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사서함 77-1호

도서관 소개

☎ 이용지원센터 02-2197-6709/6710

1952년 진해에서 개관하여 1982년 (주)대우에서 건립(지

: 인터넷 홈페이지 http://lib.kma.ac.kr

육군사관학교

상 2층 지하 1층, 6,600ｍ² 규모)하여 기증하였으며 대우
김우중 회장의 선친인 김용하 선생의 아호를 따라 우당(愚
堂) 도서관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한국 3대 건축가인 김종성

도서관 이용 안내

건축가의 작품으로 1982년 건축가협회상과 1984년 도서관
협회상, 2018년 무애25년 건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현재 충무관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료대출
일반도서

신분

멀티미디어

책수

기간

연장

생도

10권

15일

교수

60권

60일

간부

20권

15일

2회
(1회당
15일)

편수

기간

※ 도서관 이용수칙 ※
3편

5일

[ 자료 대출 순서 ]
서명/저자/키워드 등으로 검색
→

자료실 및 청구기호 확인(청구기호

인쇄)
→ 층별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 대출

※ 검색 시 '대출 중'인 도서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하세요.

&

개 관 시 간

&

ü 본인 신분증, 이용자 등록카드 지참
ü 자료는 대출 후 이용! ‘무단 반출’ 금지!
ü 자료 반납 기한 준수!
ü 열람석 및 자료실 이용 시, 청결 유지
ü 비품 및 장비 ‘무단 이동’ 금지!

도서관 이용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구 분

학기 중

훈련/휴가기간

월요일∼금요일

08:00~19:00

08:00~17:00

토요일·일요일

휴 관

휴 관

공휴일

휴 관

휴 관

충무관 자료실 안내
층

구분

지하 B1층

담당자/담당업무
이용지원담당 ☎ 6709/6710
* information@mnd.go.kr

일반자료실

회원등록 및 도서관이용안내, 자료

§

제공대상 : 학술지기사, 학위논문, 단행본, 보고서

육사독서프로그램

대출·반납·연기, 구입희망자료 접수

§

소요기간 : 국내 5일 이내, 국외 2주 내외

전자자료담당 ☎ 6707

§

원문출력서비스 : 국회전자도서관, RISS, NDSL,

일반자료실
육사독서프로그램

군사자료실
교수저작물실

국고연구지원도서실
기록물/교범실

일반자료⁎
육사독서프로그램자료
신착자료 여행자료
장르소설 · 부록자료

1층

참고자료 · Big Book

연속간행물실

일반연속간행물

2층

교수저작물실

도서관 행정

학술정보운영팀,

수집 및 등록 자료

※ 인헌관 도서 : 리모델링 완료시까지 이용 불가

기록물/교범실

※ 교범 및 특별취급 군사자료는

* veronicajo@mnd.go.kr
화랑대연구소 이관 국고연구자료

(타 기관 상호대차 및 원문서비스 제공)
※ 야간 : 군사자료 폐가제 운영, 기록물/교범 미 운영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
기타 서비스 안내
자료 구입 신청
도서관홈페이지 ‘학술지원서비스’에서 구입희망자료 신청 혹은
담당자에게 인터넷 메일로 신청
단행본 구입 신청
☎ 6708 * mbook@mnd.go.kr (2층 교수저작물실)
§

멀티미디어, 전자책 구입 신청
☎ 6707 * kmaill@mnd.go.kr (1층 디지털정보실)

우선정리제도
자료 검색 시 ’정리 중’인 도서를 예약하면, 우선 이용 가능하며
대출가능 상태 시 등록 된 ‘@mnd.go.kr’ 메일로 안내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후 미 소장 자료인 경우,
1) 홈페이지 하단 “RISS' 클릭, 회원 가입하여 출력 및
(회원가입시 소속기관 “육군사관학교” 로 설정)

학술정보지원담당 ☎ 6706
국고연구지원도서실

원문제공서비스 신청 방법

군사단행본, 교내 교수 저작물,

자료실 내 열람 및 복사만 가능

3층

이용요금 : 무료 (첨단학술정보지원비 집행)

원문제공서비스 직접 신청(☎ 6707로 회원가입 문의)

학교 역사자료 이용 지원
3층

§

* mbook@mnd.go.kr
교범, 졸업앨범, 육사신보 등

기록물

도서관장실

연속간행물 관내 열람,

문헌자료지원담당 ☎ 6708

군사자료실

국고연구지원도서
교범

국내·외 전자저널, 타기관 소장DB 등

시청각자료(DVD,블루레이),

생도 과제자료 출력 지원

군사자료⁎
보존서고 반납도서

상호대차, 원문서비스 제공

국회전자도서관 전용PC 이용,

군사연속간행물

교수저작물

및 대출해주는 서비스

* kmaill@mnd.go.kr
디지털정보실

멀티미디어자료

※ 흥무관 도서 : 폐가제 운영(신청도서 1일 2회 서비스)

§

상호대차 · 원문제공서비스란?
육사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국내외 협력기관을 통해 원문 복사

(대출실)

연속간행물실

지상 4층

자료실 명
이용지원센터

디지털정보실

지상 3층

층

& 무인반납기(우체국 쪽)

(대출실)

지상 2층

소장자료

상호대차 · 원문제공 서비스

& 무인반납기(파리바게뜨 쪽)

이용지원센터

지상 1층

자료실 별 담당자안내

( ⁎ : 2005년 이후 수집자료)

2) 홈페이지 로그인
▶ My library
▶ ’원문서비스 신청/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등록
▶ 자료 도착 시 담당자가 통보
→ 충무관 1층 ’디지털정보실/연속행물실‘ 방문 수령
3) 직접 방문 및 전화, 이메일 신청 가능
전자자료담당 ☎ 6707 kmaill@mnd.go.kr
* 국회전자도서관 자료는 국회도서관 전용PC에서만 출력 가능,
‘디지털정보실/연속간행물실’로 방문하여 이용 요망

인터넷 홈페이지 : http://lib.kma.ac.kr
모바일 홈페이지 : http://mlib.kma.ac.kr

학술DB · 전자저널 서비스

[ 홈페이지 주요 기능 ]

도서관홈페이지 <전자자료-Discovery>에서 통합검색

§

소장자료 검색 : 통합검색, 자료별검색, 신착자료검색 등

§

전자책(e-Book)⁎ : 인터넷 PC, 휴대폰에서 이용

§

학술지원서비스⁎ : 구입희망자료 신청, 우선정리 신청 등

§

My Library⁎ : 대출조회/연장/예약, 원문서비스 신청·조회,
개인정보관리, 서가부재도서신고조회

§

국내 학술 DB · 전자저널
KISS, 스콜라/뉴논문,
코리아스칼라, e-Articlel

국외 학술 DB · 전자저널
EBSCO ASP, JSTOR,
Springer, Science Direct,
MathSciNet, Discovery

개인정보수정⁎ : My Library의 <개인정보수정>에서 변경

군사분야(e-Book) Engineering Source
þ ‘⁎’ 표시는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시 이용 가능
※ ID: (대문자)M+교번 / Password : M+교번+@@@

* 교내 인터넷 PC(노트북) 검색 및 출력 가능

“전자저널 교외 이용 (☎ 6707 kmaill@mnd.go.kr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