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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시
간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앙
도서관

구관자료실 09:00~21:00 09:00~17:00 휴관

신관
열람실

2~4층 06:00~24:00

지하 06:00~02:00

의학분관 09:00~18:00 09:00~13:00 휴관

치의학분관 09:00~22:00 10:00~16:00

법학분관 08:30~21:00 09:00~13:00 휴관

상주캠퍼스
분관

일반열람실 06:00~24:00

전자정보실(2층) 09:30~17:50 휴관

1~4층 자료실 09:00~20:00 휴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

Library

Korea 
No.1 
University

대한민국 미래를 품은 

큰 인재 양성의 터전

경북대학교 도서관

대구·경북

시도민의 

거점도서관으로

거듭납니다

경북대학교 도서관

1953
개관

1990
신관 증축

2000,2018
구관 증축

2019 
신구관 1층

새단장   
연혁

규모 

구관(중앙) 신관(중앙)   

지하1층 보존자료실 제1열람실(지하)

1층

U-Lounge / CRETEC-Zone / B-Zone / S-Lounge / 

대출실 / 이용자교육실 / 관장실 / 과장실 / 전산지원팀 / 

Multi-Purpose Room / 카페테리아

2층 인문학자료실 / 어문학자료실 제2열람실

3층
연속간행물실 / 학위논문실 / 

스터디라운지(스터디룸10개)
제3열람실

4층 
자연과학자료실 / 사회과학자료실 /  

특수자료실
제4열람실

5층

자료수집팀 / 자료정리팀 / 기획홍보팀 /  

행정지원팀 / 고서실 / 개인문고실 /  

대학기록관

중앙도서관, 의학·치의학·법학·상주캠퍼스 분관(연면적 41,434.41㎡ ) ※ 방학중 단축 및 시험기간 연장운영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주요시설 이용 도서관 서비스

중앙도서관 신·구관 1층을 통합하여 
새단장하였습니다.

창의·소통·휴식이 공존하는
Learning Commons를 소개합니다.

출입 출입 게이트에서 모바일 학생증이나 ID 카드 인식 후 출입 •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구입신청 가능

•도서관 홈페이지→서비스 신청→자료구입신청  

자료구입신청

구분 자료 수령장소                                                                                                              연락처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1층 U-Lounge 950-4714

의학분관 의학분관 950-6530

치의학분관 치의학분관 660-6914

상주캠퍼스분관 3층 연속간행물실 054-530-1622

• 필요한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타기관을 통하여 자료복사 및  

대출 의뢰하여 제공

원문복사 / 

상호대차 신청

• 자료검색 시 정리중인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 

(중앙도서관 자료만 가능)

•도서관 홈페이지→소장검색→신청아이콘 ‘우’ 클릭

우선정리대출

• 중앙도서관과 분관(의학, 치의학, 상주) 상호간 미소장 자료를 서로 대출,  

택배비는 도서관 부담  

분관간 

도서대출 서비스 

•학부생, 대학원생 등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 교육

•도서관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도서관 이용교육 신청

이용교육 신청

•fric.knu.ac.kr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전국 10개 분야 외국학술지 논문 무료복사 제공

경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중앙도서관 3층 연속간행물실 지정 PC에서 자료열람 및 출력가능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원문자료 이용

• 소장자료 검색, My Library, 공지·안내, 모바일학생증, 좌석·시설물예약, 

자료구입신청, 층별안내, 국내 e-Book 이용

모바일 앱 이용 

교외접속 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필수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자원 통합검색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자원 검색 >>> 전자자원 유형별 검색

•도서관 홈페이지 >>> 하단 메뉴 RISS, NDSL

전자자원

원문이용 

홈페이지

로그인

•http://kudos.knu.ac.kr

•크롬 사용 권장

•ID :  학번(모바일 학생증만 사용하는 경우) 

학번+학생증 발급회차(실물 학생증도 발급받은 경우)

•PW : 생년월일 6자리

좌석 및 

시설물 예약
좌석 및 시설물 공간 예약방법

신관열람실 좌석
제1열람실(지하)

