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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ISS 보유자료(국내)



1. RISS 메인 페이지
RISS 시작! 새로운 RISS의 메인 페이지 기능을 알아보아요



주요사항

[0] www.riss.kr 로 접속하세요.

[1] RISS 처음방문이세요 : RISS 안내
및 이용방법 안내

[2]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내서재”, “MYRISS” 전체메뉴에
접근

[3] 검색, 상세검색 이용 : 검색도움말,
검색환경설정, 최근 검색어 확인

[4] 해외자료검색 , RISS 인기논문,
RISS활용도분석, RISS 이용안내,
해외자료신청 등 바로가기

[5] 주제별 최신인기논문, 자주찾는 질
문, 공지사항, 뉴스레터로 갈 수 있
는 네비게이션 제공

[6] RISS API 센터, 기관회원서비스,
사서커뮤니티, 지식나눔(LOOK)
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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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메인 페이지

http://www.riss.kr/


주요사항

주제별 최신 인기논문

[1]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교육학, 의약,
예체능 분야에 해당하는
학위논문 국내학술논문
주제별로 논문 제공함

[2] 더보기 선택 시
RISS 활용도분석 주제별 활용
통계 분석 페이지로 연결 됨

1

2

RISS 메인 페이지



주요사항

자주찾는 질문

[1] TOP FAQ
많이 조회되는 문의 5건 제공
+ 선택 시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으로 연결

[2] RISS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별 문의

[3] 상담신청 및 고객센터 페이
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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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메인 페이지



주요사항

공지사항 & 뉴스레터

[1] 공지사항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

[2] 뉴스레터
RISS에서 발송되는 뉴스레터
등록

[3] RISS에서 안내하고자 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디자인
작업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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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메인 페이지



주요사항

푸터

[1] 고객센터 번호 안내

[2] 패밀리 사이트
KOCW, RINFO, FRIC, SAM, 사서

커뮤니티, 기관회원, LOOK, MEDLIS
바로가기 제공

[3] 유관기관 사이트
교육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도
서관, 국회도서관, 연구윤리정보센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바로가기 제공

[4]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
정보재동의, 기관소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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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메인 페이지



2. RISS 신규 서비스
새로운 RISS의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RISS 신규서비스 : 내관심 논문

※ 최대 5개까지 90일간 저장합니다.



RISS 신규서비스 : 내관심 논문



RISS 신규서비스 : 초록 다국어 번역서비스



RISS 신규서비스 : 음성듣기

정보소외계층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일부

학위논문을 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RISS 신규서비스 : 인용하기

원하는 곳에 로

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는 어디에?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보아요

3. 기본검색 / 상세검색



포털 사이트와 같이 찾고 싶은 자료의 서명, 저자, 발행처 등의 키워드를 나열하듯이
입력하여 폭넓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검색

원하는 검색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색 방법을 알려줍니다.

최근 이용한 검색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검색

나에게 맞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색환경이나 내보내기 형태 인용하기양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검색

보다 상세한 검색 방법을 알려줍니다.

최근 이용한 검색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

중

하나의 을 합니다.

2. 선택한 검색항목에 적절한 를 합니다.

3. 학위논문, 국내학술논문, 해외학술논문, 학술지…등 자료 유형 항목을 선택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형이 검색됩니다.

4.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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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보유자료 검색

학위논문 : 
논문명/저자/주제어/초록/목차/수여대학/학과정보/지도교수/전체 등에
입력한 를 하는 를 검색합니다.

검색조건이 많을 경우 추가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위 수여연도와 학위유형을 선택하여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추가



해외전자자료 검색

ABC순과 분야별 순으로 DB 정렬
통합검색 가능한 DB

DB 정렬 변경



해외전자자료 검색

해외전자자료 중 통합검색 되지 않아 개별 DB로 검색
해외전자자료 이용방법 안내



RISS 보유자료+해외전자자료 검색



내가 원하는 정보를 쏙쏙쏙

4. 검.색.결.과.



검색 결과(통합검색)

1

1. 

