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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문헌이 도서관에 없는 경우
■문헌 복사
타 대학 도서관 및 국회 도서관 등에 의뢰하여, 복사물
을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상호 대출

국립대학법인

타 대학 도서관 및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합

오타루상과대학 부속도서관

니다. (유료)

■타 대학 도석관 이용

이용안내

조사・연구를 위해 타 대학 도서관 이용을 원하실 경우
에 소개장을 발행해 드립니다. (대학외부인 제외)

지역 연계 서비스에 관해

〔国立大学法人小樽商科大学附属図書館利用案内〕

개가열람실(2층)

■오타루 시립도서관과의 연계 대출 서비스
오타루 시립도서관 소유의 서적을 본 대학 부속도서관
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대학관계자)
ㅤㅤ본 대학 부속도서관의 서적을 시립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대학외부인)

■지역 연계 커뮤니티 센터 도서 대출 서비스
대학외부인은 본 대학의 지역 연계 커뮤니티 센터 (유
메포트) 에서 본 대학 부속도서관의 서적을 빌릴 수 있
습니다. (대학외부인)

■택배 대출 서비스

ㅤ

고령자 및 장애등의 이유로 도서관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께는 택배(유료)를 통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대학외부인)

도서관 이용 안내 오리엔테이션에 관해서
도서관에서는 관내를 안내하는 [도서관 투어] 및 문헌 정
보 검색을 위한 [정보 검색 오리엔테이션]등을 개최하고 있
습니다.
실시 내용 및 시기에 관해서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의견 및 건의사항
ㅤ도서관 안내 데스크의 의견함과 홈페이지의「echo-box」
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기다립니다.
“http://echobox.hp.infoseek.co.jp/echobox.html”

Karl Marx, Das Kapital, Bd. 1.
Hamburg, 1867

『자본론』제 1 권 독일어 초판
Ｏ 4.2||2502||83779
(오오노문고〔大野文庫〕）

국립대학법인

오타루상과대학 부속도서관

개관시간
【수업・시험기간】
월요일～금요일 8:45～22:00
토요일
10:00～19:30
일요일
10:00～17:00
축일
10:00～17:00
개교기념일 (7/7) 10:00～19:30

〔国立大学法人小樽商科大学附属図書館〕

(단, 일요일일 경우, 17:00에 폐관)

〒047-8502
홋카이도 오타루시 미도리 3-5-21

【방학기간 중(봄 ･ 여름 ･ 겨울방학)개관시간】
월요일～금요일
8:45～17:00
토요일, 일요일, 축일 10:00～17:00

〔北海道小樽市緑3-5-21〕

Tel.0134-27-5273
Fax.0134-27-5278
e-mail: lib-unyo@office.otaru-uc.ac.jp
URL: http://www.otaru-uc.ac.jp/htosyo1

휴관일
연말연시
*임시 휴관의 경우는, 그 때 그 때 일시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taru-uc.ac.jp/htosyo1

ARS LONGA VITA BREVIS

도서 자료 찾는 방법

（인생은 짧고, 학술은 길다.）
이용자 등록

열람・대출 등에 관해서

본 대학 학생은 [학생증], 본 대학 교직원은 [신분증명
서]를 [도서관 이용자 ID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이용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도서관 이용자 ID카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람

대학 관계자외의 분들께

２층 개가열람실과 잡지실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１층 서고 및 3층의 각 자료실의 자료를 이용하시고 싶
을 때에는, [도서 청구표]에 기입을 하시고, ID카드와

■대출 절차
ㅤ 서적을 대출하고 싶을 때에는 서적과 ID카드를 안내 데스

입・퇴실에 관해서

대출 권수와 기간

열람실에 입・퇴실하실 때에는 출입구에 있는 게이트를 통
과하시기 바랍니다.입실하실 때, 이용자 ID카드(학생증・신
분증명서)를 카드 리더기에 통과시켜 주십시요.
또한, 잠시 동안이라도 자료를 관외로 가지고 나가실 때에
는, 반드시 안내 데스크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
니다.

페이스 메이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께
인공 심박 조율기(페이스 메이커 등)를 사용하고 계
시는 분은 입・퇴실하실 때 게이트 통과 전에 반드시 안
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에 제출하시거나, [서적 자동 대출 반납기]를 이용해 주시
ㅤ기 바랍니다.

대출구분

전임교원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명예교수
특별열람자
대학외부인

대출권수
５０권
５권
３０권
１０권
２０권
２０권
３권

대출기간
１ 년
한 달
두 달
한 달
６개월
６개월
１６일

※개가서적의 대출기간은 한 달입니다 （대학외부인 제외）.

◆대출할 수 없는 자료
귀중도서,참고도서,신간서적,통계표,졸업논문,잡지

■연장
2층 평면도
외국
도서

일본 도서

개가열람실

DN
UP
신문 코너
서적 반납기

열람석

언어
사전등

대출・열람
안내 데스크

입구 출구
출입구

참고 도서

서적 자동 대출・반납기

문고 코너

목록・정보검색실
WC
타 대 학 도서 관 및 타 기
관 도서 관 자료 열 람 의뢰
데 스크

동전식 복사기

사무실

잡지실
대학 논문집
교원용 복사기

통로

1층／서고

연장을 원하실 때에는,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을 경우
ㅤ에 한해서 이용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연장하실 때
ㅤ에는 서적과 ID카드를 제출하시거나, [서적 자동 대출 반
ㅤ납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WC

자습실

오타루 상대 소장 도서 검색(OPAC) 화면
URL: http://opac.ih.otaru-uc.ac.jp/

함께,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는 대학 관계자외의 분들께도 소장 자료를 공
개하고 있습니다.
열람・대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안내 데스크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열람석

○본 대학 자료는 독자적으로 분류・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관해서는 2층 목록
정보 검색실의 컴퓨터로 소장 도서 검색 서비스（OPAC）
를 이 용하셔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카드 목록 및 특수 문고・전집에 관해서는
책자 목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간 잡지

학생용 복사기

관내 열람 혹은 대출 중인 서적은 이용 기한 내에 안내
데스크 혹은 [서적 자동 대출 반납기]에 반납해 주시기 바
랍니다.
폐관일 경우에는 2층 입구 옆 대출 반납함에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3층

●외국/일본 도서

●자습실,대학원 자습실

●외국/일본 잡지

●법령・판례 통계자료실

●신문, 기타

●특수 자료실
●관장실, 사무실

■예약
이용하시고 싶은 서적이 대출 중일 경우에는 대출 예약
ㅤ을 할 수 있으므로,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검색
목록 정보 검색실에서는 OPAC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
베이스 혹은 전자 저널을 이용해서, 문헌의 소재 정보 및
연구 논문 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또한, 본 대학의 졸
업 논문 ・석사 논문 검색도 가능합니다.본 대학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전자 저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
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www.otaru-uc.ac.jp/htosyo1）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가 마련
되어 있으므로,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 방법, 자료 사용 방법
・자료 찾는 방법・문헌 입수 방법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 검색 및 기사 소개
・전자 저널 이용 방법,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한 문의

복사
관내 카드식 복사기에서 도서관 자료를
니다. 카드는 대학 생협에서 구입하실 수
복사기 이용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능하며, 구비되어 있는 복사 신청 용지에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실 수 있습
있습니다.
범위에 한해서 가
기입하여, 제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