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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 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과전담연구지원실

sena5@snu.ac.kr

도서관 101%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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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ervice & Homepage

03. How to Search

01. Introduction

04. Research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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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libraries

Central librar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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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서관(72동)

국제학도서관
(140-1동)

경영학도서관
(58동)

농학도서관(75-1동)

사회과학도서관
(16동)

수의대도서관(85동)

중앙도서관(62동, 62-1동)

관정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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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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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

이용 시간

1, 2, 3B열람실
06:00~23:00

3A 열람실
24시간 개방

열람실
(B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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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대차실, 
시진핑룸
월~금 09:00~18:00

자료실

관정관

월~일 07:00~23:00

* 8B열람실은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
(7,8F)

2,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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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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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he Library

도서관 출입 및
자료 대출 시 사용
도서관 출입 및

자료 대출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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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Homepage

http://librar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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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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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층별 안내

ü본관 - 관정관
연결통로 (2F)
ü본관 - 관정관
연결통로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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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은 본관에서

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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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Facilities

ü 중국의 역사서와 철학,�
문화,�예술,�자연과학,�
공학,�동북아 정세 관련
서적 9,297권

ü평일 09:00~18:00

ü 중국의 역사서와 철학,�
문화,�예술,�자연과학,�
공학,�동북아 정세 관련
서적 9,297권

ü평일 09:00~18:00

월~금
토,공휴일
일

09:00~21:00
09:00~17:00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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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교양도서나잡지류,�신문,�홍보물 등부담없이읽을수있는자료가
비치된휴식공간

• 교수님저작물및전자신문비치

2F
Facilities

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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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서
발간된 단행본,�일간지,�
연속간행물 등의 자료

ü폐가제로 운영되며
대출서약서를 작성한 후
담당사서에게 신청하여
대출

ü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서
발간된 단행본,�일간지,�
연속간행물 등의 자료

ü폐가제로 운영되며
대출서약서를 작성한 후
담당사서에게 신청하여
대출

Facilities

ü 학위논문 열람ü 학위논문 열람

3F

단행본 자료실

월~금
토,공휴일
일

09:00~21:00
09:00~17:00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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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4F

단행본 7�자료실,�고문헌/신문자료실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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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제로 운영

→ 고문헌실에 비치된 자료열람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후 이용

고문헌자료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이관자료,
1946년 이후 수집한 양장 고문헌 및 한적본,�개인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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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F 
06:00~23:00��(3A열람실은 24시 개방)

※ 3B 열람실 지역주민도 이용가능

1,2,3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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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열공은 관정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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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2F,�3F

스터디가든
Facilities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좌석 예약이 필요 없는 스터디가든으로

월~일 07: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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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2F,�4F

그룹스터디룸
Facilities

월~일 09:00~23:00

§ 2F��17실 /�4F�30실

§ 현장배정(좌석배정시스템) 및
홈페이지를통해신청

§ 이용 3일전부터예약가능,
예약후 1시간이내입실하지않으면
자동취소

§ 1인당하루 1회신청,�연체료등의제
재가있을경우예약불가능

본관 B2F�제1열람실
(10개실)

월~일 08:00~22:00

※ 집단지성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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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DVD,�VHS),�음악자료(CD,�LP)등의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 1인 /�2인 /�4인용 관람석

§ 6층 안내데스크에서관내대출후열람

관정관 6F

멀티미디어 플라자

월~금 09:00~18:00

자료 관람 PC

§ PC�및 노트북

§ MAC�전용 PC
이용 가능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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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6F

소극장/정보검색실

§ 월~일 09:00�~23:00

§ 현장좌석배정

§ 최대 3시간사용(연장 불가)

§ 프린터,�스캐너/멀티미디어편집가능

정보검색실

정인식 소극장

§ 월~금 09:00�~23:00

§ 최대 3시간,�7명 이상사용가능
(수업 연계경우인원제한없음)

§ 사전신청(홈페이지이용신청서)

§ 영화감상수업,�세미나,�소그룹모임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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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7F,�8F

열람실
Facilities

월~일 07:00~23:00

7th Floor

7A.�기억의 방
“Memory”

7B.�상상의방
“Imagination”

7th Floor 8th Floor

8A.�이성의 방
“Reason”

8th Floor

8B.�진리의방
“Truth”

§ 현장배정(좌석배정시스템) 및 홈페이지를통해신청
§ 최대 6시간사용(연장가능)�,�홈페이지예약후 30분내좌석배정하지않으면자동취소
§ 비치된자료는열람실내에서만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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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ice
● ●

omepag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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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부터부과,�그 전 2일도소급부과

대출최대기간내연장횟수제한없음

연체료 1책당 100원 /�1일

학부생 10책 14일
대학원생 20책 30일

본인 대출 기간의 3배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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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대출기에서
직접 대출!!

