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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문헌 검색 준비

• 학술정보원 ID 만들기
국내 문헌 중
상당수는 학술
정보원을 통해
서비스

학술정보원 ID
를 만들어 두시
면 편합니다.



1. 국내 문헌 검색 준비

학생은 자동등록됨으로, 신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처리에는 평균 1~2일 소
요되며, 처리 완료 e-mail을
드립니다.



1. 국내 문헌 검색 준비

도서관 ID 선택 후
직번 6자리, 패스워드 입력



1. 국내 문헌 검색 준비

Find >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국내외 논문DB 및 E-Book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문헌 검색 준비

• 주의할 점

• 국내 DB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웹브라우저는 Chrome등 다른 브라우저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 팝업이 차단되면, 이 사이트의 옵션에서 “항상 허용“ 선택



1. 국내 문헌 검색 준비

• 주의사항

• PubMed 등 해외 DB, Google Scholar등의 검색 엔진은 다양한 검색식, 

동의어를 포함한 검색, 지원하나 국내 DB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검색 정밀도가 낮아 제목이나 키워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면, 검

색보다 브라우징이 더 정밀할 수 있슴.

• 원문제공이 없는 경우도 상당 수임. google검색, 의학도서관 원문복사

신청과 병행



2. 학술자료 검색

•KoreaMed.org

-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운영. 국내 의학, 치의학, 간호

학 학술지 251종의 영문 서지사항 및 초록, 무료원문 제공

Ex) “Kang KA”는 검색되나, “강경아＂는 검색되지 않음.

“depression AND suicicde”는 검색되나 “우울증과 자살“

은 검색되지 않음



2. 학술자료 검색

•KoreaMed.org

Journal Browser



2. 학술자료 검색

•KoreaMed.org

Advanced Search



2. 학술자료 검색

• www.medric.or.kr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지정 의학, 치의학, 간호학 전문연구정보센터

http://www.medric.or.kr/


2. 학술자료 검색

• Kmbase.medric.or.kr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 국내 학술지 994종 687,379건 제공

•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 등 모두 포함

• 논문 뿐 아니라 학회, 협회, 연구소 등 발행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

• Knbase.medric.or.kr 한국간호학논문데이터베이스

• 국내 학술지 65종 약 55만건 제공

• Kdbase.medric.kr.kr 한국치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 국내 학술지 72종 38,245건 제공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 검색메뉴

• 고급검색: 제목, 저자, 초록, 키워드, 년도, 색인DB등재 여부 설정 가능

* EndNote 내보내기는 일반검색과 고급검색에만 가능

* 일부 저널은 원문 링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 검색 필요

• 저널별검색: 저널명, 주제분야, 등재여부 선택 검색 가능

* 해외저널- 한국인이 투고한 해외 저널 포함 검색

• 원문제공저널검색: 원문이 무료로 오픈 되어있는 149종 리스트

• 상단메뉴

• 학회/협회정보: 등록된 학술지 발행기관 리스트, 홈페이지 링크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 Cris.nih.go.kr 임상연구정보서비스

• 국립보건연구원 운영 국내 임상시험 온라인 등록 시스템

•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qistry Platform 인증

• 현재 약 3,300건의 국내 임상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본 검색, 상세 검색, 분류별 검색, 유사연구검색 기능 제공

• 임상연구등록 절차와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가능



2. 학술자료 검색

• Cris.nih.go.kr 임상연구정보서비스



2. 학술자료 검색

• Cris.nih.go.kr

상세검색



2. 학술자료 검색

• 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전국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

• 주요 검색 대상

학위논문: 전국 대학의 학위논문 원문 수록

국내학술지논문: DBPIA, KISS, e-Article, 교보Scholar, newnonmun, 코리아스

칼라 통합검색 (*코리아스칼라는 유료)

단행본: 전국 대학 소장 단행본 통합 검색

연구보고서: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 통합검색

• 일부자료는 개인회원로그인 필요(무료).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외접속 가능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2.학술자료 검색

• RISS에서 원하는 논문을 찾았으나 원문을 구할 수 없을 때



2.학술자료 검색

• KCI.go.kr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한국연구재단 운영 국내 학술지 인용정보 분석 시스템

•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발간 논문 즉시 등록

• 현재 KCI등재지 2,162 종, 등재후보지 309종, 기타학술지 3,010종 150

만 여편의 논문과 9,000여 발행기관 검색 가능

• 인용정보 검색, 학문 동향 및 인용지수 분석 정보 제공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일부서비스 로그인 필요

KRI(한국연구자정보)와 동일
계정 사용

등재학술지, 등재후보지 엑셀
다운로드 제공



2. 학술자료 검색



2. 학술자료 검색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Kosis.kr 국가통계포털

• 국내, 국제, 북한 주요 통계를 한곳에 모은 통계청 서비스

• 국내 약 300여개 기관의 경제,사회,환경 통계 1,000여종 수록

• IMF, Worldbank, OECD등의 최신 통계 제공

• 국가 통계 조사 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 제공 원칙

• 국가 통계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자료 제공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모든 통계청 사이트는 하나의 ID를 사용함

