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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위치 건물명 No 위치 건물명

1 E4 4.18 기념관 43 C3 의과대학 제 1의학관

2 E4 강당 44 C3 의과대학 본관

3 E5 경영본관 45 C3 의과대학 문숙의학관

3A E5 고려대 라이시움(평생교육원) 46 C3 의료원(안암병원)

4 D1 공학관 47 C3 의학도서관

5 D2 과학도서관 48 D2 이학관 별관

6 D6 교우회관 49 D4 인촌기념관

7 D4 국제관 50 D3 정경관

8 C1 기초과학관 51 E5 정문수위실

9 D5 동원글로벌리더십홀 52 D2 정보전산처

10 E1 로봇융합관 53 D2 제1실험관

11 D4 문과대학(서관) 54 D2 제1실험관 부속건물

12 E3 미디어관 55 D1 제2실험관

13 D2 미래융합기술관 56 E4 중앙광장

14 E5 백주년기념 삼성관/박물관 57 D5 중앙도서관(대학원)

15 D5 법학관(구관) 58 D5 중앙도서관(신관)

16 D5 법학관(신관) 59 C4 차고(출판부)

17 D4 본관 60 D1 창의관

18 D5 본관부속사무실 61 E3 청산-MK문화관

19 D5 사범대학 본관 62 D6 체육생활관

20 D6 사범대학 신관 63 A4 체육위원회 연수관

21 C1 산학관 64 D3 타이거 프라자

22 D2 생명과학관(동관) 65 C4 프런티어관(G동)

23 D2 생명과학관(서관) 66 C2 하나과학관

24 D4 수당 삼양 패컬티하우스 68 B4 학군단

25 D1 신공학관 69 E4 학생회관

26 C2 아산이학관 70 D5 한국어교육관

27 D5 아세아문제연구소 71 B4 한국학관

28 B4 아이스링크 72 D5 해송 법학도서관

29 C3 안암병원 장례식장 73 E5 현대자동차 경영관

30 C4 안암학사 고시동(V동) 74 D4 홍보관

31 C4 안암학사1동(A동) 75 B4 화정체육관

32 C4 안암학사1동(A동) 76 D2 환경실험관

33 C4 안암학사2동(B동) 77 D5 CJ 법학관

34 C4 안암학사 관리동(C동) 78 D2 CJ 식품안전관

35 D2 애기능생활관 79 B4 CJ International House

36 E1 애기능학생회관 80 D2 Hana Square

37 C4 안암 글로벌하우스 81 C4 KU R&D 센터

38 B4 외국인기숙사(공사중) 82 E5 LG-POSCO 경영관

39 E3 우당교양관 83 E4 SK미래관

40 B4 우정간호학관 84 D3 л-Ville 99

41 D2 우정정보관 85 E4 л-Ville 148(공사예정)

42 D5 운초우선교육관 86 D2 Science-л-Park(공사예정)

자동반납기: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캠퍼스 전 지역

에서 자료를 반납할 수 있는 장비

위치: 문과대학, 운초우선교육관, CJ법학관, 현대자동차경

영관, 정경관, 미디어관, 신공학관, 우정정보관, 생명과학관

(동관), 아산이학관, 하나과학관 

셀프 대출반납기: 도서관 자료실에서 데스크를 방문하지 않

고 이용자 스스로 자료 대출·반납 가능한 장비

위치: 중앙도서관 제2자료실, 제3자료실, 법학도서관 법학

도서실, 과학도서관 단행본실

스마트 대출반납기: 국내 최초 최대 400여 책을 수용할 수

있는 무인대출반납기(365일 사용가능)

위치: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백주년기념 삼성관-중앙광장 연결

통로, 과학도서관-하나스퀘어 연결통로, 제1의학관 3층 로비

LIBR
ARY H

OURS  

분관 층 자료실 전화
학기중

(방학중)
토요일

(방학중)

중앙
도서관 
(신관)

1F 인포메이션 센터 02-3290-1486, 1492

09:00-22:00

(09:00-19:00)

09:00-15:00

(09:00-13:00)

2F 제1자료실
02-3290-1489, 1493,

1498

3F 제2자료실 02-3290-1494

4F 제3자료실 02-3290-1502

중앙
도서관 

(대학원)

2F 대학원자료실 02-3290-1503 09:00-17:30

휴무
2F 한적실 02-3290-1501

09:00–17:30

(09:00–16:30)

학술
정보관
(CDL)

B1 국제기구자료실 02-3290-1506

09:00-22:00

(09:00-19:00) 

09:00-15:00

(09:00-13:00)

2F 멀티미디어열람실 02-3290-2783~4

중앙광장 B1
CJ Creator Library

(CCL)

