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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에는 항상 「인터넷 아카데미」

　현재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문헌조사에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기반정비가 가속화되어 그 이용 환경은 더욱더 편리해
지고 있습니다 .

　이 「인터넷 아카데미」는 도쿄대학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 및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하기 위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과 효율적으로 검색
하기 위한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인터넷 아카데미」는 3 개의 파트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 1 장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정보수집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 2 장에서는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도구를 소개합니
다 .
　제 3 장에서는 전자저널의 이용과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논문을 집필 , 투고할 때의 주
의점 및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검색의 힌트와 약어 및 용어의 일람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이 책자 하나로 인터넷을 사용한 정보 수집의 기초부터 논문 투고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아카데미」를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학습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

2012 년 3 월

도쿄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GACoS 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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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넷 아카데미」를 이용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도쿄대학에서 컴퓨터 사용하기
캠퍼스 내에는 정보기반센터・교육용 계산기 시스템 = ECCS (Educational Campus wide 
Computing System) 의 컴퓨터가 있으며 , 도쿄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
습니다 .

ECCS 계정을 취득하려면
　ECCS 의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계정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을 취득할 필
요가 있습니다.
　교양학부 전기과정의 신입 1학년생에게
는 신입생 가이던스시 설명과 함께 계정이 
배포됩니다.
　그 외 학생은 정보기반센터가 개최하는

「신규 이용자용 강습회」에 출석하여 신청
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강습회는 홍고 캠퍼스 후쿠타케 홀과 고
마바 캠퍼스 정보교육동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는 신규 이용 신청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용 강습회 등에 대해서는 
ECCS 의 Web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므
로 참고하십시오.

지참한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ECCS 의 컴퓨터 이외에 자신의 노트북
을 지참해 UTnet (도쿄대학 캠퍼스 네트워
크)을 경유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
니다. 이 경우에도 ECCS의 계정이 필요합
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유선과 무선 2종류가 있
습니다.

①유선접속
　학내의 정보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장
소에서 정보콘센트와 지참한 노트북을 케
이블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
블은 각자 준비하여 주십시오.

②무선접속
　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랜 스테이션
으로부터 전파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무선
랜이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케
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무선랜을 이용하려면 미리 인터넷상에서
이용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조건
등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후에 등록하여 주
십시오.

ECCS 계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 ECCS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이 지참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학교 외부에서 전자 저널 및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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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S 컴퓨터의 설치 장소
■　정보기반센터 (홍고・아사노 지구)

■　정보교육동 (고마바 지구)

■　그 외의 설치 장소
　　종합 도서관
　　고마바 도서관
　　가시와 도서관
　　일본어 교육 센터
　　법학부　법문 1호관 1층 - PC실
　　공학부　공학부 6호관 2층 - 200　
　　문학부　법문 2호관 1층 - 문학부 학생홀
　　　　　　법문 1호관 1층 - 111
　　이학부　이학부 1호관 3층 - 317
　　농학부　농학부 7호관 B동 - 1층 - 133
　　　　　　농학생명과학 도서관 3F PC
　　　　　　단말실 2
　　경제학부　경제학 연구과동 - 1층 - 101
　　　　　　　경제학 연구과동 - 4층 - 407
　　교육학부　교육학부 - 2층 - 261
　　약학 도서관 4층 - 정보처리실

● ECCS 에 관한 홍보
http://www.ecc.u-tokyo.ac.jp/

● ECCS 이용 수속
http://www.ecc.u-tokyo.ac.jp/guide/
current/

● 무선랜 시스템 등록 및 변경
https://secure.ecc.u-tokyo.ac.jp/wlan.
html

● ECCS 에 관한 문의처
ecc-support@ecc.u-tokyo.ac.jp
홍고・아사노 지구 ( 정보교육지원계 )
내선：23004 / 외선：03-5841-3004
고마바 지구 (정보 리터러시 교육지원계)
내선：46140 / 외선：03-5454-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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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브라우저에 대해서
　Web 페이지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Web
브라우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정보기반센터 Web 사이트를 대
표적인 Web브라우저에서 연 예를 들고 있
습니다. 그 외에도 Safari나 Firefox, Google 
Chrome등 다양한 Web 브라우저가 있습니
다.

　Internet Explorer(IE)는 Microsoft 社의 
Windows 기본 Web 브라우저입니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IE 에서 보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Web페이지도 있습니다. 다른 Web브라우
저에서 볼 수 없는 페이지는 IE에서 액세스
하여 보면 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본 예)

　어떤 Web 브라우저를 사용하든지 기본
적인 기능은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본
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Web 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에 따라 
보안 설정 기능이 다르거나 같은 Web 페이
지라도 컴퓨터 화면상의 표시가 다르거나 
Web 사이트 내에서 검색과 신청 등을 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보
고 싶은 Web페이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
을 경우에는 다른 브라우저도 사용해 보십
시오.
　반대로 자신이 Web페이지를 만들어 정
보 발신측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 특정한 Web브라우저
에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작성방법에 주
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 브라우저에 관한 지식 및 인터넷 매너
Web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한 지식과 인터넷 이용시 주의해야 할 매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인
터넷에서 정보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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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너 ( 정보윤리 )
　아래와 같은 행위는 네트워크 에티켓(네
티켓)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 발신을 할 때에는 충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격이 없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행위
・컴퓨터에 저장된 타인의 데이터나 프로

그램 혹은 시스템을 파손・변경・삭제하
는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
위
・외설적인 문장 , 화상 , 음성을 공개하는 

행위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
・타인 소유의 정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비방 및 중상모략, 차별적인 행위, 일방
적인 공격 등 기본적 인권 침해에 해당하
는 행위

인터넷 매너 ( 저작권 관계 )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Web페이지 상
의 문장, 사진, 도표 등의 정보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잡지와 동등하게 취
급되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Web 페이지에서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문장이나 일러스트 등을 인용하거나 출
전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Web페이지
나 리포트에 이용한다.
・시판되고 있는 음악CD나 게임, 잡지의 

화상 등을 저작자의 허가없이 자신의 
Web페이지에 게재한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시판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하여 이용한다.

아래의 Web페이지도 참고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보 보안 사이트 ( 총무성 )

http://www.soumu.go.jp/main_sosiki/
joho_tsusin/security/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을 위한 룰 ＆ 매너
집 ( 재단법인 인터넷협회 )
http://www.iajapan.org/rule/

인터넷 매너 ( 정보 보안 )
　다른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
는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 보안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필요
가 있습니다.

①사용자명과 패스워드의 관리
　네트워크상에서는 정보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개인마다 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한 사용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명과 패스워드는 그 사용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준
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가르쳐주지 않는
다.
・유추하기 쉬운 패스워드는 사용하지 않

는다.
・패스워드는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②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와 예방
　컴퓨터 바이러스는 장난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바이러
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바이러스의 발신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도록 합시다.

・첨부파일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입수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않는다.
・바이러스 대책용 백신을 준비하여 늘 최

신판으로 업데이트해 둔다.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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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종류
■　잡지
　잡지는 하나의 잡지명 아래에 Vol.3 No.1
과 같이 권・호가 부여되어, 월간이나 주간
등 주기적으로 계속 간행됩니다. 학술잡지
는 전자저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잡지에는 복수의 저자가 쓴 논문이 게재
되기 때문에 특정 논문을 구하려면 논문의 
저자・논문명・게재 잡지명・권호・페이
지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도서
　도서는 단발적으로 간행되며, 속보성 (速
報性) 이 있는 정보라기 보다는 어떤 테마
에 대해서 비교적 잘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서의「제･･･판」이라는 표시는 개정・
증보 등으로 판이 바뀐 횟수이며, 판의 숫
자가 클수록 내용도 새롭습니다.「제･･･쇄」
는 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증쇄한 횟수로 
내용은 같습니다 . 증쇄 횟수가 많을 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단, 판과 쇄가 혼동되어 내용이 바
뀐 경우에도 '쇄 '로 기재되는 일도 있으므
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은 잡지나 도서에 수록된 경우
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통되고 있지않
으며, 학위를 수여한 대학이나 학위 논문의 
수집기관에서 보존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학위 논문의 정보
를 공개하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술기관 리포지토리 p.33참조)

■　신문
　신문은 아사히 신문과 같은 전국지 외에 
지방지, 업계지 등이 있습니다. 같은 토픽
이라도 신문에 따라 기술 방법이 다르거나, 
같은 신문이라도 인쇄 시간과 최신 기사의 
게재 타이밍으로 인해 배달 지역에 따라 정

보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사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
는 신문도 늘고 있습니다.

