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학기 방학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중
앙
도
서
관

중앙자료실 08:30-21:00 09:00-17:00 09:00-17:30
휴관

특수자료실 09:00-17:30 휴관 09:00-17:30

일반
열람실

제1열람실 00:00-24:00 (24시간 개방)

기타열람실 06:00-24:00

분
관

법학도서관 09:00-21:00
휴관

09:00-17:30
휴관

의학계열
도서관

자료실 09:00-21:00 09:00-17:30

일반열람실 06:00-24:00

한의학도서관 09:00-21:00

휴관

09:00-17:30

휴관
미술자료실 09:00-17:30 09:00-17:30

경희의료원 도서실 08:30-17:30 08:30-17:30

평화복지대학원 도서실 09:00-17:00 09:00-17:00

※ 자료실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 일반열람실 중 일부는 시험기간 24시간 운영함

중앙도서관 
새내기 길잡이
Kyung Hee University Library Guide

  대출책수 및 기간 
구  분 대출책수 대출기간

학부생
재학생 및 휴학생 10권

14일
우수이용자 13권

대학원생 (석 ·박사)
재학생 및 휴학생 30권

30일
우수이용자 33권

졸업생
5권 14일

글로벌미래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기타 

※ 경희사이버대학교 구성원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위와 동일

  대출/대출연장 
•  반드시 본인의 ID 카드 또는 앱 이용증으로 대출
• 대출불가 자료 :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 대출연장 :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 가능, 연체 중인 자료 또는 미납연체료가 

있는 경우 대출 및연장 불가 
자료 연장 시 연장일로부터 본인의 대출기간의½만큼 반납예정일 연장 가능. 연장 
기간을포함한최대대출가능기간은 이용자 그룹별 대출기간의 1.5배

• 연장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My Library → 대출현황에서 해당 도서의 “연장” 
버튼 클릭

  반납/연체/변상 
•  반납 시에는 본인이 반드시 반납처리 결과 확인
• 자료실 운영종료 후에는 무인반납함 이용 (위치 : 중앙도서관, 청운관, 오비스홀 로비)
•  대출기한 이후 반납할 경우 권당 1일 100원의 연체료 부과 (최대 20,000원)
•  연체도서나 미납 연체료가 있는 경우 도서대출·연장·자료예약불가. 재학증명서등

각종증명서발급제한됨
• 자료 무단 반출, 분실, 훼손의 경우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변상해야 함

  예 약 
•  대출 중 자료, 보존서고 자료 또는 수서정리 중인 자료, 국제캠퍼스 및 평화복지대학원 

캠퍼스 도서관 자료를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자료검색 → 검색결과의 ‘소장사항’ 탭 클릭 → 

신청·예약하기 (Request)
•  예약가능 권수 : 5권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069~79   Fax 02-961-9555
http://library.khu.ac.kr/seoul

도서관 뉴스레터  
•  도서관에서 제공 중이거나 새롭게 준비 중인 자료와 

서비스 정보에 관한 소식지
• 도서관홈페이지또는도서관블로그에서확인

경희대 도서관 이용증 APP  
•  도서관 출입, 도서대출, 열람실 좌석발권 등
• (IOS, 안드로이드) “경희대 도서관 이용증” 앱 다운로드 후 이용도서관 블로그

khulib.tistory.com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행사

  다독상 시상 
•  경희 구성원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학기 단위로 다독상 시상
• 매학기 초 수상자 발표

  독서토론회 
•  저명 저자의 강연을 통해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독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
• 매년 1회 실시

  작은음악회 
•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예술적 정서와 휴식을 제공하는 도서관 문화서비스
• 매년 1회 실시

도서관 출입 안내

•  도서관 출입 시 학생증 (교직원 신분증, 도서관 이용증) 지참 또는 
경희대 도서관 이용증 앱 이용 

•  학생증 분실 시에는 바로처리실에서 도서관 임시출입증을 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시

http://library.khu.ac.kr/seoul

대출 / 반납 도서관 위치 이용시간

한의학도서관 (4층)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6층)

의학계열도서관
(의학관 2층과 연결)

<2020.3 발행>

도서관 홈페이지



구 분 위 치 운영시간 비 고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1F 24시간 운영 노트북 사용 가능, 
휴게공간제공

제2열람실 2F 06:00~24:00 -
제3열람실 2F 06:00~24:00 노트북 사용 가능, PC 28석 
제4열람실 4F 06:00~24:00 -
집중열람실 1F 06:00~24:00 -

대학원열람실 2F 06:00~24:00 -
의학계열
도서관

의학제1열람실 5F 06:00~24:00 -
의학제2열람실 6F 06:00~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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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료실 2층

