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2019
도서관 이용안내



2

- 목 차 -

이용시간 03

층별안내 04

출입안내 05

대출/반납/연장/예약/분실안내 06

도서관에 없는 자료 이용방법 07

소장자료 08

시설안내 11

서비스별 문의 13



3

이용시간
구분 평일 주말/법정공휴일

 열람실(1층)

 - 제1/2열람실

 - 로비열람실

 - 대학원열람실

06:00-23:00 06:00-23:00

 자료실

 - 제1서고(2층)

 - 제2서고(지하1층)

 - 연속간행물실(2층)

09:00-20:00 휴실

 대출/반납대(2층) 09:00-20:00 휴실

 정보지원실(2층) 06:00-23:00 06:00-23:00

 그룹스터디룸(2층) 09:00-23:00 09:00-23:00

 도서관행정실(2층) 09:00-20:00 휴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열람시간 및 이용시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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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안내
층 구분 소장자료/시설/기기

B1 제2서고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참고도서, 

대형도서/지도, Financial Times 신문(제본),

윤인호기증도서

1F 열람실 제1열람실: 116석

제2열람실: 45석

로비열람실: 52석

대학원열람실: 30석

2F 대출/반납대 예약도서, 비도서자료, 딸림자료

제1서고 단행본, 지정도서, 신착연속간행물

소장자료 검색용 PC 1대,

무인대출기 1대

연속간행물실 연속간행물(제본)도서

인쇄전용 PC 1대, 프린터 1대

그룹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 1, 2, 3

정보지원실 신문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Financial Times

경영경제관련 Database 검색 PC 12대,

인쇄전용 PC 1대, 복합기 1대, 스캐너 1대

도서관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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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안내
학생증/모바일학생증/모바일열람증으로 Gate위에 부착된 리더기를

통해 출입 가능

▶ 모바일열람증(회원제대상)

- 휴대폰에 QR코드을 다운받아 도서관 출입 및 경영학도서관 소장

 도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발급 방법] 중앙도서관홈페이지 접속(library.snu.ac.kr) ->

상단메뉴 ”도서관서비스 -> 모바일서비스 -> 모바일열람증 -> 

모바일열람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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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반납/연장/예약/분실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자료대출

■ 장소: 대출/반납대(2층)

■ 책수 및 기간:

학부생: 10책 14일 / 대학원생: 20책 30일

■ 이용시간: 09:00-20:00(평일: 월-금요일)

*비도서: 비도서대출신청서 작성 후 대출가능

(대출기간: 1박 2일 *필요 시 기간조정 가능)

*지정도서: 지정도서열람대장 작성 후

제1서고 및 정보지원실 내 열람가능(당일반납)

자료반납

■ 대출/반납대(2층)

경영학도서관 대출도서, 비도서, 지정도서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의학/치의학 대출도서

■ 무인반납기(도서관 앞)

경영학도서관 소장 대출도서만 가능

※ 무인반납기 미작동 시 기증함에 반납

도서연장

■ 조건: 연체도서 및 연체료가 없고 연장하고자 

하는 도서가 예약도서가 아닌 경우

■ 횟수: 제한없음(최대 연장 가능일로 제한)

※ 최대 연장 가능일 : 대출기간 X 3 

■ 반납예정일: 연장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신분별 대출기간만큼 연장됨

■ 방법: 

중앙도서관홈페이지(library.snu.ac.kr) 로그인 => 

반납예정일 전일

대출반납대(2층): 반납예정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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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안내

연체

■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중지되고 연체료가 부과됨

■ 연체일 연체도서 각 1권 당 1일 100원

■ 납부방법: 도서관홈페이지(library.snu.ac.kr)

대출 중 

도서의 예약 

■ 대상도서: 도서상태가 “대출중”인 도서

■ 조건: 연체도서나 연체료가 없는 경우

■ 책 수: 1인 당 3책

■ 방법: 도서관홈페이지(library.snu.ac.kr)

■ 유의사항: 신청 후 2회 미대출시 6개월간

   예약제도 이용불가

분실도서 변상
대출자료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신고 후 기간 내 동일도서 변상

도서관에 없는 자료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안내

희망도서신청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에 신청

하면, 이를 구입하여 비치해 주는 서비스

■ 신청방법

도서관홈페이지접속(library.snu.ac.kr) 로그인->상단메

뉴 “도서관서비스-> 희망/강의도서신청 ->

희망도서 신청하기”

*신청자료가 도서관에 입수되기까지 소요기간

 국내서 2주, 국외서 약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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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도서

자료유형 소장위치 대출

단행본 
제1서고 단행본(2층)

제2서고 단행본/윤인호(지하서고)
○

참고도서 제2서고 참고도서(지하서고) ×

대형도서/지도 제2서고 대형/지도(지하서고) ○

지정도서 제1서고 지정도서(2층) ×

학위논문 제2서고 학위논문(지하서고) ×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실(2층) 

×
제2서고 연속간행물(지하서고)

신착연속간행물 제1서고 신착연속간행물 ×

비도서

자료유형 소장위치 대출

카세트테이프 (Tape) 정보지원실(2층) ×

비디오테이프 (Video) 정보지원실(2층) ×

녹음디스크 (CD) 정보지원실(2층) ×

컴퓨터파일 (CD-ROM, Disk) 정보지원실(2층) ×

경영경제Database 정보지원실(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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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국내경영∙경제관련 Database
구분 DB명 내용 이용방법

