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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사용법 (3) 도서 리스트 검색하기 

 

이 세상에 내가 연구하는 것에 관한 좋은 책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래 학문은 기존에 나와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개념을 생각해서 체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느라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의 검색으로 내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모두 찾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컴퓨터 과학이 줄 수 있는 유익한 점 가운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RISS 에서 키워드로 검색하면 ③ “단행본”도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행본”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도서”또는 “책” 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혹시, eBook, 즉 전자책도 검색해서 볼 수 있는걸까? 하며 기대하는 분도 있을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도서리스트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전국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와 연구소 자료실 

소장자료 가운데 어떤 책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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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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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검색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섯번째에 나온 “기독교와 서양문영”이란 책이 

적절한지 보려면 일단 자세한 서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으면 하는 책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이 각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번역서인 경우, 원제목을 볼 수 있고, 출판사와 저자 이름, 

목차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현재 온라인서점에서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며, [구매] 버튼을 눌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의 [구매]를 누를 경우, [알라딘 US] 로 

연결되어 달러 가격을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VER 에서 제공하는 [책소개] 

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일단 이러한 정보를 통해 내게 꼭 필요한 책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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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아래쪽에 [주제어 연관 자료]와 [이 논문을 본 다른 사용자가 많이 본 자료]도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 책의 주제어는 화살표를 한 곳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주제어를 가진 

다른 자료를 보여주므로 유용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논문을 본 다른 

사용자가 많이 본 자료]를 통해서도 뜻밖의 자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③ 이렇게 내가 필요한 도서를 발견했다면, 도서를 우리 도서관 목록에서 검색해서 찾도록 

합니다. (WMU 도서관 목록 검색법을 참고하십시오.) 

④ 만약 우리 도서관에 없는 도서라면,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인지 

검색해 보도록 합니다. 가끔, 절판된 좋은 자료들을 이곳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발행된 지 적어도 5 년이 지난 자료를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최근 5 년 이내 출판됬던 자료는 이 

곳에서 볼 수 없습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은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원문을 보는 것은 학교 도서관 내에 있는 지정된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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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로, 일부는 약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볼 수 

있습니다.  

⑥ 이곳에서 원문을 볼 수 없는 자료인 경우,  도서관에 있는 ‘자료 구입 신청서’ 폼 (아래에 

첨부되어 있음) 을 작성 하거나 이메일로 구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할 때, 이 

‘자료 구입 신청서’ 폼의 항목을 참고해서 내용을 보내주셔야 도서관에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자료 구입 신청서’를 받은 자료를 모두 구매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치며, 일부는 

구매하지만 일부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