■　통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행정기관, 민
간단체, 기업, 연구자 등에 의해 다양한 목
적과 조건을 바탕으로 실시됩니다. 조사 결
과는 잡지나 도서의 형태로 간행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조사실시기관의 Web사
이트에 공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
다.

■　테크니컬 리포트
　테크니컬 리포트는 기술정보와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하는 보고서로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 권마다 고유
의 리포트 번호가 부여되어 그 번호로 리포
트의 발행기관을 특정지을 수 있습니다. 최
근에는 발행기관의 Web 사이트에 공개하
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의록
　회의록은 학술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원
문 또는 요지) 을 발행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잡지의 특집
호나 별책으로 간행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특허자료 , 회의자료 , 판례 , 법
령, 고문서, 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있습니다.

학술정보 타입의 이해
정보에는 다양한 종류 및 형태가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전에 학술정보를 타입별로 이
해해 두면 원활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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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자료와 2 차 자료
　논문, 기사, 통계 등의 자료들이 게재되
어있는 잡지, 도서 등 각종 자료를 가리키
며 , 이를「1차 자료」 라고 부릅니다 . 연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 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1차 자료가 있는지” 를
찾기 위한 자료를「2차 자료」라고 부릅
니다 .
　아무리 좋은 1차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을
찾지 못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2차 자료가 만들어져 있
습니다. 정보수집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2
차 자료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합니다.

종이매체와 전자매체
　최근에는 학술정보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정보가 완전히 전자 
매체화된 것은 아니며, 종이매체의 정보와
전자매체의 정보가 양립해서 존재하고 있
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인터넷으로 조사 가
능하며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잡지 , 도서를 전자화해서 이를 컴퓨터의
화면상에서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전자저
널 (e-journal), 전자책 (e-book) 입니다 . 통
계 , 판례 , 법령 등 그 외의 다양한 1차 자
료도 전자화되어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
습니다 .
　또한 2차 자료도 전자화되고 있습니다.예
를 들면, 현재 OPAC로 불리고 있는 도서관
의 장서목록은 예전에는 카드에 기입되어 있
었지만, 현재는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컴퓨
터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매체로 된 2차 자료에 대해 찾는 대상
인 1차 자료가 종이매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OPAC에서 검색하여 발견한 도
서를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한편, 찾고자 하는 대상인 1차 자료가 전
자매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
이터베이스에서 잡지논문을 발견했을 때 
그 논문을 전자저널로 읽을 수 있도록 2차 
자료의 검색에서 1차 자료의 열람까지 컴퓨
터의 같은 화면에서 끝나게 되어 1차 자료
와 2차 자료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단 , 전자매체 정보의 경우 , 특히 전자저
널이나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유료인 경우
가 있어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더라도 사
전에 계약이 필요합니다. 대학이 계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내의 컴퓨터에서 액세스
가 가능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학외에서도 
가능).

정보 판단
　다양한 정보의 타입을 예로 들었지만, 어
떤 타입의 정보든지 하나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보의 가치나 의의를 정
확히 판단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 기본은 누가 , 
언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발신한 정보
인지를 항상 의식하며 정보를 접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本文（韓)_0227.indd   7 2012/02/27   15:05:29



8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란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의 주소록
　・은행의 ATM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Web검색엔진
등 주위에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예로 알 수 있듯이 데이
터베이스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도 목적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학술 정보 수집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도
서관의 소장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OPAC(온라인  장서목록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고, 어떤 논문이 발표되어져 있는지
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논문의 정보를 수록
한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든지 데이터베이스안
에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항목별로 정리된 
형태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검색시 특히 검색항목을 지정하지 않으
면, 모든 항목의 전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
색하게 됩니다.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
하면 데이터를 찾는 데 효율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시의 포인트
　처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아래의 포인트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수록 범위를 알아 두는 것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
라, 검색결과가 갖는 의미를 바르게 판단하
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　대상분야
　전분야로 대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도 있고 전문분야로 특화된 데이터베
이스도 있습니다.

■　수록범위
　수록범위의 확인에는 어느 시기의 정보
인지, 국내의 정보인지, 해외의 정보인지, 
해당분야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는지 선
별해서 수록하고 있는지, 전문을 수록하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　「Help」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든지 검색화면에「Help」
가 있습니다. 「Help」를 클릭해 보면, 검색
방법의 설명이나 구체적인 입력 예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린 방법으로 검색하지 않기 위해서 그
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능숙하게 사
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Help」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검색화면의 종류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하여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검색화면 이외
에, 검색 항목을 지정할 수 있는 상세검색
화면이 있습니다. 
　또한, 검색화면의 표시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과 검색 규칙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 공통되는 기본적인 틀과 일반적인 
검색기술의 개요를 알아 두면 처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도 사용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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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선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검색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
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내용에 관해서는
정보기반센터에서 작성한「GACoS:
Gateway to Academic Contents System」
의 Web사이트에 액세스하여 주십시오.
　GACoS는 전자적인 학술정보로 가는 게
이트웨이입니다. 도쿄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술 데이터 베이스가 거의 모두 모여 
있고, 자료 타입, 주제분야, 데이터베이스
명 등으로 검색할 수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데 무척 편리한 사이
트입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강습회의 정보나 정
보 리터러시에 관한 Web교재 등도 게재하
고 있습니다(p.36 ～ 37참조). 꼭 즐겨찾기 
등에 등록하여 일상적인 정보검색 도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GACoS
http://www.dl.itc.u-tokyo.ac.jp/gacos/
k/index-k.html

■　학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이 책자에서　　　가 붙어있는 데이터베
이 스 는 ECCS 계 정 을 갖 고 있 으 면 SSL-
VPN Gateway를 통해 집이나 학교 외부에
서도 이용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
내에서
http://www.dl.itc.u-tokyo.ac.jp/sslvpn/
service_e.html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
다 .

■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공공 기관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등 일
반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
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등록 절
차가 필요없이 학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
다.(p.33 '오픈 액세스에 대해'도 참조)
　실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p.17 이후에 나오는 "학술 데이터
베이스로 정보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검색어 , 검색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대량의 
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
아내려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검
색어와 검색식을 고안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색어
　자신이 생각해 낸 단어(free word)로 검
색할 경우에는 동의어・관련어, 상위개념・
하위개념의 용어, 단수형・복수형, 표기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단어로 검색
하면, 검색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 이 터 베 이 스 에 따 라 서 는 시 소 러 스
(thesaurus:단어의 상위・하위・관련 등의 
관계를 정리한 것)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복수인 경우, 
시소러스에 의해서 어느 단어를 검색어로 
사용할지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
제어라고 합니다.
　또한, 개개의 데이터의 고유 번호와 주제
를 나타내는 코드를 알고 있으면, 그 숫자・
기호를 검색어로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
다 . 도서에는 ISBN(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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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Number：국제 표준 도서번호), 잡지
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국제 표준 잡지번호)이라는 고유
로 부여된 번호가 있습니다.

