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4. 23(목).

ㅇ Informine :

http://infomine.ucr.edu/

ㅇ High Wire:

http://highwire.stanford.edu/

“한문원전 정리 및 번역을 위한 인터넷 학술자원 활용법”
이동철(용인대 중국학과)

ㅇ Complete Planet - Discover over 70,000+ databases and specially search engines

<참고자료>
심경호, 『한학 입문』(황소자리, 2007),

625~634쪽. 「인터넷 검색 자료」, 「미국의 중국학 관

Directory of databases and specialty search engines from Bright Planet.

련 참고 서목 및 전자자료센터」, 「국내 한문고전 관련 데이터 베이스와 인터넷 사이트」
이인호, 『인트로 차이나』(천지인, 2008), 703~847쪽.

「8.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중

※ㅇ Intute: http://www.intute.ac.uk/

국」
노영희 ․ 박양하, 『인터넷 정보자원의 검색과 활용』(건국대학교출판부, 2008)

ㅇ Metasearch Search Engine: http://www.search.com/search

곽동철 ․ 노영희, 『학술정보의 탐색 및 활용』(조은글터, 2008)
ㅇ The Voice of the Shuttle: Web Page for Humanities http://vos.ucsb.edu/

강재욱 외, 『구글 완전 활용법』(이지스퍼블리싱, 2013)
마이클 밀러(김기영·노영찬),『구글피디어(GOOGLEPEDIA) 구글에 관한 모든 것』(에이콘, 2010)
최은주 외, 『인문 사회과학 주제정보원』(한국도서관협회, 2011)

※ ㅇ The WWW Virtual Library http://vlib.org/

최순희, 『정보검색과 학술정보의 활용』(에듀컨텐츠, 2011)
漢字文獻情報處理硏究會 編, 『電腦國文學』(好文出版, 2000)

※ Open Access 오픈 액세스

漢字文獻情報處理硏究會 編, 『電腦中國學 II』(好文出版, 2001)

http://ko.wikipedia.org/wiki/%EC%98%A4%ED%94%88_%EC%95%A1%EC%84%B8%EC%

漢字文獻情報處理硏究會 編, 『電腦中國學入門』(好文出版, 2012)

8A%A4

永田知之,『工具書について: 漢籍の整理』,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附屬東アジア人文情報學硏

1) ‘저자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

究センター, 2009) 東アジア人文情報學硏究センター

http://www.ames.cam.ac.uk/rs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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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彦坤 편, 『文史文獻檢索敎程』(修訂本), 商務印書館, 2010.

캠브리지대 호사덕 Faculty of Asian & Middle Eastern Studies - Prof. Roel Sterckx

荣新江 『学术训练与学术规范-中国古代史研究入门』, 北京大學,

*

杨琳, 『古典文献及其利用(第3版)』, 北京大學, 2014.

https://sbcc.academia.edu/PatrickSODonnell

http://www.academia.edu/

철학, 종교 등 관련 각종 서목

※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을 파악하는 순서

http://ocbaxtersagart.lsait.lsa.umich.edu/

1) 전체 구성을 관찰한다.
2) 사이트 맵을 알아본다.

2) ‘학술기관 레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

3) 링크를 확인한다.

京都大学図書館機構 http://www.kulib.kyoto-u.ac.jp/

4) 자기 소개를 살펴본다.

國立臺灣大學 出版中心(NationalTaiwanUniversity Press) http://www.press.ntu.edu.tw/

※ 보이지 않는 웹(Invisible Web)
http://en.wikipedia.org/wiki/Invisible_Web

3) '오픈 액세스 저널(open access journal)’
about.com websearch
http://websearch.about.com/od/invisibleweb/a/invisible_web.htm
http://websearch.about.com/od/invisibleweb/a/invisiblewebart.htm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http://www.doaj.org/
Open Access Journals Search Engine (OAJSE)
http://www.oajse.com/

ㅇ Purdue Owl’s Resources to Search the Invisble Web
https://owl.english.purdue.edu/owl/resource/558/07/

ROAD Directory of Open Access scholarly Resources
http://road.issn.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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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OATD – Open Access Theses and Dissertations
http://oatd.org/
<학술논문>
ㅇ Directory of Open Access Books: DOAB
http://www.doabooks.org/

ㅇ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4u.net/index.jsp

※ 정보의 재고(Stock)과 흐름(Flow)

** 학위논문

재고Stock: 도서관

ㅇ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http://www.riss4u.net/index.jsp

The European Library

http://www.theeuropeanlibrary.org/tel4/

예일대 도서관 주제 가이드:

http://guides.library.yale.edu/home

버지니아대 도서관 주제 가이드:
하바드대학 중국연구 가이드

http://www.library.virginia.edu/research/

http://guides.library.harvard.edu/Chinese

흐름(Flow): 서점

III. 한국학 관련 공공 기관 사이트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 유관기관
http://www.kostma.net/sub/gatewayDetail.aspx?gwCorpsId=6&lang=ko
①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MAN/index.jsp

中国・本の情報館～中国書籍の東方書店
https://www.toho-shoten.co.jp/

고전번역서서지정보검색

http://db.itkc.or.kr/itkcdb/text/mks/mksMainPopup.jsp

이체자 http://db.itkc.or.kr/DCH/index.jsp

HAL - INRIA :: Accueil 프랑스의 학술용 오픈아카이브 http://hal.inria.fr/

②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국내의 데이터 베이스와 인터넷 사이트>>
I. 검색 엔진

③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ㅇ 구글 http://www.google.co.kr/

④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east.skku.ac.kr/

- 도서 검색:

http://books.google.co.kr/books?hl=ko

※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인물관계정보”(http://www.kostma.net/FamilyTree/
- 학술 검색:

http://scholar.google.co.kr/
IV. 국내 주요 학술기관

- 구글 번역: http://translate.google.com/?hl=ko
ㅇ 한국 연구재단 http://www.nrf.re.kr/
ㅇ 엠파스 한국학 http://koreandb.empas.com/

-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www.krm.or.kr/index.jsp

- 토대연구 DB : http://www.krm.or.kr/baseData/bird_index.jsp
II. 국내 중요 전문포털과 데이터 베이스

* 사고전서총목제요 등 http://ffr.krm.or.kr/base/td013/browse.html

ㅇ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 RINKS http://rinks.aks.ac.kr/

ㅇ 국사편찬위원회

ㅇ ‘한국학자료센터

ㅇ 한국국학진흥원 http://www.koreastudy.or.kr/main/main.action

http://www.kostma.net

ㅇ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Korean History On-line http://www.korean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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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story.go.kr/

ㅇ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na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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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kcrc.korea.ac.kr/
ㅇ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main.jsp

ㅇ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ttp://aeas.skku.edu/
ㅇ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http://ebti.dongguk.ac.kr/
ㅇ 고려대장경 연구소 http://www.sutra.re.kr/
ㅇ 불교 포탈사이트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V.

문헌 관련

1)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2)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

3) 화문서적 http://huawen.co.kr/index.asp (학술서적)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4u.n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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