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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보 검색 방법  



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이해!  
STOR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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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이해!  
STOR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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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이해!  
STORY 
FIRST 

e-Resource  현황 

Database  (e-journal+e-book+기타) 
- 190여종 데이터베이스 
- 직접검색, 이름별(by title), 주제별(by subject) 검색 제공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정보, 링크정보, 이용안내 제공 
- Database에 특화된 다양한 메뉴 제공 
  (Starting Point, Favorite DB, DB 교육 VOD 등) 

e-Journal 
- 국내외 10만여종 학술지 원문 이용 가능 
- 여러DB에 수록된 저널의 경우 하나의 레코드에 다양한  
  링크 제공 
-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제공 
- Paper 소장의 경우 권호 정보까지 연계 가능 

e-Book 
- 국내외 58만여종의 e-Book 제공 
- e-Book마다 이용방법이 상이하므로 숙지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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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이해!  
STORY 
FIRST Database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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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이해!  
STORY 
FIRST DB 검색 중 SFX 기능 

Database간 링크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이용 권한 있는  
원문(Fulltext) 또는 관련 정보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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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cholar에서 SFX 연결 방법 

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이해!  

STOR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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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이해!  
STORY 
FIRST e-Resource  학외접속(Proxy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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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DATABASE 
STORY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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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술지 논문(원문제공)  

DATABASE 
STORY 
SECOND 

DBPIA 

• 국내 발행 학술지 원문 제공 
 
• 콘텐츠 제공 현황  
  - 전자저널: 2,000여종  
  - 논문: 190만 여건 
  - 전자책: 18,000여 건 
  - 참고자료∙사전: 30,000여건 
  - 웹DB: 38,000여건  
  
• 편리한 부가기능 모음 
 
• 누리미디어 제공 

KISS 

• 국내 발행 학술지 원문 제공 
 
• 콘텐츠 제공 현황 
  - 간행물: 1,900 여종 
  - 논문: 120 만여건 
  - KCI등재(후보지): 800 여종 
  - 해외등재 학술지: 60 종 
 
• 조선일보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1920년~현재) 
 
• 한국학술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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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술지 논문 (원문제공) 

DATABASE 
STORY 
SECOND 

E-Article 학지사(Newnonmun) 

• 국내 발행 학술지 원문 
 

• 국내 60 여개 학회지의 
  논문검색 및 원문 제공 
 
• 교육, 유아교육, 특수 
  교육 포함 
 
• 학지사 제공 

• 국내 발행 학술지 원문 
 

• 국내 500 여개 발행기관 
  의 800 여종의 간행물 
  
• 학술교육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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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육원 e-Article 



[한국학, 한국사] 

DATABASE 
STORY 
SECOND 

동방미디어 

• KoreaA2Z 
 

• 한국학, 문화, 역사 및  
  동양학 관련 디지털 콘텐츠 
  수록 
  
• 사전, 디지털 문화예술강좌, 
  동양고전, 한국고전, 역사 
  등 한국학 관련 원문 
 

• 1998년 ~ 최근  

KRPIA 한국 역대문집총서 

→ 각종 고서 원문 
    (삼국유사, 삼국사기, 경국대전 등등) 

• 한국의 지식콘텐츠 
 
• 누리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한국학 Database 
 
• 역사, 예술, 한국문화 등의 
  8개 주제분야에 대한 다양 
  한 콘텐츠 수록 
 
•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 
  사, 목민심서, 대전회통,  
  고문진보 등 포함 

• 한국학 종합 Database 
 

• 3천권 이상의 국내 최대의  
  온라인 문집 서비스 
 
 - 한국역대문집총서 
 - 한국지리풍속총서 
 - 한국문집총간 
 - 국역『고려사』 
 - 한일관계사료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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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bmedia.co.kr/
http://www.krpia.co.kr/
http://www.kdatabase.com/


[신문, 법률, 북한]  

DATABASE 
STORY 
SECOND 

조선일보 아카이브 

• 1920년 창간호부터 현재 
  까지의 조선일보 260만  
  여건 신문 기사 검색 가능 
 
• 일자별 신문지면(PDF)  
  보기 기능 제공 
 

• 1920-1989년 기사 
  :제목,주제어,기고자 검색 
  1990년 이후 기사 
  : 본문 검색 지원 
  1996년 이후 기사 
  : 기사유형별, 면종,  
    지역 등 고급검색 가능 
 

