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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서관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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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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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만권  
이상의 단행본 

21만종 이상의 
비도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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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종 이상의 

Database 

10만종 

이상의 전자저널 

47만종 

이상의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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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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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검색                            

Database 검색 –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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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                            

알파벳, 가나다순 정렬                            

DB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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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검색                            

Database 검색 –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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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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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ournal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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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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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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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접속(Proxy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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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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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학술지 원문 제공서비스 
   - 전자저널: 1,900 여종, 논문: 180만 여건, 전자책: 14,000 여건 
  편리한 부가기능 제공 
  누리미디어 제공 

  국내 학술지 원문 제공서비스 

    - 간행물: 1,700 여종, 논문: 130만 여건, KCI 등재(후보) 800여종  

  조선일보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1920~현재) 

  한국학술정보 제공 

국내 DB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http://www.dbpia.co.kr/
http://kiss.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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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B  

 

 

 

  500여개  국내학회 및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800여 종의 원문제공 

  주제분야 : 전 주제 

 

   

 국내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원문 정보원 
 유아교육, 특수교육, 심리학 등 60여 개 학회지의 원문 제공 

14 

학지사(NEWnonmun) 

학술교육원 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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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B 

한국의 지식콘텐츠(KRpia) 

 누리미디어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Database 

 역사, 예술, 한국문화, 등의 주제분야에 대한 200여 종의 콘텐츠 수록 

 고려사, 삼국유사, 대전회통  등 포함 

15 

한국현대사 데이터베이스 

 한국현대사 통합 Database  

 다양한 역사관련 전문기관의 원문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검색된 자료의 원문은 링크를 통해 해당 전문정보센터로 이동하여 이용 

http://newfirstsearch.oclc.org/FSIP;dbname=PapersFirst
http://newfirstsearch.oclc.org/FSIP;dbname=PapersFirst
http://www.kr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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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세요 !! 동방미디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학술  DB 
⇒ 동방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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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을 시간이 부족 하시다구요? 북집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학술  DB 
⇒ 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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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전국 4년제 대학 100% 가입 
  - 학위논문 120만여건, 국내학술지 논문 300만여건,  단행본 800만여건 
 

• 학술지 검색 / 문헌복사 서비스 
  - 회원가입 후, 이용자 인증  
  - 페이지수 X 70원(단, 학술지 논문 무료) , 배송료 부과 
 

• E-DDS 서비스 (RISS 해외논문 구매 비용지원) 
  - 지원기간 : 2015.1.19(월) - 2015.12.11(금) 
  - 지원대상 : 해외논문구매대행(E-DDS) 비용지원 서비스 기등록 및  
                  신규등록 이용자(교수, 대학원생에 한함) 
    - http://catmgt.riss.kr/edds/help/guide.html 

RISS(웹 DB) 

18 

http://catmgt.riss.kr/edds/help/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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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등의 원문 자료 검색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지 못한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원문제공이 

  불가능하며 원문서비스는 국회도서관 직접 방문하거나 협정기관 PC 이용 

 

 원문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지원서비스 제공 

 

 협정기관은 국회도서관 전용 PC에서 자료의 원문 열람 및 출력 가능 

   (4층 정보검색실내 전용PC 비치)   

국회전자도서관(웹 DB)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서비스 http://www.nanet.go.kr/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서비스(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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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통합 검색 
 
  소장정보 :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종합목록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KOLIS-NET) 
   - 한국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 (KORCIS)  
 
  연계정보  
   - 국가지식자원, 국가기록물,  문화콘텐츠, 네이버전문 정보, 해외공개학술자료, 
      NDSL 과학, 기술정보, RISS 학위논문 등 
 
  협정기관 자료 원문 열람 및 출력  (4층 정보검색실 내 전용 PC 비치) 

국립중앙도서관(웹 DB)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 http://dibrary.net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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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외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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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ㆍ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 등 원문제공 

      - Cover to cover(원본의 커버, 광고 등 포함한 원본 그대로의 스캔)방식으로 구축된 

        원문제공 

- 과거 Back issue를 주로 제공 

 ※ Moving Wall : 출판사에서 정한 최신호  저널 수록 지연 기간 

국외 DB  

J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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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영문학 분야 DB로써 8세기부터 현대까지 시, 소설, 희곡 35만편, 3백여 종의  

    영문학 저널, 이외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 

  - 영미문학 2차 문헌 및 참고자료:  비평, 에세이, 전기, 문헌정보, 참고자료 

     (17,500명 작가 제공, 4,100명 이상 작가 전기, Poets on Screen : 896편의  현대  

      유명, 작가의 시낭송 동영상 자료,  The Annual Bibliography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BELL)) 

   - MLA 구독 시 LION/ABELL과 교차검색지원 

 

 

 

국외 DB  

LION (Literatur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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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제 분야 영문/비영문 인쇄본 자료(작품집, 단행본, 연구note, 연설문 등)  

