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도서관 임시휴관 중 서비스 안내
(도서관, 250-801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angwon.ac.kr)와 도서관 앱”에서
교양ᆞ지식정보를 찾으세요.

○ 도서관은 다중이용시설로 코로나

-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상황종료 시 까지)

중에 있습니다.

○ 개강과 함께 수업 및 연구지원은 물론 새내기 신입생들의 도서관이용을 적극 도와야
하는 이때 부득이 휴관하게 됨에 따라,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와 온라인 정보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ㆍ

또한 긴급히 필요한 도서에 한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교육 연구와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면서비스】
▢ (임시)도서대출(3.16.(월)부터~)

○
○
○
○

(이용대상)

학내 구성원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통합검색>소장위치 우측 ‘임’ 클릭

(이용범위)

장서실, 서양서실,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단행본 자료에 한함

(수령방법)

승인문자 확인 후, 도서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 수령(후문_농대방향)

※ 수령시간 : 평일 11:00~11:30, 14:00~14:30, 16:00~16:30
※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자료는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 (법학 250-6505, 의학 250-8020)

▢ 상호대차서비스(원문복사서비스/KERIS 자료대출)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연구학습지원>타 기관 원문복사(or 도서대출)

※ 우리도서관 미소장자료 필요 시 이용

○

(수령방법)

도착문자 확인 후, 도서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 수령(후문_농대방향)

※ 수령시간 : 평일 11:00~11:30, 14:00~14:30,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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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서비스(온라인서비스)】
▢ 강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kangwon.ac.kr), 앱
※ 최초 로그인 시 (아이디) 학번 or 사번,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 온라인 이용교육(3.16.(월)부터~)

○

(온라인이용교육)

이용자가 온라인 교육영상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및 학술정보 자료
활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입생의 경우 최초 자료대출 시 온라인 교육 인증은 필수 사항으로 재택(온라인) 수업
기간 중 반드시 ʹ신입생용(인증필수)ʹ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육>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연구학습지원>도서관 이용교육>온라인 이용교
‘신입생용’ 선택 후 이용

▢ 전자책(e-Book) 이용(PC 또는 Mobile)

○
○

(PC)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전자자료

(Mobile)

or

하단

e-Book>국내전자책

강원대학교 도서관(앱)>전자책

※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급사(교보문고 전자도서관, 북레일-전자책서비스, 알라딘 전자도서관, 에피루스
전자책도서관, 영풍문고 전자도서관, 예스24 도서관, 웅진 OPMS전자도서관) 앱도 설치하여야 함

▢ 연구지원서비스

○

(Research Gudide)
- (연구지원서비스)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연구학습지원>Research

Guide>주제/학과별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연구학습지원>(춘천캠퍼스전용)연구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전공관련 단행본 및 데이터베이스, 학회/학술지 안내, 연구동향정보, 공개
강의, 연구윤리, 국내외 통계, 참고정보원

▢ 전자저널 및 Web DB 이용(PC)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전자자료>E-resource

or

전자자료 통합검색

▢ 전자잡지 이용(PC 또는 Mobile)

○
○

(PC)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전자자료>온라인 국내잡지(moazine)

(Mobile)

강원대학교 도서관(앱)>국내잡지(모아진)

※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급사(도서관 매거진) 앱도 설치하여야 함

▢ 도서관회원제

○
○

가이드

(신청대상)
(신청방법)

☎ 문의

대학원수료생회원
유선(250-8019)신청>서류전송(메일)>승인처리(문자로 아이디/비밀번호 전송)
(대출) 250-8009~10 (전자자료) 8025, 8005 (원문복사) 801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