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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홈페이지 주요기능 안내

1. 기능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방법 및 주로 사용되는 기능에 대한 안내입니다.
- 자료대출/반납, 희망도서 신청, 대출/문헌복사 신청, 학습자료지원실 등의 서비스 이용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2-1.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nou.ac.kr)을 입력하여 접속

2-2. 학교 홈페이지(http://www.knou.ac.kr) -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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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3-1

3-2
3-3
3-6

3-5
3-4

3-7

3-8

3-1. 카테고리별 주요 메뉴
3-2. 소장자료 및 통합검색 : 키워드 입력
3-3. 공지사항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 및 공지 확인
3-4. 전자자료 : 도서관의 각종 전자자료 서비스 바로가기
3-5. 주요 서비스 및 연구학습지원 바로 가기
3-6.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안내
3-7. 유관 기관 안내
1)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www.riss.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상호대차 시스템
2)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http://www.ndsl.kr)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3) 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fric.kr)
- 외국학술지 무료지원
4)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5) dibrary(디브러리, http://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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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력체결 도서관
- 우리대학 도서관과 협력체결한 도서관을 확인
- 체결 주요 내용
·방송대 전용 서가 내 발간 자료 제공 (방송대 교재, 연구자료 등)
·과제물도서 대출 가능 등

3-8. 도서안내 :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료와 새로 들어온 자료 안내

4. 도서관 주요 서비스
4-1. 자료대출 및 반납
1) 자료대출
- 1인당 5책 12일(학부생), 10책 30일(대학원생)
소장자료검색
(홈페이지)

➡

대출가능
여부확인

➡

서가에서 자료찾기
(청구기호 확인)

➡

대출신청
(학생증 제시)

2) 반납
- 직접 또는 대리 반납, 택배 및 등기우편 가능
- 무인 반납기 이용가능 : 중앙(24시간), 서울/남부(23시까지)
3) 연장
- 반납예정일 4일전부터 1회(12일)에 한해 홈페이지 My Library 대출현황에서 연장
- 단, 연체되었거나 도서가 예약 중일 때는 연장 불가
4) 예약
- 대출중인 자료는 검색창에서 예약 버튼 클릭하여 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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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출 및 문헌복사 택배
1) 기능 : 중앙도서관 자료를 대출/복사하여 집으로 택배 배송하는 서비스
(배송비/복사비 본인부담)
2) 대상자료 :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3) 이용방법 : 홈페이지 [연구학습지원] → [학습자료지원] → [대출/문헌복사신청]

※ 대출제한기간 : 과제물 작성기간에는 과제물 참고도서는 복사 서비스만 이용가능

대출 or 복사

- 자료의 서지정보 작성,
- 복사 신청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
※ 검색결과에서 목차 확인
- 신청자 정보 작성

4-3. 구입희망도서 신청
1) 온라인 도서검색을 통한 자동 신청
- [My Library] → [희망도서신청] → ‘온라인도서검색’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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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서 [도서신청] 버튼 클릭으로 편리하게 신청

2) 직접입력 방식 :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에 자료의 서지사항을 입력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신청
-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각 항목별 서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 특정 지역으로 구입 신청할 경우 신청 도서관에서 해당지역 선택

우선정리요청

구입 신청한 자료를 보다 빨리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

- 자료 상태가 ‘정리중’인 상태일 때 신청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My Library → 희망도서신청 → 신청도서
목록’을 클릭 → 희망도서 신청 리스트 확인 →
※ ‘ 요청’ 이 ‘ 완료’ 로 바뀌면 3일 이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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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검색 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시 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검색 가능
- 특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 : 필요한 자료의 서지정보(서명, 저자, 출판사, 학술지명 등)를
알고 있으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보고 싶은 경우
- 특정 주제 분야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 주제 분야만 정해졌으며, 주제에 적합한 자료
검색을 원하는 경우
- 원하는 자료가 우리 대학에 없는 경우 : 필요한 자료의 서지정보를 알고 있으나, 우리 대
학에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 경우

2. 특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단행본 검색)
1) 기능 : 도서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 검색에서 원하는 자료의 서명, 저자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고, 소장처 및 도서상태(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소장처를 방문하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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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중앙의 검색창에서 찾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을 선택하고 키워드 입력 후
검색 클릭
∙ 소장자료 :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단행본, 전자도서만 검색
∙ 통합검색 :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검색

