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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K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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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I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 :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는 중국의 Digital Resources System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6년 중국
정부와 청화(淸華)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중국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온라인 Publishing Platform을 통해 53개 국가 및 지역 1,500여 기관의

고객과, 중국 내 다양한 산업 분야 2만 여 고객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KN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Group] - 출판사

TKN은 인터넷 출판과 지식 정보 및 자원과 관련 된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
으로, 중국 내 지식, 온라인 출판 및 관련 기술 서비스의 통합 및 보급에
전념하며 출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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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Database

1. 中國學術期刊全文數據庫(CAJ-China Academic Journal) : 중국 전자저널

2. 中国期刊全文数据库-世纪期刊 (CJP-Century Journal Project Archives ) : 중국 전자저널 아카이브

3. 中國 博/碩士論文全文數據庫(CDMD-China Doctor/Master’s Dissertation DB) : 중국 석/박사학위논문

4. 中國重要會議論文全文數據庫(CPCD-China Proceedings of Conferences DB) : 중국 회의자료

5. 中國重要報紙全文數据庫(CCND-China Core Newspapers DB) : 중국주요신문

6. 中國工具書網路出版總庫(CRWO-China Reference Works Online) : 중국 참고정보원

7. 中國年鑒網路出版總庫(CYFD-China Yearbooks Full-text DB) : 중국 연감자료

8. CSYD-China Statistical Yearbooks Full-text DB : 중국통계연감

9. TCMD-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sources : 중의약 데이터베이스

10. National Population Census Database(NPCC) : 중국 인구 데이터베이스

11. Digital collection on China Studies : CNKI eBook

12. CNKI Journal Translation Project (JTP-중/영문 번역 저널) : 중국 영문 저널

13. Great Chinese Dictionary & Kangxi Dictionary (G&K) : 한어대사전&강희자전

14. CEID-China Economy and Information Database : 중국 경제정보 데이터베이스

15. Academic Focus : 중국 영문 저널/영문 번역 저널/ 중국 국제회의자료

1. CNKI 소개 –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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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J [China Academic Journal] 

CAJ(China Academic Journal)는 전자저널을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학
술지 Database입니다.   2,000여 종의 핵심 저널들을 포함하여 총 8,700여
종 이상의 중국에서 발행된 학술 저널을 제공합니다. CAJ는 10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분야들은 168개의 주제와 3,600개의 부주제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CAJ [China Academic Journal] 주제 분야

A. Physics/Astronomy/Mathematics, etc
B. Chemistry/Metallurgy/Environment, etc
C. Architecture/Energy/Traffic, etc
D. Agriculture
E. Medicine/Public Health

※ 기관 별 구독 컬렉션에 따라 제공되는 콘텐츠가 상이합니다.  

F.  Literature/History/Philosophy
G. Politics/Military Affairs/Law
H. Education/Social Science
I.  Electronics/Information Science
J.  Economics/Managements

2. CAJ Contents – CAJ 및 주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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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KI 메인 화면 https://oversea.cnki.net/index/

▶Literature Search: 

Cross-Database/Single-

Database 통해 Subject, 

Keyword, Title, Reference, 

Author, Abstract, Institution 

등 검색 제공

▶Knowledge Element

(Element Search) : 

Reference Works, 

Statistical Data 또는 Index 

로 검색 제공
▶ Citation Search : China 
Citation Database 통해
Cited Author, Cited Title, 
Cited Subject, Cited 
Abstract 등 검색 제공

▶CAJ 바로가기

▶제공 언어:

간체 버전/ 중국
어 번체/ 영어

▶Advanced 

Search: 상세검색
▶Publication 
Search: 출판물 검색

▶CDMD 바로가기

▶CAJ/CDMD 바로가기

▶Subscribed: 구독 품목내 검색

기관명

3. 메인 화면

https://oversea.cnki.net/index/


- 현재 구독 중인 품목 내 검색을 원할 시 꼭 “Subscribed” 브라우징 후 검색

- 그 외 검색 시 구독품목과 상관없이 전체 DB와 컬렉션의 결과 추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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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데이터베이
스/Literature 
Search/Knowledge 
Element/Citation 
Search 등: 
전체 DBs/컬렉션에서 구
독 검색 결과 추출
> 모든 구독/미구독 품목
결과 노출

