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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챗봇 ‘서울대도서관’

[카카오톡 채널] 

평일 09:00~18:00

실시간 채팅 운영

[챗봇]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용 가능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snulib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nu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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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서울대학교 개교와 함께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지난 75년간 우리 학생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인 지성의 요람으로, 대한민국 학문 발전을 견인

하면서 우리 대학의 심장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510만여 권 단행본, 37만여 종의 학술지와 전자저널, 26만여 점의 

비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학술자료 중심의 본관과 이용자

맞춤형 공간인 관정관, 그리고 9개의 분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

니다.

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발맞추어 학술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최첨단 학술 

정보시스템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식 정보의 확산은 물론 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지적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지식 정보의 전당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창조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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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10.
‘ 국립서울대학교’ 개교와 함께 ‘국립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발족

1949. 12.
교육법의 공포로 본교가 ‘서울大學校’라 개칭

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바뀜

1952. 06.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 

80평 규모의 임시 도서관 개관

1953. 12.
서울로 환도하여 개관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개칭

1966. 02.
농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설치

1975. 02.
‘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개칭 

‘서울대학교종합화 계획’에 의해 

 관악캠퍼스로 이전 통합

1983. 12.
법학도서관 설치

1992. 0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개칭 

1993. 12.
경영학도서관 설치

1995. 02.
사회과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설치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SOLARS) 가동

2003. 05.
전자도서관 시스템 가동 

2006. 04.
국제학도서관 설치

2011. 03.
수원보존도서관 개관

2012. 03.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시작 

2014. 06.
중앙도서관 옥상정원 개원

2015. 02.
관정관 개관  

2015. 04.
수의학도서관 설치

2015. 08.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Alma)가동

2019. 05.
음악도서관 설치

01 역사

01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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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비 옥상정원 실내정원

•위치 : 관정관 옥상

•발전용량 : 334,072KW

•위치 : 본관 옥상

• 계절별 아름다움을 자랑 

하는 녹지 공간

•위치 : 관정관 7F

• 공기 정화 식물로 가득한 

휴식 공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물입니다.

02 공간 구성

Green Library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본관 

(구 중앙도서관)과 2015년 2월 개관한 관정관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분 본관 관정관

연면적
(전체 57,751m2)

30,506m2 27,245m2

특징 자료 중심의 서비스 열람실 및 IT∤협업공간

연계운영 본관과 관정관(2층)의 연계로 이용 효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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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구분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토요일·공휴일 일요일

본

관

정보서비스센터 09:00~21:00 13:00~17:00

단행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정보검색실
09:00~21:00 10:00~17:00 13:00~17:00

기타자료실 09:00~18:00 -

일반열람실
07:00~23:00

(제3A열람실은 24시간 개실)

관

정

관

관정미디어플렉스 09:00~18:00 -

정보검색실 09:00~23:00

그룹스터디룸 09:00~23:00

열람실, 캐럴, 스터디가든 07:00~23:00

기타 시설 09:00~18:00 -

분관

분관명
자료실

열람실
월요일~금요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회과학도서관 09:00~18:00 - 06:00~23:00

경영학도서관 09:00~18:00 - 06:00~23:00

농학도서관 09:00~18:00 - 06:30~22:30

수의학도서관 09:00~18:00 - 09:00~23:00

음악도서관 09:00~18:00 - 09:00~18:00

의학도서관 09:00~18:00 - 06:30~24:00

국제학도서관
09:00~20:00

(방학중 09:00~18:00)
-

09:00~20:00

(방학중 9:00~18:00)

치의학도서관

월요일~목요일 

09:00~21:00

금요일 09:00~18:00

- 07:00~23:00

법학도서관 09:00~20:00
09:00~13:00

(토요일)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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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열람실 이용

열람실은 대출한 자료나 개인 도서를 가지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좌석 현황 

본관 4개, 관정관 4개 총 8개의 대형 열람실이 있으며, 총 좌석 수는 4,268석 입니다.

