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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경희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도서관 연혁

1947. 12. 31 재단법인 행림학원 설립

1948. 3. 24 ‘동양대학관’ 개교

1953.  3.  5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개편(한의학과 정원 240명)

1955.  3. 10 ‘서울 한의과대학’을 ‘동양의약대학’으로 개명

1964. 1. 21 6년제 한의과대학으로 ‘ 동양의과대학’ 설치인가

1965.  9.  3 학교법인 고황재단에 흡수되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로 발족

1971. 10.  5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개원

1976. 12. 31 한의학과를 한의과대학으로 승격

1986.  5. 漢醫科大學을 韓醫科大學으로 개칭

1998.  7.  9 강남경희한방병원 개원

1989. 경희대학교 한의학도서관 개관

2006.  6. 12 동서신의학병원 개원(현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2016. 12 이영림 동문( 영림한의원 원장) 충남 금산소재 토지 및 소장품 등 1,300억 원 상당 재산 기부

2018.  2.  5 한의학도서관 신축 개관

2018. 10. 31 한의과대학 청강홀 개관기념 비전선포식

2019. 경희대학교 한의학도서관 30주년



2. 신축개관 - 전경

::빛과 그림자



2. 신축개관 - 내용

∎ 개관일 : 2018. 2. 5(월)

∎ 준비기간 : 2016. 10. 10(월) ∼ 2018. 2. 2(금)

∎ 목적 : 소장 및 자료 열람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구지원 환경을 개선함

∎ 추진내용

-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도서관 이용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 한의학도서관 소장자료 및 자료 이용패턴을 분석한 공간별 장서 배치



2. 신축개관 – 공간구성

(전)                                                                 (후)



2. 신축개관 – 시설 현황

구분 (구) 한의학도서관 (신) 한의학도서관

개관연도 1989 2018

면적 360㎡(109평) 682.62㎡(207평)

위치 지하1층 지상4층

열람석 40석 111석

검색열람석 9석 10석

소파 - 24석

입식 검색대 - 2개

일반서가 80개(목재) 84개(철재)

학술정보상담실 - 1개



2. 신축개관 – 집기 구성



2. 신축개관 – 내부 모습

::사진으로 보는 OLD & NEW

[출입구]

[안내데스크]



2. 신축개관 – 내부 모습

:: 사진으로 보는 OLD & NEW



2. 신축개관 – 내부 모습

[자료검색대] [노트북 열람석]

[잡지] [추천도서] [일반도서]



2. 신축개관 – 내부 모습

[학술정보상담실] [자유열람석]

[휴게공간][입식검색대]



2. 신축개관 – 개관식

<도서관장, 한의과대학장, 학생회, 도서관 직원과 함께 (2018.2.5)>



3. 자료 및 서비스

∎ 이용시간 : 학기 중 09:00∼21:00 / 방학 중 09:00∼17:30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장서 수 : 5만여 권

∎ 자료 구성 및 주요 DB

자료 유형 내 용 권수

단행본 한의학 관련 일반도서 40,491     

참고도서 한의학사전, 통계, 연감 등 2,235

추천도서 한의과대학 교수 추천도서 100종 529

한적도서 한의학 관련 전통서적 793

과제도서 전공수업지원 도서 71

역사자료실 한의과대학 역사자료실 비치 146

제본정기간행물 한의학 학술지 및 학회지 2,891

DB명 내 용

CNC 한의학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광제비급 등 의학, 의술서 데이터베이스로서 고전원문과 번역본 제공

CNKI CNKI-CAJ(China Academic Journal) 원문 제공(1994년~현재)



3. 자료 및 서비스

∎ 한의과대학 이용 교육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계

도서관이용교육 65건 208명 - 65건 208명

맞춤교육 - 2건 22명 3건 22명

Web DB교육 - 29건 54명 29건 54명

합계 96건 284명

∎ 투어 및 출입

구분 (구) 한의학도서관 (신) 한의학도서관 기타

도서관 투어(명) - 246 2018∼2019.10.31.현재

도서관 출입자(명) 19,245 30,067 2018학년도 기준 (약56%증가)

2018.3.1~2019.10.31 기준



4. 경희대학교 한의학문헌분류표

∎ 작성 : 1994년 12월 9일 제정, 제정 이후 총 3차 수정 및 보완

∎ 내용

- 경희대학교 도서관의 특화장서인 한의학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만듦

- DDC 22판 중 사용하지 않는 의학분야 619에 KDC(519 한의학), DDC(610 의학)와

중국도서관분류표(R 의약, 위생)를 접목하여 제정

- 한의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의 자문을 받아 도서관 김종원 사서가 작성

- 문헌분류 외 한의학 관련 이론, 용어 정의, 중국도서 관련 용어를 수록하고 있음

619 한의학

. 1 기초이론(체계) 내경, 생리학, 병리학, 음양오행 등

. 2 보건, 위생

. 3 임상학(진단, 치료, 요법, 간호학, 임상사례)

. 4 침구학 침구 각과 질병

. 5 약학(본초, 약재, 방제)

. 6 내과(응급의학)

. 7 외과 골절(정형외과, 피부)

. 8 오관과(안과, 이비인후과, 구강치과)

. 9 부인과, 소아과, 노인병



5. 한의과대학 & 한의학도서관

∎ 동양의학대사전 발간 (1999. 9.20.)

-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간

- 동양의학 분야에 관한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 (12질 : 본책 11권, 별책 1권)

- 52,500여 항목 수록 (중의대의대사전 대비 항목 수 약1.5배, 분량 약2배)

-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전통의학 외에도 위구르의학, 티벳의학, 몽골의학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고유약재까지 다루고 있음



5. 한의과대학 & 한의학도서관

∎ 龜巖 許浚(1539-1615) - 東醫寶鑑

- 우리나라 한의학을 대표하는 인물

- 선조의 명에 따라 《 동의보감 》 편찬

- 1610년 25권 25책 완성

- 2009년 7월 31일 유네스코 「동의보감」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 예방의학 및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 인정



5. 한의과대학 & 한의학도서관

∎ 東武 李濟馬(1837-1900)  - 東醫壽世保元

- 조선 후기 의학자

- 《 동의수세보원 》 : 1893년 57세에 시작하여 1900년 64세에 완성한

사상의학 최초의 원전

- 병을 다스리는 목적뿐 아니라 체질에 대한 예방의학적 양생과

몸가짐, 마음가짐을 강조

- 인체를 기질과 성격에 따라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네 가지 사상으로 분류

경희대 도서관 소장
(1921)



5. 한의과대학 & 한의학도서관 – 독서지도 프로그램

독서지도 프로그램 “독이고(讀而考)”

∎ 시행 : 2009년

∎ 구성 : 한의과대학 교수추천도서 100종 500권 보유

(동양고전 17, 서양고전 14, 인문학 24, 자연과학 25, 사회과학 20)

∎ 내용

- 예과 2년 동안 학생 1인당 최소 20권 독서

- 예과졸업 인증과목 지정, P/F제로 운영

- 독서노트(讀而考) = Reading and Thinking

- 독서관리시스템(홈페이지) 운영

- 상담제(기초교수 참여)에 의한 개별관리

- 우수 학생 포상

<추천도서 목록>

<독서노트(표지 및 내지)>



6. 도서관 위치

한의과대학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