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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소개 
 
 

 1965 – 인천재능대학교 도서관 설립 

 2011 – 5만 여권의 장서와 200석의 열람석 보유 

 2011 - 디지털학습관(본관3층)을 운영하여 DVD자료 시청 및 멀티미디어 기반의 지식검색, 활용의 장소 

제공 

 2018 – 10만 여권의 장서와 220석의 열람석 보유 

 2020 – 12만 여권의 장서와 220석의 열람석 보유 

            ※송도캠퍼스 2만2천의 장서 : 일반도서(1만6천), 우수학술도서(6천) 

   2020 – 2020년 1월 도서관 명칭이 “학술정보관”으로 변경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소개 
 

 시설안내 

 

 

 
 

구분 실 배치현황 면적 열람석 

2층 자료실,  일반열람실,  정기간행물실 861㎡ 128석 

3층 디지털학습관(정보검색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345㎡ 87석 

송도 
캠퍼스 

송도 학술정보관 180㎡ 44석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개관안내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개교기념일,  장서점검기간(별도공고) 

                          ※ 단,  학술정보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  또는  개관을  명할  수  있으며,   

                            열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자료열람실 08:00 ~ 20:00(학기 중) 
09:00 ~ 18:00(방학 중) 

휴관 휴관 

디지털학습관 08:00 ~ 20:00(학기 중) 
09:00 ~ 18:00(방학 중) 

휴관 휴관 



2층 자료열람실 



2층 자료실 2층 열람실 

     

2층 자료열람실 



3층 디지털학습실 



3층 PC 좌석 3층 복사실 

     

3층 디지털학습실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자료실 이용안내 
       

        ► 운영시간 
             •  학기 중  :  08:00 ~ 20:00  /  토, 일요일, 공휴일  휴실 

             •  방학 중  :  09:00 ~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휴실 

 

 

       ► 이용방법 
             • 자료실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인근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로 

                도서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입 시에는  출입구에서  학생증  혹은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후   

                이용 가능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자료실 안내 
         ► 일반자료실 

             • 일반  자료열람실은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행본과  제본간행물을  합하여  12만여  장서가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 

 

 

        ► 참고자료실 • 연속간행물실 

             • 참고도서  -  사전류,  연감류,  법령집,  통계자료  등 

             •  연속간행물로  -  국내외 학술지 및 교양잡지,  신문  등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대출기간 
         ► 도서 대출기간 

             • 일반  자료열람실은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행본과  제본간행물을  합하여  12만여  장서가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 

          • 신분 별 도서 대출 한도 및 기간 

 

 

 

 

         
 

구분 책 수 기간 

학생 10 15일 

전임교원 10 30일 

교직원 10 30일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도서검색 
         ► 청구기호 읽는 법 

             • 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번호, 저자기호, 볼륨, 복본으로 구성됨    

 

                                                                                                            

                                    
                                                               

PD 
711.02 
권65ㅋ 
v.2   
c.2 
 
0093835 

 분류번호 : 책의 주제에 따라 부여된 번호로 소수점 윗부분은 십진법으로 읽는다. 

저자기호 : 저자명과 서명으로 구성된 기호  

볼륨(Volume) : 다권본의 순서를 표시한 숫자(1,2,3…)또는 단어(上,中,下) 

별치기호 : 책의 특성과 소장서고를 안내 

복본(Copy) : 동일한 책이 2권 이상 있을 때 붙인다. 본 권에는 붙이지 않으며  

                       두 번째 책 부터 c.2, c.3순으로 붙인다     

                        
등록번호 : 책이 학술정보관에 입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번호  



서가 번호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 

 검색 PC에서 검색 후  

   서가번호 확인 

 서가번호 확인 후 
    청구기호 확인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대출 / 반납 방법 
         ► 대출 : 도서대출시스템에서 학생증을 스캔 한다. 

                                                                                                            

                                    
                                                               

학생증을  
스캔 한다.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대출 / 반납 방법 

         ► 대출 : 본인 확인 후 대출 도서 등록번호를 스캔 한다.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대출 / 반납 방법 

         ► 반납 : 도서반납시스템에서  반납할 도서 등록번호를 스캔 한다.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연장 • 연체 • 변상 
 

       ► 도서 대출연장 
              • 대출한  책은  연장할 수 없고,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연체 및 변상 
             • 연체 : 도서를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된  기간만큼  대출이  중지된다.  