자동대출기에서
직접 대출!!

본관

2F����로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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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분관 대출실
&�자동반납함

§ 단과대및 연구소
자료실책은
각자료실에 반납

§ 분관끼리서로 반납 불가

서로 대출실 반납돼요

반납

1F�자동반납기(24시간) 2대

2F�본관메인출입구 2대
로비 1대

공대(301,302동)����������2대

기숙사(900동)��������������1대

글로벌하우스(920동)����3대

자동반납기

무인반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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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신청 후 미대출시 제재 있을 수 있음!
• ‘대출 중 도서 예약 + 캠퍼스간 도서대출

+ 서가에 없는 도서확인요청’ 통합 최대
3건 신청 가능

대출 중·정리 중인 자료 또는 다른 캠퍼스에 소장된 자료를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도서 예약

대출 중 도서 정리 중 도서 캠퍼스간 도서 대출

다른 이용자에 의해
대출중인 도서 예약

수서·정리 처리중인 도서예약 시
우선 처리하여 이용 가능

타 캠퍼스에 소장중인
이용 가능한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수령

중앙도서관 및
8개 분관 단행본 대상

중앙도서관 단행본 대상
중앙도서관 및

8개 분관의 "대출가능"한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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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중 상태가 ‘이용 가능이지만 서가에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확인 요청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 요청

22



Page § 30

희망 도서 신청ㆍ조회

Q. 필요한 도서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면?

Q. 필요한 도서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면?

A.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

→ 희망도서·�강의도서 신청

A.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

→ 희망도서·�강의도서 신청

Q. 신청한 도서의 입수 기간은?Q. 신청한 도서의 입수 기간은?
A.�국내서 :�1~2주

외국서 :�1~2개월
A.�국내서 :�1~2주

외국서 :�1~2개월



Page § 31

도서예약

대출연장

그룹스터디룸
예약

서가에없는도서
확인요청

온라인결제

희망도서신청

서비스 신청 결과를 받으려면
마이라이브러리-개인정보관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 ∙ 이메일 등록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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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라이브러리 메뉴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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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 sear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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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4,000,000
books

more than
216,000
non-books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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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280
Databases more than

122,000
e-journals

more than
450,000
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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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nu.ac.kr)에서 검색

How to

SEARCH

도서관 자료 검색

서울대소장자료

서울대소장자료 +�학술자원 +�컬렉션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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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한

How to

SEARCH

도서관 자료 검색

검색결과 제한필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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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 검색-학위논문

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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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 검색-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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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How to

SEARCH

도서관 자료 검색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 CLICK !

해당 서가로 이동해당 서가로 이동

검색결과 휴대폰 전송검색결과 휴대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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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의 구성

GE
591.5
D322s
2010
c.2

별치기호

분류번호

도서기호

권연차기호

복본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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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치기호
별치기호 자료유형 비치 장소

GE 기초교육자료 관정관 8층

AVC CD 관정관 6층

DVD 영상자료 관정관 6층

M 악보 참고자료실

MA 지도자료(낱장지도) 참고자료실

MFR 마이크로필름 참고자료실

P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서고

R 참고도서 참고자료실

N 신문자료 신문자료실

SPE 명예교수 저술도서 관정관 4층

TD 박사학위논문 단행본자료실

TM 석사학위논문 단행본자료실

貴 귀중도서 고문헌자료실

大 대형도서(30cm이상) 단행본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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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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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 검색
• 신착연속간행물실

- 신규 저널 (제본 이전)

- 분류번호 내에서 가나다, 알파벳순

• 연속간행물자료실

- 예전 저널 (제본 이후)

- 청구기호 순서로 배열

-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 온라인으로 원문 열람 및 출력
(유료, 기본 1,000원(10매 이하) + 초과 페이지당 100원)

• 보존서고

• 수원보존도서관, 의학/치의학분관

- 캠퍼스간 원문복사 (유료, 50원/면)

• 신착연속간행물실

- 신규 저널 (제본 이전)

- 분류번호 내에서 가나다, 알파벳순

• 연속간행물자료실

- 예전 저널 (제본 이후)

- 청구기호 순서로 배열

-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 온라인으로 원문 열람 및 출력
(유료, 기본 1,000원(10매 이하) + 초과 페이지당 100원)

• 보존서고

• 수원보존도서관, 의학/치의학분관

- 캠퍼스간 원문복사 (유료, 50원/면)



e-Resourc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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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e-journale-journal

