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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사용법 (6) 영문 데이터베이스 검색 

 

http://www.riss.kr/fsearch/FsearchMain.do 

 

영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십시오. 단, 다른 자료는 SNS 계정 (Naver, 

Facebook, Google 에 있는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영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RISS 에 회원등록을 정식으로 하고 RISS 로그인 및 패스워드 정보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RISS 사용법 (시작) 로그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통합검색 DB]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메뉴가 추가로 뜹니다. 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ABC 순으로 보거나, 분야별로 정리해 둔 리스트를 보고 내가 검색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가 되든지 모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riss.kr/fsearch/Fsearch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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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키워드는 영어로 넣으셔야 검색할 수 있겠지요. 검색창의 왼쪽 위에 있는 [상세검색]  옆에 있는 

[다국어 입력] 을 사용하면 일본어 등으로도 검색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missionary”라는 검색어를 넣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널 이름에 missionary 가 들어가는 

경우가 두 건으로 뜹니다. 그러면, 각 저널 내에서 추가로 검색을 합니다. 첫 줄에 나온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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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내에서 “japan”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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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된 결과 가운데, 보고자 하는 자료를 누룹니다. 이 빨간 두꺼운 화살표 있는 곳을 누르면, 

자료의 간단한 서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② 이 자료의 원문을 보려면, 파란색 얇은 화살표가 가르키는 곳에 있는 [원문보기]를 누르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원문보기]를 누른다고 바로 원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원문보기]를 누르면, [ARL]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그것을 누르면 비로소 원문이 열려 볼 수 있습니다. 

③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열린 원문 자료를 저장하거나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시죠? 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PDF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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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DF 다운로드] 버튼 

아래에 있는 [인용]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화면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인용 

형식]을 눈여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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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16th Edition (Author-Date System) 

Chicago 16th Edition (Notes & Bibliography) 

이 두가지 가운데 저희는 Notes & Bibliography 형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료를 인용할 때 어떻게 시카고스타일로 적으면 될지 완성된 형태로 

나옵니다. 이 것을 복사해서 자신의 리포트에 붙여넣기하시면 됩니다.  

⑤ [인용] 옆에 있는 [전자 메일]을 누르면, 이 서지사항과 원문을 모두 내 이메일로 보내 놓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마지막에 서지 색인 포함]에 체크를 하면, [인용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⑥ [전자 메일 주소]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밑에 [계속]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송되는 주소를 확인할 기회가 한 번 주어지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메일이 전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