    (English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Linguistics, Theology, Music, Fine Arts,  

     Education, Mathematics, Science) 

  - 현존하는 최대 Middle Ages Collection 데이터베이스 

  - 1470 ~ 1700년 동안 영어문화권에서 발행된 책자 125,000여권의 원문제공 

 

 

 

국외 DB  

E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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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 사회 분야의 주요 저널의  초판부터  제공하는 Database 

  - 제공 언어 :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국제적인 자료 제공, 20%) 

   - Cover to Cover : 커버, 기사 본문 이미지,  광고, 색인을 모두 제공 

 

 

 

    

 

 

국외 DB  

 
PAO(Periodicals Archive Online) 

 

 
Project Muse 

 

   - 주제분야 : 순수예술, 문화, 언어, 문학, 역사,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600여 종의 원문 제공 

   - 갱신주기: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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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제 분야 / 원문 제공 
 주요저널 12,000여종의 색인, 초록정보와 약 8,000여종의 원문 제공 
 수록년도 : 1990 ~ 최근 
 Html형식 Fulltext의 경우, 번역 및 Text to speech 서비스 제공 
※ Embargo(원문 이용 지연 기간) : 3~12개월로 다양 

국외 DB  

Academic Search Complete(ASC) 

• 주제별 저널 수록 현황 :  

Arts(2.16%) 

Humanities(14.84%) 

Social Science(37.35%) 
Business(2.55%) 

General Science(14.25%) 

Applied Science 

(13.6%) 

Medicine(1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 27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 역사분야의 저널, 학위논문,  참고문헌 등 제공 

 1450~현재까지 군사, 여성, 교육의 역사자료 제공 

 
 

 
   

국외 DB 

 철학 / 색인, 초록 제공 
 Philosopher's Information Center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철학 정보원 
 50개국 680여종 저널에 대한 색인 포함 
 동시이용자수 : 1명 

Philosopher’s Index 

Humanities International Complete Humanities International Complete 

Philosopher’s Index 

Historical Abstracts with Full Text Historical Abstracts with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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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학 분야 / 색인, 초록 제공 
 선사시대 이후 미국 및 캐나다 역사에 대한 정보원 
 수록년도 : 1964 ~ 최근 
 약 1,700여종 저널 색인 제공 

국외 DB  

 사회·역사학 분야 / 색인, 초록 제공 
 수록년도 : 미국 남북전쟁 前 ~ 미국 재건시기 
 19세기에 출판된 책 약 1만여권과 학술지 논문 약 5만여건 제공 

America : History & Life 

MOA (Making of America) 

America : History & Life with Full Text 

MOA (Making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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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 2013/14년 회기까지의 영국 하원 의회 법령집 
 의회 문서로 법안의 초안, 의회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 결정된 사항의 지       
  시 전달하는 정부 문서 포함하여 약 1,100만 페이지 문서 제공 
 산업혁명, 민주주의 발달, Marx, Dickens 등과 관련된 서양사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문서 제공 

국외 DB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예술, 사회과학과 관련된 17~20세기(1681 – 1937년)  
     사이의 472종 영국 정기 간행물(저널/매거진) 원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최초 마이크로필름 릴(reel)로 구성된 컬렉션의 디지털 버전 
 전 세계의 100여 개 이상 도서관에서 원본을 발굴하여 제공 

(HCPP) House of Commons Parliamentary Papers 

British Periodicals 

(HCPP) House of Commons Parliamentary Papers 

British Perio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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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DB  

 National Security Archive(국가기록보존소)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위치한 독립적인 비 정부 연구 기관으로, 1967년 시행된 정보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라 기밀 해제된 문서를 수집, 출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편집한 개별 컬렉션은 많은 부분이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로서,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정보에 대해 유기적 탐색이 가능하며,  
  지난 세기를 지내온 안팎의 모습을 쉽게 조명 가능 
 
 자료 제공 기간 : 1946년 ~ 현재까지 
 
 제공 자료 : 외교 서한, 회의 기록, 브리핑 자료, 비밀 서한, 기밀 자료, 백악관  
  통신 등등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30 

http://newfirstsearch.oclc.org/FSIP;dbname=Papers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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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DB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에서  

   발행한 중국 전자저널 및 학위논문 서비스 

• 총 9개 주제 중 文/史/哲, 社會科學,  敎育學 분야만 원문이 제공 

 Login-Session-Time을 10분으로 제한 

CNKI-CAJ, CDMD 

31 

Airiti Library 

 

 대만, 홍콩 학술저널, 학위논문 프로시딩 자료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원문 제공  
 Core 전자저널: 총 2,970종 
 수록범위: 저널마다 다름 
 

http://newfirstsearch.oclc.org/FSIP;dbname=PapersFirst
http://newfirstsearch.oclc.org/FSIP;dbname=Papers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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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DB 