국내금융정보

(주식, 채권 등)조사
KCMI-SD 2010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주식수

익률 자료정보를 제공 DB 

* 유가증권시장

  1980. 1. 3 - 2009. 12. 30

* 코스탁시장

  2000. 1. 4 - 2009. 12. 30

CD-ROM 대여 

- 대여장소 : 

  경영학도서관행정실

- 대여일 : 1박 2일

국내세무/회계/법

률정보
삼일아이닷컴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세무/회계/법률정보 DB
학내 온라인 자동 접속

국내기업의 

재무정보 조사 및 

산업 분석보고서 

검색 

*DataGuide Pro 
FnGuide에서 제공하는 기업

재무/주가 정보 DB 

학내 프로그램 설치 후 

온라인 접속

KisValue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

하는 DB 

학내 프로그램 설치 후 

온라인 접속

※ ID/PW : snucba

※ 동시이용자수 5명

TS-20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DB(*외감)

학내 온라인 자동 접속

외부 접속 “학외접속하기” 

*FnGuide 
Fnguide에서 제공하는 DB, 
국내 애널리스트 리포트 및 
컨센서스 수집에 사용 

경영학도서관 정보지원실 
지정PC에서만 이용가능
※ PC No. : 1,2,5,7,8

※ 동시이용불가

KisLine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

하는 DB, 간단한 재무제표 

및 기업분석 리포트에 활용

학내 온라인 접속

※ 기업ID/PW : snucba

※ 동시이용자수 5명

※ 최초 로그인 시 

개인별 이용자 등록 필수

(*)표시 DB의 ID/PW 확인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료검색 > 학술 DB > DB명 글자 아래 “바로

가기“ 클릭하여 확인 

※ DB명에 밑줄 표시된 DB를 <ctrl>키를 누른 채 클릭하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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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경영∙경제관련 Database
구분 DB명 내용 이용방법

인터페이스 *WRDS

Wharton School에서 제공하는

web 기반 DB 인터페이스

CRSP, Compustat

온라인 접속

해외금융정보

(주식, 채권 )

조사 

*CRSP 

via WRDS

Chicago대학교 제공하는 미국주식정보 

DB
온라인 접속

Datastream 
톰슨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주식, 채권 

등의 각종 금융보고서 제공 

경영학도서관 

정보지원실

지정PC : 12번 

*BankFocus via  

Bureau van Dijk 

Bureau van Dijk에서 제공하는

금융 DB 
온라인 접속

해외기업의 

재무정보 조사 

*Compustat 

via WRDS 

Standard & Poor’s사에서 제공하는

기업재무정보 DB

Compustat North America/Compustat 

Global/Execucomp/EMDB

온라인 접속

WorldScope 

via Datastream

톰슨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기업재무

정보 DB

경영학도서관 

정보지원실

지정PC : 12번

전 세계 M&A

데이터 조사
SDC Platinum

톰슨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M&A 자료 

DB

Joint Venture, All New Issues, 

All Merger and Acquisition

경영학도서관 

정보지원실

지정PC : 9번

기타 Qualtrics 온라인 리서치 소프트웨어 온라인 접속

(*)표시 DB의 계정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학술 DB > 카테고리 “Busines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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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열람실
위치 열람실명 좌석수 이용시간 사용방법 이용대상

도서관

1층

제1열람실 116

06:00-23:00

<도서관 필요 시

예약제 운영>

▶인터넷 신청:

경영대학인트라

넷->예약서비스->

열람실좌석

▶하루 최대 4시

간

경영대학(원), 

경영전문대학

원생,

경영자과정생

* 타단과대학

생은 제1열람

실 일부 좌석

에서만 이용가

능

제2열람실 45

로비열람실 52

대학원열람실 30

그룹스터디룸
위   치 도서관 2층

스터디룸 수 3개

최대수용 인원 5-6인

이용시간 09:00-23:00

사용방법

▶경영대학 인트라넷에서 예약신청 후 사용

[“biz.snu.ac.kr/intranet”->예약서비스->그룹스터디룸]

ð 로그인 후 신청

▶1인 당 1일 5시간(신청자, 동반이용자 포함)

▶동반이용자 4명 이상 등록

이용대상
경영대학 학부생, 복수전공생, 교류/교환학생, 대학원(재학생) *단 

동반이용자는 타과생 등록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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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프린터/복사기/스캐너

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위  치

도서관 2층

-제1서고: 1대

-연속간행물실: 1대

-정보지원실: 13대

도서관 2층

-정보지원실: 1대

-연속간행물실: 1대

도서관 2층

-정보지원실: 1대

도서관 2층

-정보지원실: 1대

사용방법
무료

자유롭게

이용가능

유료

학생증 및 

S카드로 

결제

유료

학생증 및 

S카드로 

결제

무료

자유롭게

이용가능

이용시간 06:00-23:00 09:00-20:00 09:00-23:00 09:00-23:00

*PC에서 문서 편집과 동영상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영대학 1층 전산실습실을 이용하세요!)

*프린터 및 복사기 문의: 880-5535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행하면 저작권법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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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문의

서비스 내용 이용문의

대출 / 반납 / 예약 / 분실

880-6915/6959

출입안내 / 장애우 이용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 요청 / 비도서 이용

인쇄간행물 / 전자저널 이용

희망도서 신청

880-6959/6915

경영·경제 Database

열람실 / 그룹스터디룸 이용

기증·기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