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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DB 개요

Index (색인)

Abstracts (초록)

Bibliography (서지)

Full-Text (원문)

+

=

=

서지/초록
Database

원문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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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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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학위논문 DB - 서울대학위논문

제목, 저자, 학과, 지도교수 로 자료검색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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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회도서관



세계 유일의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DB 해외 박사학위논문 원문서비스

전 학문 분야별

Top Ranking School 에서 수여된

박사학위논문 원문 DB

원문 24페이지 무료 조회 가능(1997년 이후
자료), 원문은 비용 지불 후 이용 가능

서지, 초록, 원문 전체

다운로드 가능
원문이용

북미, 유럽, 아시아 주요 대학(약 1,500여 개)의
석/박사학위 논문 검색

제공내용

MIT 대학 학위논문은 직접 MIT대학 Dsapce@MIT에서 열람(무료) 및 출력(유료)(http://dspace.mit.edu/)

1861년 ~ 현재

(약 270여만 건의 색인/초록 제공)

1999년 ~ 현재

(약 110,000여 건)
제공범위

전 주제분야전 주제분야주제분야

PQDT
(ProQuest Digital Dissertations and Theses)

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PDU

 PDU = DDOD (박사학위) + PQDT (석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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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학위논문 DB - 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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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학위논문 DB - PDU

분야별 탑랭킹
학교 선택하여

추천논문 브라우징

무료원문 제한 or
박사학위논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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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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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원문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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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대차원문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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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대차원문복사
→ 국외원문복사 · 대출

4. 원문입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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