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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사용법 (2) 국내 학술지논문 검색 및 원문 보는 방법 

 

“국내 학술지논문”을 검색한다는 의미는 다음 그림에서 맨 아래에 있는 하늘색 상자에 각각 적어 

놓은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에 검색하는 것입니다.  

 

 
 

○1   RISS 에 로그인을 한 후, 통합 검색을 위해 키워드를 넣겠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RISS 사용법 

(시작)을 참고하십시오.)   검색창에 독립운동과 기독교를 검색어로 넣습니다. 검색하면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검색됩니다.  

 

 

○2   국내 학술지논문의 경우, 유료로 볼 수 있는 것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의 표시가 다릅니다. 

저희 기관에서 구독중인 DBPIA 자료는 자료 옆에 DBPIA 아이콘이 떠서 판별이 쉽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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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 오렌지 아이콘이 유료 자료 표시, 그 오른쪽이 무료 자료 표시, 그리고 맨오른쪽이 

기관내 무료 자료 표시입니다.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자료마다 그 아랫쪽에 있는 원문보기 옆에 

표시가 되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 

가운데 보고 싶은 자료를 

누르면, 학위논문처럼 그  

서지사항을 볼 수 있고 

 [원문보기] 를 누르면  

그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의 

 해당 기사 페이지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처럼  [판매처]가 

[eArticle  학술교육원] 인 경우, 

eArticle 의 해당 페이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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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의 해당하는 

논문  페이지에서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고, 그 파일을 

열면 그림과 같습니다.   

 
 
 
 
 
 
 

다운로드받은 PDF 파일을  

인쇄 (PRINT)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SAVE)하여 

원하는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료 자료인 경우, [판매처] 를 보고, [판매처] 에 구입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보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베이스 회사 대부분이 아직 해외 고객에게 논문 한 건씩 판매하는 길을 열어 

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구매하고 싶은 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학교 

도서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교보의 학술지 

논문은 해외 크레딧카드 결제가 가능해 져서 개인적으로 바로 구입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