기관명

▶Subscribed: 현재 구독 중인 품목
내에서 검색 가능한 검색 창으로 이동

4. 검색 방법



- “Subscribed” 검색화면 –현재구독품목내에서만검색

- CAJ: General, Academic 그리고 Magazine에서결과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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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 방법 – “SUBSCRIBED” 검색

▶ “Subscribed”브라우징과
동시에 현 구독 품목에만 자
동 “체크(v)” 표시

▶ :
각 분야별 하위 주제 목록
열람 및 검색 가능

▶검색 필드 입력

▶DB 선택 가능

▶주제 분야 : 
원하는 검색 분야 선
택 검색 또는 분야 목
록 클릭하여 브라우징

▶ Basic Search:
기본 검색

▶ Academic Journal: 
학술지 검색 결과

▶ Magazines: 
비학술지 검색 결과▶ 모든 결과 보기



-CAJ 검색결과는: “Academic Journal”(학술지)과 “Magazines”(비학술지)로나눠져서도출

-검색결과는모든 Source(출처)로부터도출 (예: 동일 Title, 다른 Source – Source 수만큼결과노출)

-위사항은 “Subscribed”, 일반검색, DB별검색등모든검색의결과에해당

9

4. 검색 방법 – “SUBSCRIBED” 검색 결과 창

▶ Academic Journal: 
학술지 검색 결과

▶ Magazines: 
비학술지 검색 결과

▶ 검색 결과 필터

▶ 모든 결과 보기

▶ 다운로드



-Search  Options: “통합검색결과”창또는 “Subscribed” 검색창오른쪽상단위치

-Search Options을통해 데이터베이스와검색결과노출화면을필터및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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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Options:
다양한 검색옵션
선택 가능

▶ Search Range:
데이터베이스 선택

▶ Search Results:
검색결과 노출화면
설정

4. 검색 방법 – “SEACH OPTION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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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검색

▶ Academic Journal: 
학술지 검색 결과

-메인화면>통합 검색(Basic Search): 플랫폼 내 전체 Database에서 검색

-출처(Source)별로 검색결과 노출 (예: 하나의 타이틀 그러나 출처가 두 곳이면 검색결과는 두개
로 노출)

4. 검색 방법 - 통합 검색(구독 외 자료 검색 가능)

▶ Magazines: 
비학술지 검색 결과

▶ 모든 결과 보기

▶ 검색 결과 필터

▶ 다운로드



-전체 Database내에서 검색: Advanced Search > Advanced Search :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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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검색 원하는 컬렉션 선택
가능(미선택시 구독/미구
독 품목 결과 모두 도출)

↓↓↓

▶검색 필드 입력

▶ Academic Journal: 
학술지 검색 결과

▶ Magazines: 
비학술지 검색 결과

▶ 모든 결과 보기

4. 검색 방법 – ADVANCED SEARCH



-전체 Database내에서 검색 Advanced Search > Professional Search : 전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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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필드 입력

▶ Academic Journal: 
학술지 검색 결과

▶ Magazines: 
비학술지 검색 결과

▶ 모든 결과 보기

4. 검색 방법 – PROFESSIONAL SEARCH

Classification: 
검색 원하는 컬렉션 선택
가능(미선택시 구독/미구
독 품목 결과 모두 도출)



-전체 Database내에서 검색 Advanced Search > Author Search : 저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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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필드 입력

▶ Academic Journal: 
학술지 검색 결과

▶ Magazines: 
비학술지 검색 결과

▶ 모든 결과 보기

4. 검색 방법 – AUTHOR SEARCH

Classification: 
검색 원하는 컬렉션 선택
가능(미선택시 구독/미구
독 품목 결과 모두 도출)



-전체 Database내에서 검색 Advanced Search > Sentence Search : 문장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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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필드 입력

▶ Academic Journal: 
학술지 검색 결과

▶ Magazines: 
비학술지 검색 결과

▶ 모든 결과 보기

4. 검색 방법 – SENTENCE SEARCH

Classification: 
검색 원하는 컬렉션 선택
가능(미선택시 구독/미구
독 품목 결과 모두 도출)



-Publication Search > Journal Navigation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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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색 방법 – 타이틀보기(JOURNAL NAVIGATION)

