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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대학 자료대출 서비스 : 본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단행본을
상호대차 협약을 맺고 있는 타대학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상호대출 협정 대학 (서울 9개 대학 + 불교관련 6개 대학)
가. 2002. 6 ~ : 불도협(불교학도서관협의회) 회원 기관 (6개 대학)
나. 2007. 9 ~ : 건국대학교
다. 2010. 4 ~ :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대효과
가. 본교 도서관 이용자의 학술연구/행정 및 학습 지원
나. 본교 도서관 소장자료의 간접적인 장서 확충 (단행본 기준 1,000만권)
다. 대학 도서관간의 상호 협력 및 학술정보 교류
라. 도서관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고객만족서비스

•불도협 회원 기관 금강대, 동국대(경주), 서울불교대학원대, 원광대, 위덕대, 중앙승가대의 타대학 자료대출
(상호대출)은 불교학 관련 자료에 한해 1기관 20책 대출 가능함. (온라인 신청 불가,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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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료 : 본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는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

* 이용자격 : 전임 교직원 및 대학원생

* 대출책수 및 기간 : 1인 3책 14일

* 신청방법
가. 전체 협정대학 (일반협정 5개 대학 + KERIS 4개 협정 대학)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My Library -> 타대학 자료대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My Library -> 타대학 자료대출

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협정 대학은 KERIS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
- KERIS(www.riss.kr) -> 로그인(개인 가입) -> 자료검색 -> 대출신청
- KERIS 협정 대학 :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 배송 및 비용 : 직접방문 무료, 택배 및 퀵서비스 배송비용 이용자 부담

* 이용문의
가. 일반 협정 대학 : 대출반납실 최경진 (T.2260-8623~4 / libser@dongguk.edu) 
나. KERIS 협정 및 불도협 대학 : 자연과학실 김진호 (T.2260-3441 / interlib@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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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건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비고

대출책수 및 기간 1인 3책 14일

연장 1회 14일 방문, 전화, 이메일

연체료 1일 500원 인도시 수납

직접방문
신청 2시간 이후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 확인 후 학생증(교직원증)

배
송
방
법

직접방문 담당자 확인 후
소장대학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소장대학 방문

학생증(교직원증)
상호대차의뢰서

택배
(수령/인도)

대출반납실 방문
왕복 7,000원
편도 3,500원

대출반납실 방문
왕복 5,100원
편도 2,500원
수수료 100원

편도비용
대출반납실 수납
1~2일 소요예정

퀵
(수령/인도)

대출반납실 방문
배송비용

대출반납실 방문
배송비용

편도비용
대출반납실 수납

이용방법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가) 전체 협정대학 1 (예. 김동국 교수)

(1)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lib.dongguk.edu

(2) 홈페이지 로그인
- I  D : 학번/사번
- PW : 비밀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or
유드림스 비밀번호)

(1)

(2)

(3)

(3) My Library –
타대학자료대출 클릭

*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
본교도서관 소장 확인
타대학자료대출은
본교도서관 미소장일
경우만 가능함.

(3)



* 신청방법 (가) 전체 협정대학 2 (예. 김동국 교수)

(1) 이용안내 메뉴
신청현황 메뉴
신청 메뉴

(2) 협정대학 도서검색
* 직접 도서를 검색하여

소장/대출가능여부, 
청구기호 등을 확인함. 

* KERIS 사이트 도서검색

(1)

* KERIS 사이트 도서검색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소장기관 확인가능

KERIS 협정대학의 경우
사이트 직접 신청 가능
(건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3) 신청 바로가기 - 신청

(2)

(3)

(2)



* 신청방법 (가) 전체 협정대학 3 (예. 김동국 교수)

(1) 신청메뉴

(2) 신청사항 입력
제공기관 선택
제공기관 서지사항 입력
제공방법 선택
- 직접방문 수령일 경우,

직접방문일 선택

(1)

(2)

(3) 신청
이용자격: 전임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학원수료생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통해 별도 신청 가능
- 홈페이지자료실 양식 첨부
단, 특별열람증(대출) 이용자, 
연구등록생에한함. 

(3)



* 신청방법 (가) 전체 협정대학 4 (예. 김동국 교수)

(1) 신청현황

(2) 처리상태 확인
신청중 : 담당자 확인이전
접수중 : 담당자 확인 및

서비스 처리중
처리완료 : 신청자 수령

(3) 신청취소
접수이전 취소가능

(1)

(2)
접수이전 취소가능

[제공방법]
* 직접방문 : 신청 2시간

이후 담당자에게 확인,
소장대학 방문

* 택배 및 퀵서비스 :
자료도착통보를 받고
대출반납실에서 수령
(비용 이용자부담)(3)



* 신청방법 (나) KERIS 협정대학 1 – KERIS 직접 신청

(1) KERIS 홈페이지 접속
- www.riss.kr

(1)

(2)

(1)

- www.riss.kr
- 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인 가입 필수(무료)

(2) 자료 검색



* 신청방법 (나) KERIS 협정대학 2 – KERIS 직접 신청

(1) 자료 검색 결과 확인

(예) 한국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2) 복사/대출신청 선택

본교 도서관 미소장도서에
한해 KERIS 협정대학에서
대출신청 가능

* KERIS 협정대학 : 건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2)

(1)



* 신청방법 (나) KERIS 협정대학 3 – KERIS 직접 신청

(1) 신청정보/서지정보 확인

(예) 한국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2) KERIS 협정대학 선택

(1)

회원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 확인
(2) KERIS 협정대학 선택

소장도서관 중 본교와
협정한 대학만 선택 가능

(3) 신청하기

* KERIS 협정대학 : 건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