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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분관도서관” 



* 연건캠퍼스  
    :  의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72동) 

국제학도서관 
(140-1동) 

경영학도서관
(58동) 

농학도서관(75-1동) 

사회과학도서관
(16동) 

수의대도서관(85동) 

중앙도서관(62동, 62-1동) 

본관  
관정관  



본 관 

이용 시간 

  1, 2, 3B열람실 
   06:00~23:00 
 

  3A 열람실 
   24시간 개방           

열람실 

2, 3F 
단행본자료실, 신착연속간행물실, 
중앙대출실, 연속간행물자료실 
참고/비도서자료실, 정보검색실 
 
월~금         09:00~21:00 
토, 공휴일    09:00~17:00 
일              13:00~17:00 
 

4F  

고문헌자료실 
월~금          09:00~18:00 

자료실 

관정관 

월~일    07:00~23:00 
 

 * 8B열람실은 대학원생 전용...학부생들은 앙대요~~~  

열람실(7,8F) 

2, 3F 스터디가든 

월~일         07:00~23:00 
 

3, 4F 그룹스터디룸 

월~일         09:00~23:00 
 

6F  

멀티미디어플라자 
월~금          09:00~18:00 
 

정보검색실 
월~일          09:00~23:00 
 



S-Card 

 도서관 출입 
S-card 앱 

 http://scard.snu.ac.kr 사용등록 

http://scard.snu.ac.kr/
http://scard.snu.ac.kr/


S-Card & S-card앱 사용 



more than 

4,880,000 
books 

more than 

227,000 
non-books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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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240 
Databases more than 

118,000 
e-journals 

more than 
381,000 

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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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lities 



 중앙도서관 구석구석… 

본관 관정관 
연결 통로(2F) 



 자료이용은 본관에서… 

관정관 



2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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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21:00 
토, 공휴일    09:00~17:00 
일                13:00~17:00 

 중국의 역사서와 철학,  
   문화, 예술, 자연과학,  
   공학, 동북아 정세 관련  
   서적 9,297권 
 
 평일 09:00~18:00 



•  신간 교양 도서나 잡지류, 신문, 홍보물 등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된 휴식 공간 

•  교수님 저작물 및 전자 신문 비치  

2F 

북 카페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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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단행본자료실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서  
   발간된 단행본, 일간지,  
   연속간행물 등의 자료 
 
 폐가제로 운영되며   
   대출서약서를 작성한 후     
   담당사서에게 신청하여 
   대출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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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21:00 
토, 공휴일    09:00~17:00 
일                13:00~17:00 

 학위논문 열람 



4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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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18:0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이관자료,  1946년 이후                           
    수집한  양장  고문헌 및  
    한적본, 개인문고  
 
 폐가제로 운영 

 
 자료열람신청서 작성 

고문헌자료실 



1,2,3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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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F  
06:00~23:00  (3A열람실은 24시 개방) 

※ 제3B열람실 지역주민도 가능 



열공은 관정관에서... 



관정관 2F, 3F 

스터디가든 
Facilities 

- 쉬어가며 공부해야 능률도 오르죠~ 공부와 휴식을 한꺼번에... 

월~일          07:00~23:00 



관정관 2F, 4F 

그룹스터디룸 
Facilities 

월~일          09:00~23:00 

  ※ 친구, 선후배와 함께 공부하세요~ 
 

 현장 배정(좌석배정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이용 3일전부터 예약, 예약 후 
1시간 이내 입실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1인당 하루 1회 신청, 연체료 등의 
제재가 있을 경우 예약 불가능 

 본관 B2F 제1열람실 
  -> 10개실 
  
   월~일  08:00~22:00 



 영상자료(DVD, VHS), 음악자료(CD, LP)등의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1인 / 2인 / 4인용 관람석  

