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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DB 개요

Index (색인)

Abstracts (초록)

Bibliography (서지)

Full-Text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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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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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학위논문 DB - 서울대학위논문

제목, 저자, 학과, 지도교수 로 자료검색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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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iss.kr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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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학위논문 DB – RISS, 국회도서관

 국회 전자도서관 : 입법정보와 학술정보 제공

 원문 검색 서비스 :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및

해외소재 한국 관련자료 검색 가능

 "저작물이용허락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 원문: 

 협약기관 전용 PC로 자료 열람가능 (중앙도서관 본관 4층 정보검색실)

 유료 제공 원문의 인쇄 불가능

- 국회도서관 직접 방문 이용

- RISS, 해당 학위 수여 대학 홈페이지 검색 (일부 논문의 원문제공)

- 국내 문헌복사 서비스 이용 (RISS, 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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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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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학위논문 DB – PQDT Global

전문 제공 자료
내에서만 검색

박사학위 논문
내에서만 검색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 걸친 세계 대학에서 수여된 석/박사
학위논문의 본문 및 서지/초록 정보를 제공하는 학위논문 DB

 410만 이상의 석/박사 논문을 보유

 190만 여종의 논문 본문을 PDF로 제공, 책자 유형으로
구매가능

 1997년 이후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전체 본문 PDF 
이용가능 및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

 기본 검색 창에서는 서지 내에서만 검색
고급 검색 창에서는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를 지정, 키워드 검색

가능

 전문(full text) : 원문을 제공하는 자료만 검색
박사학위 논문만 :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한하여 논문 검색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학위논문자료
브라우징 가능

 British Library Electronic Theses Online Service
- Opening access to UK theses

 영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학위논문의
통합검색 및 원문제공 (30만 건)

 제공기관 :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검색 : 개인 회원 가입 없이 이용 가능
 원문 : 개인 회원 가입 필수 (무료 > 유료)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 : 무료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 : 유료

(신청 → PDF 생성 후 제공받음)

 http://ethos.bl.uk/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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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학위논문 DB – BL EThOS

체크박스에 체크할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
내에서만 검색

영국 박사학위논문 중 검색
결과가 없는 자료 확인 요청

원문이용
가능표시

원문다운은 상세보기에서

http://www.nanet.go.kr/
http://ethos.bl.uk/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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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ublications registered in at present 
approximately forty of the Swedish university 
and of other authority publication database

 스웨덴의 학위논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술자료 또한 검색 가능

 검색 : 개인 회원 가입 없이 이용 가능
제목/저자/주제에 대한 키워드 검색
자료유형 제한/발행년도 제한/ ISBN, DOI/
언어제한/기관제한/주제분류 제한

 무료 원문이용
“Read full text” 클릭
또는 “To the university’s database” 클릭

 서지정보 내보내기 가능 : 자료 상세보기 클릭

Cite -> RIS포맷 선택 -> save as file ->    
Endnote

 http://swepub.kb.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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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학위논문 DB – SwePub

무료 원문 링크

필터 기능

 Theses and Dissertations Online   - digital 
cooperative repository of doctoral theses 
presented at some Spanish universities

 스페인 20개 대학이 참여,
21,685개의 박사논문 원문제공.
60,574개의 검색 가능한 논문 추가 제공

 검색 : 개인 회원 가입 없이 이용 가능
저자/교수/키워드/원문검색 가능
언어제한, 연도제한, 주제분야 제한 가능

 무료 원문이용 : 자료 상세보기 화면에서
Use this identifier to quote or link this 
thesis 의 URL 주소 클릭

 http://www.tdx.cat/advance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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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학위논문 DB – TDX

제목 클릭, 원문다운은 상세보기에서

 partnership of research libraries and library 
consortia who are working together to 
improve global access to European research 
theses

 유럽의 28개국 587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644,623건의 무료 학위논문 검색/제공 DB

 제공기관 : NDLTD (Networked Digital Library 

of  Theses and Dissertations)

 검색 : 개인 회원 가입 없이 이용 가능

 무료 원문이용 : 
자료 상세보기 -> Identifier의 URL주소 클릭

 http://www.dart-europe.eu/basic-search.php

11

3. 국외 학위논문 DB – European Theses

필터 기능

제목 클릭, 원문다운은 상세보기에서

 open access graduate theses and dissertations 

 세계 1100여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자료의 3,014,849개 인덱스
제공

 자료 제공 대학 및 레포지터리 정보 확인
https://oatd.org/oatd-publishers.html

 검색 : 개인 회원 가입 없이 이용 가능
고급검색에서 제목/저자/초록/기관명/
주제어/학과별 단위로 검색 가능

 무료 원문이용 : 검색 후 개별 자료의 URL
주소를 클릭하여 이동

 서지정보 내보내기 가능 : 
Cite -> Endnote
Share -> Mendeley

 https://oat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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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학위논문 DB – International Theses

필터 기능

무료 원문이용: URL 주소 클릭

http://ethos.bl.uk/Home.do
http://ethos.bl.uk/Home.do
http://ethos.bl.uk/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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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으로 국내 · 외로부터 자료 입수 가능상호대차 / 원문복사

서비스 주관기관 이용 방법

원문복사

- RISS http://www.riss.kr
국내자료 : 개별 자료의 원문복사 클릭
국외자료 : E-DDS로 신청, 비용지원 받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관이용자로 회원가입
→ 상호대차실 인증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FRIC

메뉴에서 신청

→ 상호대차실에서 자료
수령 및 후불 결제

타기관
도서대출

-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림대 도서관 자료 대출 가능

- 석사과정 이상(단, 한림대는 전임교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FRIC
→ 국내 타기관 도서대출

상호대차

- 미국 OCLC (FirstSearch)
- 일본 NDL (일본국회도서관
- 중국 CALIS (중국대학 소장자료)
- 독일 SUBITO
- 미국 MEDLARS (NLM소장자료 PDF

제공, PubMed에서 바로 Order 가능)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FRIC
→ 국외원문복사·대출

4. 원문입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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