- 검색결과
∙ 검색된 자료를 클릭하면 상단에는 해당도서의 ‘서지정보’, 하단에는 해당도서의 ‘소장정보’가
검색됨

서지정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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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이해하기
① 서지정보 : 자료 유형, 책 이름, 저자, 출판사, 책의 형태 사항을 알 수 있다
② 소장정보 : 소장처 및 청구기호, 도서상태 등을 알 수 있다
- 소장처 :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중앙 및 지역대학 도서관
- 도서상태 : 대출중이거나 대출가능상태 확인
- 서비스 : 대출 중 자료는 예약, 서가의 제자리에 없는 자료를 신고
- 출력 : 서지 사항을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 메모하는 불편함을 덜어줌
③ 청구기호 이해하기

☞ 별치기호 : 도서 성격에 따라 일반 단행본과 달리 별도의 위치에 배가함을 의미하는
기호, 예) R(사전), P(간행물), KT(교과서) 등

※ 청구기호는 찾고자 하는 자료의 위치와 주제정보를 담고 있다. 자료 검색을 통하여 청구기호를 이해
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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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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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주제 분야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

특정 주제 분야의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색단계를 통하여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 주제 분야 관련 키워드 추출
1)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 도서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검색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주제
분야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검색/교차검색 서비스를 통해 입력한 키워드의
동의어, 관련어, 외국어 대역어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키워드로 재검색을 하면 확장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을 키워드로 검색한 예시
① 평생학습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소장자료 및 학술DB 자료 검색 결과를
포함하여, 입력한 검색어의 관련어 서비스가 제공됨
② 검색결과의 자료들을 탐색 후 추가 검색을 위해 관련어 목록에서 원하는 주제와 관련된
다른 관련어(예시: 지역평생교육)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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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재검색된 결과값이 제공되며, 소장자료, 국내학술
DB, 연관검색결과 탭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유형별로 세부검색 결과 확인 가능

2) 각종 참고정보원 활용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고 정확한 개념 정의 및 관련 키워드
추출을 위해 참고정보원을 활용합니다. 아래의 참고 정보원에서 백과사전, 법률/법령/법규,
연감/백서, 특허/규격, 지도, 통계,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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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자료 유형별 검색
1) 단행본 : 우리 대학 소장자료를 먼저 검색 후 원하는 자료가 없을 시, RISS를 통해
국내·외 대학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송대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우리 대학이 보유한 소장자료 검색
-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내 대학도서관 및 일본, 중국대학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복사/대출신청을 통해 자료 이용 가능

2) 학술지 논문 : 우리 대학이 구독 중인 국내·외 학술DB를 검색하여 원문을 다운로드하거나
RISS의 타 기관 문헌복사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국내
학술DB

DB명

내용

방송대 도서관 통합검색

우리 대학이 구독 중인 대표적인 학술DB(DBpia, KISS,
e-Article, ScienceDirect)에 대한 통합검색

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내 대학도서관 및 일본, 중국대학 도서관의 소장 학술지
검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원문복사 신청 가능

DBpia
(누리미디어)

국내 490여 개의 학회의 1,000여 종의 학회지 검색 및
원문 제공

KISS
(한국학술정보)

국내 1,300여 개의 학회에서 발행되는 3,200여 종의 학
술지 검색 및 원문 제공

교보문고 스콜라

국내 230여 개의 학회에서 발행되는 400여 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 제공

학술교육원
(e-Article)

국내 학회에서 발행하는 약 540여 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 제공

ScienceDirect

Elsevier에서 발행하는 1,900여 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EBSCOhost

전 학문분야에 걸친 17,900여종의 해외 학술저널 색인,
초록 정보 바탕으로 9,000여종의 저널 원문 제공

JSTOR

경영, 경제, 수학, 통계, 문학 관련 234종의 학술전자
저널의 아카이브 구축 및 제공

CAJ

중국에서 발행된 334만건의 학술논문을 포함한 각종
학술자료의 검색 및 원문 제공

국외
학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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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DB [메타검색]
: 학술DB란 학술지 논문, 기사, 특허, 통계자료 등 각 분야의 학술 정보를 전문적으로 검색
하고 원문을 이용하거나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원문이용 및 출력, 파일저장이 가능