■　부분일치검색(Truncation)
　부분일치검색 (Truncation) 이란 와일드
카드라는 기호 (* 나 ? 등) 를사용하여 검색
어의 일부분을 임의의 문자(열)로 검색하
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전방일
치, 중간일치, 후방일치 등의 종류가 있습
니다(부록 p.35 참조).

■　검색식
　복수의 검색어를 조합할 때에는 논리연
산자를 사용해서 검색식을 만듭니다.
　어떤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 AND 검색 , 
OR검색, NOT검색을 나누어 사용하여 주
십시오(부록 p.34 참조).
　논리연산기호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
르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검색결과의 판단 , 활용
　검색결과가 표시되면 필요한 정보를 얻
었는지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조
건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의 소트(정렬)기능이나 범위 축
소의 기능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
다.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문헌이 발견되면 
도서관에서 입수할 때나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메모, 인쇄, 다운로드, 메일 송신, 문헌 관
리 툴 (p.31 참조) 등을 이용해서 기록하여 
정리해 둡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척 도움이 되는 도구
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학술정보수집의 
수단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메
리트가 있습니다.
■　종이매체의 2차 자료를 사용한다
■　논문 등의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 리스트

를 실마리로 삼아 찾는다
■　브라우징(도서관의 서가 보기, 잡지 목

차 통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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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쓰려면
　논문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소로 구성
됩니다.

■타이틀, 저자명, 소속
■요약
■본문 (문제・주장・논거)
■각주, 참고문헌・인용문헌 목록

　논문이란 이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어떤 문제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만을 생
각나는대로 자유롭게 쓴다고 되는 것이 아
닙니다.
　논문을 쓸 때는

・연구할 테마에 관한 지식을 정리한다
・과거의 유사한 연구의 유무나 최신의 연

구동향을 조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 속에 자신의 테마

의 위치를 부여한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정

보를 수집한다

등의 목적으로 반드시 정보검색을 하게 됩
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
　다음으로 논문을 쓰는 과정에 따라 어떤 정
보검색이 필요한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마를 정한다
　논문의 테마를 정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
는 자신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범위까지 문
제를 좁히는 것입니다.
　논문은 반드시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
한 자신의 주장을 씁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듯한 추상적인 테마나 너무 포괄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백과사전이나 전문사전에
서 관련성이 있는 항목을 많이 보면서 그 분
야의 개론서, 입문서, 신서 등의 도서를 여
러 권 읽는 것이 참고가 됩니다. 인터넷에
서 참고가 될만한 Web 사이트를 여러 개 보
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키워드나 문헌명,연
구자명을 실마리로 하여 주요한 문헌을 훑
어 봅니다.
　이런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과거의 연구 중에서 무엇이 논점이 되고 있
는지, 최근의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여 자신
이 연구해 보고 싶은 테마를 명확히 해 나갑
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하나하나 
깊게 읽을 필요는 없으며, 테마 설정에 참
고가 될 만한 힌트를 찾을 목적으로 대충 개
요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논문의 구성을 항목별로 쓴다
　테마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논문
의 전체구성을「항목쓰기」로 써 보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정보수집을 시
작하면, 모은 정보를 읽을 때에 초점이 정
해지지 않아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다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이끌려 자신이 

왜 정보 검색을 하는 것일까 ?
습득한 많은 정보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모를 때에는「조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 「어
떤 정보가 필요한지」라는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에서는 논
문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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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자 하는 내용이 불명확해져 버립니다.
　테마로 설정한 문제를 몇 가지 항목 (보
다 작은 문제 설정) 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대해 무엇을 쓸 것인지 항목별로 써 봅시
다 . 항목별 쓰기가 완성되면 “무엇에 대해 
생각하면 좋은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면 
좋은지” 라는 방침이 명확해 집니다.

■　조사하기
　항목별 쓰기의 구성 메모가 완성되면「이
런 것을 쓰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등, 정보검색
의 목적도 명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문서에 나와 있는 기본
문헌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전문분야의 잡
지에 게재된 논문을 찾거나 테마에 따라서
는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나 과거의 신문기
사 등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에는 도서관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십시오. 대학의 도서관에는 과거부터 현
재까지의 다양한 타입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
른 대학의 도서관에서 주문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　쓰기
　필요한 문헌이나 실험・조사 데이터 등
이 갖추어지면, 논문의 기본골격에 살을 붙
여 가는 형태로 각 항목 쓰기의 구성 메모를 
서서히 가필・수정하여 논문을 써 나갑니
다.
　타인의 논문을 인용할 때나 선행연구의 
개요를 쓸 때의 포인트는 자신의 의견과 타
인의 의견을 제삼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명
확히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이 점은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특히 주의
하여 주십시오 (p.30 참조).

여러가지 정보 읽는 법
■　남독 (濫讀)
　본격적으로 논문에 착수하기 전,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는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문헌・정보를 읽어 기초가 되
는 지식 , 테마에 관련되는 지식을 축적해 
두면 나중에 테마를 설정할 때에 도움이 됩
니다.

■　속독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목적과 논점을 잡
을 목적인 경우에는 논문 전체의 이해와 정
보 정리에 시간을 들이지 말고, 자신의 논
문의 논거로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등에 초
점을 맞추어 자신의 테마와의 관련성을 의
식하면서 읽으면 효율적입니다.

■　숙독
　문헌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자신의 주장의 논거로 사용하는 경
우, 반론에 사용하는 경우 등은 충분히 전
체의 내용을 이해하여 저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
습니다.

정보검색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테마를 설정한다」
　　　⇒「각 항목을 작성한다」
　　　　　　⇒「조사한다」
　　　　　　　　　⇒「쓴다」
라는 작업 단계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
니다.
　쓰는 도중에 더 필요한 정보가 보이거나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완성하기까지는 몇 번이고 사이클
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단 한번의 검색으로는 그 후에 발
표된 최신 논문을 놓쳐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최신 문헌을 체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하
여 희망하는 타이틀 등을 설정해 두면, 최
신호가 간행된 것을 메일로 알려주는 알림
(alert) 서비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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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검색엔진으로 정보 수집
Yahoo! 나 Google 등의 검색엔진은 오늘날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정보검색 수단의 하나입니
다 . 검색엔진을 사용하면 인터넷상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

검색엔진이란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는 Web 페이지
의 정보 속에서 키워드나 분류항목 등을 사
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고, 표시하
는 시스템을 검색엔진 ( 서치엔진 ) 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Web 사이트를 수집・등록
하여 카테고리별로 분류・정리해 놓은 디렉
토리형과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수집한
Web사이트를 키워드에 따라 검색하는 로
봇형의 2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렉토리형은 초기의 Yahoo!
를, 대표적인 로봇형은 Google이나 goo를
들 수 있는데 현재는 둘다 서로의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각각의 결점을 보완하는 복합
형 검색엔진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색엔진 사용법
■　카테고리 검색과 키워드 검색
　정보를 찾는 실마리가 적을 때, 또는 알고
싶은 것이 막연할 때에는 검색엔진의 카테
고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한편,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때에
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관한 리포트 과제
가 주어졌다면 우선 [환경] 이라는 카테고
리를 열어 보도록 합시다.

　한편,「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의 내용」
을 알고 싶은 경우, 검색 박스에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면 바로 환경성과 외무성의 관
련 Web 페이지가 검색되어 의정서의 골자,
개요, 경과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따라서는 검색조건을 더욱 
더상세하게 지정하는 상세검색이나 이미지
검색, 지도검색, 그리고 어떤 URL에 링크
되어져 있는 페이지를 검색하는 링크검색
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 각 검색엔진의 
안내 및 가이드 등을 참조해서 검색방법을 
충분히 습득해 주십시오.