- 본관 B2층 1열람실 : 748석  -  관정관 7층 7열람실 : 670석(A)

- 본관 B1층 2열람실 : 508석      194석(B, 노트북존)

- 본관 1층 3열람실 : 496석(A)      128석(노트북존)

              474석(B)  -  관정관 8층 8열람실 : 728석(A) 

        194석(B, 대학원생 전용)

        128석(노트북존)

이용 시간 및 이용 가능 여부

- 본관 1, 2, 3B 열람실 : 07:00~23:00

- 본관 3A 열람실 : 24시간

• �본관의 1, 2, 3A 열람실은 본교생 전용 열람실로서 본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출입증 

소지)만 이용 가능 

• �본관의 3B 열람실은 일반인도 이용 가능 (단, 초·중·고교생에게는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해 

모든 열람실 출입을 금함)

-  관정관 7A, 7B, 8A, 8B 열람실 : 07:00~23:00

• �관정관의 열람실은 본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출입증 소지자, 동문회원만 이용 가능

유의사항

예약부도 또는 좌석 미반납 5회 누적 시 10일간 도서관 좌석배정 불가

•�열람실 예약 후 30분 이내 키오스크에서 좌석을 배정받지 않는 경우(예약부도)

※ 열람실 예약은 재학생에 한해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가능

•�열람실 이용 후 좌석반납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좌석 미반납)

도서관 출입이 가능한 신분증을 출입관리 시스템에 인식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관리시스템 

-  중앙도서관 1, 2, 3A·3B 열람실 입구, 2층 본관 자료실 입구

-  관정관 1층 입구, 2층 인문대 방향 입구, 3층 편의시설에서 2층 관정관으로 내려오는 입구, 

3층 자연대 방향 입구, 5층 옥상정원 입구

출입 가능 신분증

- S-Card : 소속 대학에서 일괄 발급 

-  도서관 회원 카드 : 도서관 회원제 서비스 가입 후 발급 

- 일반인 이용(1일 출입증)

•�본관 자료실 : 일반인은 신분증(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을 본관 2층 현관 입구에 

제출한 후 1일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 

(단, 정보검색실은 출입이 제한됨)

•�본관 열람실 : 3A 열람실 입구 수위실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후, 3B 열람실용 1일 출

입증을 발급받아 출입

- 졸업생 관정관 이용(1일 출입증)

•�관정관 열람실 : 관정관 1층 인포데스크에

서 졸업생 출입증을 제출한 후, 1일 출입증

을 발급받아 출입

※  S-Card, 도서관 회원 카드는 9개 분관 출입 시 

이용 가능 

04 도서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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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자료실 

주제별로 나누어진 8개의 자료실에 약 115만 권의 단행본, 신문자료, 국내외 학위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위치 : 본관 3층~4층 

- 자료실별 단행본 자료 : 대출 가능

·1자료실(3층) : 총류, 철학(DDC 000-199)

·2자료실(3층) : 종교, 사회과학(DDC 200-330)

·3자료실(3층) :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DDC 330-531)

·4자료실(3층) : 순수과학, 기술과학(DDC 532-658)

·5자료실(3층) : 기술과학, 예술(DDC 658-799)

·6자료실(3층) : 문학(DDC 800-899)

·7자료실(4층) : 역사(DDC 900), 사고전서, 족보

·8자료실(4층) : 소택문고, 코카문고, 슈클라·오세경문고, 안승준문고 

                        영국 의회 자료(대출 불가 / 관내 열람만 가능)

-  신문자료 (4층 7자료실) : 대출 불가 / 관내 열람만 가능

•국내신문 (16종)

· 일간신문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일간스포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 경제신문 :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영문판 :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국외신문 (11종)

· 미국 :  Wall Street Journal(Sat./Sun.), 

The New York Times(Sat./Sun./International Edition)

· 일본 : 朝日新聞(아사히), 讀賣新聞(요미우리), 産經新聞(산케이) 

·영국 : The Times

·독일 : Frankfurter Allgemeine Zeitschrift  

·중국 : 人民日報 

   ※ 신문 최근호는 2층 연속간행물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학위논문(4층 보존서고) : 대출 불가 / 관내 열람만 가능

참고자료실

지정도서, 사전류, 연감, 통계 등의 참고자료, 지도, 지구의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 위치 : 본관 2층 

