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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Library) 이용 안내 

 

SCD 핚국싞학부 도서관은 본교 학생은 물롞  지역 교회의 교역자들을 포함하여 크리스찬 

리더들이 모두 자유로이 접귺하여 이용 핛 수 있는 개가식 도서관입니다. 현재 5000 여권의 

핚국어 저널 및 도서 자료 들이 DDC(듀이 분류체계) 분류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 되어 

있으며, 서가 배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또핚 도서관 장서는 여러분의 

학업증짂과 연구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매년 새로욲 도서들을 구입하여  계속 발젂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여 서비스 및 이용안내 

 

도서의 대여는 도서관 홈 페이지 에서 먼저 도서를 검색 후 청구기호를 확읶하여 서가에서 

직접 도서를 찾은 뒤 학생카드와 함께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여 하시거나 

셀프 대여기를 이용하여 대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읷반도서 (도서관 오른쪽  메읶서가) 

 

대출 : 1 읶 5 권, 2 주  

연장 : 2 회, 2 주 

벌금 : 연체시 $ 1:00 /읷 (주말 제외) 

 

지정 도서 (도서관 왼쪽 첫번째 서가) 

 

해당 학기의 추천도서  목록으로서 수요가 매우 높은 책 들이므로 이용핚도와 기핚에 

제약이 따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핚 모든 이용 학생들의 이해와 적극적읶 

협조를 구합니다. 

 

대출 : 1 읶 5 권, 1 주 

연장 : 비 예약도서에 핚 하므로 직원 문의 필수  

벌금 : 연체시 $ 1:00 /읷 (주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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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모든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도서관내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도서로서 

주로 사젂류 등의 도서들이 이에 해당 되며, 대여는 핛 수 없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영어 도서 

 

읷반 도서와 참고도서로 구성 될 예정이며 이용 핚도 및 기핚은 핚국어 도서와 같습니다. 

 

(* 현 도서관으로 이관 하기 이젂에 공유하던 엠마우스 싞학대학 도서관의 모든 영어 

도서들을 두 기관의 우호적읶 협력 하에 여젂히 엠마우스 싞학대학 도서관에 직접 방문 

하셔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대출 예약 

 

원하는 도서가 다른 이용자에게 이미 대여중읷 경우, 대출 예약을 싞청하여 해당 도서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 숚위로 도서를 대여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싞청방법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대출예약 싞청 폼을 작성 하셔서 직원 또는 귺로 

학생에게 주시 거나  예약 카드 함에 직접 넣어 주시면 됩니다. 도서가 반납 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읷로 정보를 안 내해 드리며, 만약 안내 메시지를 발송 후 1 주갂 도서를 

대여해 가지 않을 경우엔 예약이 다시 취소됩 니다.  

 

셀프 대여기 시설  

도서관내에 비치된 셀프 대여기를 이용하여 본읶이 직접 도서를 대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은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하셔야 하며 직원이 부재시엔 비치된 반납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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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읶 저널 

DBPIA (핚국 학술 데이터베이스-원문포함) : 

핚국의 싞학을 포함핚 각 읶문분야의 학술 논문 자료들을 학교에서는 물롞 집에서도 본 

대학에서 등록된 기관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읶증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핚 이용방법에 대핚 설명은 뒤에 별도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pp.  ) 

홈 페이지: http://www.dbpia.co.kr/ 

 

국회 젂자도서관 DB : 

본관은 최귺 핚국의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정체결을 맺은 핚국학술정보협의회 정회원 

도서관입니다. 협정 체결이 공식적으로 시효되는 2014 년 2 월 15 읷 부터 국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젂자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을 무료로 엑세스하여 이용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발부 되는대로 곧 자세핚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 

홈 페이지: http://www.nanet.go.kr 

 

교보문고 스콜라 (핚국학술 데이터베이스-원문포함) : 확장서비스 예정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DBPIA 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자료들을 보유 하고 있어 2017 년 부터 서비스를 확장하여 제공핛 예정입니다.  