3)-1 학술DB별 직접 접속하기
① 홈페이지 자료검색 → 국내학술DB 및 국외학술DB 클릭
② 개별DB명을 클릭하여 제공회사 홈페이지에서 검색

1

2

3)-2 메타검색을 통한 학술DB 이용하기
메타검색이란 필요한 정보를 좀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

☞ ‘평생 교육’ 관련 자료를 메타검색을 통하여 국내학술 DB에서 검색해 본다
① 홈페이지 자료검색 → 메타검색 클릭
② 필요한 자료 검색을 위하여 키워드 입력
③ 국내학술DB에서 원하는 DB 선택
- 원하는 DB 명 ⍌ 체크, 동시에 여러 개 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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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④ 각DB별로 검색된 결과이며, 연도별 검색건수, 학술지의 저자 검색건수, 논문이 실린 학
술지를 알 수 있다. 각 회사의 DB를 클릭하여 원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검색결과 화면에서 학술지명, 저자명, 학회명 등을 알 수 있으며 PDF 아이콘을 클릭하
여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⑥ 박스안의 10은 검색한 결과를 10개씩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이며, 20, 30개를 선택할
수 있다.
⑦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보여지는 10건 이외의 자료를 불러온다.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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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문제공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⑧ 학술지 목차를 볼 수 있으며,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목차
의 참고문헌 정보를 통하여 유사 주제의 참고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⑨ 학술지가 실린 출판정보를 알 수 있으며, 과제물이나 논문을 작성하면서 인용하였을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⑩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다
⑪ 원문을 파일로 저장할 있다(‘파일’클릭 → ‘다른이름으로 저장’)

10

11

9
8

[잠깐 TIP!~~]
원문이 열리는 자료는 파일로 저장하여 주제별 폴더로 관리하면, 학습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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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자료가 우리 대학에 없는 경우
: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우리 대학이 소장하지 않은 경우 희망도서 신청과 RISS
상호대차 신청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1. 희망도서 신청
: 제1절 도서관 홈페이지 주요 기능 안내(희망도서 신청) 부분 참조

4-2. 타 기관 자료 신청
: 타 기관 자료 신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대학 간 소장 자료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우리
대학에 소장되지 않은 타 대학 자료도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 RISS는 교육부 출연기관인 KERIS에서 운영, 국내 대학이 100% 참여, 모든 유형의 학술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 이용대상 :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 이용가능 서비스 : 도서대출 신청 / 문헌복사 신청
- 대상자료 : 단행본, 학위논문, 국내·외 학술지 논문
- 도서대출 서비스(중앙도서관 방문 수령)
∙ 대출 책수 및 기간 : 1인 3책 / 15일(반납예정일 7일 이내에 1회 연장가능)
∙ 이용요금 : 1권당 5,000원(소요기간 : 3~4일)
- 문헌복사 서비스
- 이용요금 : 기본료 + 장당 복사비(정확한 비용은 제공기관 발송 후 확인 가능)
국내/국외

국내

국외(일본)
국외(중국)

배송방법

비용

보통우편

기본료(1,000원) + 장당 70원

특급우편

기본료(3,000원) + 장당 70원

팩스

장당 200원

전자배송

장당 100원

택배

기본료(2,500원) + 장당 70원

Air-Mail

장당 ￥35~50 + 우편비용

EMS

장당 ￥35~50 + 특급우편비용

전자배송

기본료(10위엔) + 장당 2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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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1) RISS홈페이지 접속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RISS 클릭

1
2
① 회원가입
: 소속기관 이용자로 회원가입
② 검색메뉴
: 키워드 입력 후 검색
③ 해외DB통합검색
: 대학라이선스 학술DB 무료이용
④ RISS애널리틱스
: RISS에서 서비스하는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활용에 따른 항목별 분석 결과와 이용 가능한
자료현황 통계제공
⑤ KOCW
: 국내 대학 및 해외 교육자료 공개(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운동 협의체와
연계하여 강의자료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대표 고등교육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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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SS 회원가입
➀ 회원가입 버튼 클릭

➁ 약관에 동의, 이메일 인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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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본인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확인버튼 클릭