BooksBooks

ReportReport

ProceedingsProceedings

JournalsJournals

Bibliography

Abstracts

Index

Full-Text

Database

DissertationsDissertations

+
Books

e-booke-book

e-Resourc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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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두 곳 이상의 DB에서 제공하는

e-Journal은 DB별

제공연도를 간략화면에 표시

두 곳 이상의 DB에서 제공하는

e-Journal은 DB별

제공연도를 간략화면에 표시

e-Journal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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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사이트별 바로가기로 접속제공사이트별 바로가기로 접속

e-Book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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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가나다순 정렬

DB명 검색

학술 Database 접속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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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Database 접속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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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간링크서비스를제공,다양한접근경로를통해
이용권한이 있는원문(full-text)또는관련정보원으로연결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

Database 검색- SFX 기능

Full-text 원문 링크Full-text 원문 링크

도서관 소장 사항도서관 소장 사항

저널의 Impact Factor저널의 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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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cholar 에서 SFX 연결

설정 전설정 전 설정 후설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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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SNUL� Find�it�@�SNU

*�SNU�Dental�Library�- Find�
it�@�SNU

*�SNU�Medical�Library�-
Find�it�@�SNU

*�SNUL� Find�it�@�SNU

*�SNU�Dental�Library�- Find�
it�@�SNU

*�SNU�Medical�Library�-
Find�it�@�SNU

Google Scholar 에서 SFX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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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RISS 국회도서관

제공내용
• 국내 석·박사

• 내국인 해외취득 박사
• 국내 석·박사

주제분야 • 전주제분야 • 전주제분야

제공범위 • 114만 1천여 건 • 1945년~현재(약 145만여건)

원문이용
• 회원가입 후 무료이용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직접접속
or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 협약기관 전용 PC에서 무료 이용
(중도 본관 2층
정보검색실)

• 유료 제공 논문의
경우 국회도서관 직접 방문

U R L http://www.riss.kr http://www.nanet.go.kr

학위논문 이용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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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QDT Global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제공내용

• 북미, 유럽 및 아시아권 대학에서 수여된 석/박사 학위 논문의 본문 및 서지/
초록 정보 제공

• 410만 이상의 석/박사 논문 보유
• 190만 여종의 논문 본문을 PDF로 제공하며, 책자 유형으로 구매 가능

주제분야 • 전 주제분야

제공범위 • 1861 ~ 현재
(270여 만 건의 색인/초록 제공)

원문이용 • 원문 24p. 무료 조회(1997년 이후 자료)
• 비용 지불 후 이용

접속 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학술DB “P” → PQDT Global

기 타 MIT 대학 학위논문은 MIT대학 DSpace@MIT에서 열람(무료) 및 출력(유료) 
(http://dspace.mit.edu/)

학위논문 이용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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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통합검색

RISS

통합검색

• 단행본 /�비도서자료 :�전국 600여 개 대학/전문도서관 소장정보 검색
• 학위논문 :�156만여 건 (국내 석·박사,�내국인 해외취득 박사)
• 학술지 논문 :�국내 311만 7천여 건,�해외 3,754만 8천여 건
• 일본대학 소장자료 :�일본 국립대학도서관 소장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학술지,�학술지논문,�학위논문 등의 자료
통합 검색 및 원문상호대차서비스 지원

• 학술지 및 학술지논문 (SCOPUS,�JCR,�FirstSearch …)
• 학위논문 (DDOD,�PQDT)
• 해외e-Book�(Safari� Books,�OCLC�NetLibrary):�5만 7천여 종

해외전자정보해외전자정보

• 국내 문헌 복사서비스
• 해외학술지 원문 서비스

문헌복사서비스문헌복사서비스

국내 학술지 논문 - RISS

다운로드나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다운로드나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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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 누리미디어 제공

• 국내 발행 학회지의
원문 제공 서비스

• 1.900여종 저널

• 약 210만개의 논문

• 학술지 논문 외
일반 잡지 기사 제공

KISS

• 한국학술정보 제공

• 국내 학술지 원문
데이터베이스

• 1,329개 기관 간행물
- KCI�등재후보 819종

• 조선일보/MBC�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NDSL

• KISTI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
특허,�동향 분석,�연구
보고서,�산업표준 등 제공

• 기관이용자로 회원가입
- 협력기관 자료 무료열람
- 문헌복사서비스

• 이용자 등록
→�상호대차실 인증

국내 학술지 논문 – NDSL/DBPIA/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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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창 종료시까지 이용가능하며,��90분동안 페이지 이동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58

학외접속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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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 Service
●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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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문 없이도 소장 학술지의 원문을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속간행물 검색

→  소장 권호 상세화면

→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신청

Ø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의 원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

