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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희대학교�도서관�소개

1.� 도서관�위치�및� 연락처

[순서� :� 1� 중앙도서관�부터�시계방향]

번호 도서관명 전화번호 위치

1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961-0072�

자료개발실�961-0069,� 0073

중앙자료실�961-0074,� 0078

참고열람실�961-0076�

전자정보실�961-0079

교시탑�지나서�우측� 건물

중앙도서관� 1~4층

2 법학도서관 961-9323~4
법과대학관(제1법학관)� 5-6층

(6층으로�출입)

3 한의학도서관 961-0322 한의과대학관�지하� 1층

4 음악자료실 961-0380 음악대학관(크라운관)� 1층

5 의학계열도서관 961-9419
의과대학관� 2층� 연결통로(의도� 4층)

남중고�옆� 의학도서관�출입구(의도� 1층)

6
경희의료원

의학도서실
958-9073~4

경희의료원�정보행정동(응급실�앞�

주차건물)� 지하2층

7 미술자료실 961-0640 미술관(미술대학관�옆건물)� 5층

기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031-201-3210~8 국제캠퍼스�중앙도서관�지하1층~2층

평화복지대학원�

도서관
031-570-7010 평화복지대학원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동대문구�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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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 일 공휴일

중앙

도서관

중앙자료실(원형1층)

학기중� 08:30-21:00

방학중� 09:00-17:30

학기중� 09:00-17:00

방학중�휴관

휴관

참고열람실(원형2,3층)

전자정보실(2층)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7:30

휴관

특수자료실(3층) 09:00-17:30

일반열람실(1,� 2,� 4층) 05:00-24:00(연중무휴)

분관

도서관

한의학도서관

학기중� 08:30-21:00

방학중� 09:00-17:30

휴관 휴관

법학도서관

의학계열도서관

음악자료실
학기중� 08:30-17:30

방학중� 09:00-17:30

미술자료실 09:00-17:30

의료원도서실 08:30-17:30

의학계열도서관�열람실 05:00-24:00(연중무휴)

푸른솔열람실 24시간�개방(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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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층별�안내

1)� 중앙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도서관� 1층

제1열람실(노트북열람실)

여학생열람실

시청각실

정보교육실

관리실

복사실

열람실�좌석발권기

<편의시설>

정수기

음료�자판기

중앙도서관� 2층

제2열람실

대학원열람실

전자정보실� :� PC,� DVD,� 스캐너,� �

� � 국회도서관�검색PC

영상학습실

제1,� 2� 세미나실

도서관자치위원회실

도마루

매점

<편의시설>

ATM(하나,� 우리)

정수기

복사기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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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3층(중앙자료실�1층)

특수자료실

사계아동문학문고

학생�휴게실

<편의시설>

음료수자판기

정수기

중앙자료실� 1층(단행본)

대출반납데스크

캐럴

<편의시설>

복사기

정수기

중앙도서관�4층(중앙자료실�2층)

제4열람실

중앙박물관

경희기록관

참고열람실� 2층(정간,�참고자료)

국회/국립중앙도서관�검색PC

<편의시설>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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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법학관� 6층

출입구

대출반납데스크

전자정보실

캐럴

국회도서관�검색PC

<편의시설>

정수기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

제1법학관� 5층

캐럴

그룹스터디실

컴퓨터/어학� LAB

<편의시설>

프린터

복사기

3)� 한의학도서관

한의과대학� B1층

대출반납데스크

국회도서관�검색PC

<편의시설>

스캐너�

프린터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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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도서관� 3층

의학계열도서관� 4층

출입구

대출반납데스크

<편의시설>

정수기

스캐너

프린터

복사기

의학계열도서관� 5~7층

열람실�좌석발권기

<편의시설>

정수기

음악대학� 1층

대출반납데스크

<편의시설>

스캐너

프린터

복사기

CD� Player

AV장비

4)� 의학도서관

5)� 음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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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도서관�

홈페이지

khis.khu.ac.kr

Ⅱ.� 도서관�자료�서비스�안내

1.� 도서관에�있는�자료�이용(대출반납�등)

