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DB 이용법 ]

● 학술 데이터 베이스 이용법 : 누리미디어 한국학DB (KRPIA)

1. 개요
누리미디어 한국학DB는 역사, 문학, 민족문화, 한의학 등 한국학 분야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요 사료들에 대한 번역문과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누리 미디어의 인
터넷 기반 통합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다.
2. 이용범위
- 역사, 문학 등 한국학 7개 분야의 73개 DataBase
- 번역문과 원문 : Text 또는 Image로 제공
3. 접속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데이터 베이스 → DB검색 → 누리미디어

→

4. 시스템 구성 및 원문 이용법
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메인화면에서는 분야마다 제공되는

Database

들이 제공된다.
Database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으며 다음으로 삼국사기를 선택해 원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 삼국사기
데이터베이스 화면은 크게 좌측의 목차보기,
우측의 본문보기, 상단의 검색창으로 구성된다.
- 목차보기 :
클릭 할 때 마다 하부 상세 목록이 제공되어
상세 내용 검색 가능
- 본문보기 :
자료 소개 및 선택한 자료의 번역문 제공
- 검색창 :
검색창을 조합해서 원하는 자료 검색
③ 검색 방법
상단 검색창은 분야, 데이터베이스, 검색 범위
설정창과 핵심어 입력 창으로 구성된다.
검색창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가
하나의 창으로 나타나며, 목차의 글씨를 클릭하
면 해당 본문이 본문보기 창에 제공된다.

④ 원문보기 및 저장/출력
- 원문보기 :
해당 번역문의 원문을 스캔한 자료가 제공,
페이지 이동 및 원문 크기 조절 가능
- 저장 :
해당 번역문을 Text File로 저장
- 출력 :
해당 번역문을 프린터로 출력

* 누리미디어 한국학DB 목록
역사

문학
조선외교문학집성연행록편

영인본

한의학

전문분야고전

자산안확국학논저집

고려묘지명집성

조선종교문학집성불교편

고려사

한국근대시집총서

규장각소장발해사

한국방각본소설전집

자료

한국방각본소설전집2

발해사

한국속담사전

발해사연구

한국신소설대계

동의치료경험

담헌서

삼국사기

한국신소설대계2

집성

대동수경

삼국유사

한국현대문학대사전

방약합편

대전회통

역주삼국사기

한국현대시용례사전

의림촬요

동국병감/병학지남

증보문헌비고

한국희곡전집

의문보감

동국이상국집

팔만대장경

민속문화

의방신감

목민심서

의부집성

반계수록

한국사
한국서예대사전
한국역대제도용어

한국도안문양사전

사전

한국문화재대백과사전

한국역사지명사전

한국민속대관

한국인명대사전

한국민속대사전
한국회화대사전

조선당쟁관계자료집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금궤비방

한국역학대계

동의사상신편

경세유표

한국지방사자료총서

동의수세보원

경제학대사전

자연동식물

경국대전

한국나비도감

의종손익

사기

한국동물도감

중국본초도감

사서삼경

한국식물대사전

한의학대사전 사회복지대백과사전

한국약용식물사전

항암식물사전

지봉유설

한국양서파충류도감

향약집성방

한국과학사

한국어류도감
한국요각류도감
한국조류도감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정보검색 Tip]
● RISS의 일본대학소장자료 검색 활용
현재 이용자들의 일본자료검색 및 이용
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검색 및 자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의 일본대학소자자료 검색 서비스 메
뉴이다.
일본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및 학술지에 대해 검색 및 원문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일본대학도서관과의 상호
대차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자료의 인수 및 비용납
부도 소속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일본참여기관
JOUHOUKENKAIGAIDDS TOUGAKUDAI

NICHIFUKUDAI

HOTSUKIYOUDAIIWA

SHINDAI

TOUKOUDAIOKA

TOMIDAI

HOKUKIYOUDAISEN

SHINDAISEN
SEIGAKUINDAI

TOUDAISOU
TOUDAIBUN

MUKOJIYO
MUKOJIYOYAKU

HOKUKIYOUDAIKAN
KITAMIKOUDAI

ASAIGAKUENDAI

TOUDAIYAKU

FUKUDAI

HOKUDAI

OBICHIKUDAI

TOUDAIYOU

BUNDAI

AZABUDAI

TARUDAI

TOUHOKUDAI

BUNKAJIYO

MEIKOUDAI

TSUKUDAI

TOUHOKUDAIKOU

HIYOUKIYOUDAI

MEIDAI

CHIYOUDAI
TOUGAIDAI

TOUHOKUFUKUDAI
NAINDAI

HOKUKIYOUDAI
HOTSUKIYOUDAIASAHI

RITSUMEIKAN

2. 이용방법
- RISS접속 (http://www.riss4u.net)
- 통합검색 -> 일본대학 소장자료
- 검색후 결과에서 문헌복사신청 아이콘 선택
3. 이용요금
- 복사비(제공기관에 따라 다름) + 우편요금 + IFM(100원/건)
- 요금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인수할 때 담당자에게 지불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도서관 백배 활용하기]

