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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목표 및 강의개요 (Course Objectives & Description)

1) 교수목표

이 과목은 정보자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정보원에 대한 접근과 이

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이론과 제 방법들을 탐구한다.

2) 강의개요

Introduction

인문학의 정의와 영역

인문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인문학 정보의 생산과 유통

주요 정보원

사회과학의 정의와 영역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간고사

사회과학 정보의 생산과 유통

주요 정보원

인문학 분야별 주요 정보원

- 철학(Philosopher's Index), 종교학, 언어학

- 문학(LION), 예술, 역사학(KoreaA2Z, KRpia)

사회과학 분야별 주요 정보원

- 사회학, 경영?경제학(Business Source Premier), 법학(WestLaw, LawnB, HeinOnline)

- 교육학(ERIC), 심리학(PsyArticle), 정치학(Transition online)

- 지리학, 행정학(KSDC vs. KOSIS), 문헌정보학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인문학 강좌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사례 조사

한국학 도서관과 장서

기말고사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습지원센터와 강의 및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2. 주교재 (Required TextBook)

2016 원북원부산 후보도서 100권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기타 인문학/사회과학 관련 도서 (리스트 추후 제공)

Research Information Network(RIN). Reinventing Research? : Information Practices in the Humanities. London, RIN, 2011.

RIN & RLUK(Research Libraries UK). The Value of Libraries for Research and Researchers. London< RIN, 2011.

Lenburg, Jeff. The Facts on File: Guide to Research. New York, Checkmark Books, 2005.

3. 평가방법 (Requirements & Grading)

1) 상대평가로서 B 등급 이상이 전체 수강인원의 7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총 수업시수의 1/3이상 결석한 학생은 낙제처리 한

다.

 2) 평가는 다음의 반영비율에 따른 개인별 집계에 의한다.

- 중간고사 20%

- 기말고사(시험시간표에 따름) 20%

- 과제 30%

- Term Project 20%



- Experiential Section (quiz, 출석, 수업참여도) 10%

 *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필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4. 주별 강의계획 (Schedule)

주별 강의 및 실험실기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표절, 시험 부정행위 예방교육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실시]

Introduction

제2주 인문학의 정의와 영역

제3주 인문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제4주 인문학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제5주 주요 정보원

제6주 사회과학의 정의와 영역

제7주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제8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제9주 사회과학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제10주 인문학 분야별 주요 정보원

제11주
- 철학(Philosopher's Index), 종교학, 언어학

- 문학(LION), 예술, 역사학(KoreaA2Z, KRpia)

제12주 사회과학 분야별 주요 정보원

제13주

- 사회학, 경영/경제학(Business Source Premier), 법학(WestLaw,

LawnB, HeinOnline)

- 교육학(ERIC), 심리학(PsyArticle), 정치학(Transition online)

- 지리학, 행정학(KSDC vs. KOSIS), 문헌정보학

제14주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인문학 강좌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사례 조

사

제15주 한국학 도서관과 장서

제16주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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