모든 유형의 검색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검색 결과

결과 내 재검색
1

2

3



유형별 보기

1.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색 결과 목록을

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2



검색결과 좁혀 보기

1. 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만 후

할 수 있습니다.

2. 을 하면

선택한 자료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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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검색조회

(학위 논문)

1. 해당 자료의

할 수 있습니다.

2. 검색결과를 확인하고, 원
하는 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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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1. 자료의 을 보거나,    
를 통하여 인용하기

를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습
니다.

2. 자료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
로

에 저장, SNS로
자료의 를

할 수 있습니다.

1 2



상세보기

1. 원문보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인용하기

원하는 곳에 인용하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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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재 담기

는

에 담아보세요.

해당 자료들은

이후 별도의 검색 없이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내 서재 담기

에 담은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생성된
으로 옮길 수도 있

습니다.

담아둔 자료에 대한
가 가능하며

도 가능합니다.



쉽고 빠른 참고문헌 작성을 원한다면?

를

메일, Excel, EndNote, RefWorks 등

와 으로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SNS 공유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밖에서도 보고 싶은 자료는

와 로 해보세요. 



활용도 분석

내가 본 자료의 활용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실제 를
확인해보세요.

: 상세서지 조회 건수

: 원문다운로드, 복사신청, 

대출신청, EDDS신청 건수

: 내서재담기, 내보내기, 

SNS공유 건수



주제어 검색

자료 상세 보기에서

관심 있는 를

클릭해보세요.

해당 로

됩니다.



참고문헌

내가 본 자료의 참고문헌이

궁금하다면 ?

상세보기에서 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내박사, 국내학술지논문)



연관 논문 추천

내가 본 자료와

된 들을

확인해보세요.



5. 자.료.유.형
내가 찾는 그 자료는 뭘까



학위논문

1. ‘ ’ 체크 후 검색어 입력

2. 에서 국내박사, 국내석사, 해외박사 선택

3. 이용 가능

4. 목차 검색 조회로 가능

5. 원문보기가 되지 않는 자료는 가능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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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논문

1. ‘ ’ 체크 후 검색어 입력

2. 자료 확인

3. 스콜라 제공 유료논문 중 소속기관등록한
학술연구자그룹(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등) 원문이용

: 원문 무료 이용
: 원문 제공업체로 이동하여 원문 무료 이용
: 원문 제공업체로 이동하여 원문 구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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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논문

4.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는
가능



• 1. 검색어 입력 후 ‘ ’ 선택

• 2. 원하는 자료 선택 후

(FRIC 자료는 무료 복사 가능!)

해외학술논문

3. 가 있는 자료는

2

1

3



학술지

1. 검색어 입력 후 ‘ ’ 선택

2. 원하는 선택

3. 확인

4. 자료 확인

5.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는

가능



단행본

1. 검색어 입력 후 ‘ ’ 선택

2. 원하는 선택

3. 에서 확인

4. / 신청 가능



연구보고서

1. 검색어 입력 후 ‘ ’

선택

2. 선택 후 해당 페이지

연결

3. / 선택가능



공개강의

1. 검색어 입력 후 ‘ ’ 선택

2. 강의 리스트 선택

3. / / /
선택가능



Ⅱ. 해외전자자료 및 기타서비스



1. 해외 전자자료
더 넓은 학술의 바다로 떠납니다



RISS를 통해 구독 중인 해외 DB와 KERIS에서 영구 구매하여 서비스 중인

해외 DB를 포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기관에서 구독중인 해외자원 뿐만 아니라 기관 소장 데이터 업로드를 통한

내-외부 자료에 대한 통합서비스 환경 제공

해외DB

소속기관의 구독·미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RISS 회원이면서 신분이

「교수,강사,대학원생,대학생,연구원,대학직원」일 때 해외DB 이용 가능



해외DB 접속하기

RISS에 하세요.

을 클릭하세요.

상세검색의 해외전자자료검색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 DB 전체 검색

를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키보드에서 입력하기 어려운 문자를 검색어로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 2



상세검색

1. 를 합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1



해외 DB 선택 검색



1. 원하는 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ABC순/분야별)

해외 DB 선택 검색

4. 각 DB 뒤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은 통합검색 결과에 링크를 합니다.