- 소장 자료

·지정도서 

· 사전, 백과사전, 연감, 편람, 인명사전, 주제별사전, 요람, 통계, 법령집 등

· 지도자료 : 국내·외 지형도, 지질도 등의 지도자료(낱장, 책자형)

·통계자료 : 통계 관련 원시 자료(CD)

·서울대학교 졸업 앨범 : 대출불가 / 관내 열람만 가능 

· 외교문서 : 외교통상부 기증 공개외교문서 등(마이크로필름, CD-ROM)

· 마이크로필름(MFR), 마이크로피시(MFF) : 신문, 외교문서 등의 마이크로필름 1만      

1천 종, 마이크로피시 6만 8천여 종

·TRCCS(Taiwan Resource Center for Chinese Studies)자료

- 밤샘대출(17:00~익일 10:00, 주말제외): 지정도서, 참고도서(R), 지도자료(MA),TRCCS

- 관내열람(09:00~18:00, 주말제외): 컴퓨터파일(CF), 마이크로필름(MFR), 마이크로피쉬(MFF)

- 1인 학습실: 1~4호실, 1인당 하루 3회, 최대 3시간, 홈페이지 시설예약에서 예약 후 이용

국제기구자료실 

- 위치 : 본관 2층

- 소장 자료 : 대출 가능

· UN 본부 및 UN 산하기관(UNEP, UNCTAD, UNDP, UNIDIR, ESCAP 등)에서 발간된 

보고서, 통계자료 등

고문헌자료실 

귀중도서, 경성제국대학 도서 등 1945년 이전 도서, 개인문고, 한적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위치 : 본관 4층 

-  소장 자료 : 대출 불가 / 고문헌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06 자료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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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7A열람실 소장 자료

SNU도서, 인기도서, 교양도서 등 주제별 특성화 컬렉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 위치 : 관정관 7층

- 소장자료 : 대출가능 / 6, 7층 무인 대출기 이용

연속간행물실

국내외 학술지, 시사·교양잡지, 기업홍보용 자료, 최근호 신문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위치 : 본관 2층  

- 소장 자료 : 대출 불가 / 관내 열람만 가능

· 신착연속간행물실 : 연속간행물 최근호, 시사교양잡지, 회사 사보 등

· 연속간행물 자료실 : 연속간행물 과월호, 최근호 신문자료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 자연과학 분야 학술지 문헌복사서비스 제공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주석 방문(2014.7.4.) 기념 방명록 및 기증도서 전시를 위한 자료실 

입니다.

- 위치 :  본관 2층 

-  소장 자료 : 대출 가능

· 중국 관련 도서 7,639 / 비도서 1,400

· 시진핑 주석 방문 당시 강연 내용 영상, 방명록 서각, 기증자료 목록 

관정미디어플렉스 

우리 대학구성원에게 최신 기술의 체험과 이해, 관련 기술을 응용한 연구·학습, 그리고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공간입니다.

- 위치 : 관정관 6층 

- 시설안내

·VR STUDIO : 다양한 VR 콘텐츠 체험

·창의미디어스페이스 : 소규모 영상 촬영 스튜디오 및 편집존 

·영화감상석 : 1인 리클라이너, 2~4인 단체 감상석 보유

·정인식소극장 : 200인치 스크린, 좌석 38석, OTT 지원 기기 보유

·자료 : 영화, 교육, 학술, 교양 다큐멘터리 등 DVD, CD, LP 소장 자료

※ 대출 불가 / 관정미디어플렉스 내 열람 가능, 체험 공간 제공

구분 컬렉션명 별치기호 주제분야 설명 라벨색상

1 서울대학교

SNU도서
서울대학교 역사 등 서울대학교를 

주제로 다룬 도서

인기도서
2001년 이후 서울대학교

다 대출 도서

출판문화원 출판문화원 발간 도서

2 교양도서 교양도서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역사,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교양 도서

3 한국 한국컬렉션
한국 근현대사 시대별 주요 이슈

 및 한국 소개 자료 등

4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세계 누적 판매량 최상위 도서

언론추천 Newsweek’s Top 100 Book

5 문학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1901~ ) 
수상 작가의 주요 작품

장르문학
장르문학 대표저자 국내 출간작

(SF, Fantasy, Mystery)