• KISS에서도 이용 가능 

로앤비 북한 관련 

• 국내 판례 및 법령 정보 
  일본 판례 및 법령 정보  
  기타 기업법무 사례 
  생활 법률 사례 제공 
  법조 정보 제공  
 

• 수록년도 : 1998년-최근 

• 북한 학술정보  
  - 북한 고생물화석 DB 
  - 북한 금강산 DB 
  - 북한 백두산 DB 
  - 북한 법률 DB 
  - 북한 중앙역사박물관 DB 
  - 북한 지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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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책 요약]   

DATABASE 
STORY 
SECOND 

교보 E-Book 북큐브 

KSI ebook BookRail 

• 도서관 계정 로그인 후 이용 
• 교보문고에서 발행하는 국내 
  전자책 4,082종 
•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이용가능 

• 도서관 계정 로그인 후 이용 
• 북다산지앤지 발행 국내 전자 
  책 2,998종 
• 스마트폰에서 이용가능 

• 학외이용 가능 
• 대출 절차 없이 직접 열람 
 

• 한국학술정보 발행 전자책 
   2,000여 종 이상 

• 학외이용 가능 
• 누리미디어 발행 국내 단행본 
   1,300여종 
• 스마트폰에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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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통합검색] 

웹 정보원 
STORY 
SECOND 

RISS NDSL 

• http://riss.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전국 대학도서관 소장 단행본 
  학술지,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등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 
 

• 기관 이용자로 회원가입 
 - 협력기관 자료 무료 열람 
 - 문헌복사서비스 
    타기관 소장 학술지 복사 비용지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자료 무료 

• http://www.ndsl.kr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에서 제공 
 

•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동향분석 등 제공 
 

• 기관 이용자로 회원가입 
 - 협력기관 자료 무료 열람 
 - 문헌복사서비스 
    타기관 소장 학술지 복사 비용지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자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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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 링크 

http://riss.kr/
http://nd니/


[국회, 국립중앙도서관 

웹 정보원 
STORY 
THIRD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http://www.nanet.go.kr 
• 국회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 
 

•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등 
  원문 자료 검색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지못한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원문 제공이  
  불가능, 원문 열람은 국회도서관  
  직접 방문 또는 협정기관 PC 이용 
 

• 협정기관은 국회도서관 전용 PC 
  에서 자료 원문 열람 및 출력 가능 
  (4층 정보검색실 내 전용 PC 비치) 

• www.nl.go.kr / http://dibrary.net 
•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통합 검색 
 

• 소장정보 : 국중 소장자료 검색 
 

• 종합목록 : KOLIS-NET, KORCIS  
 

• 연계정보  
 -국가지식자원, 국가기록물 
   문화콘텐츠, 네이버전문정보 
   해외공개학술자료, NDSL 과학 
   기술정보, RISS 학위논문 등 
 

• 협정기관 자료 원문 열람 및 출력 
  (4층 정보검색실 내 전용 PC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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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SECOND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 링크 

http://www.nanet.go.kr/
http://www.nl.go.kr/
http://dibrary.net/


[신문, 고신문] 

웹 정보원 
STORY 
THIRD 

미디어가온 

• http://www.kinds.or.kr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대 뉴스 전문 통합 검색원 
 
• 1990년 이후 서울지역 종합일간 
  지, 서울지역 외 일간지(25개),  
  경제일간신문(6개), TV 방송 뉴스 
  (3개), 인터넷 신문(9개), 영자일 
  간지(2개), 지역주간신문(5개),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 신문 포함 
  1,200만 건 기사 DB 구축 제공 
 
• 1960-1989년 신문 이미지 파일  
  DB,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 http://newslibrary.naver.com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 
  겨레  (1920-1999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서비스 
 
• 이미지형, 요약형, 제목형, Top 
  기사를 연도별, 월별로 구분하여 
  검색 
 
• 원문을 한글 변환 가능한 텍스트  
  보기 및 스크랩 기능 제공 
 
 

네이버 디지털뉴스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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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SECOND 

http://www.kinds.or.kr/
http://newslibrary.naver.com/


[신문, 고신문] 

웹 정보원 
STORY 
THIRD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역사정보센터로서 국사편찬 
  위원회 운영하는 역사포털시스템 
 