중국기본고적고(中國基本古籍庫) 

명청실록(明淸實錄) 

 중국 明代 태조부터 희종까지의 실록과 淸代태조부터 덕종까지의 27종 7,366책 제공 

 계정  

   - 服務器(IP) : 147.46.182.190  

   - ID : user 

   - PW：user (학외접속 불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검색 동시이용자수 5명으로 제한   

 先秦時代부터 中華民國시대까지의 중국도서 10,000종 17만 책 제공 

 계정  

   - 服務器(IP) : 147.46.182.190  

   - ID : user  

   - PW：user (학외접속 불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검색 동시이용자수 5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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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DB 

CiNii 

•  http://ci.nii.ac.jp/ 
 
• 일본 최대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  

   - 일본의 학ㆍ협회 및 대학에서 발행하는 연구논문, 조사보고서 등의 정기간행물, 

     국립국회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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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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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해외 석박사학위논문 DB  전 학문 분야별  

Top Ranking School 에서 수여된 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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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1,440여 개)
의 석/박사학위 논문 검색  

MIT 대학 학위논문은 직접 MIT 대학으로 신청 (http://dspace.mit.edu) 

1861년 ~ 현재  

(약 180여만 건의 색인/초록 제공) 

1999년 ~ 현재  

(약 56,700여 건) 
제공범위 

전 주제분야 주제분야 

PQDT 

(ProQuest Digital Dissertations and 
Theses) 

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PDU 

제공내용 

학위논문-PDU 

전 주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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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LL-DD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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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DDS Service 

 ILL (Inter-Library Loan) : 상호대차 

• 도서관 간 자료 빌려주기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협정을 맺은 다른 도
서관에서 빌려주는 제도 

• Ex) OCLC WorldCat, 타기관 도서대출 서비스 

 

DDS (Document Delivery Service) : 문헌복사서비스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협정을 맺은 다른 협
력기관에 복사 의뢰하여 자료를 제공받는 서비스 

•  Ex) RISS, NDSL, KO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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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서관에 없는 자료? 

• 온라인 신청으로 국내 · 외로부터 자료 입수 가능  상호대차 / 원문복사 

구    분 서비스 주관기관 이용 방법 

국내 기관 
소장 자료  

원문복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http://www.riss.kr 
-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http://www.korsa.or.kr 
-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http://scholar.ndsl.kr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 · 원문복사 · 
FRIC → 국내원문복사   

상호대차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 성균관대 학술정보원 
- 한림대 일송기념도서관 
-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 · 원문복사 · 
FRIC → 국내타기관도서대출 
  

국외 기관 
소장 자료  

상호대차 
/  

원문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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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 · 원문복사 · 
FRIC → 국외원문복사 ·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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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술지 무료 복사 서비스(FRIC)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외국 학술정보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학술연구자들이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0개 대학도서관에 분야별 외국학술

지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모든 연구자들에게 열람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복사 및 우편모금 등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 됨 

38 

E-Mail, FAX, 온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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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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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호대차신청 

         

회원가입 / 문헌복사 이용자 등록 도서관 4층 상호대차실에 이용자 인증 후 문헌복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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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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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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호대차 신청  

42 
 

기본검색: 키워드, 저자, 제목, ISBN, 연도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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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호대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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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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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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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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검색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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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찾아보기>정보 검색 과정 

과제 수행 및 학위논문 제출 필요 

연구 주제 선정 

주제 관련 키워드 설정 

관련 주제 분야 선행연구 조사 

검색결과 중 필요한 원문  

 키워드 
     관련 주제 핵심 키워드를 통한 
     주제 분야의 자료 검색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통해 관련 주제 자료 
    서지정보 확인 

 
 저자 
    저자의 다른 학술 성과물 검색 

관련 정보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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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찾아보기>검색 전략 구축 

내용분석 
주제어(키워드) 

 선택 

주제어(키워드) 
 확장 

검색식 작성 

 

British Library 

British National Library 

British Museum 

BL 

 

 

AND 

OR 

 “British Library 의 역사 대한 선행연구 ” 에 관한 자료 찾기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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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구문검색(“ “) 

     구절 형태로 검색 시 필요 정보만 나오길 원할 경우 인용기호(“”)로 묶어 줌 

     Ex)“educational report”는  “report education”이나 “reports education”(X) 

 

 Wildcard(*) :  

주제 키워드를 표현한 단어 형태가 논문제목에 다양한 형태의 파생어로 쓰일 
경우 관련 검색 결과 모두 찾고자 하는 경우 기본 키워드*  

     Ex) Child* => Child, Children, Childcare 

관련 자료 찾아보기>키워드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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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간 링크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이용 권한 
있는 원문(Fulltext) 또는 관련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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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DB 검색 중 SFX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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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cholar에서  SFX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