▶ Literature Search : 
문헌 검색 창으로 이동

▶ Journal 
Title/Former Title, 
Sponsor, ISSN, CN 
으로 검색 가능

▶ 원하는 저널 검색 방법
선택 후 주제별 브라우징 가능

▶ 저널 종류 옵션



예) “水泥”브라우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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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정보

▶ Online First 또는
출간 년도와 이슈 넘버
별로 선택 가능

▶ 해당 저널 내
기본 검색 가능

▶ Issue Browse : 출간년도/이슈넘버 별 검색
▶ Column Browse : 근 10년, 근 5년, 근 3년, 근 1년
별로 검색
▶ Statistics and Evaluation : 해당 저널에 관련된
여러가지 통계를 수치와 그래프로 제공

4. 검색 방법 – 타이틀보기 결과 화면

▶ Share To: 링크 복사, 공유, 
QR코드 등으로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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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하여 핸
드폰에서 열람가능

▶저자/ Abstract/Keywords/
Fund/Series/Subject 

▶Similar Article : 검색된 원문과
유사한 원문 리스트 제공
▶Reader’s Recommendations : 
독자의 추천
▶ Related Funding Articles : 관
련있는 펀딩 기사
▶ Associated Author : 관련 저자
들 리스트 제공

-검색 결과>특정 저널 선택 시 화면

▶ Mobile Reading/ HTML 
Read / CAJ / PDF 다운로드

▶ Subject Tree, Citation Network, 
Related Literature 정보 확인 가능
(해당 결과가 있을 시에만 표기 됨)

4. 검색 방법 – 원문 화면



▶ PC에서 중국어 자료 열람 시 글씨가 깨지지 않고, 중국어 간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PC에 Global IME를 설치해야 합니다.

☞ IME

입력시스템(Input Method Editor)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문자를

특수키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프로그램입니다.

☞ Pingyin (병음)입력

중국어의 발음을 문자로 입력하여 중국어를 입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중국에는

여러 가지의 중국어 입력방법이 있으나, 가장 대중적으로 Microsoft IME 입력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Pingyin 입력을 통한 입력방법이 발음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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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어 입력기 설치방법 - GLOBAL IME 



<윈도우 중국어 IME 설치방법>

윈도우에서 중국어 IME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설치 CD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제어판에서 [국가 또는 지역] 를 선택1.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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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어 입력기 설치방법 - GLOBAL IME 



3. [국가 또는 지역] 설정 창에서

[언어 기본 설정] 선택 후

[기본 언어 설정]  [+언어 추가]를 선택

4. 중국어 IME 시스템 추가를 위하여

중국어 검색 후

[중국어(간체, 중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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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어 입력기 설치방법 - GLOBAL IME 



5. 모니터 하단에 한국어 입력 시스템

[한]을 눌렀을 때 [중국어 (간체, 중국)]    

메뉴가 추가 되어 있으면

중국어 IME의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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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어 입력기 설치방법 - GLOBAL 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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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Center 탭, Download Center 접속
또는 http://cajviewer.cnki.net/download.html 접속

6. CAJ VIEWER 설치방법

http://cajviewer.cnki.net/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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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J VIEWER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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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J VIEWER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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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6. CAJ VIEWER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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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6. CAJ VIEWER 설치방법



일반설치(T): 주요구성요소가설치됩니다. 대부분의사
용자에게적합합니다.

28

사용자정의설치(U): 설치할프로그램기능과위치를
선택합니다. 고급사용자에게권장합니다. 

완전설치(C): 모든프로그램기능이설치됩니다. 가장좋
은기능이필요한사용자에게적합합니다.  

다음

5.

6. CAJ VIEWER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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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7.

6. CAJ VIEWER 설치방법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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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CAJ VIEWER 설치방법

설치완료



1) 접속 및 다운로드 오류 시:

- 쿠키/캐시 삭제, 기관인증 확인 >> 여전히 안될 시 도서관 사서에 문의

2) 프록시 오류 시, 접속 URL이 https로 설정되어 있는지 재확인

3) 오류 발생 시, URL 포함된 스크린샷 또는 영상 사서에게 전달

4) 다운로드 불가시, 해당 품목의 컬렉션 확인

- 구독 컬렉션: 다운로드 불가시, 위 1-2번 확인. 여전히 다운로드 불가시 3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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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류 대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