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이용자 교육

2019년

공주교육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소개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검색 및 대출

도서관 홈페이지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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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관 자료 현황

구분 국내서 국외서 합계

권수 289,584 19,659 309,243

 단행본

 자료형태별 현황

구분 국내정기간행물 e-book

종수 38 2,445

구분 학위논문 비도서

권수 23,628 3,869



1-2. 도서관 층별 안내

전자정보실, 열람실, 세미나실, 사물함보관실, 휴게실

참고자료실(초등교육자료실, 학위논문실), 스터디룸

일반자료실

공주교육대학교 도서관

1F

2F

3F



도서관 1층에는 4학년전용열람실, 1,2열람실, 세미나실, 사물함, 휴게실를 이용

1-3. 도서관 층별 안내(1층)



1층 전자정보실에서는 28대의 PC 및 출력시스템 이용 가능

3개의 스터디룸, 8대의 노트북, 테블릿PC 등의 전자기기 이용

1-3. 도서관 층별 안내(1층)



2층 참고자료실은 신문, 잡지, 학위논문, 참고자료 열람

1-3. 도서관 층별 안내(2층)



2층 참고자료실내는 3개의 스터디룸을 운영

학술정보검색 및 이용에 관한 참고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1-3. 도서관 층별 안내(2층)



3층 일반자료실은 학문주제분야를 나타내는 분류번호순으로 서가에 배가된
일반도서를 검색, 열람, 대출, 반납

1-3. 도서관 층별 안내(3층)



3층 일반자료실에서는 교과서, 지도서, 지정도서, 아동도서, 서양서를 별도
배치하여 운영

1-3. 도서관 층별 안내(3층)



2. 도서관 실별 이용 안내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3층 일반자료실

2층 참고자료실(복사실)

월,화,목 09:00-20:00 월~금

09:00-18:00수,금 09:00-18:00

1층 전자정보실 09:00-18:00

 자료실 이용시간

 열람실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구분 좌석수 이용대상 이용시간

4학년전용열람실(도서관) 181 4학년배정학생

06:00-24:00
4학년전용열람실(일락관) 115 4학년배정학생

1열람실 205 재학생

2열람실, 세미나실 80 재학생 및 일반인



2-1. 도서관 스터디룸 이용 안내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스터디룸(참고자료실)

월,화,목 09:00-20:00 월~금

09:00-18:00수,금 09:00-18:00

스터디룸(전자정보실) 09:00-18:00

 스터디룸 이용시간

 스터디룸 위치 및 좌석수

구분 위치 실수 좌석수

스터디룸
(차오름,어울림,떠오름) 참고자료실 내 3개실 76

스터디룸 전자정보실 내 4개실 24

스터디룸은 별도의 신청 및 예약 절차없이 이용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가능 합니다.



도서관 1층의 출입게이트, 좌석발급기 설치로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여 쾌적한 열람 환경 제공

2-2. 도서관 1열람실 이용

 좌석발급기

- 좌석발급표 발급 : 도서관아이디, 패스워드

- 기본이용시간 1회 5시간

- 3회 연장으로 총 20시간 이용 가능

 출입게이트

- 이용대상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좌석발급표, 학생증 바코드 스캔으로 출입



사물함은 4학년을 대상으로 배부하며, 1차 임용고시 후 반드시 지정일까지
후배들을 위하여 깨끗이 비워주세요!!!

2-3. 도서관 사물함 이용

 사물함 보관실

- 위 치 : 도서관 1층, 일락관 2층

- 개 수 : 564개

- 대 상 : 4학년 재학생

- 운영방법

: 도서관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 운영



대학 내 출력시스템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2-4. 출력 및 스캔 이용

 복사실

- 위치 : 도서관 2층 참고자료실내

- 복사(컬러),스캔,출력(컬러),제본,스프링 가능

 출력

- 이용장소 : 전자정보실PC, 참고자료실PC

- 프린터메니저에 회원가입 후 입금기에 입금, ID,PW입력

 스캔

- 이용장소: 전자정보실 지정PC1대, 참고자료실 지정PC2

대



도서관을 방문하신 여러분! 무슨 자료를 찾으려 왔나요?