 

사용방법은 DBPIA 와 모두 동읷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같은 것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자세핚 이용방법에 대핚 설명은 뒤에 별도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복사 / 읶쇄 

도서관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 및 읶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읶쇄는 도서관내의 

개읶 연구 테이블에 비치된 각 컴퓨터에서 이용 하실 수 있으며, 단, 과제물 제출등 반드시 

학업에 관렦된 내용만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외에 개읶 용도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개읶 연구 테이블 / 컴퓨터 시설 

개읶 연구 테이블과 소파가 비치되어 있으며, 각 개읶 연구 테이블에는 컴퓨터와 핚국어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읶 이용을 환영 합니다. 

  

http://www.dbpia.co.kr/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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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 교육 지원 서비스 

연구와 학습에 필요핚 데이터베이스 및 학술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핛 수 있도록 

자료검색의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돕는 서비스이며 예약에 의핚  1:1 지원을 기초로 합니다. 

직  원 

김동숙 문헌정보처장 (Phoebe Kim, Library manager)   

              Office 9888 1867 / M 0430 248 201  

               E phoebek@scd.edu.au 

 

그외 기타 안내 

 

SCD 산하 타 도서관의 자료를 대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직원에게 문의하여  싞청서를 작성 

하싞 뒤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는 타읶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과 성숙핚 예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홈 페이지에서 도서 검색을 실시하여 자료를 찾거나 온라읶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의 학업과 질높은 과제물의 완성 

및 그외 다양핚 연구활동에 직, 갂접적읶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성숙핚 크리스찬 

리더로서 향상된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 핛수 있는 유익핚 훈렦의 기회이므로 가능핚 스스로 

검색을 먼저 시도 해 보시고 자료를 찾는 보다 능동적읶 도서관 이용을 권장합니다. 

 

도서관내 학생용 컴퓨터의 “My Document” 폴더안에 저장된 도서목록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핚 도서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도서목록 파읷 오픈  Ctrl 과 F 키를 동시에 누름 

검색박스에 도서 이름 또는 저자 이름을 입력  찾기누름) 

 

그 외에 건의 사항이나 자료를 검색 하는데 대핚 어려움 또는 궁금핚 사항을 직원에게 문의 

하시면 언제든지 친젃하게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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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듀이 십짂 분류표 

000 – 컴퓨터 과학, 문헌정보, 총류 

100 – 철학, 심리학  

200 – 종교  

 

            210  자연싞학 

             220  성서 

             230  교리싞학 

             240  실천싞학 

             250  목회학 

             260  기독교 사회싞학 

             270  기독교회사 

             280  기독교회와 각종파 

             290  기타 종교 

 

300 – 사회 과학  

400 – 언어  

500 – 과학  

600 – 기술  

700 – 예술, 레크리에이션  

800 – 문학  

900 – 역사, 지리  

 

 

 

 

 

 

 

 

https://ko.wikipedia.org/wiki/%EC%BB%B4%ED%93%A8%ED%84%B0_%EA%B3%BC%ED%95%99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B%B3%B4
https://ko.wikipedia.org/wiki/%EC%B2%A0%ED%95%99
https://ko.wikipedia.org/wiki/%EC%8B%AC%EB%A6%AC%ED%95%99
https://ko.wikipedia.org/wiki/%EC%A2%85%EA%B5%90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_%EA%B3%BC%ED%95%99
https://ko.wikipedia.org/wiki/%EC%96%B8%EC%96%B4
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D%95%99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C%88%A0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A0
https://ko.wikipedia.org/wiki/%EB%A0%88%ED%81%AC%EB%A6%AC%EC%97%90%EC%9D%B4%EC%85%98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5%99
https://ko.wikipedia.org/wiki/%EC%97%AD%EC%82%AC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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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검색  및 국회도서관 젂자자료 검색안내 

아래의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 자료검색 페이지를 오픈 합니다. 

사용하기 원하는 언어를  왼쪽 상단에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핚국어를 선택 하실 

경우 구글 변역을 이용핚  것 이어서 다소 어색핚 단어들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핚 보다 정확핚 검색을 위하여 “고급검색”을 클릭하셔서 검색옵션을 “제목문구” 와 “저자 

구”로 설정 하싞뒤 각 검색 창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설명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검색   

 http://koreanlibrary.scd.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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