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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A2Z 소개 [ 한국학 DB]

동방미디어(주)의 「KoreaA2Z」데이터베이스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문화

콘텐츠,생태환경,교양한국사,디지털문화예술 동영상강좌 등을 DB화 하여 디지털 자료로 개발, 제작하였습니다. 

KoreaA2Z DB는 한국학 각 분야의 전문 학술 DB 콘텐츠와 VOD 기반의 각 분야 전문가의 문화,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강좌로 이루어진 지식 콘텐츠 포털WEB 서비스입니다.

동방미디어 KoreaA2Z DB 는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외 전 주제분야 학술DB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학술DB 콘텐츠 (Web DB)

사전,생태환경,역사/고전,건강의학,문화예술,언론/잡지,교양한국사 전 주제분야 학술DB

- 쉬운 해설과 도해(세밀화)

- 용어설명, 화상 자료 등 시청각 자료

- 원문보기, 자유로운 저장 및 출력

- 전체 검색 또는 범위 지정 검색



KoreaA2Z 접속방법 및 인증방법

KoreaA2Z 한국학DB 

서울대학교 도서관 / 자료검색 / 학술DB명 검색/ koreaa2z

IP 인증 : 교내에서 KoreaA2Z 를 사용하도록 인증된 IP를 통해 로그인 없이 사용

ID/PW 인증(외부 접속시) : 도서관 홈페이지에 먼저 로그인 후 메뉴 클릭 통하여 KoreaA2Z 접속



한국학 DB 이용안내

- 한국학 DB 메인화면 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선택 후 이용

- 주제별로 카테고리 검색 가능합니다.



한국학 DB 이용안내

1. 기본적으로 좌측 트리 메뉴 (A)를 클릭 하면 그에
대한 본문이 보여집니다.

2. 본문 내용에는 텍스트와 사진 음향 동영상 자료
가 있고 원문 보기가 가능한 콘텐츠도 있습니다.

3. 상단메뉴의 앞 뒤 상위 버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본문 내용이나 사진자료 등
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4. 본문 내용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워드나 한글,
메모장 등 문서편집 프로그램에 붙여 넣어 편집
가능합니다.

5.검색은 각 콘텐츠 내에서 전체 또는 검색 범위를
지정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과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가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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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DB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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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좌측 트리 B에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순으로 하위 분류를 클릭함으로써 원하시는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A의 검색 창을 통해 직접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 할 수 있습니다. 
C의 버튼을 이용하여 이전내용, 다음내용,상위내용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 좌측 트리 메뉴가 보이지 않을 시 인터넷 메뉴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koreaa2z.ac.kr 추가 후 페이지 새

로 고침 후 이용바랍니다.



한국학 DB 이용안내

대표 콘텐츠 :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해외독립운동유적지 등 다수



한국학 DB 이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