1)� 대출�책수�및�기간� � � � � � � � � � � � � � �

구분 책�수 기간

학�부� 생
재학생 10책

14일휴학생�대출자 5책
우수�이용자 13책

대학원생

(석·박사)

재학생 30책
30일휴학생�대출자 10책

우수이용자 33책
졸업생�대출자 3책 14일

교직원
전임�교직원 30책� 180일과� 60책� 90일�중�택일
시간강사,� 조교 30책 30일

2)� 대출�유의사항

□�본인�학생증�소지자만�도서대출�가능(학생증�미지참시�대출�불가,� 대리대출�불가)

□�자료구분� -� 대출가능� :� 단행본

� � � � � � � � � � � -� 대출불가� :� 참고도서(사전,� 통계,� 연감� 등),� 정기간행물,� 비도서(DVD� 등),� 학위논문

□�대출연장� -� 반납일� 4일전부터�최초�대출기간의� 1/2까지� 연장�가능(1회� 한정,� 예약도서�연장�불가)

� � � � � � � � � � � -� 방법� :� 홈페이지→My� Library→대출현황조회→연장

□�딸림자료(별책부록,� CD� 등)� :� 도서대출�시� 데스크에�딸림자료�요청�후� 대출

3)� 보존서고�도서�대출(☏� 02-961-0074,� 0078)

□� 대상� :� 소장위치가� ‘서울C�중앙도서관�보존서고’인�도서(폐가제�운영� :� 관리자만�출입가능)

□� 대출방법� :� 홈페이지→자료검색� 상세화면→보� 보존서고� 아이콘� 클릭→신청� 30분~1시간� 후� 대출가

능� SMS� 수신→중앙자료실1층�대출데스크�옆� 서가에서�신청도서�열람�및� 대출가능

□�이용가능�시간� :� 학기중�평일� 9시-17시,� 토요일� 9시-16시� /� 방학중�평일� 9시-17시

4)� 캠퍼스간�도서대출(☏� 02-961-0077)

□� 서울캠퍼스에�없는�책� 중에�국제캠퍼스,� 광릉캠퍼스(평화복지대학원)에� 소장중인�자료

□� 대출방법� :� 홈페이지→자료검색�상세화면→로그인(로그인�후�아이콘�생성)→캠�캠퍼스간�도서대출�아이콘�클릭→신

청�후�1~2일�이후�도서�도착SMS�수신→중앙자료실�1층�4번창구에서�대출(3일동안�보관,�이후�소장�캠퍼스로�회송)

5)� 예약

□�도서가�모두� 대출중인�경우�대출예약을�통해�해당도서�반납�시�우선� 대출자격�부여

□�대상� :� 서울캠퍼스�소장�중인�도서가�모두�대출중인�경우

□� 대출방법� :� 홈페이지→자료검색� 상세화면→예� 예약� 아이콘� 클릭→예약도서� 반납시� 1순위자에게�

SMS� 통보→SMS�수신� 후� 2일이내�대출데스크에서�대출(미대출시�차순위자에게�대출권한�부여)

□� 예약가능�권수� :� 1인당� 5권까지�예약가능(1권당� 5명까지�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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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정리신청(☏� 02-961-0069)� � �

□�정리중(또는�정리완료)인�자료를�신청�다음� 운영일에(3시� 이후)� 바로� 받아볼�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 홈페이지→자료검색� 상세화면→우� 우선정리� 아이콘� 클릭→신청� 후� 대출가능� SMS� 수신

→2일� 이내에�해당� 자료� 소장�도서관�대출데스크에서�수령�및�대출가능

<홈페이지�자료검색�상세화면(우선정리,� 예약,� 보존서고�도서신청,� 캠퍼스간�도서대출)>

7)� 반납/연체/변상

□�반납처리�결과(연체료�내역� 등)는� 반드시�본인이�확인

□� 대출기한� 이후� 반납할� 경우� 1권당� 1일� 100원� 연체료� 부과(최대� 2만원),� 딸림자료� 연체시� 연체료�

별도�부과,� 30일이상�연체할�경우� 1개월간�도서관�이용권한�정지

□�연체�및�연체료�미납시� :� 도서대출·연장·예약� 불가,� 열람실�좌석배정�불가,� 각종� 증명서�발급� 불가

□�자료실�운영시간�종료�후에는�무인반납함�이용(☏� 02-961-0074,� 0078)