정기간행물·참고자료·비도서자료

남 화장실

여 화장실

집중

열람실

남 화장실

여 
화
장
실

수서서고

복사실

학술연구

지원팀

그룹

스터디룸

3D

Library

도서관

자치위원회

컨퍼런스룸

중앙도서관  
중앙자료실 (원형 1층) � Tel. 961-0074/0078/0077
•  자료의 열람 및 대출
• 보존서고 자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
• 장애학생 콜 서비스 / 외국인 도우미 서비스 / 동문·휴학생 서비스
• 캠퍼스 간 (국제캠퍼스 및 평화복지대학원) 자료 대출, 타 도서관 자료대출·자료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특수자료 (북한 및 조총련 발간자료) 비치 
참고자료실 (원형 2층) � Tel. 961-0075
•  백과사전, 통계, 연감 등 참고자료 소장
정기간행물실 (원형 2층) � Tel. 961-0076
•  국내외 학술지, 각 대학 논문집, 신문, 교양잡지 등 소장
비도서자료실 (원형 2층) � Tel. 961-0075
•  악보, 영화 DVD 등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소장

분 관  
법학도서관 (제1법학관 5, 6층) � Tel. 961-9323
•  법학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소장
• 전자정보실 PC 36석
의학계열도서관 (의학계열도서관 4층) � Tel. 961-9419
•  의학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소장
한의학도서관 (한의과대학 4층) � Tel. 961-0322
•  한의학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소장
경희의료원 의학도서실 (정보행정동 지하 2층) � Tel. 958-9073
•  의학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소장
평화복지대학원 도서실 (평화복지대학원 1층) � Tel. 031-570-7010
•  국제평화, 사회과학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소장

1.  자료구입신청� ●  수서 Tel. 96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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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RESEARCH → 자료구입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자 성명, 학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ISBN 등 입력)

•  신청도서 진행현황은 메일로 확인 가능
• 소요기간: 국내서 평균 2주, 국외서 평균 3-5주

2.  우선정리신청� ●  정리 Tel. 961-0069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한 후 도서의 현재상태가 “수서정리 
처리중” 일 때 요청을 클릭하여 신청

3.  타도서관 자료대출� ●  중앙자료실 Tel. 961-0077

•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을 타 도서관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RESEARCH → 타도서관 자료대출

4.  타도서관 자료복사� ●  중앙자료실 Tel. 961-0077

•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타 기관에 복사 의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RESEARCH → 타도서관 자료복사

5.  도서관 이용교육� ●  학술연구지원팀 Tel. 961-9285

•  자료이용 및 정보검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기교육, 맞춤교육, 도서관 
투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RESEARCH → 학술정보활용교육
• 정기교육: 학기 중 매월 실시하는 학술DB 교육
• 맞춤교육: 10인 이상의 이용자가 신청 시 수시 진행

6.  도서관 연구지원 시설 이용� ●  학술연구지원팀 Tel. 961-0072

•  그룹 단위로 연구 및 학습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컨퍼런스룸(88석), 프레젠테이션룸(18석), 그룹스터디룸 6개(각 6석)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SERVICE → 좌석·시설 이용 → 컨퍼런스룸 

예약 / 프레젠테이션룸 예약 / 그룹스터디룸 예약

7.  장애학생 콜 서비스� ●  중앙자료실 Tel. 961-0074

•  장애학생의 경우 대출/반납 자료를 교내 원하는 곳으로 배송 신청 가능 (방학 중에는 
우편 발송)

•  교내 원하는 장소에서 학술정보 자료 이용 안내 및 면담 가능

8.  전자저널 및 학술DB 이용문의� ●  학술연구지원팀 Tel. 961-9285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저널 및 학술DB 이용 시 문의사항 안내
• 전자책 이용안내 등

열람실 안내
일반열람실 이용 
•  이용방법 : 경희대 도서관 이용증 앱 또는 도서관 내에 설치된 발권기 이용

중앙자료실
자료를 열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존서고 자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콜 서비스, 동문·휴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퍼스간 
자료대출, 타도서관 자료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el. 961-0074)

특수자료실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특수자료실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961-0074)

정보교육실
도서관 이용 교육 및 
정보 검색을 위한 30석 
규모의 공간입니다. 
(Tel. 961-9285)

컨퍼런스룸 

88석 규모의 학술행사 
지원시설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좌석·시설이용]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0인 이상 신청 시 
사용 가능합니다. 
(Tel. 961-0072)

프레젠테이션룸
발표연습 및 영상관람이 
가능한 18석 규모의 
공간입니다. 
(Tel. 961-0072)

참고자료실
백과사전, 통계, 연감 등 각종 
참고자료 6만여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Tel. 961-0075)

정기간행물실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 보고서, 
신문 및 최근 교양잡지까지 
자유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4만여종의 
전자저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el. 961-0076)

비도서자료실
악보, 영화 DVD 등 3만여종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Tel. 961-0075)

3F1F

2F 4F
제3열람실

세미나룸

프레젠

테이션룸

자료실 안내자료실 안내층별 안내도층별 안내도도서관 서비스 활용하기도서관 서비스 활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