2.                           와 같이 이 한 는 이 하지만

에 되어 조회됩니다.

(ACM, ARL, Emerald, JCR, PML, ProQuest Central DB)



AVON, KSDC, PQDT, PQDT GLOBAL, The Vogue Archive, 

Music and Dance Online, Nexis는 이 합니다.

개별 검색 DB



24시간 이용 가능 DB 1

구분 DB명 DB 개요

RISS

구독 DB

AVON (Academic Video Online)
[전분야] 5만편 이상의 학술용 비디오 동영상 자료

(다큐멘터리, 교습, 인터뷰, 공연시황, 뉴스 등)

DDOD (Digital Dissertation on Demand)

[해외박사학위논문]

세부 학술분야별 북미지역 상위 대학 박사학위논문 원문 제공

※ 미구독기관이용: 검색(24시간 가능), 원문(16시~익일09시)

Education Source [교육학] 4,500여 종 저널 등 교육학 전분야 원문 제공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회계금융/교육학/보건사회복지/도서관학]

각 주제별 전문가를 위한 110종 저널의 초록, 원문 제공

GVRL (GaleVirtualReferenceLibrary) [전분야] Gale 출판사의 참고문헌 eBook 원문 제공

PAO (Periodicals Archive Online) [문학/철학/종교/역사] 초판~2000년까지 아카이브 저널 제공

The Vogue Archive
[패션/디자인/예술/마케팅]

미국판 Vogue지의 초판~최신호 제공(cover to cover)

EECT (Emerald Engineering,

Computing&Technology Collection)

[공학/기술]

엔지니어링, 컴퓨팅 및 기술 관련 저널 제공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전분야]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의학 등 전 분야의 저널 제공

Music and Dance Online
[예술/체육]

음악 콘텐츠 및 학술저널 제공



24시간 이용 가능 DB 2

구분 DB명 DB 개요

Open Access

DB

arXiv

(Cornell University Library

e-Print archive)

[수학/물리학/전산학]

preprint에 대한 서지정보 및 OA 원문 제공(코넬대학교)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s)

[전분야] OA 저널의 기사 및 OA원문 제공

Oalster (OCLC OAlster) [전분야] 전세계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OA원문 제공

Persée (Persée Portail) [인문학] 프랑스 인문학 분야 OA정보 및 OA원문 제공



시간대별(16~09) 이용 가능 DB 1

DB명 DB 개요

ACM Digital Library [컴퓨터공학] 학술저널 초록 및 원문 제공

ASC (Academic Search Complete) [전분야] 저널 색인/초록 및 원문 제공 ※ 17시~익일 09시 이용가능

BSC (Business Source Complete) [경영/경제] 색인/초록 및 원문 제공 ※ 17시~익일 09시 이용가능

CINAHL with FullText [간호학] 색인/초록 및 원문 제공

EBSCO eBOOK [전분야] 해외학술 eBook 원문 제공

EBSCO eBook

University Press Collection
[전분야] eBook 색인/초록 및 원문 제공

KSDC DB [전분야] 국내 조사자료, 국내외 통계자료 DB, 온라인 조사 분석 시스템 제공

Lexis Advance, As One, Lexis

China, Lexis 360ION
[영미문학]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DB명 DB 개요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인문학] 저널 및 단행본 출판사 서지 정보 제공

PML (Proquest Medical Library) [의학] MEDLINE 등재 우수저널 색인/초록 및 원문 제공

PQDT

(Proquest Dissertations & Thesis)

[해외석박사학위논문]