� � � -� 위치� :� 중앙도서관� 1층,� 청운관� 1층,� 오비스홀� 3층

� � � -� 무인반납�불가� :� 딸림자료,� 연체도서,� 예약도서,� 상호대차,� 캠퍼스간�대출도서

□� 도서분실� :� 반드시� 도서관에� 분실신고� 후� 동일자료� 새책으로� 변상.� 동일도서� 구입� 불가시� 도서관에

서�정한�대치도서로�변상

□� 타관반납� 서비스� :� 중앙도서관� 및� 분관도서관(법학,� 의학계열,� 한의학,� 음악)에서� 대출한� 도서를� 어

느� 도서관에서나�반납가능(제외� :� 경희의료원도서,� 상호대차도서,� 예약도서,� 조기반납도서�등)

8)� 분관자료�토요대출�서비스(학기중)

□�토요일에�미� 개방하는�주제별�도서관�소장자료를�평일에�온라인�신청하면,� 그� 주�토요일에�중앙도서

관에서�대출할�수�있는� 서비스(학기중에만�이용�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Services→분관자료�토요대출서비스

9)� 분관자료�장기대출�서비스(방학중)

□� 방학� 중,� 분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 대출데스크에서� 신청� 후,� 1인� 최대� 3권� 범위� 내에서� 대출기

간을�늘려�제공하는�서비스

□�신청방법� :� 각� 분관�도서관�대출데스크에서�신청



9

2.� 도서관에�없는�자료�이용(자료구입�등)

1)� 자료구입신청(☏� 02-961-0073)� � �

□�원하는�자료가�도서관에�없는�경우� 도서관에�구입을�요청하여�해당�자료를�이용할�수�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My� Library→자료구입신청→온라인� 도서검색신청� 또는� 직접신청→구

입�완료시�이메일�및� SMS� 안내

□�홈페이지→My� Library→자료구입신청�메뉴에서�신청도서�진행현황(구입취소,� 완료� 등)� 확인� 가능

□�자료구입�소요기간� :� 국내서�평균� 2주,� 국외서�평균� 3-5주

□� 구입신청�불가자료� :� 유아/아동용�도서,� 개인학습서(어학,� 자격증�등),� 판타지�소설,� 만화� 등

2)� 타도서관�자료대출(☏� 02-961-0077)� � �

□�우리�도서관에�소장되지�않은�단행본을�협력도서관�및� 타� 기관에�의뢰하여�대출하는�서비스

구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학정협)

KERIS� 협정기관
한국
외국어대

한국예술
종합학교

농촌경제
연구원

이용

자격
교직원,� 대학원생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교직원�

대학원생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교직원�

대학원생

신청

방법

-RISS에서�자료� 검색�후�대출서비스�신청

� (*RISS� 회원가입,� 도서관�담당사서�승인� 후� 이용가능)

-RISS� 홈페이지� 로그인→자료검색→대출신청→자료도착� SMS� 수

신�후�중앙도서관�중앙자료실� 1층� 4번창구에서�수령

-평화복지대학원�이용자는�신청시�비고란에�평화복지대학원�소속

임을�반드시�기재

-각� 기관�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도

서의�소장�정보� 확인

-홈페이지� 로그인→Services→타

도서관자료대출→상호대차신청

대출

규정

3책� 15일(1회� 7일�연장가능)� 연체료� 1일� 500원

※도서반납은(월~금)� 오후� 5시� 30분까지�가능�

야간�및�주말� 반납불가

3책� 14일

(1회� 14일�연장가능)�

연체료� 1일� 500원

도

서

배

송

직접

방문
담당자�승인�후�방문가능 택배�배송만�가능

(택배비� 본인�부담

왕복택배비� 5,000원)

-교직원�및� 대학원생에� 한해� 비용지

원(연간� 교직원� 1인당� 15건,� 대학

원생� 10건)

*예산�따라�지원한도�조정가능

직접방문

(담당자�승인�후�방문가능)

