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이용 안내 

   개관시간

구분
개관시간

학기중 방학중

정보자료실1 09:00~19:00 09:00~17:00

정보자료실2 09:00~19:00 09:00~17:00

신문정보실 09:00~18:00 09:00~16:00

열람실1 07:00~23:00 휴관

열람실2 07:00~23:00 휴관

열람실3 07:00~23:00 휴관

그룹스터디룸1-5 09:00~18:00 휴관

소회의실 09:00~18:00 휴관

중회의실 09:00~18:00 휴관

외부인열람실 07:00~22:00 휴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열람실1은 개방]
 
   대출 ▪ 반납

대출

책수

/기간

구분 책수 기간

교 직 원 10책 60일

외래강사 5책 30일

재 학 생 3책 7일

대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 후 서가에서 자료를 

찾아 1층 대출카운터에서 학생증을 이용하여 대출

반납 자료실 반납데스크를 이용하여 반납

연장

대출기간 만료 전 1회에 한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신분별 대출기간만큼 

연장(단, 예약신청도서는 연장불가)

예약

대출중인 도서에 한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

약신청가능(반납 즉시 예약자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3일 이후 예약 자동해지)

연체
연체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 중지

[대출중지일수 = 연체일수 X 2 X 연체도서권수]

분실

/변상

도서 분실 시 신고 후 동일한 자료로 변상

분실자료 품절, 절판시 유사주제의 최신자료로 변상

  http://lib.cs.ac.kr/ 

CSUCSU
Library GuideLibrary Guide

중앙도서관 이용안내중앙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시 주의사항

 1. 학생증은 반드시 본인만 사용한다.
 2. 도서관자료는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더럽히거나, 훼  
    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3. 자료를 열람한 후에는 제자리에 배열하되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서가에 직접 배열하지 말고, 실내의 지  
    정된 장소에 놓아둔다.
 4. 도서관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절취하여 반출할 시
    에는 도서관 이용이 중지되며 학칙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5. 도서관내의 비품을 마음대로 이동할수 없으며, 열람
    석의 독점을 금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 시 다른 이  
    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6. 도서관내에서는 흡연, 음식물의 반입, 휴대폰의 사용  
    을 금한다.
 7. 이용시간 이후의 개인소지품은 도서관에서 임의로   
    처리하며, 개인소지품의 분실은 개인의 책임이다.
 8. 학생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며, 학  
    생증을 분실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본관(1호동) 정보관(2호동) 공학관(3호동) 대강당(4호동)

사회관(5호동) 예술관(6호동) 학생회관(7호동) 

교수숙소동(8호동) 중앙도서관(9호동) 여학생기숙사(10호동) 

유학생기숙사(11호동) 남학생기숙사(12호동) 상징탑

630-76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 250-3087 , 자료실1 250-3088, 자료실2 250-3089



독서진흥프로그램

독서인증

제도

재학생들의 독서진흥과 인성을 갖춘 글

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

는 제도로 매학기 도서를 선정하여 졸업

시까지 36권 이상의 도서를 읽고 서평을 

제출하면 정해진 등급에 따른“독서인증

서”를 발급한다.

독서

PT

대회

책을 통해 정립한 개인의 가치관을 독서  

Presentation을 통해 학우들과 같이 공유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

어 보자는 것에 큰 의의를 두며, 궁극적

으로는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다.

서평대회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독서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독서 생

활화를 통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

고, 독서인증제의 정착에 목적이 있다.

저자와의

만남

학생들에게 『저자와의 소중한 대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

는 기회』와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학생

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어 하는 저자들을 

학생들로부터 추천받아 저자와의 만남을 

갖게 한다.

전자정보

박람회

전자정보 박람회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서비스중인 전자정보(전자책, 학술DB, 

전자저널)등의 이용을 독려하고, 이용자

행사를 통해 친근한 도서관 이미지를 부

각시킴으로써 도서관 방문자 증대와 도

서관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만족도 향상

에 목적이 있다.

시설 안내

 1. 층별 안내

1F

정보자료실1

안내카운터 | 입식검색대 | 원형PC검색코너 

개인열람테이블 | 오픈열람테이블 | 정기간행물코너 

Library Cafe Eagles 

2F

정보자료실2

안내카운터 | 입식검색대 | 원형PC검색코너

DVD룸 | 국회도서관 원문검색 코너 | 복사

학술정보지원실 | 신문정보실

3F

열람실

열람실1 | 열람실2 | 열람실3

그룹스터디룸

스터디룸1 | 스터디룸2 | 스터디룸3

회의실

4F

남정독실 | 여정독실 | 보존서고

스터디룸4 | 스터디룸5 | 교수지도실

소회의실 | 중회의실

휴게실 | 하늘공원

 

 2. 주요 시설

정보자료실 1,2 자료실 내 PC원형검색대

자료실 내 DVD룸 신문정보실

열람실 1 열람실2,3

서비스 안내

1. 도서관 서비스

희망도서신청

홈페이지 소장자료검색을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자료는 희망도

서신청 페이지를 통해 도서 신청이 가능

소재불명도서

도서상태에서는 대출가능인 자료가 서가

에 없을 경우, 이에 대해 온라인으로 확

인 요청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

원문복사

/상호대차

우리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를 국내·외의 다른 도서관에 자료복사 

및 대출을 의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활용교육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학술정보 검색 및 

자료이용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서비스

우수이용자

선정

우수이용자 격려와 이용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고자 도서관 우수이용자를 선정하

여 시상

  2. 전자정보 서비스

국회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부스(2F)에 설치된 국회도서

관 접속 전용 PC에서 무료 원문 검색 

및 출력 가능

학술DB

E-Book

전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