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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사용법 (시작)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주소: http://riss.kr 

 

 

 

I. RISS 소셜 로그인 방법   

로그인하지 않고도 해외 전자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원문, 공개강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만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찾은 자료를 ‘내보내기’하거나 ‘공유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실 경우, RISS 회원 가입 없이 다음 세 곳 가운데 한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셜 로그인이라 합니다. 

1.  네이버 아이디  

2.  페이스북 아이디 

3. 구글 아이디 즉 gmail 아이디 (학교의 wmu 이메일이 gmail 이므로 학교 이메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이곳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http://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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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화살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단추를 누르고, 학교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 로그인한 후 통합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단추를 누르면, 

이처럼 제 학교이메일 계정과 

도서관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뜹니다. 여러분도 아마 

개인 학교 이메일 계정이 뜰 

것입니다. 사용하려는 계정을 

누르고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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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ISS 개인회원 로그인 방법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소셜로그인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할 경우 RISS 에 회원 가입을 하고 RISS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십시오. 그리고, 해외 전자자료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와 ‘내서재 담기’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RISS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RISS 는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면,  [외국인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외국인 회원] 가입을 할 경우, 회원 

신청 양식이 영어로 나오는 불편은 있지만, 꼭 전화번호를 넣지 않고 이메일로 회원 인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에 필수항목에 붙는 빨간 표시가 

없습니다. 대신 이메일이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꼭 집어넣고, 여기에 입력한 이메일로 가서 

RISS 에서 본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야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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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