             • 변상 : 분실  및  파손도서의  경우는  도서관  세부규정에  따라  동일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 자료(기자제등)변상  
             • 자료  및  기자재 등  훼손이  없도록  하며,  자료(기자재 등)  훼손 시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 관내열람 도서  
 •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의 자료는 관외대출 불가능 

 

경우는 학술정보관 세부규정에 따라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자유열람실 이용안내 
 

          ► 운영시간 
          • 학기 중 : 08:00 ~20:00 

          • 방학 중 : 09:00 ~18:00 

          • 시험기간 : 08:00 ~ 24:00(지정강의실 24시간 개방) 
        

      ► 이용방법 
             • 자유열람실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인근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 며,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출입 시에는  출입구에서  학생증  혹은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후 이용 가능 
 

      ► 유의사항 
          • 흡연, 음식물 반입 및 잡담 금지 

          • 자료 및 시설물의 파손, 낙서 및 절취 행위  

          • 화기 및 기타 위험물 

          • 자료의 복사나 녹음, 촬영 등의 무단 복사 행위 

          •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디지털 학습관 
 

         ► 디지털 학습관 이용안내(관내열람자료) 

          • 인터넷  검색 및 문서작성 가능       

     ► 위치 및 좌석 수 

             • 본관 3층(디지털 학습관) : 좌석 수(87석) 

 

            ► 운영시간 

             • 학기 중 : 08:00 ~ 20:00(월~금) 

             • 방학 중 : 09:00 ~ 18:00(월~금) 

 

          ► 이용방법 : 학생증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학술정보관 이용을 위한 제도 

 

학술정보관 이용 전반에 관한 질의에 응답 

본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에서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이용안내 

학술정보관의 검색 PC나 INTERNET에서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희망도서 신청/조회 

        

      ► 희망도서 신청/조회 란? : 학술정보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직접 희망하는  

                                                        자료를 신청/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희망도서 신청/조회  신청방법 : 신청하기 전에 해당자료가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고  신청 

 

            • 학생,  교직원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술정보관의  검색PC나  INTERNET에서  신청한다.  

            • 신청양식에  서명,  저자명,  출판사,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도서구입에   

                  반영하여  희망 하는 도서를 대출하여 볼 수 있다.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희망도서 신청/조회 

        학술정보관 소개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희망도서 신청/조회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타 기관 열람의뢰서 발급 
 

        ► 열람의뢰서 발급 : 본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료열람실  또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이용안내메뉴에서   

                                                            [열람의뢰서]를  발급  가능 

        학술정보관 소개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타 기관 열람의뢰서 발급 
 

학술정보관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원문 복사 서비스(KERIS) 
 

        ► 원문복사 서비스 란? : 우리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협력 도서관이나  문헌제공기관에  의뢰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입니다 .       

                                                                               

         ► 원문복사 서비스 이용안내  

               • 우리 대학  소속  이용자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  등록한  후  이곳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는  KERIS의  도서종합목록을  검색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국내  어느  대 학에  소장되어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검색 결과  화면에서  바로  자료를  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ISS 회원가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에  계정  등록 

                  (소속기관을  인천재능대학교로  선택하여  인증  받아야  함) 

                  ※ 자세한 이용 방법은 전자 자료 이용 안내 참고 

http://www.riss.kr/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한국연구정보 서비스 RISS(www.riss.kr) 이용방법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소개 

http://www.riss.kr/
https://www.riss.kr/
https://www.riss.kr/
https://www.riss.kr/
https://www.riss.kr/
https://www.riss.kr/
https://www.riss.kr/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한국연구정보 서비스 RISS(www.riss.kr) 
 

http://www.riss.kr/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국회도서관  원문 이용(https://www.nanet.go.kr/) 
 

             •  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한   서지 데이터와   원문(full-text)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도서관은  학술정보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체결에 의거  

             •  국회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방대한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DB 이용가능   

             •  국회도서관 원문 DB 이용은 반드시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용 PC”에서 접속하여 야 이용가능  

             •  국회도서관 자료의 원문 보기 

                ►             : 모든 이용자 

                ►             : 협정기관 이용자 

                ►             :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자 

                ►             : \ 표시가 있는 원문 이용시   

                                 저작권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nanet.go.kr/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국회도서관  원문 이용(www.nanet.go.kr/)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용 PC에서만 이용 가능 
 

 

     

 

인천재능대학교   
반드시 확인 

http://www.nanet.go.kr/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정보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보 아이콘을 클릭 

         

     

 

학술정보관 소개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 국내 발행  도서  교보문고  전자책 

               ► 알라딘(e-book) : 국내발행  도서  알라딘  전자책 

               ► 내일북(e-book)  :  종이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개념의  전자책 