■　사이트 검색 이외의 기능
　최근에는 Web 사이트 검색 이외에 아래
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검색엔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어/영일/일영사전 등의 사전 검색
・전자계산기 기능
・지정한 토픽과 일치하는 뉴스 기사가 

온라인으로 송신되면 자동으로 메일을
송신해 주는 알림 기능
・각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을 표시해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기능

　각 검색엔진의 특징을 파악하여 병용하
는 등 보다 지혜롭게 활용합시다.

　[에너지] 와 [환경 경제학] 등 하위 카테
고리가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적당한 카테
고리를 선택해 나감에 따라 자신의 관심 테
마가 명확해지고 동시에 정보의 범위를 좁
힐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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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 함정
　위와 같은 검색엔진은 대단히 편리한 정
보 수집 도구이지만, 아래의 사항을 염두해
두고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검색엔진으로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
지 않은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
색엔진의 검색 대상은 인터넷상에 있는
Web 사이트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
니다. 검색엔진만을 의지하면 중요한 정보
를 빠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원도
병행하여 이용하도록 합시다.

■　올바른 정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다
　검색엔진에서 검색되는 Web 사이트 중
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합시다.
　특히, 리포트나 논문에 검색엔진으로 얻
은 정보를 인용할 경우에는 도서관 자료 , 
전문 (専門 ) 데이터베이스 등을 참조하여 
정보의 출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난 
후에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효율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검색엔진을 일반적인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 
그중에서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가려내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생
각하면,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보다 서적
이나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　상위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는 스코어라고 불리
는 키워드와의 적합도가 높은 순으로 표시
됩니다. 각 검색엔진은 다양한 방법을 복합
적으로 이용하여 수집한 Web 사이트의 스
코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열
순서가 반드시 중립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
으며, 중요한 정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반드시 상위에 나열되는 것은 아닙
니다.

검색엔진으로 학술정보수집
　일반 검색엔진은 인터넷상의 모든 타입
의 정보가 검색대상이 되며, 학술정보 이외
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
트나 논문 집필을 위해 학술정보수집을 할 
경우에는 적당한 도구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11월에 베타판 (제품판 직
전 의 평 가 판・개 발 중 인 판 ) 이 공 개 된
Google Scholar 는 검색대상을 학술논문 , 
학위논문, 도서, 학술 출판사와 학회, 학술
기관의 초록이나 논문에 한정하여 학술정
보에 특화된 검색엔진입니다.
・검색 결과 문헌의 전문 보기 링크 (일

부)
・인용 횟수의 표시와 인용 문헌링크
・저자명 , 표제의 키워드 추출에 의한

Google검색으로의 링크
등의 기능이 있으며 학술 정보 검색에도 사
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색엔진
의 활용도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Google Scholar
http://scholar.google.com/

　단, 이용시 주의사항은 일반 검색엔진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 Google Scholar 의 검색결과의 나
열순을 논문 중요도의 판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
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용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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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학에서 책・잡지 찾기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검색을 하는 다음 단계로서「도쿄대학 OPAC」를 이용하여 도쿄대학이 소
장하고 있는 책과 잡지를 찾아 봅시다 .

도쿄대학 OPAC 란
　 도 쿄 대 학 OPAC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는 학내에 있는 30개 이상의 도
서관・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잡
지 등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장서
목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본적인 검색방법과 결과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리플릿
http://www.dl.itc.u-tokyo.ac.jp/gacos/k/
literacy-k.html 을 참조해 주십시오 . 여기에
서는 좀 더 효율적인 사용법에 대한 요령 등
을 소개하겠습니다 .

https://opac.dl.itc.u-tokyo.ac.jp/
※단 , 1986년 이전에 수집된 도서나 일부 
귀중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서관
에 있는 카드목록으로 조사하여 주십시오.

「MyOPAC」에 로그인한다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MyOPAC」에 로
그인해 둡시다. (p.29 참조)

■　로그인하여 검색하는 장점
・검색한 도서가 소속 캠퍼스 도서관에 있

는 경우 우선적으로 표시된다.
・검색 결과로부터 자료의 예약이나 배달

신청이 매끄럽게 진행된다.
・상세 검색 화면에서 설정한 검색 조건을

저장할 수 있다.

　로그인에 필요한 이용자 코드는 학생증
(직원증) 에 기재된 하위 10자리입니다.비
밀번호는 화면상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을 지정한다

　OPAC 상세검색화면을 사용하면 검색조
건을 상세하게 지정하여 읽고 싶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출판년도를 한정한다
　도서가 출판된 연도를 아래의 4가지 패턴
조건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　분야・출판국가・언어를 한정한다
　자료의 분야, 자료가 출판된 국가, 자료
의 본문에 사용된 언어로 한정할 수가 있습
니다.

■　도서명 (완전형) 으로 찾는다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명으로 검
색하는 경우에는 검색항목을「Full Title」
로 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도서
명이 입력한 키워드와 완전히 일치하는 자
료만이 검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색 결
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Science Full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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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으로 찾는다
　「건명」검색을 하면 어떤 테마에 대하여
쓰여진 도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건명」
이란 자료의 내용을 나타내는 주제어로 기
본 건명표 목록을 바탕으로 부여되어 있습
니다.

情報サービス Subject ▼
　수업에서 지정된 도서를 OPAC 에서 검
색해 상세검색결과 표시의「Subjects」를 
참조하여 같은 건명으로 다시 한번 OPAC
를 검색하면 관련 테마의 도서가 발견될 가
능성이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십시오.

검색결과를 바르게 읽는다
　OPAC 의 검색결과를 바르게 읽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잡지의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잡지소장의 권호를 보는 방법
　잡지의 검색결과에는「Volumes」라는 
난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서관・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잡지의 권 (Volume), 호(No./ 
Issue)를 나타냅니다.

Volumes
1-3, 5 (1-6, 8-12), 6-9, 10 (1-2) ＋

　(   )안은 호를 나타내고 맨 끝의 +는 그 이
후의 새로운 호도 계속해서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4권, 5권 7호
는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최신호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잡지의 간행 전후를 보는 방법
　잡지는 출판처의 변경 등에 따라 타이틀
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
우 간행은 계속되고 있더라도 OPAC 에서
는 다른 잡지로서 취급됩니다.
　필요한 잡지의 권호가 발견되지 않을 때
에는 잡지의 상세검색 결과화면에 표시되
는「Continues」「Continued by」 등의 잡지
명 변경정보를 체크하여 타이틀 변경이 없
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　전자저널 이용 방법

Physical review letters
from 1958 to present in American Physical Society

　전자저널의 경우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수록 범위와 제공 사이트
에대한 링크가 표시됩니다. 문헌은 해당 제
공처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잡지를 소장하지 않아도 전자저널로 읽
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급검색 사용법을 파악한다
　OPAC에는 통상의 검색기능뿐만이 아니
라 아래와 같은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하여 OPAC 를 충분
히 활용하여 주십시오.

■　검색결과의 메일 송신
　검색결과를 메일로 송신할 수 있어서 메
모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　검색 결과를 문헌 관리 툴에 저장
　검색 결과를 문헌 관리 툴에 저장할 수있
습니다. 논문을 쓸 때 문헌 목록 작성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등록 필요】
(p.31 참조)

■　전국 대학 도서관 소장 정보 검색
　찾고 있는 자료가 도쿄대학에 없는 경우
OPAC 화면에서 Webcat 선택상자를 클릭
하면 전국의 대학 도서관 소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배달 서비스
　MyOPAC 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하
면 검색 결과 화면에 자료 배달 서비스 신청
버튼이 표시됩니다.
　학내 다른 캠퍼스나 타대학에 있는 자료
를 복사 및 실물로 배달받거나 학내자료를 
PDF로 열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므
로 많이 활용하기바랍니다.【 이용신청 필
요】 (p.29 참조)
　※PDF 배달은 도쿄대학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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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데이터베이스로 정보 검색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보다 신뢰성이 높은 학술정보를 효율적으로 망라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리포트 작성의 순서에 따라 도쿄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

리포트 작성 순서와 데이터베이스
　리포트・논문 집필 시에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신뢰성이 높은 학술적 정보를 효
율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포트・논문을 쓰는 순서 중 주로 테마 설정 및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테마 설정 자료 수집 집필 제출・투고

사전 도구 2차 정보DB
1차 정보DB

문헌 관리 툴
잡지 평가 도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정보검색 순서
　다음에 소개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정보검색을 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신의 정보검색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 그
러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헌조사의 요령은 「처음에는 넓고 얕게」 「그 다음은 좁고 깊게」 입니다 . 검색 순서
와 키워드, 검색식을 생각하는 등 전략을 세운 후에 검색을 시작합시다 .