택배 1~2일�소요,� 비용�지원

퀵서

비스
당일배송,� 비용� 본인부담

3)� 타도서관�자료복사(☏� 02-961-0076)� � �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단행본(부분복사만� 가능),�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을� 국내외� 협력�

도서관�및� 타기관에�복사�의뢰하여�제공하는�서비스

□�제공방법�및� 비용� :� 제공기관에�따라�비용(우편�및�복사료)은� 다소� 차이가�있을� 수� 있음

�

제공방법 소요기간 비용

보통우편 5� ~� 7일 평균�우편� 800원� +� 복사료(50~70원/매)

특급우편 2� ~� 3일 �평균� 우편� 3,000원� +복사료(50~70원/매)

팩스 1� ~� 2일 복사료� (200원/매)

전자배송� 1� ~� 2일 복사료� (100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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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공별

가이드

libguides.khu.ac.kr

□�신청방법

�

유�형 내�용

도서관�사서를

통한�신청

(http://khis.khu.ac.kr)

▫ 홈페이지�로그인→Services→타도서관자료복사�클릭
▫ 도서관�사서를�통한�신청란의� [바로가기]-[신청]�버튼�클릭
▫ 신청내용(신청구분,� 서지사항� 등),� 복사정보(국내외� 신청여부� 및� 자료공급
방법,�등)� 선택

KERIS를� 통한�

신청(www.riss.kr)

▫ RISS(www.riss.kr)회원가입→도서관담당자�인증→각�아티클�검색→복사/대
출신청�버튼�입력

▫ KERIS� 문헌복사� 참여중인� 전국대학소장자료검색� 내� 단행본,� 학술지,� 학술
지수록논문,�학위논문�제공� �

NDSL을� 통한�신청

(www.ndsl.kr)

▫ NDSL(www.ndsl.kr)회원가입→도서관담당자� 인증→각� 아티클� 검색→원문
복사신청�버튼�입력

▫ NDSL�검색된�저널�및�프로시딩�권호(Volume� Issue)�정보�있는�경우�제공

4)� 타도서관�방문신청(☏� 02-961-0074,� 0078)� � �

□�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타도서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타도서관열람의뢰서"� 를�

출력하여�해당�도서관에�신분증과�함께�제출하면�타도서관을�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

□� 홈페이지� 로그인→Services→타도서관� 방문신청→신청→“타도서관� 열람의뢰서”� 출력→학생증� 및� 출

력물�지참� 후� 해당�도서관�방문

3.� 주제·전공별�학술정보�서비스

1)� 도서관�이용교육(☏� 02-961-9323)� � �

□� 자료이용� 및� 정보검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기교육,� 맞춤교육,� 도서관� 투어� 등)을� 제공

하는�서비스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Research→도서관�이용교육→정기교육�또는�맞춤교육�신청

□�이용교육�종류

종류 대상 내용

정기교육 학과�구성원
·구독�데이터베이스(DB)� 교육� 및� 주제별�교육� 개설시,� 학과�구성원

누구나�신청�가능

맞춤

교육

수업연계� 학과�구성원
·학과와�사전�협의�후,� 특정�수업과�지속적으로�연계한�도서관�주제

교육�시행(논문/저널�검색법,� 서지관리도구,� 표절예방법�등)

교원신청� 학과�구성원� ·교원의�신청시�해당�수업에�필요한�도서관�학술정보�교육�시행

이용자

신청
학과�구성원�

·학과� 구성원� 10인� 이상이면�누구나�자유롭게�신청�가능.

·주제별�논문/저널�검색� 및� DB� 이용�교육� 시행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신임교원

·학과의�신청을�받아�신입생�및� 신임�교원을�대상으로�시행

·도서관�시설,� 주요�서비스,� 학술정보(논문/저널/DB)� 이용과�관련된

기본적인�오리엔테이션�시행

2)� 논문주제조사�서비스(☏� 02-961-9323)� � �

□�논문�작성� 및� 연구에�필요한�자료를�신청하는�경우,� 검색법과�문헌�자료를�제공하는�서비스

□�신청내용� :� 연구�목적,� 주제�키워드,� 기타� 관련� 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

□�신청방법� :� 각� 주제별�도서관�이메일로�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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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전공별가이드� :� libguides.khu.ac.kr�

□�교육�및�연구에�필요한�각종� 학술정보자원을�경희대학교�각�주제/학과별로�제공함

□�구독자원�및� Open� Access,� 주제별�주요�기관� 사이트,� 다양한�학술� Resource� 등� 제공

4.� 시설�예약�및� 이용

1)� 열람실(☏� 중앙도서관� 02-961-0072,� 의학�및�푸른솔� 02-961-9419)� � �

□� 좌석배정기기를�통해�좌석발권�후�이용(중앙도서관�제4열람실은�발권�없이�자율좌석제로�운영)

□� 열람실�현황

� � � �

구분 위치 좌석수 비고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노트북열람실)

중도� 1층 316석 �시험기간� 24시간�

여학생열람실 중도� 1층 44석 � -�

제2열람실 중도� 2층 352석 � -�

대학원열람실 중도� 2층 94석 � -�

제4열람실 중도� 4층 258석 � 자율좌석�

의학도서관

제1열람실 의도� 5층 262석 -

제2열람실 의도� 6층 262석 �시험기간� 24시간�

제3열람실 의도� 7층 262석 의/치전원�전용

푸른솔열람실 푸른솔문화관� 1층 381석 항상� 24시간

2)� 물품보관함(☏� 중앙도서관� 02-961-0072,� 의학� 및� 푸른솔� 02-961-9419)� � �

□� 설치�및�이용� 요금� 현황

   

장소 층 구분 사용방법 사용요금

중앙도서관

1층 단기(전자식)
기기에�학생증�

태그

2시간무료,� 추가4시간당100원

2층 단기(전자식) 2시간무료,� 추가4시간당100원

2층 장기(전자식) 1달� 9천원,� (보증금�별도� 1천원)

4층
장기

(비밀번호식)

도서관자치위원회

접수�및� 배정
2달� 1만원,� (보증금�별도� 5천원)

의학도서관

4층 단기� (코인식) 6시간�무료

5층 단기� (열쇠식) 3달� 9천원

6층 단기� (열쇠식) 3달� 9천원

7층 단기� (열쇠식) 3달� 9천원

푸른솔열람실 1층 단기� (열쇠식) 3달� 9천원

3)� 장소예약� :� 시청각실,� 세미나실,� 영상학습실(☏� 02-961-0079)� � �

□� 신청방법� :� 홈페이지→Services→장소사용신청→로그인(도서관� ID/PW와�동일)

□� 시설현황� :� 시청각실(중도� 1층),� 세미나실� 1,� 2(중도� 2층),� 영상학습실(중도� 2층)

□�행사일� 7일전부터� 30일전까지�예약신청가능하며,� 관리자의�승인이후�사용가능�

□�장소이용�시� 음식물(커피�등� 음료� 포함)�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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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서관�자료�검색

1. 홈페이지�메뉴� (khis.khu.ac.kr)

Find� it!
KHU

Collections
Research Services My� Library Ask�Us!

KHUL�Discovery 학위논문 도서관�이용교육 타도서관�자료대출 개인공지사항 공지사항

소장자료검색 교내간행물 Research�Guides 타도서관�자료복사 개인정보 FAQ�&�Ask� Us!

인기도서리스트 경희연구업적물 SCI저널리스트 타도서관�방문신청 대출현황조회 도서관�안내

신착도서리스트 졸업작품 표절예방 분관자료토요대출 자료구입신청 공개자료실

학술논문검색 행사자료 서지관리도구 학위논문제출 서비스�신청결과�조회 News� Letter

학술DB리스트 미원문고 참고문헌인용법 장소사용신청 SDI서비스 도서관�갤러리

전자저널리스트 아동문학문고 통계자료분석 열람실�좌석현황 My�Collection SNS

E-Book 기업가정신 도서관문화행사 나의�서평 건축발전기금�
안내동영상강의 이야기가�있는�서가 장애학생콜서비스 나의�책갈피

교외접속안내 우수학술도서 모바일서비스 나의�태그

원격지원서비스

2.� 홈페이지�자료검색�방법

□�자료검색�방법�비교

KHUL� Discovery(통합검색) 구분 소장자료�검색

검색
화면

�

ú 과제를�위한�학술자료�검색
ú 학술지�논문�검색,� 논문� 원문�바로가기

추천
검색

ú 원하는�책을�바로� 찾고� 싶을�때
ú 한자,� 중국어,� 일본어�자료의�정확한�검색
ú 비도서�자료,� 최근� 입수자료�검색

도서관� 자료(책,�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웹DB� 등)� +� 도서관�미소장�전자자료

