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백배 활용하기]

● 과제도서 검색 및 활용
과제도서는 강의 또는 강의계획서에 채택된 교재·부교재 도서의 일정 복본을 관내
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도서로서 도서의 일부를 과제도서로 지정하여 관내에서만
여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다.
- 식별방법 : 도서 겉표지에 과제도서라벨을 부착하여 다른 도서와 혼합배열
- 이용방법 : 과제도서는 관내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 (단, 대출불가)

● 기관별 상호이용협력 및 상호대차 이용방법
1.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서관과 상호이용협력 협정을 체결(6.16 수)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술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2004. 7. 1일부터 시행)
- 자료대출 : 1인 3책 14일(참고도서,비도서자료 일부는 대출불가)
- 이용자격 :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재학생, 교직원
(단, 우리도서관에서 반납 연체중이거나 도서관출입 및 대출이 정지된 이용자는 해당
기간동안 이용할 수 없음)
- 이용방법
① 도서관이용신청서 발급(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타기관열람의뢰서 발급)
② 신청서를 예술학교 도서관에 제출후 이용자 등록(최초 1회)
③ 상호이용협력은 자료이용에 한하므로 일반(자유)열람실은 이용불가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서관과 상호이용협력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원 도서
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2004. 7. 1일부터 시행)
- 자료대출 : 1인 5책 14일(참고도서,비도서자료 일부는 대출불가)
- 이용자격 :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대학원 재학생, 교직원
(단, 우리도서관에서 반납 연체중이거나 도서관출입 및 대출이 정지된 이용자는 해당
기간동안 이용할 수 없음
- 이용방법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동일함

3. 5개대학 상호대차이용
5개대학 상호대차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5개대학(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도서관간의 상호대차에 관한 협약을 체
결하고 2004년 2학기부터 실시하는 확대 대출 서비스(9월1일부터 실시)
- 이용자격 : 전임 교직원, 대학원생
- 대상자료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 중, 관외대출가능한 단행본
- 대출책수 및 기간 : 최대 3책, 14일간(1회연장가능, 연체료 1일1책당 500원).
- 대출/반납 : 직접 방문하여 대출/반납(이때 우리 도서관 개가열람실에서 “상호대차의
뢰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거나, 배송업체를 이용(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
- 기타 : 택배신청의 경우 자료 도착후 2일이내 찾아가야 하며 연체중인 이용자는 이용
불가
-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hsd3015@khu.ac.kr)로 제출하거나, 개가열람실 대출
계에 직접 제출
(문의 : 열람과, 961-0074)

[FAQ]

● 도서 연체 시리즈 I _ 연체료 변화 추이
경희대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기한 내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1일 1책당 1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고 있다. 올 3월 우리 도서관은 증가하는
연체도서의 연체율을 낮추고 원활한 자료의 소통을 위해 연체료를 기존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연체료 인상으로 2003년 월 평균 연체율(연체도서/대출도서x100)이 28.8%
였던 것이 2004년 1학기 월평균 연체율 21.2%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2004년 7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체료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점
차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방학기간이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연체금 100%인상이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도서관 자료 공유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자신이 자료를 연체하고
있으면(즉 독점) 그 자료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대출한 자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보아야
하는 공유물임을 잊지 말자! 둘째는 생활 속의 사소한 규칙이나 약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
는 이용자들의 태도에 있다. 대출하는 것은 반납일까지 책을 돌려주겠다는 도서관과의 약속
이다. 하루 늦으면 연체료 내고 말지하는 생각보다는 대출시 반납일을 메모해 두거나 도서
관 홈페이지에서 대출도서를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반납일을 잘 지키
게 되면 도서관 다독상 수상자 선정시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이점도 있다.
[월별 연체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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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열람과, 961-0074)

[새로운 서비스]

● 학술지 원문 이메일 서비스

학술지 원문 이메일 서비스는 학술연구
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정보의 신속한 전
달을 목적으로 제공된다.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외국학술지를

