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er Services┃이용자서비스
대출 / 반납

※ 재단 내 타 도서관에 대출 시 소속기관의 대출규정이 적용

기간연장
도서실홈페이지 로그인 후 1회 가능/대출일 만큼 연장

대출예약

원하는 자료가 대출 중일 때 대출 예약가능 

도서실 홈페이지   My Library   대출/연장/예약조회  

소장자료 검색 
도서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자료의 검색

도서실 홈페이지   자료검색   소장자료검색

전자자료 통합검색
도서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을 통합검색 

도서실 홈페이지   자료검색   전자자료 통합검색

도서구입 신청
미소장 자료의 구입 희망 서비스

도서실 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   희망도서신청

1:1 연구컨설팅 서비스
학술연구논문의 작성에 따르는 편집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논문발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논문형식 수정

- Endnote OutputStyle 제작

- 투고학술지 추천

- Fake 저널 감별

- MeSH용어 선정

주제검색서비스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검색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의학 관련 주제 검색(SR/MA 검색 포함)

- SCIE, SCOPUS 등재 및 피 인용정보

- 과별/개인별 연구업적 분석

상호대차서비스
미 소장 학술자료의 경우 타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받는 서비스

구분 비      용 소요기간

원문

복사

국내 1장 200원 1일

해외 1건(15장) 15,000원 5일~7일

대출 국내 3권 15일/5,000원 7일

도서실 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 타 기관 자료 대출  

학술정보교육
- 도서실 서비스 이용안내

- Endnote로 논문작성하기

- 전자 학술DB 이용안내

  ※개인 및 단체교육 가능

SDI 서비스
개인별로 원하는 주제의 정보를 학술 DB의 E-mail alert 서비스를 활

용하여 최신 주제정보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E-Resource┃전자정보 이용안내
도서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저널, 

학술DB, 전자책, 온라인참고정보원 등 제공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전자저널

검색

- 도서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을 검색

▷ 자료검색 ▷ 전자저널

학술DB 

이용

- 도서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데이터베이스를 검색

▷ 자료검색 ▷ 학술DB

전자책
- 도서실에서 서비스되는 E-book을

  검색하고 이용

▷ 자료검색 ▷ 전자책

논문작성

가이드

- 논문작성법, 저작권과 윤리, 우수학술

지 등재목록, 학술지 투고규정, MESH

용어 선택, 투고학술지 찾기, 주의해야할 

저널, ORCID 등

▷ 학술연구지원 ▷ 논문작성가이드

Linking 

Service

- Pubmed, Google, Naver 문헌검색 시 

소장하고 있는 전자원문의 정보제공 

(전자원문 Full-text 이용가능)

▷ LinkHub@Eulji(을지대학교병원) 확인

   구글/네이버 로그인후 환경설정 필요

전자정보

원외접속

- 원외에서도 소장 전자저널 및 Web 

DB의 원문을 이용하는 서비스

▷ 도서실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이  용  자 권 수 기 간

대전을지

대학교병원

교수 · 전문의 5권 15일

임상강사·전공의

수련의·간호사·직원
3권 15일

협력업체 직원·기타 3권 7일

노원을지

대학교병원

교수 · 전문의 5권 15일

직원·전공의·간호사 3권 15일

학부생 및 대학원생 3권 15일



LIBRARY┃도서관 안내
을지재단 내 도서관은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도서실, 대전을지대학교병

원 도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술정보팀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직원들의 문화교

양 함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최적의 의

학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보건의학정보센

터”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도서실 전경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도서실 전경

FACILITIES┃이용가능 시설

기   기 위  치 사용방법

대전을지대

학교병원

복사기

프린터기
열람실

복사카드구입

(데스크문의)

스캐너 열람실 무료

컴퓨터
의대실습학

생실Ⅱ
EMR사용가능

Wi-Fi 열람실 무료

노원을지대

학교병원

복사기

프린터기
열람실 개별용지 지참

스캐너 열람실 무료

컴퓨터 열람실 무료

Wi-Fi 열람실 무료

LIBRARY HOURS┃이용시간

월 - 금
토요일

공휴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8:30 – 17:00

휴  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8:30 - 17:30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의학도서실

Daejeon Eulji Medical Center Medical Library

http://lib.emc.ac.kr / nayeang@eulji.ac.kr

(35233)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 본관 지하2층

☎ 042-611-3749 FAX) 042-611-3750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학도서실

Nowon Eulji Medical Center Medical Library

http://lib.emc.ac.kr / medlib@eulji.ac.kr

(01830)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연구동 지하3층

☎ 02-970-8445 FAX) 02-970-8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