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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International 사용법 (요약본) 

 

I. RISS International 이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한국 국내 대학, 기관 학술자료를 외국 회원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학술자료 플랫폼입니다. 
 

 

 

II. 왜 RISS International 인가?  주소: http://intl.riss.kr  

: 인터페이스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고, 대부분 한국어 자료들이 

검색됩니다. RISS 일반 사이트(http://riss.kr)에서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넣어서 한 번에 

학술지 논문 리스트, 학위논문, 단행본 리스트, 연구보고서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RISS International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은 다른 회원 도서관에 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떄 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개인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우리 학교가 구독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학술지논문 가운데  

이라는 아이콘이 붙은 자료는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학 도서관과 연구소에 소장되 있는 단행본 리스트 가운데 이라는 아이콘이 

붙은 자료는 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단행본의 50% 이상을 한 번에 

복사신청할 수 없음.) 

http://intl.riss.kr/
http://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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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ISS International 에 기관회원 로그인 하는 방법은? 

: 학교내에서는 http://intl.riss.kr 로 액세스하면 자동으로 기관회원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 RISS International 에 월드미션대학교 기관회원으로 자동로그인하려면  

다음의 세 사이트 가운데 한 곳을 거쳐서 액세스해야 합니다.  

1) http://library.wmu.edu/에서 [RISS]를 클릭하고, RISS International 로 들어가세요. 

 

 

2) http://wmu.edu/library/에서 [RISS-기관회원서비스] 를 클릭하여, RISS International 로 

 들어가세요. 

 

http://intl.riss.kr/
http://library.wmu.edu/
http://wmu.edu/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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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elibrary.wmu.edu 에서 오른쪽 메뉴 끝에 있는 [7. RISS-기관회원서비스] 를 클릭하 

 여, RISS International 로 들어가세요. 

 

 

IV. RISS International 사용법 

1. 자동 로그인이 된 것은 이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색어를 넣고 [검색]하십시오. 

http://elibrary.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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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 

(Articles), 학위논문 (Theses), 단행본 (Books), 학술지 (Serials),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s)가 

검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술지 논문은 1,061 건 검색되었습니다. 

 

 

4. 원문을 보기 위해 [Full-text]를 누르면, 학술지 논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각 

    데이터베베이스에 로그인해야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DBpia 

    와 KISS 의 로그인정보는 도서관에 문의하세요 

    (library@wmu.edu).                                                학술지 논문의 목차 및 초록 보기 버튼 

 

 

5. 오른쪽에서 보듯이, 이라는 아이콘이 있는 경우, 

    그 아이콘을 누르고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와 같은 폼을 볼 수 있습니다. 성함을 영문으로 적고,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복사신청을 원하는 페이지를 기재한 후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TOC (Table Of Contents 목차) Abstracts 

 
 

mailto:library@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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