 6층 안내데스크에서 관내대출 후 열람 

관정관 6F 

멀티미디어 플라자 

월~금          09:00~18:00 

자료 관람 PC 

 PC 및 노트북 

 MAC 전용 PC 

이용 가능 

Facilities 



관정관 6F 

소극장/정보검색실 

 월~금  09:00 ~23:00 

 현장 좌석 배정 

 최대 3시간 사용(연장 불가) 

 프린터, 스캐너/멀티미디어 편집 가능 

정보검색실 

정인식 소극장 

 월~금 09:00 ~23:00 

 최대 3시간, 7명 이상 사용 가능 

(수업 연계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사전 신청(홈페이지 이용신청서) 

 영화 감상 수업, 세미나, 소그룹 모임 



관정관 7F, 8F 

열람실 
Facilities 

월~일          07:00~23:00 

7th  Floor 

7A. 기억의 방 
“Memory” 

7B. 상상의 방 
“Imagination” 

7th  Floor 8th  Floor 

8A. 이성의 방 
“Reason” 

8th  Floor 

8B. 진리의 방 
“Truth” 

 현장 배정(좌석배정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최대 6시간 사용(연장 가능) , 예약 후 30분내 좌석배정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비치된 자료는 열람실 내에서만 열람 가능(대출불가) 



HOWto sear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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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snu.ac.kr)에서 검색 

How  to 

SEARCH 

도서관 자료 검색  

25 

서울대 소장
자료 

서울대 소장자료 + 학술자원 + 컬렉션 

강의자료 



결과 제한 

How  to 

SEARCH 

도서관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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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필터 제공 



단행본 

How  to 

SEARCH 

도서관 자료 검색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 
CLICK ! 

해당 서가로 이동 

검색결과 휴대폰 전송 

http://147.46.181.235/Mobile/BOOK/book_location_info.php?call_num=658.452+G137p+2010


28 

How  to 

SEARCH 
Database 

도서관 자료 검색  



 Academic Search 
Complete 

 Brill Publishing Journals 
 COS Scholar Universe 
 CUP Journals Online  
 Elsevier Open Access 

Journal 
 Emerald Journals Online 
 JSTOR 
 Oxford Journals Online 
 ProQuest Central  
 PQDT Global 
 SAGE Journals Online 
 ScienceDirect 
 Springer Link 
 Taylor & Francis Journal 
 Wiley-Blackwell Online 

Library  
 

전주제 분야 

 ARTstor  
 Humanities Source  
 e-HRAF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PAO(Periodicals Archive Online) 
 Project MUSE (PMUSE)  
 대만 학술자료(AL)-  인문+사회과학  
 The Times Digital Archive 
 Academic Video Online (AVON) 

인문사회 전분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DSL)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교보문고 스콜라 
 학지사 NewNonmun 
 학술교육원 E-Article 
 한국학술정보(KISS) 

전주제 분야 

 LION 
 OED(Oxford English 

Dictionary)  

영문 

 ATLA Religion DB with 
ATLASerials 

 Index Islamicus 
 Philosopher's Index  

종교/철학/이슬람 

 씨앤시 학술정보  
 한국학종합DB 2017 
 한국역사문화조사자료 DB 
 KoreaA2Z 2017 한국학데이

타베이스 
 Historical Abstracts  
 

역사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Art (IBA) 

 NAXOS Music Library  
 RILM Abstracts of Music 

Literature 
 Oxford Grove Music Online 

예술 



 BECK Online 
 CLKD 
 Dalloz 
 HeinOnline 
 LexisNexis Academic 
 Westlaw Japan 
 Westlaw 
 로앤비 
 북한법률 DB 

법학 

 Education Source 
 ERIC 

교육학 

 EconLit with Fulltext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UN ComTrade 
 삼일아이닷컴 
 상장협 DB (TS2000) 
 KIS-Line 
 KIS Value 

경영/경제 

 PsycArticles 
 AnthroSource 

심리학/인류학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s 

행정학 

 CNKI-CAJ online 
 CNKI-CDMD 
 CiNii 

중국/일본 

 Web of Science 
(SCIE/SSCI/A&HCI) 

