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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동북대학교 도서관

• 소장자료: 약 400만권

• 역사
 1907.6 : 동북 제국대학교 설립

 1911.6 : 도서관 설립(현,카타히라 캠퍼스의 역사자료관)

 1949.3 : 동북대학교의 재설립

 1973.11 : 도서관 본관 카와우치 캠퍼스로 이전

 1987 : 도서관 정보처리 시스템 도입

 2007.6    : 동북대학교 설립 100주년

 2011.6 : 동북대학교 도서관 설립 100주년

 2014.10       : 도서관 본관 리뉴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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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대학교 도서관 구성

6

본관
（카와우치 캠퍼스）

의학분관
（세이료 캠퍼스）

농학분관
（아오바야마캠퍼스）

키타 아오야마 분관
（아오바야마 캠퍼스）

공학분관
（아오바야마 캠퍼스）

각 부서 도서실
（카타히라 캠퍼스 등）



2. 도서관 본관



• 학부 학생들의 위한 자료

• 문과계열 자료중심

• 소장 서적：약 280만권

• （동북대학교 전체에는 약 400만권 소장）

2-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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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관

도서 중심

－학습용 도서
－연구용 도서

1F～3F

학술지 중심

4F

귀중도서 관람실

2호관

9

본관의 구성:



개관 시간

10

• 평일

１호관 8：00 ～ 22：00

２호관 8：45 ～ 17：00 

• 토・일・공휴일

１호관 10：00 ～ 22：00

2호관 휴관
＊개관 시간은 본관･각 분관･도서실에 따라 다릅니다.



도서관출입

도서관 출입시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11

도서관에서 발행한
이용증

（연구생・학교 외）

직원증
（교직원 용）

교우회 회원증
（교우회 종신 회원）

학생증
（학부생・대힉원생）



열람실 및 글로벌
학습실의 책 반납은
이곳으로 해주세요

접수 데스크

12



2-2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료 이용

Online Public Access 

Catalog (OPAC)을
이용한 검색

자료 열람

14



셀프 대출
서비스입니다.

15

자료 이용

복사기

１호관 ３대 ２호관 ３대

대출

대출 시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대출가능한 권수 및 기한

●My Library에서 대출 기한 연장 및 대출 중인 자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은 본관・분관・도서실에 따라 다릅니다.
16

학생 열람실 서고
2호관 제본

잡지

학부생
10권

３주

25권

６주

5권

１주

대학원생
10권

３주

50권

６주

５권

１주



노트북 및 무선인터넷 이용

인터넷 연결 가능한 PC（75）

프린터（유료)

무선인터넷

Wi-F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ubID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퍼런스
데스크로 문의해주세요.

17



노트북 자동 대출 반납기

대출 반납

학생증

투입구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빨간 램프: 사용중

파란 램프:이용가능

18



그룹학습

Study BoxFlexible Working Area Group Study Room

19

적은 인원으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박스 좌석입니다.

MyLibrary에서 시설
예약이 필요합니다.

좌석을 자유롭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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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책 주문 서비스

다른 도서관의 책을

주문하고 싶어요

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유학생 사서 코너로

Wi-Fi를 이용하고
싶어요



2-3. 각 플로어 가이드



입구

*종이컵의 커피 및 음식물은 열람실 반입 금지입니다. →p.32 도서관 매너 참고
**다목적실은 미팅 및 이벤트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및 접수는 메인 카운터로 오세요.

전시 코너 다목적실**카페*



PC 구역(75)
Study Box

Flexible Working Area 

글로벌학습실시청각자료

신간잡지

입구

23

메인
플로어



메인카운터

레퍼런스데스크
★유학생을위한사서(콘셰르쥬)

상호이용 카운터

24

메인
플로어



커버 북 및
대형서적

학생
열람실

학부생을 위한 도서
레퍼런스 코너(사전)
학생 선정 도서 코너
유카리 콜렉션 (동북대학교 졸업생이 쓴 책)

2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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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대화/ 음식물
반입가능

26



글로벌 학습실
(Global Learning Room)

대화 가능

영어 다독(리더즈)、
유학정보, 어학학습, 

유학생을 위한 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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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공간

개인 연구실
（교원/대학원생 이용가능
My Library에서 예약가능）

글로벌 자료실

(Global Reference Room)

유엔・EU자료 및
동북대지진 재해관련

도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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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학원생,
서고 가이던스를 수강한

학생은 자유롭게 출입 가능

서고

(Stack Room)

약 130만권 이상의 연구서적



2호관

1층 열람석

2,3층 열람석
30

1-3F

제본저널



2호관

31

4F
귀중도서

관람실



도서관에서는 매너를 지켜주세요
●핸드폰 사용은 주변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도서관
내에서는 매너모드를 해주세요. 또한 통화할 때에는 “Phone 
booth”를 이용해 주세요.