검색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는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
다 .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이해한 후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활용합시다 .

검색 결과를 평가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

검색 전략을 세운다

본문 중 표시에 대해 ( 범례 )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GACoS'(p.9 참조 )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GACoS' 의 ' 주요 데이터베이스 ' 또는 'Digital Contents' 에서 접속해 주십시오 .

학외 OK ( 등록필요 )
SSL-VPN Gateway 서비스 대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ECCS 계
정을 갖고 있으면 학교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구분없이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무료 공개 데이터베이
스입니다 .

Open Access

학내 한정 학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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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설정
　자유과제는 물론 리포트과제가 주어진 경우에도 그 안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테마를 설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테마 범위의 설정을 좁히기 위한 정보검색에는 아래의 도구가 
유효합니다.

학외 OK
(등록필요)Open Access 학내 한정

（범례 p.17）

사전 도구

JapanKnowledge+

백과사전・사전・뉴스・학술 사이트 링크집 등을 망라한 
데이터베이스. 일본대백과사전,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일
본인명대사전, 랜덤하우스 영일대사전 등 각종 사전의 통
합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집
　테마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자신의 주장・결론을 논증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
합니다.

도서 찾기

　수업에서 지정된 과제 도서뿐만이 아니라 사전 도구에서 얻은 문헌명, 연구자명 등의 키
워드를 바탕으로 입문서・개론서를 찾아 읽어 봅시다. 기본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테마가 
더욱 더 명확해지며 찾아야 할 정보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도서」란→ p.6 참조

책의 소재를 찾는다

　이미 읽고 싶은 책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책을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는지 책의 소재를 
찾습니다.

도쿄대학 OPAC

(p.15 참조)
먼저 책이 도쿄대학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 봅니다. 도
쿄대학에 없는 경우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외 기관의 소장을 확인해 봅시다.

CiNii Books

전국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는 도서 및 잡지를 검색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국립정보학연구소 제공). 소속 도서관 및 
도서실에 의뢰하면 타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의 복사를 
신청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CiNii Articles (p.20참조) 에 본문이 수록되어 있으면 링
크를 이용해 본문까지 볼 수 있습니다.

NDL-OPAC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검색・신청 시스
템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18 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

本文（韓)_0227.indd   18 2012/02/27   15:05:32



19

어떤 테마에 관한 책을 찾는다

　자신의 테마와 관련된 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고 싶을 때는 아래의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합니다.

도쿄대학 OPAC

(p.15참조)
도쿄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서명, 저서명뿐만이 
아니라 건명 (p.16참조) 검색이 가능하며, 테마나 내용으
로도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Webcat Plus ：연상검색
(連想検索)

‘연상검색기능’ 을 사용하면 검색 키워드로부터 관련성이 높
은 단어를 추출하여 그 단어가 포함된 책을 누락없이 찾아주
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있는 도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잡지, 신간 서적
부터 도서명이나 저자명과 같은 키워드로 필요한 도서를 찾
는 ‘일치 검색’도 있습니다.

NDL-OPAC ‘제목 검색’ 을 사용하면 테마나 내용으로 책을 찾을 수 있
습니다.

Littel Navigator
입력한 키워드의 관련 분야나 관련 항목을 제시하여 도쿄
대학 OPAC (p.15 참조)나 JapanKnowledge+ 등의 데이터
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잡지 논문 찾기 – 통합분야

　학술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잡지 논문의 형태로 발표됩니다. 리포트, 논문 집필시에는 테
마와 관련된 선행연구, 최신연구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학술잡지 논문을 확인할 필요
가 있습니다.

「잡지」란 → p.6 참조
「논문」이란 → p.11 참조

잡지 논문・소재를 찾는다

　이미 읽고 싶은 논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잡지의 소재를 찾습니다.
　도서의 소재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대학이나 전국의 대학의 소장을 검색하지만, 잡
지의  소재를 조사할 때에는 논문명이 아니라 잡지명으로 검색해야 하는 것에 주의합시다.

中川裕志ほか. ドキュメントへのインフォメーションハイディング. 情報処理. 44(3), 2003 
 ↑ ↑
 논문명 잡지명

도쿄대학 OPAC

상세검색화면에서 검색 대상을 ‘잡지’ ‘전자저널’로 한정하
면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잡지의 경우는 
각 도서관 및 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권호에, 전자저널의 
경우는 구독 계약 범위에 찾고 있는 논문의 게재 권호가 포
함되어 있는지를 대조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전자저널은 
p.26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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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ii Books
도쿄대학 OPAC와 마찬가지로 잡지명으로 검색합니다.
※CiNii Articles (p.20참조) 에 본문이 수록되어 있으면 링
크를 이용해 본문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학외 OK
(등록필요)Open Access 학내 한정

（범례 p.17）

잡지 논문・어떤 테마에 관한 논문을 찾는다

　자신의 논문・리포트 테마와 관련된 논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고 싶을 때에는 논문명 
및 요지 등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도쿄대학 학술논문 횡단검색
(UT Article Search)

복수의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동시에 일괄
검색하여 해당 키워드로  학술논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원문 보기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CiNii Articles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논문, 학협회지,대학의 연구논
문집(紀要)를 중심으로 한 논문정보 데이터베이스(국립정
보학연구소 제공). 일부 원문 보기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학내 또는 SSL-VPN Gateway 서비스 경유나 사이트 라이
센스 개인 ID로 이용하면 원문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
니다.

NDL-OPAC ‘Japanese Pedioricals Index’ (CiNii Articles 에서도 이용가
능)로 국내 간행의 잡지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 Web of Knowledge

전 분야의 주요 영문학술잡지(약 12,000 여 종)에 게재된 
논문의 서적 정보 데이터베이스. 일반 키워드 검색 외에 논
문의 인용・피인용 관계를 알 수 있는 검색도 가능합니다. 
Web of Knowledge(통합플랫폼) 상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BIOSIS Previews (p.23참조)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 와의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SciVerse ScienceDirect Elsevier社가 발행하는 과학・기술・의학・사회과학분야 
학술잡지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SpringerLink
독일의 종합 과학출판사 Springer그룹이 발행하는 잡지 및 
Lecture Notes등의 도서가 수록된 원문 보기 데이터베이
스.

Wiley Online Library
미국의 John Wiley & Sons社가 출판하는 과학기술, 의학
분야 등의 잡지, 도서, 레퍼런스 워크(참고도서)를 수록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일본어논문

영어논문

일본어논문

영어논문

영어논문

영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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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논문 찾기 – 전문분야

　앞에서 소개한 종합적 • 일반적 데이터베이스로는 구할 수 없는 각종 학문 및 연구분야로 
특화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잡지 논문・전문분야

Periodicals Archive Online
인문사회과학계의 잡지기사 아카이브 archive (1802년 전
후～ 2002년)의 색인 데이터베이스. 일부 타이틀(약 300 
여잡지)은 원문 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JSTOR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학술잡지 아카이브
(archive) 데이터베이스. 창간호부터 최신호의 3-5년전까지
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모든 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SSIA:Applied Social Sciences
Index and Abstracts
　- ProQuest

응용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학술잡지의 색인・초록 데이터
베이스.