➃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 다음 입력한 이메일로 접속한다

• 24 •

Ⅱ. 자료검색 가이드

➄ RISS에서 보내온 메일을 확인한다. 화살표의 URL을 클릭, RISS회원 가입 화면으로 복귀

➅ 회원가입 항목별 입력

⁋ 일반항목 : 필수항목 입력 안내
➅-1 (이용자ID): ID 입력한 다음 아이디 중복 체크
➅-2 (비밀번호) : 비밀번호 입력
➅-3 (한글성명) : 본인 이름 확인
➅-4 (생년월일) : 본인 생년월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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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5 (구분)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선택
➅-6 (이메일 ) : 이메일 주소 확인
➅-7 (휴대전화) : 휴대전화 입력
➅-8 (소속분야) : 관심있는 주제 체크
➅-9 (제공 동의여부 클릭) : 동의하여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신청 권한 설정

➅-10 (서비스이용구분) : ‘소속기관 이용자’에 클릭
➅-11 (소속기관) : 검색버튼 클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력 후 찾기 클릭
→ 검색 결과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클릭
➅-12 (소속도서관) : 검색창의 주황색 ∨를 클릭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선택
➅-13 (학과/부서명) : 학과명 입력
➅-14 (학번/직원번호) : 학번 입력
➅-15 (주소) : 우편번호에 의하여 검색하며, 나머지 주소를 반드시 입력
※ 특히 아파트 동 호수 및 번지를 꼭 입력

[잠깐 TIP!~~]
회원 가입 후, 소속 도서관의 업무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 자료검색은
승인 전에도 가능. 단, 대출 및 복사 서비스는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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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SS 상호대차 이용하기 (원문자료 이용, 대출 및 복사 서비스)

(3)-1 원문자료 이용
☞ 교내 접속 시, 기관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어 원문자료 무료 이용 가능
① 검색을 원하는 자료유형을 선택(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 단행본 등)

※ 자료유형을 모두 체크하면 너무 많은 자료가 검색되어 정확도가 떨어짐

② 검색창에서 키워드 입력 후 클릭 (예 : ‘평생교육’ 입력)

③ 원문보기가 제공되는 경우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용

※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원문보기]
Acrobat Reader 프로그램 설치 필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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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출 및 복사 이용
① 원문보기가 안 되는 자료는 <복사/대출 신청> 버튼 클릭

② <문헌복사 신청> 또는 <도서대출 신청> 클릭
- 문헌복사 신청은 복사 후 전자배송(1~2일) 및 우편배송(2~3일) 소요
- 도서대출 신청은 택배배송(2~4일) 소요

※ 배송일은 업무일 기준(주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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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료신청

- 결재방법 : 선불처리하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자료 수령(대출은 선불 불가)
- 문헌복사의 경우 복사범위 입력방법 확인
- 발송방법 유의사항을 확인, 과제물 기간인 경우 제출마감을 고려하여 유형 선택
- 자료소장 대학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차례로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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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외국학술지 무료지원 사업으로 국내 연구
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RISS와 연동)
- 접속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의 FRIC 배너 클릭

- FRIC 홈페이지의 지원센터 통합검색에서 주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전체 외국학
술지지원센터 자료가 검색됨(예시 : lifelong study)

※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전국 10개 대학에 주제별로 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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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검색 가이드

- 검색결과를 확인하여 원하는 논문이나 학술지명을 클릭

- RISS 홈페이지 이동 후 [무료]외국학술지지원센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권호가 해당
센터에 소장 중인지 확인
- 복사/대출신청 – 문헌복사신청에서 신청을 클릭하고 복사범위를 입력한 후 소장도서관 선택에서
[무료]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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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윤리 및 표절예방 안내
1. 연구윤리
1) 연구윤리란? :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할 원칙
또는 행동 양식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위조, ② 변조, ③ 표절, ④ 부당한 저자 표시, ⑤ 부당한 중복게재,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⑦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3)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저작권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3호, 2016.3.22., 일부개정]
-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12.30., 타법개정]
- 학술진흥법 [시행 2016.3.23.] [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일부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5.11.3.] [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일부개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2016. 9. 21. 규칙 제1013호]
4) 참고 사이트 : 연구윤리정보센터
- URL : http://www.cre.or.kr/
- 안내 :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로 연구윤리 정보 콘텐츠, 교육자료 제공 및
연구윤리 상담센터를 운영
- 대학(원)생을 위한 학습윤리 가이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등을 제공하며,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지침 해설서,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제공.