• 참여기관(전문정보센터)의 원문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정보검색 
 
• 원문텍스트나 이미지는 URL에  
  의해 전문정보센터로 직접 안내 
 

• 디렉토리서비스-> 편년자료서비스 
• 편년자료->근현대신문->연대별 분류 
• 근현대 신문검색->신문명 선택 후 검색  
• 키워드 검색->원문 가능 사이트 연결 

• https://search.i815.or.kr/Main/Main.jsp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 시스템 
 
• 국민보, 단산시보, 대공보, 대한 
  매일신보, 독립신문 등 16종  
  원문 수록 
 
• 독립운동 유적지 및 독립운동가 
  열람 메뉴 제공 
 
• 원문정보 디렉토리->신문류 
• 신문자료 리스트->결과내 재검색  
  및 발행연,월,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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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SECOND 

http://www.koreanhistory.or.kr/
https://search.i815.or.kr/Main/Main.jsp


[각종 사이트]   

웹 정보원 
STORY 
SECOND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영상자료원 Sports Korea 

• http://memorykorea.go.kr 
• 문화재청에서 중요전적문화재 
  (국보 57건/보물 553건/시도 
  유형문화재 206건/중요민속자 
  료 93건)에 대해 디지털화 제공 

• http://koreafilm.or.kr 
• 한국영화 작품정보, 인명정보,  
  이미지, 기사, 평론, 시나리오, 
  도서 등의 정보 검색 가능 
• 주제별 컬렉션 코너를 통해 
  테마별 영화 정보 제공 

• http://askkedi.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전자도서관 
• 교육과정자료(1차~현재), 
  교육부 발행 교육과정 및 해설서, 
  교과서(개화기~ 8천여권 원문화) 
  등 교육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국가기록유산 

• http://www.sportskorea.net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련 정보원 
 

• 1920-1940년대 체육관련 동아일보 
  신문기사(대한민국체육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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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orykorea.go.kr/
http://koreafilm.or.kr/
http://askkedi.kedi.re.kr/
http://www.sportskorea.net/


중 국 

DATABASE 
STORY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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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술지,  학위논문(원문제공)  

DATABASE 
STORY 
THIRD 

• 중국지식기초설비공정에서 발행한  
  중국 전자저널 및 학위논문 서비스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 
  structure) 
 
• 총 9개 주제분야 文ㆍ史ㆍ哲 
 (Literature/History/Philosophy)  
 社會科學, 敎育學 분야만 원문제공 
 
• 수록범위: 1994 ~ 최근 
 

• Login-Session-Time 을 10분으로  
  제한 

CNKI-CAJ, CDMD  

 
 

• 대만, 홍콩 학술저널, 학위논문,  
  프로시딩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만 원문 제공)  
  
 
• Core 전자저널: 총 2,970종 
 
• 수록범위: 저널마다 다름 
   
 
 

Airiti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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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DATABASE 
STORY 
THIRD 

• 총 3,460종 36,000권(79,000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중국 백과사전 
 
• 판본: 문연각 사고전서 영인본 
 

• 동시이용자수: 3명 
 
 
 
 
 

사고전서 CNKI-CDM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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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발행 
 

• 국보 제151호, UNECO ‘세계기록 
  유산’ 조선왕조실록의 국역판 

  
•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선진, 한대 
   까지의 제자백가의 고전 28편의 
   한문원전 수록 
 
• 북경 중화서국에서 출판한 “諸子 
   集成”(1950년판) 에 의거  

제자집성 

조선왕조실록(국역) 



중국사  

E-Book 
STORY 
THIRD 

• 선진시대부터 중화민국시대까지의 
  중국도서 10,000종 17만 책 제공 
 
• 계정 
  - 服務器 : 147.46.182.190  
  - ID: User 
  - PW: User 
 
•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검색 
 

• 동시이용자: 5명 
 

• 학외접속 이용 불가 

중국기본고적고 

• 명대 태조부터 희종까지의 실록과 
  청조 태조부터 덕종까지의 27종 7,366 
  책 제공 
 
• 계정 
  - 服務器 : 147.46.182.190  
  - ID: User 
  - PW: User 
 
•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검색 
 

• 동시이용자: 5명 
 

• 학외접속 이용 불가 

명청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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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장자료 검색 
STORY 
THIRD 