검색
대상

도서관� 자료(책,�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웹
DB� 등)

ú 구글검색과�유사한�단순�검색� 화면
ú 소장자료,� 전자책,� 학위논문,� 학술지/전자저
널,� 학술지논문,� KOCW� 공개강의� 등으로�
구분되어�보여짐
ú 학술지�논문�내용�원클릭으로�확인�가능
ú 자료별� 상세항목으로� 이동� 후� 검색결과� 제
한(자료유형,� 저자,� 연구분야�등)� 가능

검색
결과

ú 자료유형별�상세�검색이�용이한�화면

ú 전체�자료가�하나의�리스트형식으로�보여짐

ú 학술지�논문�내용� 한번에�확인� 불가

ú 검색� 결과� 첫페이지에서� 검색결과� 제한(소장기

관,� 발행년도�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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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검색결과�비교

1)� 통합검색(KHUL� Discovery)

□�검색창�

� � �

□� 검색결과



14

2)� 소장자료�검색

□�검색방법�선택� :� 소장자료�또는� 메뉴→Find� it→소장자료�검색

� � � 또는�

□� 검색창

� � � � �

□� 다국어입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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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컨텐츠�유형(학술자료의�유형)

단행본 단(單)�권으로�출판된�책� ex)소설책,�개론서,�참고도서,�사전�등

연속간행물(인쇄) 정기,�비정기적으로�권호�등의�순서로�계속�간행되는�출판물� ex)�잡지,�학회지,�주간지�등

비도서 종이로�된�책이�아닌�다양한�형태의�자료� ex)CD-ROM,� DVD,�악보�등

기사색인 학술기사에�대한�색인자료

학위논문(원문) 학위취득을�목적으로�작성된�논문

학술DB 각종�출판사,�협회�등에서�출간한�저널,�추록�등을�온라인으로�이용하도록�모아놓은�DB

전자저널 온라인으로�이용할�수�있는�저널(교양잡지,�학술지,�학회지�등)

전자책 온라인으로�이용할�수�있는�단행본

동영상�강좌 온라인으로�이용할�수�있는�자격증,�어학�강의

경희지식정보 본교에서�생산된�각종�논문,�자료

UN자료 국제캠퍼스�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도서관에서�수집하는�자료

고서 일정한�시기�이전에�간행�또는�필사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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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버,� 구글에서�우리�도서관�자료�검색

네이버와� 구글에서�학술자료(전문정보)� 검색� 시� 원문자료� 이용의� 편리성을�위해�소속� 대학

을� 설정하면�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화면에서� 우리� 도서관�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도

서관�원문�링크를�클릭하면�무료로�원문열람�가능

1)� 네이버�전문정보� :� academic.naver.com

� �

□� 내� 도서관�설정하기� :� 첫� 페이지�하단� 바로가기→내도서관→도서관설정�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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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스칼라� :� scholar.google.co.kr

□�설정→라이브러리�링크→검색창에� ‘Kyung� Hee’� 또는� ‘경희대’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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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한�도서관�이용

1.� 집에서,� 카페에서�도서관�컨텐츠�이용하기(교외접속)

□�교외접속�방법� :� ①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②이용하고�싶은�도서관�메뉴� 클릭

□�교외접속으로�이용가능한�서비스� :� 도서관�홈페이지�내�모든� 컨텐츠(전자책,� 동영상�강의,� 웹DB� 등)

□� 캠퍼스�안에서�노트북,� 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이용시에도�교외접속�로그인�필수

2.� 전자책,� 동영상�강의,� 모아진

1)� 전자책(E-book)

□�이용방법� :� 홈페이지→Find� it→E-book

구�분 소�개

경희전자책도서관
(국내� e-Book�통합)