●젖은 우산은 입구 앞의 우산꽂이에 수납해 주세요.

●열람석에서의 물품 방치 및 자리맡기를 금지합니다.
락커를 이용해주세요. 락커의 사용기간은 하루입니다.

●도서관 내에서의 음식물 반입은 라운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해주세요. 뚜껑이 있는 음료는 도서관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 주변 지역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은 금연입니다.

●서고는 가방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락커를
이용해주세요.

32



자료검색 방법

Ⅱ



OPAC이란?

도서관 소장 자료를 검색하는

시스템

・도서

・학술지/잡지

・시청각 자료

1. OPAC을 이용한 검색

34



Tohoku University OPAC
https://opac.library.tohoku.ac.jp/opac/opac_search/?lang=1

조건을 상세히

설정할 수 있다.

책 정보로 검색(도서명, 

저자명, 출판사,ISBN 등)

1-1. 도서 검색

35



캠퍼스 및 도서관 선택

캠퍼스 내/외, 국내 대학에서

검색할 수 있다.

36

1-1. 도서 검색



키워드 입력

검색결과 정렬

37



검색에 해당된 건 수

타이틀 등의 정보(상세한

사항은 링크로)

38



배치장소

책의 위치

Call number

(청구기호)

어느책장에

있는지 꼭

메모해주세요.

Call number는 책 표지 아래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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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저널명만 입력
×volume number는 입력하지 마세요.

×논문타이틀및저자는입력하지마세요.

잡지명이 일반적인
명칭일 경우, “Full 

Title”에 체크.

잡지명이 일반적인
명칭일 경우, 

“Journals”로 한정.

×출판년도는입력하지
마세요.

1-2. 학술저널 검색

Ⅱ. Information Retrieval > 1. Search on the OPAC > 1-2. Search for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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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volume이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

E-journal 이용가능

Must!

장소: Economics Library in 

Kawauchi Campus



동북대학교 도서관의 저널 배치

• 저널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

2호관

1F：일본 저널 A-I

2F：일본저널J-Z・외국저널 A

3F: 외국저널 A-Z

• 책은 타이틀순 및 알파벳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42

* 한국어 및 중국어도 포함.



2.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검색



Search & Find > 

Database & Tool Index

데이터베이스 접속

44



2-1. CiNii Articles

• 약1,700만 학술논문정보가 게재(주로

일본어 논문)

• 약400만건의 논문 full text 열람 가능.

• 참고문헌 및 피인용문헌도 표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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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ii Articles
http://ci.nii.ac.jp/

・일본어논문검색

(모든 분야）

・논문 full text를 볼 수

있는 파일도 있다.



List of search results

47
저널명, 정기간행물 호수,출판년도

저자

요약

논문 타이틀



Search item details

온라인으로 Full 

text 열람가능

저널 타이틀, 간행호수, 

출판년도

기타 검색툴도 확인해보자.

NDL: National Diet Library

CiNii Books: University libraries

LINK: E-journal

OPAC: Tohoku Univ. Library

48



2-2. Science Direct

• 세계 최대의 전자저널 및 전자북

• 세계최대수 출판사인 엘제비아사가
발행한 2,500개 이상의 과학・기술・의학・
사회과학의 전자저널과 35,000개 이상의
전자북이 게재되어 있다.

• 교내 이용 한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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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cience Direct
http://www.sciencedirect.com/



온라인으로 full 
text열람가능

51

2-2. Science Direct
Search result example



2-3. Web of Science

• Clarivate Analytics 사에서 제공

• 인문・사회・자연 및 모든 분야의 논문 검색가능

• 1900년부터 영향력이 큰 저널12000개 수록

• 인용정보

• 저자정보

• 대학에서 계약 중인 전자저널은 본문 열람 가능

• 교내 이용 한정

52



키워드입력
Ex)e.g. education* Japan* 

eat*

53

2-3. Web of Science
https://webofknowledge.com/



50

온라인으로 full 

text열람 가능
부속도서관의

소장정보 표시

클릭하면 상세정보

표시

54

Search result example



2-4. Scopus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 분야 범위: 서지(초록, 색인 등) 및 인용 정

보 등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

• 1800 년대 이후 22,000 개 이상의 저널

수록.