3. 자료찾기

 특별히 어떤 책을 정하진 않았는데 …

 <교육철학 분야의 책>을 보고 싶어서… 

☞ 해당 서가를 찾아가서(교육철학은 분류번호370)

서가 브라우징을 통해 선택

 고전읽기 인증도서를 원해…

 <정의란 무엇인가?>이라는 책이 필요해!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해당서명으로 검색!!

(http://lib.gjue.ac.kr)



도서관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찾아봅시다.

3-1. 자료검색(통합검색)

 본교 소장자료 내 검색
자료명, 저자, 주제, ISBN, 
ISSN 등으로 검색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 시 결과 화면입니다.

3-1. 자료검색



3-2. 청구번호로 자료 찾기

청구기호는 서가에서 자료의 배열 위치를 나타내는 책의 주소로,

①별치기호 ②분류번호 ③도서기호 ④ 권차기호 ⑤ 복본기호로 구성됩니다.

참고자료실
R(참고도서)
P(정기간행물)
D(학위논문)
DVD,CD
일반자료실

TB(교과서지도서)

J(어린이도서)



메타검색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의 범주 내 (본교 구독 전자자료 및 Open 
Access(무료제공) 자료)에서 검색

3-3. 자료검색(메타검색)

본교 구독 전자자료
및 Open Access 

검색



도서 대출과 교과서단체대출은 도서관 3층 일반자료실 입니다.

3-4. 자료 대출

- 동일도서는 대출 불가, 당일 반납도서 당일 대출불가

 이용대상

-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시간강사, 부설초 교사, 연수생

- 협력대학(대전충청지역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대출책수 및 기간

구분 대출책수 대출기간

학부생 3 7

대학원생 10 14



대출중인 도서 현황을 확인하고 연장 신청 가능. 연장은 1회, 연장일로부터 7일입니다

3-5. 자료 대출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이용



책 소독으로 바이러스를 말끔히~~

도서관 3층 일반자료실 출입구에 위치한 셀프 책 소독기로

소독, 탈취, 먼저제거 하여 세균의 공포에서 벗어나세요

단 30초의
소독으로
상쾌하게



우리 대학에 소장하지 않거나, 대전충청 인근 대학 도서관을 방문하여
해당 대학의 자료 대출 및 열람 서비스

3-6. 협력대학 자료 대출

 자료 대출 및 열람 의뢰서 발급

- 도서관 3층 일반자료실 방문하여 발급

- 인터넷 홈페이지 타도서관열람의뢰서를 작성하여 발급

 대출 의뢰 기간

- 학기 단위(8월말, 2월말)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 신청가능

 대출책수 및 기간

- 협력대학 도서관의 규정에 따름



타도서관 자료 대출 및 열람 의뢰서를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3-6. 협력대학 자료 대출(My Library)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이용



3-7. 자료 반납

 반납카운터 : 근무시간 중 이용

 자료연체시 연체 일수 만큼 대출중지

☞ 책 3권, 3일 연체한 경우 9일간 대출중지

 대출자료를 분실한 경우 동일도서 구입변상

 무인반납기 이용시간

- 월~금 : 오후6시~오전9시

- 토~일 : 24시간

도서 반납은 도서관 3층 일반자료실 카운터 또는 도서무인반납기 활용!



공주교육대학교 포털 계정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4.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My Library)

로 그 인

대출현황/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아이디 : 학번
패스워드
: 종합학사시스템 비밀번호

(최초: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전자자료이용



4-1.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My Library)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이용

여러분의 적극적인 희망도서신청이 도서관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희망도서신청이 도서관을 풍요롭게 합니다. 

4-1.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My Library)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희망도서신청 방법

- 신간목록서비스(도서요약정보서비스)

- 교보문고 도서검색

- 자료구입신청서제출(서지사항 입력)
전자자료이용



4-1.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My Library)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소장중도서는구입제외

구매신청가능!

