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누리미디어 학술 원문정보 시범 서비스 안내>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회장 송곡고 이성애)는 WebDB 활용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1. 누리미디어 지식콘텐츠 시범이용
누리미디어와 함께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5월 3일 (2주간)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
콘텐츠 원문 정보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기관으로 시범 운영해보시면서 WebDB 유형과 그 적
용에 익숙해지세요.

2. 파악하신 Web DB의 단위학교에 적용 가능성 파악
선생니께서 재직 중인 단위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지식컨텐츠 가운데 적용 가능한 WebDB 유형을
선정하시고 R&E 및 동아리 탐구 활동, 각 교과의 과제탐구 및 독후 활동 등 어떻게 적용하여 운
영할 것인가 고민해보세요.

3. 단위학교별 기획한 Web DB 운영계획서 공모
단위학교에서 세운 Web DB 운영계획서를 Web DB 운용시범학교 지원사업 에 공모하세요. 선정
된 학교는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누리미디어와 함께 운영기간동안 단위학교에서 Web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기타사항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주소는 http://www.nurimedia.co.kr/ 입니다.
- Web DB 운용시범학교 지원사업 은 시범서비스 종료 후 5월 6일부터 공모할 예정입니다.
- 지원 규모, 수준은 학교급별,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 공모에 선정된 단위학교의 Web DB 운용 프로그램은 사업 종료 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Web DB 운영자료집 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는 협의회 사무처 (ksla@ksla.net)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항목

콘텐츠 현황 (2013년 1월 기준)
 1,862종의 간행물 (국가지식 140종)

DBpia

서비스 내용
 학술지 원문서비스로 국내학회, 협회, 출판사

 1,627,798개의 논문

에서 발행하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

 국가지식 175,172개 포함

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 복합학, 교
양 등 9개 분야의 다양한 논문 및 연구 자료

=> 열람 / 저장 / 출력 가능

 11개 주제 분야
 286종 콘텐츠, 1,123,155개
KRpia

 자료주제 색인 서비스 제공
=> 열람 / 저장 / 출력 가능

 4,500 여 종의 구독 전자책 제공
BookRail

포함
 한국학 지식레퍼런스로 저서, 문서, 전집, 데이
터베이스, 사전, 멀티미디어를 포괄하는 역사
문화 지식콘텐츠
 각 분야 전문사전, 역사기록 원전자료 및 연구
저술자료, 인물자료, 한국학 고전자료, 각 분야
전문 연구저술, 문학작품 원전 자료 포함
 13개 주제 분류를 통한 전자책
 문학, 인문, 역사, 과학, 사회, 경제/경영, 외국어,

=> 열람 / 단어 검색 시 그 단어를 포함한 모든

컴퓨터/인터넷, 문화/예술, 취미/실용, 수험서/자

도서 미리 보기 가능

격증, 가정/건강, 종교, 어린이, 한국/한국인

<누리미디어 학술 원문정보 시범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접속 및 이용 방법

 컴퓨터
배너 아이콘

컴퓨터 공용 ID : ksla / PWD : ksla8136
=>

학교

외부의

컴퓨터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DBpia>

<KRpia> <BookRail> 배너를 클릭하여 기관회원에 <한국학
교도서관협의회>를 검색 클릭한 후 위의 공용 ID/PWD를 입력
하여 이용
 모바일(스마트폰)
모바일(스마트폰) - 공용 ID : mksla / PWD : mksla8136
=> 모바일 앱 설치의 경우 해당 스마트폰의 앱 다운로드(아이폰은
App store) 어플에서 dbpia 검색 후 해당 어플 설치 후 접속하
여 모바일용 공용 ID/PWD를 입력하여 이용
=> 모바일(스마트폰)은 모바일 웹의 URL(m.dbpia.co.kr)을 입력하
여 DBpia에 접속하여 모바일용 공용 ID/PWD를 입력하여 이용
: <KRpia> <BookRail>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1. 시범서비스 기간(4.22~5.3)동안 첨부파일에 공개된 제휴기관으로써 '학도협'은 전국의 모든 학
교도서관이 누리미디어의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리미디어의 지원을 받아 정식으로
발급받은 ID/PW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Web DB 활용 프로그램을 기
획하시면 됩니다.
2. 한시적 공개된 시범서비스 기간 종료와 함께 단위학교 별로 기획하신 Web DB 활용 프로그램
을 추후 공지할 '시범학교 지원공모'에 지원하십시오. 지원 규모에 따라 본 협의회는 누리미디어와
선정된 시범학교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WebDB 계약을 지원합니다. 이때

선정된 시범학교

는 단위학교 명으로 발급받은 ID/PW로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3. 선정된 시범학교의 프로그램은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위학교 프로그램 기획, 운
영과정, 결과보고 등은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려합니다. 본 시범학교 운영 결과는 Web DB 활용
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지역협의회로 배부될 것입니다.
4. 현재 단위학교 예산으로 해당 Web DB를 계약해 운영하는 학교의 시범학교 지원은 동등한 기
준으로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하신 프로그램이 시범학교에 선정되었을 경우 누리미디어와 협
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사무처 (ksla@ksla.net)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