해외문학상
해외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

(공쿠르상, 맨부커상, 퓰리처상)

국내문학상
국내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
(이상/현대/동인문학상 등)

문학전집 권위자(교수)·기관 추천 문학 전집

6 문화
여행/지리 여행·지리, 문화 관련 도서

IT 최신 정보통신기술 관련 도서

06  자료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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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8A 열람실 소장 자료

기초학문 기반 육성을 위해 학부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초 교양 교육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위치 : 관정관 8층 

- 소장 자료 : 대출 가능 / 6층, 7층 무인대출기 이용

·핵심 교양 분야, 기초 학문 분야, 일반교양 분야 강의 교재 및 참고 서적

·서울대 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영국 의회 자료(대출 불가)

07  중앙도서관 이용수칙

적용범위

- 중앙도서관 본관 및 관정관 열람실 등 도서관 내 전체 적용

열람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 음료 허용 기준 : 뚜껑 있는 병, 텀블러에 담긴 물

·물 이외의 음료를 담고 있는 텀블러 적발 시 제재

·순찰 중인 경비원 또는 직원 요구 시 내용물 확인에 응해야 함

- 물을 제외한 먹거리 전면 금지

·껌, 초콜릿, 사탕, 과자 등도 금지 대상 포함

·음식의 빈 포장지가 발견될 경우에도 음식물 반입으로 간주

위반 시 제재사항

- 상기 수칙 위반 시 즉각 퇴실, 도서관 출입 및 대출 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1회 적발 : 10일    ·2회 적발 : 30일    ·3회 적발 : 60일 

- 적발되어 제재 기간 경과 후에 모든 기록 삭제

도서관 에티켓

- 도서관 시설과 책은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룹니다.

- 도서관에서 정숙은 기본입니다.

- 열람실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지 않으며 사석화하지 않습니다.

- 흡연은 건물 밖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하며 바닥에 침을 뱉지 않습니다.

- 지나친 애정표현은 삼가도록 합니다.

- 귀중품은 도난에 유의하며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 학생증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 타인의 학생증으로 좌석배정 및 도서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07 중앙도서관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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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층별 안내도

■본관

08  층별 안내도

1F

2F

장애인용 높낮이책상 Desks for the disabled

■본관

B2F

B1F

장애인용 높낮이책상 Desks for the disabled

장애인용 높낮이책상 Desks for the disabled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1
1

Gate 1

Gate 2

1
1

Ga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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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1F

2F4F

3F

관정 
갤러리 

Kwanjeong 
Gallery

전동휠체어충전기  
Electric Wheelchair Charger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08  층별 안내도

大700-800 예술·문학658-700 기술과학·예술

532-658
순수과학·기술과학

000-100
 총류·철학

200-330
종교·사회과학

330-531
사회과학·언어·순수과학

Gate 5

Gat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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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3F

6F

5F

멀티미디어실
Multimedia Office

VR Studio

관정미디어플렉스
KJ MEDIAPLEX

창의미디어스페이스
Creative Media Space

08  층별 안내도

Gate 7

Gate 8

고광선 회의실 
Koh Kwang Sun 

Conference Room

Gat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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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분관 소개

1. 사회과학도서관 

1995년 이인표 에스콰이어 명예회장의 출연 기금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중앙도서관의 

분관이 되었습니다. 11만여 권의 단행본과 193종의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16동 사회과학대학 내(02-880-8248)

 https://sociallib.snu.ac.kr

2. 경영학도서관

1991년 단암(丹菴) 이필석 선생의 기금과 설비 기증에 의해 설립되어 ‘단암 경영학도서관’

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였으며, 1993년 중앙도서관의 분관이 되었습니다. 7만 4천여 권의 

단행본과 86종의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58동 경영대학 내(02-880-6915)

 https://buslib.snu.ac.kr

3. 농학도서관  

1946년 8월 22일 개관하여 1966년 중앙도서관의 분관이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까지  