전자자료이용



4-1.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My Library)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이용



4-2.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전자자료)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이용

 전자자료는 우리대학 IP내에서만 접속허용, 교외에서는 로그인 후 이용
 해당 자료별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

반드시 로그인 !!!



4-3.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e-book)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이용

 E-Book은 교내에서도 로그인(ID=학번=PW)후 이용
 스마트기기에서도 이용 가능
 최초 이용 시 도서관 홈페이지 e-book 사이트 접속 후 이용가능



4-3.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e-book)

로 그 인

대출조회/연장

타도서관열람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이용

 3책 대출가능(7일 대출, 1회 7일 연장가능)
 대출 : 로그인- 검색 - 대출 - 내서재 - 컨텐츠보기
 반납 : 로그인 - 내서재 - 반납(대출기한 후 자동반납)



4-4. 전자자료 이용

국 내

 Dbpia(누리미디어)

 스콜라(교보문고)

 뉴논문(학지사)

 earticle(학술교육원)

 KoreaA2Z(동방미디어)

 E-CIP컨텐츠서비스

 E-book(교보문고)

해 외

 Education Source(EBSCO)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PAO KERIS Collection(ProQuest)

 GVRL KERIS Collection(Gale)

 AVON(Academic Video Online)

(Alexander Street)

 The Vogue Archive(ProQuest)

전자자료는 국내와 해외DB로 구분되며 아래의 전자자료는 우리 도서관 구독 목록입니다. 



4-5.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주제 전반

인문학

과학기술

학위논문



4-6. 국외 학술데이터베이스

주제 전반

교육학

참고문헌
e-book

전주제 분야
학술용 비디오

인문,예술,
사회과학

교육학



5.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우리 대학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ISS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riss.kr

RISS 홍보동영상시청

http://www.riss.kr/


5-1. 홈페이지를 통한 RISS 이용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도서관 홈페이지 하단 배너를 통해 RISS 

접속(교내, 교외)시 기관인증으로 도서관 구독 자료 이용가능



5-1. 홈페이지를 통한 RISS 이용

 공주교육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데이터베이스, 

학위논문, 등 원문보기 이용가능



5-2. RISS 회원가입

RISS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이용자 소속기관 검색(공주교육대학교)

http://www.riss.kr/


5-3. RISS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우리 대학 도서관 미소장 자료 또는 도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문복사

-타 대학(기관) 소장 단행본, 학술지의 일부분을 서비스

-전자배송으로 빠른 도착 서비스

상호대차

-타 대학(기관) 소장 단행본을 대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1인 3책, 15일(1회 7일 연장 가능)

대학원생 이용비용 무료!!!



5-3. RISS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우리 대학 도서관 미소장 자료 또는 도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사/대출신청 신청시

 개인 계정 有

 소속기관 인증 必



5-3. RISS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시 빠른 배송을 위해 전자배송으로 소장도서관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도서관의 사정으로 서비스
여부가 결정되므로
제공도서관을 3개 이상 선택



5-3. RISS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복사/대출 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가능

전국 10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무료 문헌복사서비스 제공

강원대-생명공학

경북대-전기,전자,컴퓨터

경상대-환경,에너지

고려대-인문학

부산대-기술과학

서울대-자연과학

연세대-임상의학

이화여대-교육,사회,예체능

전북대-농축산학

충남대-행정,경영학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선택하여 무료서비스 혜택!!
 선불 결재 시 본인 주소로 발송
 후불 선택 시 도서관 참고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국회도서관 원문 DB 소개

- 전 주제 분야 (학위논문, 학술저널, 정부간행물)

- 도서관 홈페이지 Quick Link -> 관련사이트 링크

-> 국회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원문 DB이용

- 도서관1층 전자정보실 PC 2대

- 도서관2층 참고자료실 PC 2대

국회도서관 자료열람 및 원문정보 출력은 지정PC에서만 가능!

6. 국회전자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