02-3290-2794~5,

2797

해송
법학

도서관

B2 법학보존서고
02-3290-1508

B1 법학도서실

1F 법학정보실 02-3290-1505

아세아
문제

연구소
4F 동아시아도서관 02-3290-1602

09:00–17:30

(09:00–16:30)
휴무

LG-
POSCO
경영관

3F 수당학술정보관 02-3290-1307
09:00–22:00

(09:00–19:00)

09:00–15:00

(09:00–13:00)

과학
도서관

1F 단행본실 02-3290-4225, 4219

09:00-22:00

(09:00-19:00)

09:00-15:00

(09:00-13:00)

2F α Lounge, β Lounge 02-3290-4221

3F 연속간행물서고 02-3290-4226

3F 상호대차실, γ Lounge 02-3290-4221, 4222

의학
도서관

1F 연속간행물실 02-2286-1268
08:30-17:30

(08:30-17:30)

휴무2F 전자정보실 02-2286-1263~4
08:30-19:30

(08:30-17:30)3F 자료실
02-2286-1254,

1261~1265, 1268

학술
정보원
(세종)

2F
대출/반납 사무실

(인문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과학기술자료실)

044-860-1807~9

09:00-22:00

(09:00-19:00)

09:00-15:00

(09:00-13:00)
3F 연속간행물실 044-860-1811~4

3F 전자정보자료실 044-860-1815~6

● 자동반납기 

● 스마트대출반납기 

● 열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사명은
인류의 지적 유산을 폭넓게 

수집하고 조직, 보존하여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고려대학교 구성원과 지식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서비스 주체이자 지식정보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도서관 library.korea.ac.kr

의학도서관 medlib.korea.ac.kr

학술정보원(세종) libs.korea.ac.kr

수당학술정보관 biz.korea.ac.kr/sudang

인문학 외국학술지지원센터 www.fric.kr

facebook www.facebook.com/kulib1905

instagram www.instagram.com/kulib1905

kakao pf.kakao.com/_UeIxixl

youtube www.youtube.com/kuccl 

도서관 지정발전기금 | 대외협력부 02-3290-1244 학술정보기획부 02-3290-1475, 1480

학술자료기증 | 학술정보개발부 02-3290-1472 |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이용시간캠퍼스 지도

개척하는 지성의 심장,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도서관 안내
고려대학교

80

* 방학 중 자료실 이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출 책 수 및 기간

구분 책수 대출기간 연장기간

학부생 20책 15일 15일, 1회

대학원생, 교환학생(대학원), 직원 40책 30일 30일, 3회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 명예교원) 60책 90일 90일, 3회

연회비이용자, 교환학생(학부, 국외) 10책 15일 15일, 1회

▶ 대출·반납, 예약 | 대출 가능한 도서는 연속간행물, 참고도서, 지정도서 등 대출 불가

한 자료를 제외한 단행본 자료이며, 대출 창구 또는 RFID 셀프대출반납기를 통해 대출·

반납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가 대출 중일 때에는 예약(1인당 3책 한도)을 통해 대출 우

선권을 가질 수 있다.

※ 대출연장: 반납예정일 3일 전부터 가능(예약자료의 경우 연장 불가) | 연체반납 시 연체된 날짜만

큼 대출 제한 | 30일 이상 장기연체 시 도서관 출입 및 시설이용 제한 | 예약도서: 도착 통보 이후 취

소 불가, 3일 이내 미대출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 간편대출 | 서울캠퍼스 도서관(중앙/과학/의학) 소장자료는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위치의 스마트대출반납기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분관대출 | 서울캠퍼스 도서관과 세종학술정보원이 서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상호 대출하는 제도로, 반납은 가까운 자료실에서 가능하다.(세종학술정보원 도서는 

자동반납기, 스마트대출반납기에 반납 불가)

▶ 지정도서 |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 내에 별도 비치하여, 수강생들이 효율적으로 

교재 및 참고문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대출불가, 복사/스캔 가능)

▶ 자료구입신청 | 이용자는 필요한 자료의(단행본, 비도서, e-Book) 구입을 신청할 수 

있고 입수된 신청자료는 '정리중' 단계부터 예약할 수 있다.