               ► 우리 e-book : 간호관련  도서의  우리  전자책 

               ► 오디오 북 : 국내 발행  도서  한솔  오디오  책 

 

 

        • 전자저널 
              ► DBPIA : 국내 학술저널, Conference Proceedings, 전문잡지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  KISS  :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국내학회지 원문검색  및 학술 논문 제공 서비스 

               ► PAO KERS Collection : 인문/예술/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저널 데이터베이스 

               ► AVON (Academis Video Online) : 학술용으로  선별된  5만 편  이상의  전 주제  분야  비디오  스트리밍  컬렉션  
        ► The Vogue Archive : 패션매거진으로  유명한  미국판 (Vogue)의  초판 

               ► GVRL : Gale에서 출간하여 디지털화한  학술전문분야  e-book 
        ►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 회계/금융 및 교육학, 보건사회복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활동 지원 

               ► CINAHL with Full Text : 간호학, 보건의학  분야의  서지정보를  비롯하여  의저널의  원문을  제공 

               ► Nursing Reference Center Plus (EBSCO) : 간호학 분야의 교육, 연구, 실무를 지원하는 임상 중심의 Poreal Resource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북 – 교보 e-book  

        ► 대출 : 3권 / 7일 

              ► 스마트 폰 / 태블릿 PC 이용시 최초1회 전자도서관  페이지 방문      

     

 

학술정보관 소개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학술정보관 소개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 검색 창에 자료명 혹은 키워드 입력 

         

     

 

검색 창에  자료명 혹은 키워드 입력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검색한 자료가 출력되면 하단의 [대출하기]를 클릭하여 대출 

         

     

 

대출하기 클릭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대출한 도서는 내 서재에 저장 

      ►내 서재에 저장된 도서 중 읽고자 하는 도서의 “보기＂를 클릭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 PDF 혹은 ePUB의 파일 형식을 선택하면 자료를 볼 수 있음 

     

 

파일 형식을 선택하면 자료를 볼 수 있으며,  
화살표 를 이용하여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 휴대폰 or 태블릿 PC 

       ► 태블릿 이용안내 혹은 스마트폰 이용안내 선택하면 이용 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 휴대폰 or 태블릿 PC 이용 방법 

         ►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어플리케이션 설치 

           ► 도서관 검색 ⇒ “인천재능대학교” 입력 ⇒ “인천재능대학교” 에 즐겨찾기 (★) 

           ► 로그인 (ID : 학번 or 사번,  PW : 생년월일 6자리) 

               

 

검색 창에  ‘인천재능대학교’ 
입력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e-book) & 오디오 북 -  교보 e-book – 휴대폰 or 태블릿 PC 이용 방법 

         ► 내 서재에서 대출도서 확인  ► “다운” 클릭 하여 대출한 도서를 다운로드  

         ► Library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서를 확인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저널 - DBpia 
       

           ► DBpia는 국내 학술저널, Conference Proceedings, 전문잡지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원문의 full-text 및 상세한 서지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DBpia 아이콘을 클릭 ⇒ DBpia 홈페이지로 이동               

     

 

전자저널 DBPia 클릭 

Dbpia 아이콘을 클리하면 

Dbpia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학술정보관 소개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저널 – Dbpia 이용 방법 
       

           ► “인천재능대학교” 로 접속 되었는지 확인 

     

 

“인천재능대학교” 확인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저널 – DBpia 이용 방법 
       

          ► 검색 창에 자료명 혹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자료가 검색되면, “원문저장” or “PDFView”를 선택     

 

자료명 혹은 키워드 입력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저널 – DBpia 이용 방법 
       

          ► 검색 창에 자료명 혹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자료가 검색되면, “원문저장” or “PDFView”를 선택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전자저널 – Nursing Reference Center Plus 이용 방법 
       

          ► 전자저널 하단 Nursing Reference Center Plus 을 클릭 ⇒ pao 들어가기 클릭 

 

Pao 들어가기 클릭 

학술정보관 소개 

https://search.proquest.com/pao
https://search.proquest.com/pao
https://search.proquest.com/pao
https://search.proquest.com/pao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FAQ 
 

 대출한  도서를  분실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분실한 도서는 동일 도서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도서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에 한해 변상 가능합니다. 

    - 동일 도서 또는 유사 도서로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리비를 가산해서   

     변상하여야 합니다.  

  도서 대출  권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생: 1인 10권,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직원 및 교수:  1인 10권,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서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휴일, 공휴일은 휴관) 

  도서관  위치가  어디인가요? 

  -  인천재능대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Bill Gates, William Henry Gates Ш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