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럴 이용 지침

제정 2015. 03. 16.     

 제1조 정의

 캐럴(개인열람실)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학내 구성원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 열람 공간이다.

 제2조 이용일 및 이용시간

 캐럴의 이용일은 중앙도서관 개관일로하며, 당해 이용일의 이용시간

은 07:00 부터 23:00 까지로 한다. 

 제3조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① 캐럴의 이용대상자는 당해 학기에 등록한 박사과정생(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및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4학기 이

상의 학기를 수료한 자를 포함) 및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연구자 등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필히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여야만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별 캐럴의 배정 수량은 (별표 1)과 같다.

  ③ 캐럴의 이용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

능하다.

  ④ 캐럴 이용은 원칙적으로 학위과정 중 1회에 한하며, 신청자가 미

달일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 신청 및 선정

 ① 캐럴 이용대상자는 신청서 (별표 2)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이용대상자

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박사과정 재학증명서, 연구생 등록확인증 등)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② 캐럴 이용자 선정은 지침 제 3조 ②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별 배정 수

량에 따르되 신청자 수가 배정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

른다.

    가. 당해 학기가 박사학위논문 제출학기인 자



    나. 박사과정으로 입학년도가 빠른 순

 단, 동일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각 캐럴 이용 수량을 초과

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캐럴 이용자를 선정한다.

 ③ 캐럴 이용 신청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하며, 캐럴 이용자를 선정할 때 

캐럴 이용대상자별 배정 수량의 2배수까지 대기자를 선정하여 공실이 발

생할 경우 대기자 순위에 따라 캐럴을 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이용 및 관리

  ① 캐럴 이용자는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이용시간 및 기간을 반드

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퇴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캐럴 이용자는 배정받은 캐럴을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한다.

  ③ 캐럴 이용 시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됐을 경우에 당해 캐

럴 이용자는 이에 관한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캐럴 내의 개인 물품은 당해 캐럴 이용자의 책임 하에서 관리되어

야 하며, 개인 물품의 도난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⑤ 캐럴 이용자는 사용하는 동안 정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용

기간 종료 시 반드시 개인 물품과 캐럴 내의 쓰레기 등을 정리하여 퇴실

하여야 한다. 

  ⑥ 도서관은 캐럴 이용률을 매월 말에 점검하며, 캐럴 이용자의 이용

일이 2/3 이하인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기타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캐럴 이용자는 중앙도서관 규정 제25조(관내수칙)에 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이용대상 캐럴 수량 비고

박사과정생 70실

기타 10실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등

계 80실  



 [별표 2]

캐럴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명(Name)  

전화
(Phone)

(Mobile)

소속(Affiliation)
              

신분(Position) (Office)

 주소
(Address)

E-mail

희망 이용기간
(최대 3개월)

시작일

종료일

<박사학위논문 제출대상자 지도교수 확인란>

 논문제목 : 

상기 신청인은 20     년    학기 박사학위논문 제출대상자임을 확인함.

                         학과     지도교수           (인)

이용 목적
(Purpose of study)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Please be specific)

이용자 준수 사항

 1. 캐럴 이용자는 캐럴 이용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이용시간 및 기간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퇴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됐을 경우에 당해 시설물과 관련된 캐럴 이용자는 이에 

관한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캐럴 내의 개인 물품은 당해 캐럴 이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 물품의 도

난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당해 캐럴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캐럴 내에는 음식물(음료포함)을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시간 종료 시, 이용자는 반드시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퇴실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캐럴 이용자는 중앙도서관 규정 제25조(관내수칙)에 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

야 합니다.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캐럴 이용을 신청하며, 캐럴 이용에 있어 ‘캐럴 

이용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