제2~4열람실(2~4층)
모바일 앱, 키오스크

스터디룸

구관 3층(10실) 모바일 앱, 홈페이지

CRETEC Zone(2실) 모바일 앱, 홈페이지

S-Lounge(8실)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관공부방(2~4층) 모바일 앱, 홈페이지

지역주민 스터디룸 CRETEC Zone(2실) 모바일 앱, 홈페이지

캐럴 CRETEC Zone(2실) 모바일 앱, 키오스크

PC CRETEC Zone(75석) 모바일 앱, 키오스크

Smart Learning Room U-Lounge(12실) 모바일 앱, 홈페이지

무선LAN 이용  중앙도서관 구관 1층, 2-3층 일부 / 신관 전체

자료대출

/반납

• 대출 

1층 대출데스크에서 모바일학생증(ID카드)을 제시하고 대출

•대출 책수 및 기간

• 대출연장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2회 연장가능

• 대출예약 

희망도서가 모두 대출중일 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안내통보→대출실방문

• 반납 

1층 반납데스크에서 가능 

(이용시간 이후 중앙도서관은 신관 반납기 이용 단, 02:00~06:00 이용불가) 

신분별 대출책수 대출기간

학부생 10책 14일

대학원생 20책 30일

교수·강의교수 / 명예교수 50책/30책 180일 / 90일

직원 / 자체직원 20책/5책 30일 /1 4일

휴학생 5책 14일

동문·일반회원 / 우대회원 5책/10책 14일 / 30일

S-Lounge(802㎡)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 휴식과 소통의 지식창조공간

❶ 스터디룸  그룹학습공간

❷ 창의마루  온열기능이 있는 마루형태의 휴식 및 학습 공간

❸ 스마트기기존  노트북, 태블릿PC 등 이용

❹ 카페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토론과 휴식을 하는 공간

❺ 쉼터마루  휴식공간

❻ 사물함 공간  학생 물품보관용(432개)

❼ 도서관학생위원회 사무실 

CRETEC Zone(790㎡)

PC, 노트북 등 IT기기 이용 및 학습공간

❶ 정보검색존  PC를 이용한 정보검색 공간

❷ 커뮤니케이션룸  학습 토론, 커뮤니케이션 공간

❸  지역주민 스터디룸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습공간

❹ 스터디룸  그룹학습공간

❺ 캐럴  개인학습공간

❻ 스마트기기존  노트북, 태블릿PC 등 이용

❶

❷

❸

❹
❻ ❼

❺

정보검색존 스터디룸 지역주민 스터디룸  창의마루캐럴 스마트기기존

U
Lounge

B
Zone

CRETEC
Zone

S
Lounge

❶
❶

❷

❹

❻

❺

❸

B-Zone(728㎡)

책과 함께하는 자연감성의 커뮤니티 공간

❶   북갤러리 

교수저서, 베스트셀러 등과 같은 다양한 책을 전시·이용

❷  독서토론룸 

 독서 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

❸ 젠가형 마루  블록형태의 휴식형 마루

❹ 스마트기기존  노트북, 태블릿PC 등 이용

❺ Multi-Purpose Room  세미나, 전시 공간

❻ 학습 및 독서공간

U-Lounge(630㎡)

DVD, 온라인 강좌, 디지털컨텐츠 이용공간

❶  Smart Learning Room 

 1~2인용/DVD, 온라인강좌 등 디지털 컨텐츠 이용

❷ 스마트기기존  노트북, 태블릿PC 등 이용

❸  Smart Learning Room(대형) 

DVD, 온라인강좌 등 디지털 컨텐츠 이용

❹ 컨텐츠 마켓  장르별, 테마별 DVD 전시공간

❺ 쉼터마루  휴식공간

❻ 상호대차/원문복사, 안내데스크

❶

❷

❸

Smart Learning Room 북갤러리Smart Learning Room 독서토론룸컨텐츠 마켓 젠가형 마루 

❺❶
❹

❷

❺

❻
❸

❻

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