InfoTrac Custom 인문사회과학계의 이용도가 높은 학술잡지 250타이틀의 
원문을 망라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중국학술잡지 전문(全文) 데
이터베이스 (CAJ) - CNKI

중국에서 발행된 학술잡지(문학・역사・철학, 정치・법률, 
교육・사회과학・경제분야)의 원문 보기 데이터베이스.

Literature Resource Center with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문학에 관한 인물, 작품 정보 등을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Linguistics and Language
Behavior Abstracts(LLBA)
　- ProQuest

언어학 관련 문헌의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Westlaw Japan
일본법률 종합 데이터베이스. 법령, 판례, 정책정보, 주요 
판례잡지, Kommentar(각주 해석), 학술논문, 보도기사 등
의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D1-Law.com
제1법규가 제공하는 ‘현행법규’ ‘판례체계’ ‘법률판례문헌
정보’ 의 각 데이터베이스를 융합한 종합 검색 데이터베이
스. 

인문사회과학계 전반

문학

언어학

법학

인문사회과학계 전반

인문사회과학계 전반

인문사회과학계 전반

인문사회과학계 전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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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데이터 제공시스템 일본의 법령(헌법・법률・정령・칙령・부령(府令) ・성
령(省令) ・규칙)  내용의 Web판 검색 시스템.

Westlaw 
International

세계의 판례, 법령, 행정관련자료, 법률잡지, 법률백과사
전, 변호사연감, 뉴스, 비지니스 정보를 망라한 데이터베
이스.

Lexis .com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법률, 
판례, Law review, 지적재산권, 경영・기업정보 등을 수록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Source Complete
　- EBSCOhost

경제・경영・비지니스 관계의 잡지기사 데이터베이스. 일
부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EBSCOhost(검색 플랫폼) 상에서 제공됩니다.

EconLit
　- EBSCOhost

경제학 분야의 잡지논문, 도서, 학위논문, 워킹 페이퍼를 
수록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EBSCOhost(검색 플랫폼) 상에서 제공됩니다.

eol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약 5,000개사의 유가증권보고
서를 1984년부터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시아 주
요 지역 상장기업의 기본정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PsycINFO
미국심리학회(APA)가 작성한 심리학관련문헌의 색인・초
록 데이터베이스 . 원문 데이터베이스 PsycARTICLES 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MEDLINE 
　- OvidSP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이 작성한 세계 최대의 의학 관
련 문헌 데이터베이스.
※OvidSP(검색 플랫폼) 상에서 제공됩니다.

EBM Reviews 
　- OvidSP

의료・임상분야의 연구자용 데이터베이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8개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OvidSP(검색 플랫폼) 상에서 제공됩니다.

CINAHL Plus with Full Text
　- EBSCOhost

간호・의학기술 관련의 문헌 데이터베이스.
※EBSCOhost(검색 플랫폼) 상에서 제공됩니다.

경제학・기업정보

경제학

기업정보

심리학

의학

법학

법학

법학

의학

의학

本文（韓)_0227.indd   22 2012/02/27   15:05:33



23

PubMed

MEDLINE(p.22 참조)의 인터넷 무료 제공판.
'GACoS'에 링크되어 있는 도쿄대학 전용 입구를 통해 이
용하면 'UT Article Link'(p.26 참조) 버튼이 표시되고 전자
저널에 대한 액세스 등이 안내됩니다.

의중지(醫中誌)Web

국내 의학 문헌의 초록지인 ‘의학중앙잡지’ 의 Web판 데
이터베이스.
일본어로 된 의학잡지, 영업지, 학회 등의 회의록, 강연집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Compendex
　- Engineering Village

공학분야를 폭넓게 망라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 Engineering Village(기술정보 포털 사이트) 상에서 제
공됩니다.

Inspec
　- Engineering Village

물리학, 전기, 전자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기술분야
를 커버하는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 Engineering Village(기술정보 포털 사이트) 상에서 제
공됩니다.

USPTO
　- Engineering Village

미국의 특허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 Engineering Village(기술정보 포털 사이트) 상에서 제
공됩니다.

esp@cenet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일본특허
청의 특허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Scirus 과학정보 전문(専門) 검색엔진.

BIOSIS Previews
　- Web of Knowledge

생명과학분야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Web of Knowledge(통합 플랫폼) 상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Web of Science (p.20 참조)와의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Agropedia 농림수산성의 연구기관 등이 발행하는 연구성과 정보, 위
성화상 정보 등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SciFinder
화학물질 정보, 과학기술 문헌, 유기화학반응 정보, 시약・
화합물의 카탈로그 정보 등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GeoRef 
　- ProQuest

미국지질학회가 제공하는 지구과학관련 문헌 데이터베이
스.

공학

농학・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의학

의학

공학

공학

공학

공학

농학・생명과학

本文（韓)_0227.indd   23 2012/02/27   15:05:34



24

학위논문 찾기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제출된 박사 학위 논문은 특히 과학기
술분야에 있어서는 질이 높은 연구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통상의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입수가 어렵지만, 학위 논문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 아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학위 수여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찾
는 것도 유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위 논문」이란→ p.6 참조

학외 OK
(등록필요)Open Access 학내 한정

（범례 p.17）

학위논문 찾기・일본 국내 학위 논문

도쿄대학 학위논문  
데이타베이스

도쿄대학에서 수여된 박사논문의 제목，저자명，요지 등
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논문 원문의 열람에 대해서는 저자의 소속학부의 도서관 • 
도서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박사논문 서적 데이터베이스

일본의 국공립・사립대학 등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논문
의 제목, 저자명, 학위의 종류 등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국립정보학연구소가 작성한 ‘학술연구데이터베이스 리포
지토리’ 안의 콘텐츠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NDL-OPAC
(p.18참조) 국립국회도서관(간사이관)에서는 다이쇼(大
正)12년(1923년) 9월 이후의 박사논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957년 이후의 논문은 NDL-OPAC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찾기・해외 학위 논문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PQDT) Full Text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박사논문・석사논문을 수록
한 데이터베이스.

신문 기사 찾기

　어떤 테마에 관한 최신 토픽의 체크, 혹은 과거의 사실 확인, 인물과 관계된 자료 수집 등
을 할 경우에는 신문이 유효한 정보원이 됩니다.

「신문 기사」란→ p.6 참조

신문 기사 찾기

아사히 신문 온라인 기사 
데이터베이스

「기쿠조(聞蔵)Ⅱ
비주얼」

아사히 신문 기사(본지・지방판), ʻAERAʼ, ʻ주간아사히ʼ의 
원문 기사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Mainichi 
News Pack

마이니치 신문, ʻ주간 이코노미스트ʼ 등의 기사 검색 및 원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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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다스 역사관 메이지 7년부터 현재까지의 요미우리 신문 , ʻThe Daily 
Yomiuriʼ 등의 기사 검색 및 원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LexisNexis Academic 세계 각국의 뉴스 등을 수록한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입
니다.

Factiva.com 세계 각국의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ProQuest
News & Newspapers

ProQuest 사가 제공하는 신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ewspaper Source Plus
　- EBSCOhost

New York Time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USA 
Today 를 비롯한 전국 신문 및 해외 신문은 물론 , The 
Detroit Free Press와 같은 미국 지방지의 원문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BSCOhost(검색 플랫폼) 상에서 제공됩니다.

통계 데이터 찾기

　리포트나 논문의 논거로서 통계 데이터의수치를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다수의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통계가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데이터가 Web상에 공개되
어 있습니다.