• 1970 년 이후 인용된 문헌부터 이용 가능

• 교내 이용 한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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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copus
https://www.scopus.com/



Search result example

간행일, 피인용수, 
관련도 정렬가능

피인용수
(타 논문이 이 논문을

인용한 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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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a full text

LINK: check 

Tohoku University’s 

subscription

LINK check: 

동북대학에서 이
전자 저널을
계약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출판사 사이트에서
본문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2-5. 원격 접속

학교 외(자택 등)로부터 전자저널 및

전자 북,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때

GakuNin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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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북/전자저널/데이터

베이스 열람 페이지에서

「学認(GakuNin)」을 클릭

2-5. 원격 접속



학교외에서 접근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열람하고, 접근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61

2-5. 원격 접속



Tohoku-dai ID 및

패스워드 입력

62

2-5. 원격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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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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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사용*

・도서관 PC로인터넷접속

→Tohokudai ID입력

・도서관내에서노트북, 개인기기로무선ＬＡＮ 접속

→Sub ID 입력

Tohokudai ID란?

영어와 숫자로 이루어진 10자리 문자（학번이 아닙니다). 

동북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동으로 각 학생에게 할당되는 봉투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부에 편입 및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 ab12345678

Sub ID란?

학번 및 Tohokudai ID와는 다른 별도의 ID로 본인이 설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설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ub ＩＤ는자동으로생성되는 ID가아니므로본인이직접
설정해야합니다.

* 도서관 본관과 다른 분관. 기타 과 도서실 등에 따라 접속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

Sub ID 만들기
도서관 Wi-Fi(eduroam)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ub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①https://www.srp.tohoku.ac.jp/webmtn/LoginServlet 에 접속, 

Tohokudai ID로 로그인.

②왼쪽의 메뉴 중「Regist Sub ID」를 클릭해서 설정

Wi-Fi 접속방법
User ID: Sub ID@student.tohoku.ac.jp

password: Sub ID의패스워드입력



2. 웹 서비스

②
①

③

④

①온라인 카탈로그 검색

② 데이터베이스, 전자북, 전자저널 등
기타.

③동북대학교 도서관에 대한 정보

④M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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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y Library
My Library는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페이지로, 대출 중인 책의
확인 및 연장, 문헌복사 신청 등을 인터넷에서 할수 있습니다. 부속도서관
홈페이지에서 Tohokudai ID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태확인

●학교 내 타 캠퍼스

도서관 및 도서실

소장자료 대출신청

●타 대학 및 기관의 자료

대출 신청

●도서관 시설예약

！학생증이 아닌 별도의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연구생 등), My Library를
이용하기 위해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레퍼런스 데스크로 문의해 주세요.



2-2. 도서 주문 및 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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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대학교 내 타 캠퍼스에 있는 도서

→학교내 주문(캠퍼스 간 반송 서비스)

• 타 대학의 도서

• 타 캠퍼스 또는 타 대학의 도서 및 논문

복사

→상호이용 서비스



타 캠퍼스의 책 주문
or 대출중인 책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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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C으로 주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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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brary에 로그인

일본어 홈페이지 경우, 「文

献複写申込」 를 클릭하면

주문 페이지로 바로 이동

상호이용 서비스로 주문하기



My Library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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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창구 확인
(반드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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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용 서비스 신청화면



2-3. 시설예약

이 연구실 및 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시간대를
클릭（초록색은 예약 불가)

・Group Study Room

・Private Research Roo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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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national Student 

Concierge

유학생사서시스템



International Student Concierge
(유학생 사서)

도서관 이용안내 및 학습상담에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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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서관에 대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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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brary.tohoku.ac.jp/en/mainlibrary/librarian.html

도서관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질문은 여러 국적의 직원들이 영어나 모국어로
답변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3-2. Facebook / Twitter
Tohoku University 

Library Concierge 

Service for Int’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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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_Global



Tohoku University Main Library

Reference Desk

desk@grp.tohoku.ac.jp

022-79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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