2. 표절예방 프로그램(카피킬러)
1) 카피킬러 소개
- 논문, 리포트, 자소서, 독후감, 공모자료 등에 대한 표절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으로, 무료 표절검사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카피킬러 라이트에 한함

2) 카피킬러 주요기능
- 1일 3건 무료검사 기능
- 기본설정으로 표절검사 가능
3) 카피킬러 이용 방법
- 본인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여 회원가입
- 문서 업로드 후 무료 표절검사 실시(1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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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료 이용 안내
1. 전자도서 이용
2.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
3. 전자학습자료 이용

Ⅲ. 전자자료 이용

전자자료 이용 안내

Ⅲ

1. 전자도서 이용
1) 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전자도서 – 국내 전자도서 통합검색이나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자료 – 전자도서 클릭 후 원하는 자료의 서명, 저자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고
｢대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도서를 대출합니다. 다음으로 내 서재 메뉴로 이동하여
｢책읽기｣버튼을 클릭하면 뷰어 설치 (업체별 최초 1회) 후 전자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
니다.

2) 대출권수
- 1인 5권 5일(1회 연장 가능), 5일 후 자동반납
-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연장 및 예약을 할 수 있음

3) PC에서 전자도서 이용하기

①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좌측 중단의 [전자자료] -[전자도서] 클릭
② 홈페이지 상단 [자료검색] - [전자도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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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3
4

③ 전자도서를 클릭하면 주제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음
④ 문학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에 문학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음
⑤ 다시 문학의 상세 주제별 자료를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음
⑥ 찾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음

7

⑦ 자료의 서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⑧ 대출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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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Ⅲ. 전자자료 이용

9

10

⑨ 내 서재에서 대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⑩ 책읽기를 클릭하여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1

⑪ 책갈피를 클릭하여 읽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

※

,

전자도서는 제작회사와 제작방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이 필요하여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설치 메시지에 따라 업체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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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만 설치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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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도서 이용하기 (앱 검색에서부터 열람까지)
- 안드로이드 환경 예시

① ‘Play 스토어’ 클릭

② 검색창 클릭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력한 후 검색
결과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모바일
전자책 도서관’ 선택

④ 전자도서 이용을 위한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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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⑤ 신간도서와 주제별 도서 열람, 와인을
입력하여 자료검색

⑥ 검색결과 화면

⑦ 대출하기

⑧ 대출자료 열람을 위하여 다운로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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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책보기 클릭

1

⑩ 좌우로 밀면서 터치하여 열람

2

⑫ 휴대폰 바탕화면에 전자도서관 앱과
뷰어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설치된
모습

⑪ 1번 : 전자도서 이용 안내,
2번 : 나가기

※ 아이폰 환경도 앱 다운을 위한 ‘앱스토어’ 접속 외에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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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
1) 안내 :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요메뉴 : 자료검색, 전자도서 검색, 연구학습지원, My Library 등
3) 이용안내

① 인터넷 아이콘 클릭

② mlib.knou.ac.kr 입력

③ 중앙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④ [자료검색] 메뉴 - 키워드검색, 신착
자료 조회

• 41 •

쉽게 따라 배우는 도서관 학술정보 활용법

⑤ [자료검색] - [키워드검색]
: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 가능

⑥ [자료검색] – [신착자료조회]
: 도서관 신간자료 조회

⑦ [전자도서] 메뉴
: 전자도서 검색 및 대출현황 등

⑧ [연구학습지원] 메뉴
: 연구학습에 필수적인 서비스 안내

• 42 •

Ⅲ. 전자자료 이용

⑨ [연구학습지원] - [학위논문 작성가이드]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각종 안내

⑩ [연구학습지원] - [과제물 작성가이드]
: 과제물 작성 가이드라인 및 문제 안내

⑪ [연구학습지원] - [자료검색 가이드]
: 각종 자료검색 방법 안내

⑫ [연구학습지원] - [나의 학습자료지원실]
: 학과 및 과목별 참고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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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My Library] 메뉴
: 대출 및 예약, 희망도서 신청 현황

⑭ 공지사항 확인

⑮ 도서관 이용 안내 등

⑯ 즐겨찾기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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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홈페이지 URL 및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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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학습자료 이용
1) 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자료] - [전자학습자료]에서 우리 대학이 구독 중인 전자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잡지, 외국어, 자격증 관련 강좌를 무료로 이용 가능
합니다.

- PC 접속을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각 자료명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 모바일 접속(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위에서는 [모바일 접속]란의 URL을 클릭하거나, 업체별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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