대상으로

신청기사

(Article)에 대한 원문(Full Text)의 파일을 이메
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로서 2004년 11월 1일
(월)부터 시범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
1. 시범서비스 기간 : 2004년 11월 1일(월) - 2005년 4월 1일(금)
2. 신청자 자격 : 본교 시간강사 이상의 교원
3. 신청대상자료 : 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외국학술지
4. 자료제공 : 신청자료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PDF파일로 제공
5. 이용요금 : 시범서비스 기간중 무료
(문의 : 참고열람과 봉강훈, 961-0076)

[학술DB 이용법 3]

● E-Book 이용법 : 국외E-Book 편
1. 개요
국외 E-Book서비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ERIS)이 주관하여 도입, 제공하는 OCLC
netLibrary

EBook

원문

서비스로서

netLibrary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 중
국내 참여대학이 엄선한 각 주제별 전공도서
및 참고도서 7천5백여종과 무료제공도서 3천
4백여종을 제공하고 있다.

2. 이용범위
- 해외 E-Book 10,989종 (세계 330여개 주요 출판사 참여)
- 한개의 도서(Title)에 한명의 이용자만 접속가능
- 무료 제공도서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며, 열람만 가능
- 단행본 원문(Full Text) + 이미지 정보
3. 접속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E-Book -> 국외E-Book
- 교내 및 교외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의 개인 계정생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계정생성은 반드시 교내 IP범위내에 있
는 PC에서 생성)

[E-Book 메인화면에서의 계정생성 링크]

[개별 계정생성 입력화면]

4. 열람 및 이용방법
① 로그인
교내에서 이용할 때는 인증절차없이 접속이 가능하지만 교외에서 이용할 때는
정생성에서 입력된 ID/PW를 통한 개인별인증이 필요하다.

계

② 검색 및 검색결과
메인화면의

Quick

Search

혹은

Advenced Search를 이용하여 도서를 검색하
게 되며 검색은 키워드, 제목, 저자, 원문필드
내의 용어에서 검색결과를 추출하게 된다.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전체 열람
가능한 자료의 리스트를 브라우징할 수 있는
“List All” 기능이 제공되며 용어의 정의를 검
색할 수 있는 “Reference Center”기능도 메인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검색화면]

검색결과에서는 해당자료의 표지이
미지정보와

간략정보를

제공하며

전문

(Full-Text)링크와 상세정보, My List 항목에
추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된다. 특히
“Add my list”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
정생성에 입력되어진 개별 ID/PW를 통해
로그인이 되어야 한다.

[검색결과]

원문화면의 좌측은 사전기능, Contents
Table, 도서의 상세정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원문정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도서관홈페이지에서 Acrobat Reader를 다운로
드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결과 화면]

[도서관 소식]
1.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꽃과 시와 기도
11월 23일(화) 오후3시 시청각실에서 이해인 수녀를 초대
한 독서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꽃은 흩어지고 그리움은 모이고”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토론회는 꽃시집 사인회, 시낭송, 가
수 김정식 초대 등 다체로운 행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문의 : 열람과, 961-0074)

2. “가을에 만나는 우리소리”
가을의 단풍과 어우러진 제28회 작은음악
회가 지난 10월 29일(금) 도서관 앞마당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태동”의 초
청공연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거문고,
퉁소, 가야금 연주 및 태동연희패의 사물놀이 등 다
양한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3. 연구정보검색 교육
도서관에서 서비스중인 다양한 학술DB
가운데 “Web of Science”에 대한 활용법 교육
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DB이용에 대
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교육내용 실습이 병행
되었다.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4. 서울/수원 도서관합동연수
지난 10월 22-23일 양일간 서울캠퍼스
도서관과 수원캠퍼스 도서관이 함께 하는 도
서관합동연수가 열렸다. 강원도 설악교육문화
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양캠퍼스간 업
무의 협의 및 조정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신
규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각 업무부
서별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