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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13:00 ~ 17:00

09:00 ~ 17:00

09:00 ~ 21:00



관정관
열람실

멀티미디어 플라자

정보검색실, 그룹스터디룸

07:00 ~ 23:00

09:00 ~ 18:00

09:00 ~ 23:00



8개 분관



중앙도서관
둘 러 보 기

- 본관 -



제 1, 2, 3A 열람실(B2, B1, 1F)
제 1, 2 열람실

3A 열람실

현장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

06:00 ~ 23:00

24시간 개방



도서반납실 (1F)
타관도서, 예약도서, 일반도서 모두 반납



중앙대출실 (2F)

딸림자료 관내 대출, 연체료 납부

예약도서, 서가에 없는 도서 대출



참고자료(R) 컴퓨터파일(CF) 지도(MA)

마이크로필름(MF) 악보(M, K) 지정도서

참고자료실 (2F)



정보검색실 (2F)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센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이용



신착연속간행물실 (2F)

FRIC(외국학술지지원센터)

저널 최신호 열람



단행본자료실 (3, 4F)
1 ~ 8 자료실



고문헌자료실 (4F)

평일 09-18시 이내 신청 후 열람

1945년 이전 자료 보관



중앙도서관
둘 러 보 기

- 관정관 -



스터디가든 (2,3F)
07:00 ~ 23:00



그룹스터디룸 (4F)

이용 3일전 예약

09:00 ~ 23:00



멀티미디어플라자 (6F)
월요일 ~ 금요일

1인석 & 다인석에서 영상자료, 음악자료 감상

창의미디어스페이스(개인 미디어 제작)

09:00 ~ 18:00



정보검색실 (6F)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09:00 ~ 23:00



열람실 (7,8F)

기억, 상상, 이성, 진실

07:00 ~ 23:00



중앙도서관
자료 이용하기



http://lib.snu.ac.kr



검색해볼까요?

통합검색
도서관 소장 자료 + 외부 학술자료 검색

학술 논문 검색 시 편리
소장자료

도서관 소장 & 구독 자료만 검색

단행본, 전자책, 저널 검색 시 편리

고급검색 특정 항목 제한/조합 검색

분류번호, 청구기호, ISBN, 연도 등
지정도서 강의 지정도서 검색

제목, 강의명, 교수명, 학과명 검색 가능



여러분이찾는책이…

없는 책

있는 책

빌려간 책

청구기호 확인

희망도서 신청

전자책은 온라인!

대출 중 도서 예약

국내 타기관 도서 대출



희망도서신청



정리중예약신청



국내타기관도서대출



소장사항확인하기

대출중인 책은 예약 신청

서고에 비치중인 책은
청구기호 확인 > 서고로 Go!

청구기호 확인 (808.06 …)



서가에없는자료신청



대출중도서예약하기



대출부터반납까지

대출

학부생 : 10권 14일

대학원생 : 20권 30일

연장

대출기간의 최대 3배까지 연장 가능

예약 도서, 연체 중인 도서는 연장 불가

연체

연체일 3일째부터 100원씩

온라인 결제, 현금 결제 모두 가능

반납

중앙도서관 ↔ 분관 OK, 분관 ↔ 분관 NO!

분관 반납 시 분관 대출실에 직접 반납해야 함



E-book 이용하기



여러분이찾는논문이…

A 관련 논문

특정 논문 B

통합검색에서 논문 제목 검색

학술 DB 검색

소장자료에서 저널명으로 검색

미 구독 · 소장 저널 논문은 원문 복사 신청 가능



학술DB 이용하기



논문제목으로검색



온라인저널이용



인쇄저널이용

연속간행물 자료실

연속간행물 보존서고

원문 스캔 서비스

신착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신청

청구기호를 참고하여 열람

소장학술지 원문 서비스 (유료)

FRIC(자연과학분야만, 무료)



원문복사신청하기



도서관이용교육



마이라이브러리

도서관서비스관련알림을
놓치지않으려면?

개인정보관리 >
이메일과휴대전화를
반드시입력하세요!



Ask a Librarian

880-8001, 5325
libhelp@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