• 중국의 600여 개 대학도서관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및 학술지의 검색/문헌복사 신청 
  서비스로 RISS(한국학술정보원)를 통해 이용 가능 
 
• 검색 방법 
   - 로마나이지 검색가능, 번체         간체자 상호 검색 불가 
 
• 이용방법 
   - RISS  Service Quick Link  중국자료검색  자료검색  복사신청(유료)  
 

 
 
 

  CALIS (China Academ ic Library & Inform 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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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웹 정보원 

STORY 
THIRD 

• http://www.hkbu.edu.hk/lib/elec 
  tronic/libdbs/dol.html 
 

• 홍콩 소재 7개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Technology Library 
    - Lingnan  University Library 
    - University of Hong Kong   
      Libraries (HKU)  세 곳의 논문은  
      무료 열람 가능 
 

DTC  
Dissertations and Theses Collections 

• http://hub.hku.hk/advanced- 
  search?field1=title&thesis=1 
 
• 1941년 이후 인문, 예술, 교육, 사회과 
  학, 의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수여된 
  홍콩대학의 학위논문 18,043건에 대한 
   서지 정보제공 
 
• 16,630건의 원문이 전자형식으로 제공 
   되며, 연구 목적에 한해 무료 열람 
 

CNKI-CDM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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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UTO  
(Hong Kong University Theses Online) 

http://www.hkbu.edu.hk/lib/electronic/libdbs/dol.html
http://www.hkbu.edu.hk/lib/electronic/libdbs/dol.html
http://hub.hku.hk/advanced-search?field1=title&thesis=1
http://hub.hku.hk/advanced-search?field1=title&thesis=1


일 본 

DATABASE 
STORY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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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학협회 

상업출판사 

국가 기관 

…… 

…
 

…… 

01 
일본 전자저널  
서비스 현황 

http://www.islib.jp/index.html


일본  

웹정보원 

  
 

•  http://ci.nii.ac.jp/ 
 

• 일본 최대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  
   - 일본의 학ㆍ협회 및 대학에서 발행하는 연구 
      논문, 조사보고서 등의 정기간행물, 국립국회 
      도서관의 잡지기사 색인 등 학술논문정보제공  
   - 원문(full-text)및 인용색인 정보 
 
• 정보제공 
  - 약 1,600만 건 이상의 학술논문 수록 
  - 약 380만 건 이상의 원문 제공  
 
• 인문사회분야가 대부분 수록 
  (최근 과학기술분야도 늘어나는 추세) 

Ci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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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FORTH 

• http://www.jstage.jst.go.jp 
 

 
• JST에서 제공하는 원문데이터베이스로서 
  Science Technology 분야 
 (의약학분야포함) 의 원문(full-text) 을 제공 
 
• 정보제공 
 - Journal: 1,700여종 
 - Proceedings: 120여종  
  
• 과학기술분야가 대부분 수록 
  (최근 인문사회과학분야도 늘어나는 추세) 

 
 

J-STAGE 

http://ci.nii.ac.jp/
http://www.jstage.jst.go.jp/


   http://ge.nii.ac.jp/ 
일본  

웹 정보원 
STORY 
FORTH 

CiNii Articles 
 - http://ci.nii.ac.jp/ja 
 - 일본 최대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 

CiNii Books 
 - http://ci.nii.ac.jp/books/?l=ja 
 - 일본 대학도서관 단행본 데이터베이스 

KAKEN 
 - http://kaken.nii.ac.jp/ 
 - 과학연구비보조금 데이터베이스 

JAIRO 
 - http://jairo.nii.ac.jp/ 
 - 학술기관 리포지터리 포털 

http://ge.nii.ac.jp/
http://ci.nii.ac.jp/ja
http://ci.nii.ac.jp/books/?l=ja
http://kaken.nii.ac.jp/
http://jairo.nii.ac.jp/


일본  
웹 정보원 

 
• 일본의 대학도서관 및 기관(110여 개)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및 학술지의 
  검색/문헌복사서비스로 RISS를 통해  
  이용 가능 
 
• 검색방법   
   - “다국어 입력기”를 이용하거나 한글,  
       워드프로그램 등에서 일본어로 작성 
       한 후 복사하여 붙여 넣기를 통해 입력 
 