ú 전�주제분야별�국내�전자책� (36,296여종),� 대출책수� 5책� 5일� 1회� 연장가능�
모바일�로그인은�도서관� ID,PW와�동일

ú 교보문고,� 누리미디어,� 메키아,� 북큐브,� 우리전자책�등� 국내전자책�통합검색
ú 희망전자책�구입신청�가능
ú OS:� Windows� /� Browser:� Internet� Explorer� 환경에�최적화

APABI� (3� User) ú 북경대,� 청화대,� 복단대,� 절강대,� 중국인민대�대학출판사�전자책�제공

EBL�전자책�

ú 약� 50여만권의�해외�전자책에�대해� 5분간�무료이용�가능(최초�회원가입�필요)
ú 필요한�도서는� EBL에서�바로� 구매신청(구매완료�후�전권� 다운로드�가능)
ú 구입신청�가능�신분은�도서관�도서구입신청�가능�신분과�동일함

eBrary� Academic�
Complete

ú 전�주제분야�약� 110,000권� 이상의�해외전자책�제공
ú 다운로드� 시� 개인� 계정� 등록� 필요,� 오른쪽� 상단� Sign� in� 에서� 계정� 등록� 가
능,� 최대� 60페이지�다운로드,� 출력�가능

ú Adobe� Digital� Editions� 포맷으로�타이틀�전체� 다운로드�가능� (14일� 동안만�
이용가능)

EBSCOHost� eBook
(OCLC� NetLibrary)

ú 미국� OCLC의� netLibrary� e-Book� 7,744종�수록

Elsevier� eBook ú Elsevier� 에서� 출판하고�있는�약� 2,000� 여권의�전� 주제분야의�전자책�제공
GVRL�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ú Gale�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Reference� Book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e-Book

iG� Publishing ú Columbia,� Princeton,� Chicago,� Amsterdam� 대학출판사�전자책�제공

ProView�

ú 법학�전문가를�위한� 60여종�전문제공� e-Book.�
ú 법학관련� 교수,� 연구원,� 학생의� 업무와�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법률�전문�텍스트에�접속하여�활용가능

RSC� eBook ú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에서� 발행되는�전자책�제공
Springer� eBook ú Springer� 출판사의�전자책�원문� 제공� (2005년� ~� 2013년)
Wiley� Online�
eBooks

ú 과학,� 기술,� 의학� 및� 인문사회� 분야� Potential� Textbook과� 경제경영� 실용서
를� online으로� 제공

□�모바일에서�전자책�이용(도서관� ID,� PW와�동일)

� � 경희대학교�스마트�캠퍼스�어플� 다운로드→중앙도서관→서울/국제�선택→

전자책(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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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강의

□�이용방법� :� 홈페이지→Find� it→동영상강의

구�분 소�개

능률교육�
어학온라인�강좌

ú 토익,� 토플� 이러닝,� 모바일� 강좌,� 진단� 및� 실전� 평가(영어,� 중국어,� 일본
어)� 제공

사이버학습관 ú 어학,� IT,� 자격증,� 평생교육과�관련한�동영상�학습자료�제공
에듀윌 ú 7,9급�공무원�시험�및�전문자격증�준비를�위한� 강의자료�제공

CBT� Korea
(토익,� 토플� 모의고사)

ú 토익,� 토플� 모의고사와�다양한�사이버�영어학습�기능을�제공
ú 최초�교내PC에서�단체회원으로�회원가입필요

ITGO

ú IT� 관련�자격증�강좌,� 실무강좌�제공
ú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PC버전에서� 1회이상� 로그인� 후�모바일� 사이트�
이용가능

K-MOOC
ú 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운영하는�온라인�공개강좌�서비스
ú 본교�및� 국내�주요� 9개�대학의� 27개�강좌� 무료� 이용�가능

KOCW� (Korea� Open�
CourseWare)

ú 국내�고등교육�교수학습자료�공동활용�서비스�
ú 국내�대학�강의,� 노벨상�수상자�및�석학� 특강� 무료제공

경희�취업성공�솔루션
취업뽀개기

(취업지원처�구독)

ú 취업준비,�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등�단계별�취업관련�정보�제공
ú 이용방법� :�종합정보� ID,� 비밀번호로�로그인�후� "온라인�취업솔루션"�클릭

