원 홈페이지, 200자 이상) 

 SIMS → 역량강화 → 스마트포인트 적립여부 확인  

 학기별로 정산 

신청방법 



도서관영화산책 
(수수한시네마/시시콜콜시네마) 

비교과 프로그램 

 여가시간을 활용한 영화 단체 감상 프로그램 

 매주 월~금 09시~17시 

 학술정보관 5층 전자정보실 내 영상실 

 도서관 소장 DVD 선택 상영(최신영화 매월 업데이트) 

 120인치 스크린/5.1채널 음향/콜라 및 팝콘 무료 제공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 My Library → 그룹스터디룸 및 
영상실 → 신청버튼 클릭 후 예약 또는 방문신청 

 2인 이상 (최대 22인까지) 신청 가능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신청방법 



북모닝 
나를 변화시키는 아침독서 30분 

비교과 프로그램 

 등교 후 수업시간 전까지의 여유시간을 독서로 시작 

 매일 8시 20분부터 도서관 개방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오성캠퍼스 
이동도서관 

 오성캠퍼스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도서 대출 서비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오성캠퍼스 융합관 로비 

 도서관 선정 도서 현장 대여 제공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전자정보시연회 

도서관 이벤트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정보 이용 안내 

 이용법 시연, 교육 및 홍보 

 장소 : 학술정보관 1층 로비 

 연 4회 전자정보 유형별 부스 행사 

 참가자 추첨 경품지급 



인문명저 
독서동아리 

도서관 이벤트 

 한 달간 팀을 이루어 함께 인문명저를 독서하는 활동 

 인문명저 읽기를 통한 인문역량 강화 

 한 팀당 3~5명 / 4회 이상 모임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개인별 북포트볼리오 작성 / 인명명저 골든벨 참여 기회 제공 

 팀 활동비 지원 / 우수 동아리 및 포트폴리오 시상 

 온라인 접수 (library.dhu.ac.kr) 및 방문접수 

 프로그램신청서, 활동계획서 제출 

 선착순 7개 팀 선정 
       (CORE사업단 사정에 따라 변동 있음) 

신청방법 



1. ‘북모닝’을 할 때 도서관 개관시간은 8시 20분 부터 20시 이다. 

QUIZ 

2. 도서관의 위치는 학술정보관  3 층,  4 층,  5 층이다. 

3. 일반도서의 최대 대출 권수는   7 권, 기한은   14 일이다. 

4. 비도서자료의 최대 대출 점수는   5 점, 기한은  3 일이다.  

5. 독서마라톤 서평 1건 당 스마트포인트  2 점이 부여된다. 

6. 도서관영화산책은 매일 학술정보관  5 층   전자정보실 에서 열린다. 

7. 자료의 서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부여한 기호의 이름은 
    청구기호  이다. 



학술정보원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한 도전”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