• 이용방법 
  - RISS  Service Quick Link  일본자료 
    검색  일본대학소장자료 
   ※ 기관마다 다름. 보통 장당 복사비(35엔)   

 

일본대학소장-NII 

• http://opac.ndl.go.jp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자료대출 또는 원문복사 제공 
 
• 이용방법 
 - NDL홈페이지  소장자료검색   
   4층 상호대실에서 사서대행서비스  
   (직접방문, 이메일, 전화가능) 
 

CNKI-CDM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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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립국회도서관 

STORY 
FORTH 

http://opac.ndl.go.jp/


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STORY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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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에 따른 검색 방법 

자료유형 국내 해외 
단행본 서울대도서관, RISS, 국립중앙도서관 OCLC WorldCat 

학위논문 서울대도서관, RISS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DDOD(박사) 
PQDT(석박사) 

학술지논문 서울대도서관(저널명) 
국내 Database 
  - RISS 
  - Dbpia 
  - KISS 
  - Newnonmun 
  - 교보문고 스콜라 
  - e-article 
    

국외 Database 
  - 인용문헌 DB 
     (Web of Science, Scopus,..) 
  - 해당주제 전 분야 DB 
     (예, 교육학 ERIC, ERC,..) 
  - 해당주제 전문 DB 
     (예, 체육교육 PEI,..) 
  - 전 주제 분야 DB (ASC, Jstor,..) 
  - 관련 주제 분야 DB 
     (예, 심리학 PsyArticles,..) 

신문 미디어 가온(KINDS) 
네이버 디지털뉴스 아카이브 

Newspaper Source Plus, 
Westlaw Campus News 

통계 KSDC(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OSSDA(한국사회과학자료원) 

ICPSR 
U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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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STORY 
FIFTH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DDS! 

우리 도서관 소장 자료 여부 확인 
우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 또는 ‘e-Resource’를 
활용하여 자료소장, 원문제공 여부를 확인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협약기관 열람 확인 

우리 도서관 미소장 자료일 경우, 국내 원문복사 신청 
1. RISS 또는 NDSL 회원 가입 : 반드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관 이용자로 설정 
2. 기관 이용자 인증 신청(상호대차실 이메일 또는 전화) 
3. RISS 또는 NDSL에서 자료 검색 
4. 국내 원문복사 신청 
5. SMS 또는 이메일로 자료도착 알림 수신 
6. 자료 수령 및 비용 납부 (4층 상호대차실) 
※ 10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자료 무료(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분야 지원센터) 
※ 국내 타기관 소장 학술지 복사 비용지원 

 
 
 

국내에 자료가 없는 경우 해외로 신청 
자세한 이용 안내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연구지원 > 상호대차 · 원문복사 > 국외 상호대차 · 원문복사 

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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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FIFTH 



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자료 검색 후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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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FIFTH 



•  

• 세계 최대의 온라인 종합 목록 데이터베이스  

• 전 세계 72,000개 이상의 회원기관,  470여 언어, 2억5천만여 건의                                                                  

  서지 레코드 수록(2012년 2월) ) (단행본 Chapter명으로도 검색 가능)  

• 자료형태 : Books, Serials, Articles, Visual Materials, Maps,  

   Scores, Sound Recordings, Computer Files, Internet  Resources 

• 수록년도 : BC 11세기 ~ 현재 

•  ILL 서비스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제공 

• 수록 언어 분포 

English

French

Portuguese

Latin
Italian

ChineseRussian

German

Spanish
Japanese

OCLC World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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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STORY 
FIFTH 

http://newfirstsearch.oclc.org/FSIP;dbname=WorldCat


                 국외 상호대차 신청  

기본검색: 키워드, 저자, 제목, ISBN, 연도 등 검색 

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STORY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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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상호대차 신청  
 

복사신청서  작성 

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STORY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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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호대차 신청 
A. 영문성명 
B. 가장빨리 연락받는 전화 
C. E-mail 
D. 자료가 필요한 만기일 
E. 지불 최대금액 
F. article 신청시 상세정보 
G. 신청 제출 

A 

C 
B 

D 
E 

F 
G 

국외 상호대차 신청 
ILL(Interlibrary Loan) 신청 – 이용자정보, 서지정보 입력 

정보 검색 

방법 및 활용 
STORY 
FIFTH 

39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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