북미·유럽지역 주요 대학의 석·박사학위논문 서지/초록정보 제공

ProQuest Central [전분야] 저널의 색인/초록 및 원문 제공

Scholar [전주제] 국내 원문정보 제공

SocINDEX with FullText [사회학/사회복지] 저널과 단행본, 회의록 원문 제공

시간대별(16~09) 이용 가능 DB 2



구독 대학의 IP 대역 내에서 24시간 이용 가능

이용 제한 DB 

해외 DB 전자 정보와

이용자별 서비스 사용 권한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명 DB 개요

JCR Web (Journal Citation Reports) [사회과학/자연과학] 학술지 평가정보 제공

PQDT Global [전분야] 미국, 중국, 유럽 일부 지역 석/박사 학위논문 및 원문 제공

※ 해외전자자료 이용 권한 : 소속기관이 등록 되어있으며, 신분이 학술연구자그룹(교수,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생, 
연구원, 도서관사서, 대학직원, 시간강사) 또는 소속도서관에서 직접접속으로 접속한 이용자



해외학술지 검색

1. 입력 후 선택

2.저널

1

2



1. 저널 를
해외 전자자료에서 확인

2. 
- 제공 DB, 학술지명, 주제어, 발행기관, 
작성언어, 자료형태 등으로 검색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해외학술논문 검색

1

2



3. 소속기관의

구독여부 / 원문유무에 따라

가 가능합니다.

4. 
- 원문보기
- 초록보기
- FRIC 자료신청
- Impact Factor(JCR)

5. 
소속기관이 구독하지 않는
경우, 시간대별 서비스로
원문이용 가능

해외학술논문 검색

3
4

5



초록보기

(Subjects, Subject Terms, 

Description, Abstract)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복사 & 대출
바로 볼 수 없는 자료라면? 받아보고 빌려보자!



복사&대출



구분 소속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정의
KERIS 상호대차 서비스

가입기관에 소속된 이용자

소속기관이 없는 일반회원 /
소속기관이 있으나 해당 기관이

KERIS 상호대차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 소속기관 이용자 요금 적용 일반이용자 요금 적용

수령 소속도서관 방문 수령
직접 기재한 배송지로

인쇄물 수령

결제 후불 선불

소속기관이용자? 일반이용자?



평균 배송 소요일수 및 비용

소요일수 평균 2-5일

소요비용 5,000원 (도서 1권당 신청 및 반납 비용)

대출 정책

대출 기간 15일

연장 제공 도서관 동의 시 1회(+7일) 가능

연체료 500원/1일

제한 1인당 동시 대출 권수 기준 3책까지 가능

RISS 상호대차 회원 기관 중 의 자료만 제공

자료를 하거나 한 경우

제공 도서관의 [자관 자료 분실 및 파손규정]에 따라

단행본 대출



평균 배송 소요일수 및 비용

구분 기관전송 일반우편 등기우편 택배 팩스

소요일수 1~2일 4~6일 2~4일 2~5일 2~3일

기본료 - 1,300원 3,000원 2,500원

자료복사비 100원/장 70원/장 200원/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 가능합니다.

: 로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권호의 여러 논문인 경우에도 각각 개별 신청 및 개별 요금 적용됩니다)

소속기관 및 제공기관 정책에 따라 발송 방법 및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헌 복사 서비스



3. E-DDS(해외논문 구매대행)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해외논문 구매대행 서비스

에

대해서 서비스 협정을 맺은

해외 제공처를 통해

전세계 발행 학술지의

90%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해외논문 구매대행 비용 지원

서비스에 등록한 고객 및 신규 등록

고객

2. 제공 방법 :  로
발송(흑백)

3. 제공 대상: 국내에서 소장하지 않은 해
외학술지논문, 학위논문 / 일부 단행본 (
부분복사)

해외논문 구매대행



해외논문 구매대행 비용지원

신분 기본지원금 지원횟수
지원금액 고객부담금

자료유형 1차 제공처 2차제공처* 1차 제공처 2차 제공처

교수, 
대학원생

6000원 10회/년

학술논문
기본지원 35,000원 6000원

추가
결제 없음단행본

RISS 전체
이용자

학위논문
35,000원

102,000원

PQDT 7,600원

를 통해 해외 논문 구매 비용의 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 담당 사서의 승인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EDDS 신청과정에서 이 됩니다.

