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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원 이용_학술 Database�접속 방법

알파벳, 가나다순 정렬

DB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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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원 이용_학술 저널 접속 방법

알파벳, 가나다순 정렬

저널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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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창 종료시까지 이용가능하며,��90분동안페이지 이동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1.�정보원 이용_학외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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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ISS�/�http://www.riss.kr/index.do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통합검색 플랫폼

•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소장하는 학술자원 검색 서비스 제공

• 자료유형: 국내 학외논문, 내국인 해외취득 박사논문, 국내외 학술저널, 
대학강의자료(KOCW) 등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통합검색 플랫폼

•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소장하는 학술자원 검색 서비스 제공

• 자료유형: 국내 학외논문, 내국인 해외취득 박사논문, 국내외 학술저널, 
대학강의자료(KOCW) 등

기본검색
: 키워드 입력방식의 검색기법
(찾고 싶은 자료의 서명, 저자, 발행처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② 원하는 자료유형을 선택 후 검색

① 검색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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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ISS

상세검색
: 검색방법(키워드, 전방/완전일치), 검색항목, 발행년도, 자료유형 등 설정

⑤ 원하는 자료유형을 선택 후 검색

① 검색방법 선택

② 검색항목
선택

④ 불리언
연산자
선택

③ 검색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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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DSL�/�http://www.ndsl.kr/index.do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제공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플랫폼

• 논문 · 특허 · 보고서 · 동향 · 표준 · 사실정보 등 약 1억 건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 및 콘텐츠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 제공
(http://report.ndsl.kr/jsp/aboutndsl/contents/scholar01.jsp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제공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플랫폼

• 논문 · 특허 · 보고서 · 동향 · 표준 · 사실정보 등 약 1억 건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 및 콘텐츠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 제공
(http://report.ndsl.kr/jsp/aboutndsl/contents/scholar01.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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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Bpia(누리미디어)�/�http://www.dbpia.co.kr

• 자료유형: 국내 학술저널, Conference Proceedings, 전문잡지, 전자책, 
웹DB 등

• SCI급 저널 포함 약 1,900종의 학술저널 서비스

• 자료유형: 국내 학술저널, Conference Proceedings, 전문잡지, 전자책, 
웹DB 등

• SCI급 저널 포함 약 1,900종의 학술저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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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ISS(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 자료유형: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학 및 학회 등 1,200여개 발행기관의
학술지 1,775종의 창간호부터 최신호 원문

• 제휴 콘텐츠: 국가지식정보사업, 공공저작물

• 뉴스 콘텐츠: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카이브, MBC 아카이브

• 자료유형: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학 및 학회 등 1,200여개 발행기관의
학술지 1,775종의 창간호부터 최신호 원문

• 제휴 콘텐츠: 국가지식정보사업, 공공저작물

• 뉴스 콘텐츠: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카이브, MBC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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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보문고 스콜라 /�http://scholar.dkyobobook.co.kr/main.laf

• 자료유형: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회지, 연구기관 보고서, 대학간행물, 
전문상업지, 정부간행물 등 약 600여 종의 원문 제공

• 공공기관과 제휴하여 800여 개 학회 및 연구소의 논문 150만여 편을 무료
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 자료유형: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회지, 연구기관 보고서, 대학간행물, 
전문상업지, 정부간행물 등 약 600여 종의 원문 제공

• 공공기관과 제휴하여 800여 개 학회 및 연구소의 논문 150만여 편을 무료
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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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지사 뉴논문/�http://www.newnonmun.com/

• 자료유형: 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심리학, 사회복지학, 여가학 등 사회과
학분야와 중국문화, 구비문학,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인문학과 습지학, 탄소
학 등 공학분야와 경호학 등 60여개 학회지의 논문검색 및 원문 제공

• 자료유형: 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심리학, 사회복지학, 여가학 등 사회과
학분야와 중국문화, 구비문학,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인문학과 습지학, 탄소
학 등 공학분야와 경호학 등 60여개 학회지의 논문검색 및 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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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술교육원 e-Article�/�http://www.earticle.net/

• 총류, 철학, 종교,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모
든 학문분야의 520여개 국내학회 및 학술단체에서 발행되는 저널 800여종
의 원문 제공

• 총류, 철학, 종교,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모
든 학문분야의 520여개 국내학회 및 학술단체에서 발행되는 저널 800여종
의 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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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언론진흥재단 KINDS�/�http://www.kinds.or.kr/

• 서울지역 종합일간지, 25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6개 경제일간신문, 3개 TV방송
뉴스, 9개의 인터넷신문, 2개 영자일간지, 5개 지역주간신문,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
신문 등을 포함한 1,200만 건의 기사DB구축

•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각종 전문지 검색 가능

• 1960년~1989년 신문의 이미지 파일 DB 구축 및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고신문
검색 가능

• 서울지역 종합일간지, 25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6개 경제일간신문, 3개 TV방송
뉴스, 9개의 인터넷신문, 2개 영자일간지, 5개 지역주간신문,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
신문 등을 포함한 1,200만 건의 기사DB구축

•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각종 전문지 검색 가능

• 1960년~1989년 신문의 이미지 파일 DB 구축 및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고신문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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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http://www.prism.go.kr/

•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및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

• 기관별, 주제별, 진행중인 정책연구 검색 가능

• 최근 완료된 연구 과제 브라우징

•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및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

• 기관별, 주제별, 진행중인 정책연구 검색 가능

• 최근 완료된 연구 과제 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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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1) 저널 아티클 원문 보기

- 신수영. (2013). 최고경영자의 목표성향과 관리행동이 조직구성원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EO goal 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members' learning motivation]. 조직과 인사관리

연구, 37(1), 31-57. 

(2) “노년층의 미디어 교육”을 주제로 국내 대학에서 출판된 학위논문조사

(제목과 초록을 조합하여 상세검색)

(3) “자율주행” 관련 특허 검색

(4)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책연구 보고서 검색

(5) 2000년대 조선일보의 “북한 핵”과 관련한 헤드라인 뉴스 분석에 필요한

기사 수집

(1) 저널 아티클 원문 보기

- 신수영. (2013). 최고경영자의 목표성향과 관리행동이 조직구성원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EO goal 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members' learning motivation]. 조직과 인사관리

연구, 37(1), 31-57. 

(2) “노년층의 미디어 교육”을 주제로 국내 대학에서 출판된 학위논문조사

(제목과 초록을 조합하여 상세검색)

(3) “자율주행” 관련 특허 검색

(4)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책연구 보고서 검색

(5) 2000년대 조선일보의 “북한 핵”과 관련한 헤드라인 뉴스 분석에 필요한

기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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