3)� 모아진(잡지보기)

□�국내�최대� 전자잡지�포털�사이트로�시사/경제/여행/스포츠�등� 204종� 잡지의�원문� 제공

□�이용방법� :� 홈페이지→Find� it→학술DB리스트→국내학술DB→모아진

□� PC에서만�이용가능

3.� 서가에서�책� 빨리�찾기

1)� 서가배치�이해하기

□�전면→후면

□�상→하

□�좌→우

2)� 청구기호�이해하기

구분 청구기호 명칭 설명

R
181.15
최64ㅎㅇ2
v.1
c.2

R 별치기호
자료의�내용이나�형태에�따라� 구분하여�표시

R(참고도서),� M(학위논문),� MU(악보)

181.15 분류번호 자료를�주제별로�분류한�번호

최64ㅎㅇ2
저자기호

(+판차사항)

저자이름으로�기호�부여

(동일�분류번호,� 동일저자의�개정판�등을� 표시)

v.1 권차기호 다권본에서�각�권�사항에�대한�권책� 표시

c.2 복본기호 동일한�자료를�구분하기�위해�표시하는�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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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번호�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해하기

□� 우리� 도서관� 자료� 분류기준은� DDC(듀이� 십진� 분류법)로� 자주� 찾게되는� 분류번호(전공,� 관심분야�

등)를� 기억하면�책� 찾기가�수월함� ex)교육학� 370,� 유럽여행� 914

대분류 중�분�류

000

총류

004� 컴퓨터 010� 서지학 020�문헌정보학� 030� 백과사전� 040� 논문집

050� 잡지� � � 060� 사회단체� 070� 신문� � 080� 전집� � � � 090� 희귀서

100

철학

100� 철학일반 110� 형이상학 120�형이상학제론 130�초과학적현상 140� 철학파

150� 심리학 160� 논리학 170� 윤리학 180�고대중세철학 190�현대서양철학

200

종교

200� 종교일반 210� 자연신학 220� 성서 230� 교리신학 240� 헌신신학

250� 목회학 260� 교회� 270� 교회사 280�기독교교파 290� 기타종교

300

사회과학

300� 사회일반 310� 통계학 320� 정치학 330� 경제학 340� 법학

350� 행정학 360� 사회복지 370� 교육학 380�상업통신교통 390� 민속,풍속

400

어학

400� 어학일반 410� 동양어 420� 영어 430� 독일어 440� 프랑스어

450� 이태리어 460� 스페인어 470� 라틴어 480� 희랍어 490� 기타언어

500

자연과학

500�자연과학일반 510� 수학 520� 천문학 530� 물리학 540� 화학

550� 지구과학 560� 고생물학 570� 생물학 580� 식물학 590� 동물학

600

기술과학

600�기술과학일반 610� 의학 620� 공학 630� 농학 640� 가정학

650� 경영학 660� 화학공학 670� 제조업 680�기타제조업 690� 건축공학

700

예술

700� 예술일반 710� 도시계획 720� 건축술 730� 조각 740� 미술

750� 회화 760� 그래픽 770� 사진술 780� 음악 790� 오락,체육

800

문학

800� 문학일반 810� 동양 820� 영미 830� 독일 840� 프랑스

850� 이태리 860� 스페인 870� 라틴 880� 희랍 890� 기타

900

역사

900� 역사일반 910� 지리,관광 920� 전기 930�고대세계사 940� 유럽

950� 아세아 960� 아프리카 970� 북미 980� 남미 990� 대양주

 
4.� 유용한�사이트

전국�대학�소장자료�검색�

RISS
www.riss.kr

경희대�도서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

khulib

경희대�도서관

블로그
khulib.tistory.com/

경희대�도서관

트위터
twitter.com/khu_library

주제가이드

참고문헌�인용법

libguides.khu.ac.kr/cit

ation

주제가이드

신입생�도서관�

이용안내

libguides.khu.ac.kr/fr

eshman

주제가이드

턴잇인

libguides.khu.ac.kr/tu

rnitin

주제가이드

학위논문�가이드

libguides.khu.ac.kr/T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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