비용지원 기간 : 2020년 1월 23일 ~2020년 12월 18일



의 자료 입수부담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년 1월 23일부터 20년 12월 18일까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비용지원)

지원횟수
지원금액

자료유형 1차 제공처 2차 제공처

10회/년

학술논문

전액 무료
단행본

학위논문

PQDT

RISS 회원가입 후 을 받은 이용자 대상 (장애 등급/유형 관계 X) 

MY RISS > 내 정보 수정에서 확인 가능



자료는 회원 기관

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중국, 유럽자료 이용

자료는 RISS 가입 이용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중국,유럽권 복사 서비스

구분
NII 

(일본자료)
CALIS

(중국자료)

유럽권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BNF)

스페인 국립도서관
(BNE)

단행본
전체 페이지의 50% 미만

(챕터별 신청가능)

전체 페이지의
1/3 미만

(챕터별 신청 가능)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자료 중
디지털화가
가능한 자료

스페인 국립도서관
소장자료 중
디지털화가
가능한 자료학술지논문 논문 단위로 신청

논문단위로 신청
(한 학술지당

논문 4개까지 가능)

배송기간
Air-Mail : 12~13일 이상

EMS : 7~8일 이상
기관간 전자전송 : 

3~10일 이상
Email : 4~6주 이상 Email : 7~15일 이상

요금정책 우편요금(실비)+복사비
기본요금(10위엔)

+ 복사비(2위엔/장)
건당 6,000원

(자료에 따라 추가비용 35,000원/1회한 발생)

자료 수령 소속도서관에서 인쇄물 수령 신청자 이메일로 원문(흑백) 발송

결제 후불 선불



4. FRIC
외국학술정보의 전략적 공동활용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총 10개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ISS 회원이라면 누구나 10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소장학술지 3만 7천 여종(20.05 기준)을 전액 무료로 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주제분야)

강원대 생명공학 약학, 생물학 등

경북대 전기·전자·컴퓨터·정보공학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등

경상대 환경·에너지 환경공학, 에너지·원자력, 자원공학

고려대 인문학 문학, 어학, 역사학, 철학 등

부산대 기술과학
건축·토목공학, 기계·재료공학, 

조선·항공 우주공학 등

서울대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등

연세대 임상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이화여대 교육·사회학/ 예·체능 교육, 사회, 신문·방송학, 예체능

전북대 농축산학 농축산학, 수산학, 해양학 등

충남대 행정·경영학·법학 정치·외교학, 법률, 행정, 경제·경영학



FRIC 자료 신청하기

에서 자료 검색 후
가 있을 경우

FRIC을 통해 무료 복사신청 가능
→ 의 선택!

논문 검색 후

아이콘이 있을 경우



5. RISS 활용도 분석
View, Usage, Share



RISS 활용도분석은 RISS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활용 정도에 따른 항목별 분석결과와

RISS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현황 통계를 제공합니다.

RISS 활용도분석



주제별 활용 통계 분석

선택

2. 해당 기간 내
현황 그래프 제공

3. 자료 제공



6. 기관접속(직접접속)
기관접속으로 편하게 RISS를 사용해 보세요



직접접속

- 직접접속(기관명 확인)

-
이용 시 개인계정

로그인 사용



직접접속(기관내 무료)



직접접속(해외전자자료)



직접접속(개인계정 로그인)



주요사항

[0]www.kocw.net로접속하세요.

[1] “로그인”, “내강의실”, “서비
스도움말”, “대학담당자”, “RISS”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검색창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학
강의 및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강의별 분류”, “공지사항”,
“KOCW서비스 소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합검색창에찾고자하는강의명
및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검색할수있습니다.

[5] KOCW 뉴스레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3 2

4

5

KOCW with RISS

http://www.kocw.net/


1
2

4

주요사항

[1] 강의명, 대학명, 교수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페이스북 공유하기, 내강의실
공유하기, 강의오류신고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강의계획서를 다운받아 볼 수 있
습니다.

[4]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배속기능을통해강의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전체 강의에서 원하는 일정 구간
만을 선택하여 내강의실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강의클립기능)

[6] 차시단위의 강의소제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OCW with RISS

3

5

6



RISS와 함께라면 대학과제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