「통계」란→ p.6 참조

통계 데이터 찾기

정부 통계 종합 창구
(e-Stat)

정부 통계의 종합 창구 사이트. 민간 통계와 해외 통계기관
으로 링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OECD iLibrary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각종 출판물을 수록한 데이
터베이스. 원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단행본 및 잡지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통계데이터를 책
자판보다 빨리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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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넷에서의 정보 입수 및 활용

전자저널 읽기
인터넷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주요한 예로서 연구에 불가피한 전자저널의 이용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

전자저널이란
　전자저널은 잡지를 전자화하여 컴퓨터화
면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자판만 출간하는 저널도 있
습니다.
　학내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출판
사의 Web 사이트나 전자저널이 수록되어
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도쿄
대학이 계약한 범위 내 혹은 공개된 범위 내
에서 잡지의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논문은 인쇄, 메일송신, 다운로드
하여 보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합
니다.

전자저널을 이용하려면
■　문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액세스한다
　제2장에서 소개한 문헌 데이터베이스등
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결과 화면에 
읽고 싶은 논문이 게재되어져 있는 전자 저
널이 링크되어 있거나 직접 그 논문의 원문
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데 이 터 베 이 스 의 검 색 결 과 화 면 에

「UTArticle Link」버튼이 표시되어 있을 때
에는 그 버튼을 클릭하여 보십시오.「도쿄
대학학술논문 링크 (UT Article Link)」화면
이 열리면서 전자저널이나 책자의 소장을 
검색하기 위한 링크가 표시됩니다. 전자저
널 링크란의 “Article” 을 클릭하면 직접 논문 
원문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p.27그림 참
조)
　논문 원문 보기 링크가 없는 데이터베이
스의 경우에는 논문을 입수하기 위해 검색
결과 화면을 보고 아래의 정보를 메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를 하는 대신에 검색
결과 화면에서 아래의 정보를 다운로드 하
는 기능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틀린 경우에는 입
수가 번거로워지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잡지 논문의 입수에 필요한 정보＞
　・논문의 저자명
　・논문의 타이틀
　・게재잡지명
　・권・호・페이지

■　포털 사이트에서 액세스한다
　읽고 싶은 잡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 아래
의 Web 사이트에서 그 잡지를 전자저널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OPAC에서 잡지의 소장이 없는 경우라도
전자저널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
다.

E-JOURNAL PORTAL 
http://www.lib.u-tokyo.ac.jp/ext/ejportal/
　학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저널을 모
아놓은 포털 사이트입니다. 전자저널을 찾
는 입구로서 이용하여 주십시오.
　잡지의 타이틀 등으로 검색하면 읽고 싶
은 전자저널이 수록되어져 있는 데이터베
이스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화면
이나 출판사의 저널 사이트로 연결되므로 
거기서 읽고 싶은 논문이 실려 있는 권・호・
페이지를 찾거나 검색하여 찾으시기 바랍
니다.
　도쿄대학 OPAC의 검색 결과에서도 전
자저널의 타이틀을 클릭하면 E-JOURNAL 
PORTAL 와 링 크 되 어 있 어 도 쿄 대 학 
OPAC에서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도 있습
니다 .

■　직접 액세스한다
　상기의 포털 사이트를 경유하지 않고 직
접 액세스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포털 사이트를 경유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학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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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
■　학외에서 전자저널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ECCS 계정을 갖고 있으면 출판사에 따
라SSL-VPN Gateway를 통해 학교 외부에
서도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
한 내 용 은 교 내 에 서 http://www.dl.itc.
u-tokyo.ac.jp/sslvpn/service_e.html 페 이
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ID, 패스워드의 입력을 요구한다
　논문의 원문을 보려고 할 때 ID, 패스워드
의 입력화면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D, 패스워드의 입력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
도 있지만, 시스템의 트러블이나 계약범위
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도서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자저널 이용상의 주의
　전자저널 이용에는 도쿄대학과 제공처인
출판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용상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해진 이용규칙이나 이용조건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하면, 대학전체가 이용을 정지당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출판사 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아래 사항이 금지되
어있습니다.

■　금지 사항
　・도쿄대학 구성원 이외의 사람이 이용

하는 것
　・개인의 학술연구・교육목적 이외의 

사용
　・제삼자에게 유통 (다운로드한 데이터

를 메일로 송부하는 등)
　・부정다운로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조직적인 대량 다운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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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읽기
전자저널과 마찬가지로 도서도 전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여기서는 도쿄대학이 계약하고 있는 전
자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도쿄대학이 구독 계약하고 있는 전자책을 소개합니다. 모두 전자저널과 마찬가지로 학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고 GACoS에서 이용합니다.

학외 OK
(등록필요)Open Access 학내 한정

（범례 p.17）

eBook

EBSCO eBook Collection
　- EBSCOhost

EBSCO eBook collection 은 EBSCOhost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적 모음입니다. 전자서적의 검색 및 전자서적 
안의 텍스트 검색이 가능합니다. 학술서와 전문서를 중심
으로 다양한 전자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BSCOhost(검색 플랫폼) 상에서 제공됩니다.

SpringerLink
SpringerLink 에서는 Springer 社가 발행한 전자책이 제공
되고 있습니다.
Lecture Notes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Wiley Online Library John Wiley & Sons社가 발행한 전자책이 제공되고 있습니
다.

전자책 이용상의 주의
　전자저널과 마찬가지로 전자책도 금지사항에 주의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금지사항은 
p.2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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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의 이용
모든 잡지・도서가 전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저널・전자책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도
서관의 장서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합시다 . 여기에서는 Web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

MyOPAC
　MyOPAC 란 도쿄대학 OPAC 에 로그인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웹상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쿄대학 도서관 제공
서비스입니다. (p.15 참조)
　로그인에 필요한 이용자 코드는 학생증
(직원증)에 기재된 하위 10자리입니다. 비
밀번호는 화면상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MyOPAC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의 개요】
■　대출중인 자료의 예약
　OPAC 에서 대출중인 자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예약 상황 조회
　대출중인 자료, 벌칙 상황, 예약중인 자
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배달 서비스 【이용신청 필요】
　OPAC 화면에서 도서관 (학내/학외) 자
료를 복사 및 실물로 배달받거나 학내자료
를 PDF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서구입 신청
　구입희망 도서의 신청이나 신청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배달 서비스
　자료 배달 서비스란 학내의 다른 캠퍼스
나 타대학에 있는 자료를 복사 및 실물로 배
달받거나 학내자료를 PDF로 열람할 수 있
는 도쿄대학 도서관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신
청이 필요합니다.
　이용신청 방법이나 이용조건, 요금지불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속 도서관・도서실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칙 개요】
●　MyOPAC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도쿄대

학 OPAC를 검색한다.
●　읽고 싶은 자료가 전자저널 및 전자책으

로 입수할 수 없다면 잡지나 도서의 소
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배달 가능한 경우 OPAC 검색 결과 상
세화면에 신청 버튼이 표시된다.

　　※소속 학부와 동일한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의 책이나 복사물의 배달은 불
가능.

●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 화면에서필
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　지정 도서관으로 자료가 배달된다.
●　PDF 로 배 달 신 청 한 경 우 는 메 일 로 

PDF 파일 열람 가능 통지가 도착하므
로 2주이내에 학내 네트워크에서 파일
을 열람한다. 인쇄는 1부만 가능.

　　※ PDF 를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것은 
금지. PDF의 URL을 타인에게 알려주
거나 파일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
도 엄금.

●　요금 지불방법으로 사비를 선택한 경우
에는 메일에 지정된 방법으로 요금을 
지 불하여 주십시오.