● 대출도서 반납 때 훼손도서 주의하세요!
도서관에서 대출했던 책을 반납할 때 간혹 물에 젖었던 흔적이나 표지나 페이지가
찢겨진 경우가 발견되곤 한다. 빌린 당시에 발생한 약간의 손상은 괜찮겠지하고 책에 음료
를 쏟거나 빗물이 묻었어도 대충 닦아서 가져오거나 물이 묻은 채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도
서관의 장서관리란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손상이 누적되어 계속 이용된다는 점을 생각한다
면 그리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도서관에서도 잦은 대출과 험하게 다루는 이
용자들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 훼손된 도서를 발견하는 대로 수리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들
어 이틀에 한번꼴로 훼손도서보관용 북트럭이 가득가득 차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 결국 남에게 빌린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구겨진 채로 가방에 넣거나 함부로 던지고, 억지로 작은 가방
에 구겨넣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잘못된 도서관 이용 에티켓에 가슴이 아프다. 예약이 많이
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한 해에 대출회수가 50회가 넘는다. 내가 잠깐 보는 자료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내 후배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간혹 대출불가인 자료들 예를 들면, 과제도서나 자격증도서 등의 일부분을 칼로 오
려낸 경우도 발견된다. 연체나 기타 사유로 도서 대출이 안되는 이용자들이 대출가능한 자
료의 일부를 절취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혼자만의 욕심으로 결국 책 한권을 못쓰게 만드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엄청난 범죄행위이다. 적발시 6개월간 대출 및 출입정지된다.
참고로 반납시 발견된 훼손도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반납자에게
새로 사올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대출시 심하게 손상된 자료는 수리 후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랜된 자료를 대출한 경우에도 복사나 잘못된 이용으로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도서관 책 한권 한권이 모두 경희대인에겐 지식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열람과 961-0074)

[도서관 소식]
1.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 제23회 독서토론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더불어 숲’, ‘나무야 나무야’ 등의
저자인 신영복 교수와 함께하는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가
6월 1일(수) 오후3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에는 최근 저서인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을 중심으
로 저자의 사상과 삶을 이야기하게 된다. 독서토론회가 끝
나고 신영복 교수의 저서 ‘강의’를 추첨을 통하여 독자들에
게 선물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 열람과, 961-0074)

2. 도마루 6월 DVD 상영작

날짜

상영작

날짜

6월 1일

* 모나리자 스마일
감독 : 마이크 뉴웰
출연 : 줄리아 로버츠, 커스틴 던
스트, 줄리아 스타일즈, 메기 길렌
할, 토퍼 그레이스

6월 8일

* 7인의 사무라이 (七人の侍)
감독 : 구로사와 아키라
출연 : 시무라 다카시, 미후네 도
시로, 이나바 요시오

6월 10일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ジョゼと虎と魚たち)
감독 : 이누도 잇신
출연 : 츠마부키 사토시, 이케와키
치즈루, 우에노 주리, 아라이 히로
후미

6월 15일

* 완전한 사육
감독 : 니시야마 요이치
출연 : 후카우미 리에, 히다 야스
히토, 다케나카 나오토

6월 17일

* How I won the war
(존 레논의 전쟁 대작전)

6월 22일

*400번의 구타
(Les Quatre cents coups)
감독 : 프랑수아 트뤼포
출연 : 장 피에르 레오, 클레어 모
리에르, 알베르 레미

6월 24일

* <~ing>
감독 : 이언희
출연 : 김래원, 임수정, 이미숙

6월 29일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
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감독 : 강석범
주연 : 엄정화, 김주혁, 김가연

6월 3일

상영작
* 연 인 (十面埋伏)
감독 : 장예모
출연 : 유덕화, 금성무, 장쯔이

(문의 : 사서과, 961-0072)

3. 국내 전자책(E-Book) 추가 구독
걸리버 여행기를 비롯한 276종 1,380책의 국내전자도서를 추가 구입하여 6월부터
이용자들에 제공한다. 이번 선전된 전자도서는 신간 출판물을 위주로한 문학, 외국어 및 컴
퓨터 분야를 포함한다. 또한 2005년 8월 31일까지의 전자도서 우수이용자를 선발하여 mp3,
usb저장장치 등의 부상을 시상 할 예정이다.
(문의 : 사서과, 961-0073)

4. 자료 대출반납에 관한 중앙도서관 규정 변경
도서관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이 2005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전임 교/직원 : 60권 90일 혹은 30권 180일
- 비전임 교직원 : 20권 30일
-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 15권 28일
-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 20권 28일
- 학부생 : 7권 14일
(문의 : 열람과, 961-0074)

5. KERIS 대학별 학위논문 이용순위 : 경희대학교 3위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의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가지식정보센터에서 조사한 학위논문 상위 이용랭킹에서 우리학교는 1위 이화여자대학교,
2위 연세대학교에 이어 다운로드건수 351,246건으로 3위에 올랐다.
(문의 : 전자정보실, 961-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