※ 신청 자료 내역 및 처리 과정: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메일, 알림톡을 통해 관련 정보 수신 가능) 

SERVICES 

COLLECTION
S  

DISCOVERY

RESERCH
 SERVICE

DON
ATION

S

FACILITIES

▶ 보존도서관 발전기금 | 중앙도서관 구관에 보관된 귀중한 자료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

여 지적 문화유산을 이어가고자 기획된 보존 전문도서관 리노베이션 기금

▶ 1905-1937 Project | 고려대학교가 개교한 1905년과 중앙도서관 구관이 건립된 1937년에 의

미를 부여하여 19개월 동안 매월 5만원을 기부해주실 1937분의 기부자를 모시는 프로젝트 

(보존도서관 리노베이션 모금 캠페인)

▶ 과학도서관 발전기금  | 세계를 선도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배움터로 발돋움

하기 위해 기획된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기금

▶ 도서관 발전기금 | 상기 목적성 기금 외 도서관 장서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기부하시는 분

들을 위한 기금

※ 기부방법 및 현황, 기부자 예우와 소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korea.

ac.kr/give)를 참고

LIBR
ARIES  

중앙도서관(신관)

1978년에 개관한 석조건물로 당시 국내 대학 최고의 

규모였으며, 현재는 국내 굴지의 도서관으로 성장하였

다. 2004년 6월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2019년 3월 1층

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인문·사회과학분야의 130만여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중앙도서관(대학원)

중앙도서관(대학원)은 보성전문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도서관으로 민족 성금을 통해 1937년 9월 개관하였으며, 

서울시 사적286호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미가 뛰어난 고

딕식 석조건물이다. 2층에 위치한 한적실은 한적 및 귀

중서 열람에 특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관(CDL)

2005년 5월 개관한 개교 100주년 기념 삼성관 내에 

위치한 CDL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

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최초 인포메이

션 커먼스(IC: Information Commons) 개념을 기반으

로 설립된 이후 이용자 중심의 학습 및 문화 공간으로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해송법학도서관

2007년 3월 개관하였으며, 법학분야 10만여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이다. 첨단 이미지와 투

명한 개방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용자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학술정보관

秀當 김연수 선생(1896~1979, 삼양사 창업주)의 뜻을 

기려 김상홍 교우(상41, 삼양사 명예회장, 초대 경영대 

교우회장)의 정성으로  2004년 LG-POSCO 경영관 3

층에 경영학전문도서관으로서 개관하였다. 경영학 분

야 소장 자료 외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영학 전문 

데이터베이스 16종을 구독하고 있다.

인문학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중앙도서관(신관) 2층에 위치하며, 인문학(철학, 종교, 

어·문학, 역사)분야 외국학술지의 아카이브 역할을 수

행하고, 해외학술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무료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연 동아시아도서관

아세아문제연구소 건물 4층에 위치한 아연 동아시아도

서관은 아시아 지역에 관련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제

한도서(북한도서) 1만여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열린 도서관

이용자들의 휴식과 교양 습득을 지원하고자, 캠퍼스 내 

휴게 공간에 서가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만화·취미 등 공간별 특성에 맞춘

자료 구성이 특징이다.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KUML)은 의학 및 보건, 간호 주제의 교육, 

연구,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도서실로 개실하였다. 

1991년 3월 의과대학 교우회 및 재단의 지원으로 안암동 

녹지캠퍼스에 4층 건물로 신축, 2019년 리모델링하였다.

학술정보원(세종)

세종캠퍼스에 위치한 학술정보원은 1981년 3월 개관

하였으며,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편의 위

주의 정보화 환경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캠퍼스 정보화(연

구·교육·행정)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지원 서비스

발전기금

▶ 열람실 현황

분관 구분 좌석 노트북 운영시간

중앙도서관(신관)
1F 포레스트존 136 136 06:00~23:00

1F 오션존 31 31 06:00~23:00

중앙도서관

(대학원)
2F 대학원열람실 192 128 06:00~23:00

학술정보관

(CDL)

1F C-Lounge 210 210 06:00~23:00

1F D-Lounge 98 29 06:00~23:00

1F L-Lounge 45 45

09:00~22:00

(방학중 
09:00~19:00)
(토/공휴일 휴무)

4F 대열람실 1,013 308 06:00~23:00

중앙광장

B1 유선노트북열람실 258 258 24시간

B1 열람전용실 326 24시간

B1 대학원열람실 120 72 24시간

해송법학도서관
2F 제1열람실 128　 128　 06:00~23:00

3F 제2열람실 110 06:00~23:00

과학도서관

4F 열람실 639 06:00~23:00

4F 노트북열람실 84 84 06:00~23:00

5F 열람실 336 60 06:00~23:00

하나스퀘어
B1 일반열람실 306 24시간

B1 노트북열람실 301 301 24시간

의학도서관 4F 열람실 280 06:00~24:00

학술정보원(세종)