 SCOPUS 
 JCR 

인용 DB 

 EIU City Data 
 ICPSR 
 IMF e-library 
 OECD iLibrary Books, 

Papers and Statistics 
 KSDC DB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설문조사/통계 



 회원가입을 위한 Class Id, Password  확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자료 검색 > 학술 DB 
 > Tuinitin 바로가기 링크 클릭 
 

     ① Turnitin 홈페이지 접속    
         (http://www.turnitin.com/ko/home) 
     ② 홈페이지 우측 상단 계정 새로 만들기 > 계정 등록 
         사용자 프로파일 만들기> 신규 계정 만들기 > 학생    
         클릭 
     ③ 서울대학교 학교 메일(snu.ac.kr 도메인)로 회원 가입 
         해야 하며   외부 메일 등록 시 삭제됨 

How  to 

SEARCH 

개  요 

 논문 및 과제에 
대한 표절여부를 
비교, 검증하여 
사전에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웹서비스 
 

 

계정 등록 

표절예방 프로그램 

Database 



접속 방법 
 
 
 
 
 

 
 
 
 
 
 
 
 

3,4,5F 단행본자료실 
 
 
 
 

대출 
(대출실 & 
무인대출기)  

 
 
 
 
 
 
 

2층 연속간행물실 
 
 
 
 

관내 열람 및 
복사 

신착 연속간행물실 
  -> 최근호 
 
연속간행물 자료실 
  -> 과월호 

자료이용 Tip!! 

연속간행물 

단행본 

전자자료 

 
학교 밖에서 
접속할 때 

 
 
 
 
 
 



●  ●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 서비스 

80억원 

중앙도서관 연간 e-Resources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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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싼 e-Resource를 학교에서만 
이용해야 할까요?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구 활동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여  로그인하면… 

도서관 홈페이지 



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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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부터 부과, 그 전 2일도 소급 부과 

무제한 연장 가능 

연체료 1책당 100원 / 1일 

대학원생   20책  30일 

본인 대출 기간의 3배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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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2F 로비 중앙              1대 

3F 단행본 1자료실     1대 

    단행본 3자료실      2대 

    단행본 5자료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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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책 분관 책 

중앙도서관 자동반납기 

기숙사 및 공대 도서반납함 

 해당 분관 대출실 & 
     자동반납함 
 
 단과대 및 연구소 
자료실 책은 각 
자료실에 반납 

서로 대출실 반납돼요 

반납 

1F 자동반납기(24시간)   2대 

2F 본관 메인 출입구      2대 

    로비                      1대 

공대(301,302동)        2대 

기숙사(900동)           1대 

글로벌하우스(920동)  3대 

자동반납기 

무인반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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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및 도서관 정보검색 교육 

 EndNote 등 서지관리 프로그램 교육 

이용교육 



주제별 DB 교육 전문 특화 교육 서지도구 / 기타 

 인문학 DB 

 사회과학 DB 

 자연과학 DB 

 교육학 DB 

 행정학 DB 

 공학 DB 

 한중일 DB 

 특허 DB 
 

 통계정보원 검색 
 

 EndNote 

(초급, 중급, 속성) 

 Mendeley 

 내 논문에 날개달기 

 인용, 표절, Turnitin 

 30분 강좌 

도서관 이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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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마이 라이브러리 



도서 예약 

대출 연장 

그룹스터디룸 
예약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 요청 

온라인 결제 

희망도서 신청 

모든 서비스 신청 결과 
알림은 반드시  

마이라이브러리-개인정보관리 
에서 전화번호 ∙ 이메일 등록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ny question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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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serv@snu.ac.kr 

880-5300 

Contact 

카카오톡 : 
서울대관정톡(친구추가) 

Live Chat :  

도토리ON (도서관 토크 & 리서치) 



http://facebook.com/snulib 

“LIKE” US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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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