수원캠퍼스에 위치하였으며, 2005년 2월 관악캠퍼스로 이전 개관하였습니다. 61종의 학술

지를 소장, 2종의 학술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75-1동, 농업생명과학대학 옆(02-880-4774)

 https://aglib.snu.ac.kr

8F

7F

장애인용 높낮이책상 Desks for the disabled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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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은 1946년 의대 본관 2층에서 

시작하여, 1974년 2월에 의학도서관 단독 

건물로 개관하였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2020년부터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의과대학 융

합관 6층에 임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만 5천권의 도서자료와 3만 

2천여 종의 전자저널, Web-DB, e-Book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건캠퍼스 융합관 별관 6층 (02-740-8047)

 https://medlib.snu.ac.kr

7. 국제학도서관 

1997년에 개관하여, 2006년 중앙도서관의 

분관이 되었습니다. 6만 5천여 권의 단행본

과 160종의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140-1동 국제대학원(02-880-8502)

 https://islib.snu.ac.kr

8. 치의학도서관  

1946년 개관하여 1976년 의학도서관으로 

병합되었다가, 1995년 중앙도서관 치의학

분관으로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3만 8천여

권의 단행본(e-book 포함) 78종의 학술지

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 생체재료연구동 

2층(02-740-8621) 

 https://dentlib.snu.ac.kr

9. 법학도서관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출범과 함께 

법과대학 도서실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982년 故 국산(菊山) 김택수 동문(법대 

제6회)의 기부로 '국산법학도서관'을 신축

하여 국내 최초 독립된 건물을 가진 법학도

서관이 되었으며, 1983년 중앙도서관의 분

관이 되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에 맞추어 서암(瑞巖) 윤세영 동문(법

대 제15회)의 후원으로 서암법학관을 개관

하였고 국산법학도서관과 연결하여 넓고 쾌

적한 공간을 갖춘 국내 최고의 법학도서관으

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만여 권의 단

행본과 393종의 학술지, Web-DB 27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72동 서암법학관 내(02-880-5330)

 https://lawlib.snu.ac.kr

4. 수의학도서관 

2003년 2월 수의과대학은 관악으로 이전

하면서 한국제분주식회사(회장 이희상)의     

지원으로 ANF 전자도서관이 출범하였고, 

2015년 중앙도서관 수의학분관이 되었습

니다. 또한 2015년 4월 생명공학연구동 

1층에 국내 최초 수의학분야 전문도서관

을 신축하여 정보자료실, 일반열람실, 공동 

학습실 외 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추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2만 4천여 권의 단행본

과 전자저널 및 학술지 129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81동 생명공학연구동 1층 (02-880-1224)

 https://vetlibrary.snu.ac.kr

5. 음악도서관

1959년 음악대학 자료실을 시작으로 1962

년 음악대학 도서관을 정식 개관하였습니

다. 이후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

관의 분관으로 승격하였습니다. 2만 3천여 

점의 악보, 6천여 권의 단행본, CD, DVD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 4만 2천여 점의 자료

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74동 복합예술연구동 1층(02-880-7915)

 https://musiclib.snu.ac.kr

법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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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본관 리모델링 기금 모금 캠페인

중앙도서관은 관정관 신축에 이어 열악한 본관(구 중앙도서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리모델링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고문헌 자료를 비롯하여 단행본, 학술지, 신문,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준공 후 45년이 지난 현재의 본관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정보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명 :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캠페인 기간 : 2015년 10월 ~ 

모금 목표액 : 550억 원

홈페이지 : https://friend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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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캠퍼스

■ 연건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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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모습의 관정관과
리모델링이 시급한 본관

최첨단 서가 시스템 도입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동선 체계 구축

6-1

 의학도서관 신축         

(2023년 예정) 
         임시 의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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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입니다. 학문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세계 수준

의 지식 정보의 허브입니다. 

 

소통의 대학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이용자의 참여와 감성으로 넘쳐

나는 문화복합공간이자 서울대학교의 랜드마크입니다.

겨레의 대학을 위한 도서관 

서울대학교의 역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학생들의 꿈이 영글어갈 수 있도록 최첨단 학습공간을 

제공합니다. 

세계의 대학을 위한 도서관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시대의 지식강국으로 

이끄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또한 외국

인 학생·교수들과 더불어 한층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교육 지원체계의 고도화와 

효율화로 대학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