Ø 서비스 대상

– 석·박사,�연구생 및 교수

Ø 유료 서비스 :�기본 1,000원 (10매 단위)�+�초과 페이지당 100원

소장학술지 원문복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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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캠퍼스 분관(의학도서관,�치의학도서관),�수원 보존 도서관 소장 학술자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사 의뢰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Ø 서비스 대상
- 관악캠퍼스 소속 학생,�교직원

Ø 대상자료
- 연속간행물 논문,�단행본의 일부분,�참고자료 일부분 등

Ø 중앙도서관 2층 상호대차실 방문 수령

Ø 유료 서비스: \50/면

Ø 상세 서비스 내용 참고
http://library.snu.ac.kr/using/intercampus_dds

캠퍼스간 원문복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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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 9개 대학도서관에 분야별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지정,�

모든 연구자들에게 열람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복사,�우편요금 모두 포함)

외국학술지 무료복사(FRIC)



도서관 미소장 자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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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도서대출 서비스
① 협정도서관 대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림대학교

대출기간 10일

연장 1회(10일)

연체료 1,000원/1일

택배(무료)

퀵서비스
(15,000~18,000�신청자 부담)

소장기관 직접 방문

SMS, e-Mail로 도착 알림

→�알림 수신 후 3일 이내 수령
(상호대차실)

※�자료 이용 후 중앙도서관 2층
상호대차실로 반납

(무인반납기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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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도서대출 서비스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청구기호 입력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청구기호 입력

① 협정도서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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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도서대출 서비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대출

RISS�협약도서관

회원가입 후
중앙도서관 상호대차실 인증 과정

거쳐야 대출 신청 가능

대출기간 15일

연장 1회(7일)

연체료 500원/1일

택배
(15,000~18,000�신청자 부담)

퀵서비스/직접 방문 신청 불가

SMS, e-Mail로 도착 알림

→�알림 수신 후 3일 이내 수령
(상호대차실)

※�자료 이용 후 중앙도서관 2층
상호대차실로 반납

(무인반납기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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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협력기관을 통해 자료 입수 è상호대차

구 분 서비스 주관기관 이용 방법

국내 기관
소장 자료

원문복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http://www.riss.kr

-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http://www.ndsl.kr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FRIC
→ 국내 원문복사

국외 기관
소장 자료

상호대차
/�

원문복사

- 미국 OCLC (FirstSearch)
- 독일 SUBITO
- KERIS-NII (일본대학 소장자료)
- NDL (일본국회도서관)
- 중국 CALIS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FRIC
→ 국외 원문복사ㆍ대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원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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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복사 서비스 – RISS(국내)

회원가입 후
중앙도서관상호대차실
인증과정 거쳐야
이용가능

회원가입 후
중앙도서관상호대차실
인증과정 거쳐야
이용가능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의 RISS로 접속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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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복사 서비스 – OCLC(국외)

[해외상호대차신청]
A.�영문 성명
B.��연락 받을 번호
C.��E-mail
D.��자료가 필요한 만기일
E.��지불할 수 있는최대금액
F.��Article의 경우 상세정보
G.�신청 제출

[해외상호대차신청]
A.�영문 성명
B.��연락 받을 번호
C.��E-mail
D.��자료가 필요한 만기일
E.��지불할 수 있는최대금액
F.��Article의 경우 상세정보
G.�신청 제출

A

C
B

D
E

F
G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학술DB
→ OCLC Firs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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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및 신청

검 색 기 관

Step 1 §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및 e-Resource

Step�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http://www.riss.kr)�

§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 (NDSL�:�http://www.ndsl.kr)

Step�3
§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Step�4 § 국내 미소장인 경우 :�국외 기관 검색 및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 Step 1~4 수행 후에도 없는 경우 연구지원 서비스 신청 (석사이상)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연구지원 → 연구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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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와 관련된 도서,�학술지,�논문 자료 검색 및 원문 제공

Ø 서비스 내용
–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상담 및 자료 조사 방법 안내
– 선행연구 조사 및 원문입수 방법 안내
– 데이터베이스 이용 교육
– SCI�게재 논문 피 인용 횟수 등 인용정보 제공

Ø 서비스 대상
– 석·박사,�연구생 및 교수

Ø 서비스 신청 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학술연구지원 >�연구지원서비스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정보가 필요하다면?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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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및 도서관 정보검색 교육
• EndNote 등 서지관리 프로그램 교육
• Database 및 도서관 정보검색 교육
• EndNote 등 서지관리 프로그램 교육

이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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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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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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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serv@snu.ac.kr

880-5300

카카오톡 :
서울대관정톡(친구추가)

Live Chat : 
도토리ON�(도서관토크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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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