• 단 특정 사이트는 첫 로그인 시 별도의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요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www.data.go.kr 공공데이터 포털

• 공공기관이 생성, 취득, 관리중인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 통계 뿐 아니라 더

넓은 개념. (ex. 공공화장실 위치, 한강 자전거대여소, 시내버스 등)

• 행정안전부 운영. 파일데이터, 오픈 API, 데이터 시각화 등 제공

• 공공 데이터 API를 이용한 개인/기관의 서비스 사례 제공

• 기본 공개된 데이터 이외에 특정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용 목적과 함께 제공요

청할 수 있으며,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http://www.data.go.kr/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Data.seoul.go.kr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운영 공공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든 데이터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활용 보장

• 통계 데이터, 오픈 API, 원자료 파일 등 제공. 

• 25개 개별 자치구 데이터 개별 및 통합 검색.





* 오픈 API 활용을 위해 인증키 등록 필요. (최초 30일 사용가능) 
인증키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방형 서비스를 구축, 등록 해야 함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www.index.go.kr e-나라지표

• 대한민국의 현황을 보여 주는 정부기관 740개 통계지표

• 수치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자유롭게 활용 가능

• 각 정부부처에서 지표 발표. 통계청이 서비스

http://www.index.go.kr/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Mdis.kostat.go.kr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정부부처, 지자체, 연구기관등 통계작성기관의 마

이크로데이터 통합 제공 서비스

• 무료 공개 데이터와 유료 데이터, 이용센터에서만 열람 가능한 데이터

가 있음

• 원자료를 엑셀, SPSS, SAS용 데이터 파일로 추출할 수 있어 다양한 통

계에 활용하기 유용함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MDIS 이용센터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Data.kihasa.re.kr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자체 생산 연구 결과 및 그 마이크로 데이터, 

사회보장통계, 공간정보통계 등 제공

• 현재까지는 마이크로 데이터 미공개가 많음

• 보건복지 관련 해외 마이크로 데이터 링크 제공

•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신청 필요함.

• 자료 이용은 유료이며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3~7일 소요.





3. 통계, 원자료, 공공 빅데이터

• Opendata.hira.or.kr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통계 및 데이터 제공 시스템

• 공공데이터 34종 및 Open API 17종과 의료 통계, 원격분석시스템 제공

• 의료빅데이터센터 운영. 신청을 통해 방문 및 원격분석시스템 활용

• 공공 데이터, API 및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승인 요청 필요, 

통계 정보는 일반 공개







4. 언론기사 검색

• www.bigkinds.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기사 DB에 데이

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제공

• 약 4천만건의 국내 뉴스 컨텐츠 확보.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모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아카이브 검색필요

http://www.bigkinds.or.kr/










4. 언론 기사 검색

• 조선일보 아카이브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Find>데이터베이스>조선일보 아카이

브 선택 (학술정보원 교외접속)

• 조선일보 창간(1920)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사 원문 제공. 검색

• 동아일보 아카이브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Find>데이터베이스>동아일보 아카이

브 선택(학술정보원 교외접속)

• 동아일보 192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사 원문 제공. 검색







5. 경영/경제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 Value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Find>데이터베이스>KIS Value 선택

학술정보원 제공 ID, PW 팝업 뜸. 접속 후 전용프로그램 설치

• KOSPI, KOSDAQ, 기업 재무제표, 주가/채권정보, 경제지표 제공

• 프로그램 실행 후 좌측 상단 “?” 클릭하면 상세 매뉴얼 다운로드

• 삼일아이닷컴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Find>데이터베이스>삼일아이닷컴선택

•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세무, 회계 및 관련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 세무, 회계 기준은 물론 최근의 경향과 흐름까지 빠르게 파악가능





학술정보원제공
ID/PW 입력





6. 법령 정보

•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제공 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서식 및 개정 연혁 검색

• 영문 법령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제공 공식 영문 법령 확인 가능

• 톰슨 로이터 로앤비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Find>데이터베이스>로앤비 선택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법규, 판례 뿐 아니라, 결정, 해석, 문헌(논문, 

주석), 법조인명록, 법률뉴스 등 포괄적 법률정보 검색

http://www.law.go.kr/










7. 특허, 표준정보

• Kipris.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특허청 제공, 국내 외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정보 검색

• 복잡한 특허검색 방법을 위한 검색 방법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공

• 좀 더 상세한 특허 관련 분석, 검색을 위해 Wips(학술정보원 제공) 추가 사용

• Standard.go.kr e나라표준인증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KS표준, 단체표준, 인증제도, 기술기준 정보 검색

•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 확인 링크 제공













감사합니다.

문의. 82913,  jhnkwak@yuhs.ac

의학도서관 곽재현

mailto:jhnkwak@yuhs.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