1F 1열람실　 444　 24시간　

1F 2열람실(노트북열람실) 396 396 24시간

1F 3열람실 79 24시간

▶ 그룹스터디룸 

학술정보관(CDL) 1F C-Lounge, D-Lounge 

2F 멀티미디어 열람실 / 4F 대열람실 

중앙광장  B1 CCL

과학도서관  3F / 4F / 5F 특수열람실 

하나스퀘어  B1 일반/노트북 열람실 앞  

의학도서관  2F 헤윰 1~4 / 3F 헤윰 5~6 / 4F 헤윰7 

학술정보원(세종)  1F 제1열람실 / 3F 전자정보자료실

▶ 스캐너

중앙도서관(신관) 2F 제1자료실 / 3F 제2자료실 / 4F 제3자료실 

중앙도서관(구관) 2F 대학원자료실

학술정보관(CDL) B1 국제기구자료실 / 2F 멀티미디어 열람실 

해송법학도서관 B2 법학보존서고, 1F 법학정보실, 2F 자유토론실

과학도서관 1F 단행본실 / 2F α Lounge

의학도서관 2F i Commonce

학술정보원(세종) 3F 연속간행물실, 전자정보자료실

▶ 도서관앱 KLIB

도서관앱(KLIB)을 통해 도서관 좌석(열람실, PC좌석)과 시설(그룹스터디

룸, 스튜디오 등)을 예약/이용할 수 있다. 

열람실 및 시설 안내 이용자 서비스도서관 안내 

▶ 학술정보큐레이션 SICS : Scholarly Information Curation Service

자료이용 : 소장자료와 전자자료 통합 검색,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책, 미소장 자료 이용 등의 서비스

연구지원: 학술정보큐레이션(SCIS)과 연구지원 관련 서비스

시설이용: 도서관 시설 안내와 시설/좌석예약 서비스

커뮤니티: 공지사항, 기부·기증, 소개, FAQ 등의 도서관 소식과 안내

나의공간: 개인별 서비스 현황(대출/예약, 자료구입 등)

▶ 장서현황  (2020.1.31 기준) 

소장자료 안내

귀중서 주요 귀중서: 국보1점(1책) 보물9점(20책, 1매)

국보 '용감수경', 보물 '삼국유사' 등을 포함한 한적 

귀중서 5,200여 책과 '국문연구안' 등의 근대 문화

재를 포함한 동서양 귀중서 3,000여 책 보유

소장자료

학위논문 

214.8K
한적

107.6K
비도서자료 

90.7K
연속간행물

619.9K
단행본 

2.266M

디지털콘텐츠

이러닝 외 

57.6K
 전자저널 / WEB DB

78.3K
 E-BOOK 

599.4K
 학위논문 

79.9K
고서 / 고신문

11.6K

▶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korea.ac.kr)

통합검색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주제 가이드로서, 교내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학술정보 접

근을 위해 온라인에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최신 학술연구정보들을 각 전공이나 주제별

로 실시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 정보이용교육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자원의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학술DB 활용법, 멀티

미디어 자료 제작법, 표절예방 프로그램 Turnitin 활용법, 서지관리 프로그램 EndNote 

활용법 등을 운영한다.

▶ 원문복사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연속간행물 기사(Article), 단행본 일부(부분 복사만 가능), 

학위논문을 국내외 협력기관에 복사를 의뢰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문복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KERIS(RISS), KISTI(NDSL), MEDLIS, OCLC, NII 등이 있다. 

▶ 상호대차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관외 대출이 가능한 인쇄형 단행본을 13개 학술정보 교

류 협정기관 및 국내외 협력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

漢

CJ Creator Library(CCL) 

2017년 5월에 개관한 CCL은 접근성이 높은 중앙광장

(B1)내 위치하고 있으며, 1인 방송 및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스튜디오와 동아리 공연, 학술행사 등이 개

최되는 이벤트홀, 학생들이 바닥에 누워서 공부하고 

휴식하는 마루쉼터, 사용인원에 따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룹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도서관

1983년에 개관한 과학도서관은 자연계 지역 중심에 위

치한 복합건물로 이공·자연·보건과학 주제 분야의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54만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 도서관 연회비 제도

졸업생 및 대학원 수료생은 도서관 연회비를 납부해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 연회비 : 6개월 5만원, 1년 10만원

◦ 갱신 장소 : 중앙도서관 1F 인포메이션 / 과학도서관 1F 단행본실 

● 도서관 이용증 발급

졸업생 및 학점교류생, 교환학생 등 원스탑센터에서 스마트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대상자 중 도서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 발급비용 : 5,000원(신규/재발급 동일)

◦ 발급장소 : 중앙도서관 1F 인포메이션 / 과학도서관 1F 단행본실

  의학도서관 3F 단행본실 

도서관 홈페이지 학술정보큐레이션연구지원

연구지원도서관 홈페이지 정보이용교육

자료이용도서관 홈페이지 원문복사·신청

자료이용도서관 홈페이지 상호대차·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