ASK 서비스
https://opac.dl.itc.u-tokyo.ac.jp/ask/

　ASK 서 비 스 란 도 서 관 에 관 한 질 문 을 
Web 상에서 송신하여 도쿄대학의 도서관 
중에서 문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도서관・
도서실로부터 회답을 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관한 질문이나 문
헌 조사방법, 어떤 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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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하기
수집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신의 논문에 논거 등으로 활용할 때에는 다른 연구성과를 표절한 것이 되
지 않도록 자신의 문장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용하고 출전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

인용 방법
　논문에서 인용 부분을 나타내는 데는 아
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　　」로 묶어 인용한다

この点に関する問題として、「・・・・・」（1）

と述べている。

■ 전후에 1행을 비우고 안으로 들여 쓴다

この点に関する問題として、次のよう
に述べている。

・・・・・・・・・・・・・・
・・・・・・・・・・・・・・
・・・・。（1）

■ 포인트를 요약하여 인용한다

この点について・・・・・という問題
提起がある（1）。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인용 부분의 바
로 뒤에 (1), (2) 와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해 논
문 끝의 참고문헌 리스트의 번호와 대응시
킵니다.
　혹은 , 일련번호가 아니라 ( 山田 , 2005)
와같이 저서명과 출판년을 ( )로 묶어서 표
시하고 참고문헌 리스트는 저자명 순으로 
나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용시 주의점
　인용을 명시하는 목적은 참고로 한 다른
연구의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하는 점과 논
문의 독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
시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 , 아래 사항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인용은 정확하게 쓴다
　인용할 때에는 원문에 쓰여진 대로 정확
하게 씁니다. 저자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원문의 문맥에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이 인용한 문장을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정확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야 할 행위입니다.

■　출전 정보는 정확하게 기술한다
　참고문헌 리스트의 정보 ( 저자명 , 잡지
명,권・호・페이지 등)가 틀리면, 그 자료
를 찾고자 하는 독자에게 커다란 폐를 끼치
게됩니다. 그리고 논문자체의 신뢰성도 떨
어지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제 3 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든다
　논문을 읽는 독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제3 
자가 참고 가능하며 , 가능한 한 입수하기 
쉬운 정보를 참고문헌으로 드는 배려도 요
구됩니다.

참고문헌 리스트 쓰는 법
　인용부분에 대한 출전 표시방법이나 참
고문헌 리스트의 기술방법은 지정된 서식
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서식도 있
지만 완전히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오른쪽 페이지에 과학기술 정보 
유통기술 기준에서 예를 발췌했습니다. 이 
기준은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잡지에 투고할 경우에는 잡지마다 투고
규정이 있고 그 안에서 서식이 지정되어 있
으므로 이에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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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관리 툴
　참고문헌 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에 드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헌 관리 툴이라
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문헌 관리 툴에는 컴퓨터에 인스톨
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웹용 툴이 있
습니다. 현재 도쿄대학에서는 RefWorks와 
EndNote Web, 두 종류의 웹 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등록이 필요합
니다).
　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다르
지만, 일반적으로 문헌 관리툴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각종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얻
은 정보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등) 를 문
헌 관리툴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문
헌만을 데이터베이스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의 자동화
　문헌 관리 툴에 보존해 둔 데이터는 논문
의 원고를 쓸 때에 검색하여 불러내어 문장
중의 인용부분에 붙이는 번호와 논문 말미
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가 있습니다. 투고하는 잡지의 투고 규정에
맞는 서식으로 자동 작성하는 일도 가능합
니다.

과학기술 정보유통기술 기준 (SIST： Standards for Inform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 참고문헌 작성방법 (SIST 02) (http://sist-jst.jp/handbook/sist02_2007/main.htm)

■잡지 기사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출판년, 권수, 호수, 시작 페이지 - 마지막 페이지, ISSN . (언어 표시), (매
체표시), 입수처, (입수입자).

예　（ａ）花岡菖．戦略的アウトソーシングにともなうシステム監査のあり方について．システム監査．1996, 

vol．9，no．2，p．2-10．

예　（ｂ）花岡菖．戦略的アウトソーシングにともなう…．システム監査．1996，9（2），p.2-10．

■도서 한 권을 참고하는 경우
저자명. 도서명. 판표시, 출판지, 출판자, 출판년, 총페이지수, (시리즈명, 시리즈 번호), ISBN . (언
어표시)，(매체표시)，입수처, (입수일자).

예　井手文雄．界面制御と複合材料の設計．東京，シグマ出版，1995，250p . , ISBN 4-915666-27-1.

■도서 한 장 또는 일부를 참고하는 경우
저자명. “장 제목”. 도서명. 편자명. 판표시, 출판지, 출판자, 출판년, 시작 페이지 – 마지막 페이지, (시
리즈명, 시리즈 번호), ISBN . (언어표시)，(매체표시)，입수처, (입수일자).

예　井手文雄．“3　界面制御の技術”．界面制御と複合材料の設計．東京，シグマ出版，1995，

p．12-43，ISBN 4-915666-27-1.

■전자잡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출판년, 권수, 호수, 시작 페이지 – 마지막 페이지，ISSN．(언어표시)，(매
체표시)，입수처, (입수일자).

예　荒川正幹ほか．Hopfield Neural Networkを用いた新しい分子重ね合わせ手法の3D-QSARへの応用．

Journal of Computer Aided Chemistry. 2002, vol．3，p．63-72．http://joi.jlc.jst.go.jp/JST.JSTAGE/jcac/3.63, (参照

2002-12-03).

■ Web사이트, Web페이지
저자명. “Web 페이지 제목” . Web 사이트 명칭. 갱신 일자. (언어표시)，(매체표시)，입수처, (입수
일자).

예　斎藤彬夫．"DME(ジメチルエーテル)燃料普及のための提言"．日本機械学会．2003-1-11．

http://www.jsme.or.jp/teigb01.htm，(参照2003-02-24)．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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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논문을 투고할 잡지를 고를 때 참고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또한 논문을 보다 폭넓게
공개하는 방법으로「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투고할 잡지 고르기

학외 OK
(등록필요)Open Access 학내 한정

（범례 p.17）

JCR 을 검색한다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 Web of Knowledge

JCR은 학술잡지의 중요도, 영향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를 제공하는 학술잡지 평가도구입니다.
잡지 평가지표의 하나인 ‘Impact Factor’ 를 조사할 수 있 
뿐만 아니라, 학술잡지의 인용관계를 알 수도 있습니다.
논문의 투고처를 정할 때에 같은 분야의 여러 잡지를 비교
하는 판단 자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Impact Factor 란

　어떤 잡지의 한 논문당 평균 피인용수입니다. 특정한 1년동안 어떤 잡지에 게재된 논문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잡지의 영향도를 나타
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Impact Factor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2011년의 경우)

A ＝ 2009-2010 년도의 어떤 잡지의 게재논문 총수
B ＝ A 의 논문이 2011 년도 중에 인용된 총 횟수
2011 년도의 Impact Factor ＝ B ／ A　

  JCR은 개개의 논문이나 저자의 평가 도구가 아닙니다. Impact Factor 수치의 의미를 이해
하고 사용 방법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Ulrichsweb 을 검색한다

Ulrichsweb

Ulrichsweb은 세계 200개국의 출판사에서 간행된 정기간
행물(잡지, 연감, 회의록,일반지, 학술지, 뉴스레터, 신
문)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주제분야와 키워드, 사독(査読 ) 유무 등의 조건을 지정하
여 어떤 잡지가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대상지에서 고른다

  투고할 잡지가 주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대상지라면 논문이 게재된 후, 보다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의 기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2 장에서 소개했듯이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대상지인지 아닌지를 하나의 판단자료로 삼
아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논문의 키워드로 검색해 보고, 관련되는 테마의 논문이 많이 게
재되어 있는 잡지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출판사나 학회의 Web 사이트를 본다

　출판사나 학회의Web 사이트에는 발행하고 있는 잡지의 투고 규정, 그 잡지가 커버하는 
분야, 대상 독자층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투고할 때에 참고가 됩니다.

本文（韓)_0227.indd   32 2012/02/27   15:05:36



33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독자에게 읽히기 위하여 논문
을 널리 공개하는 방법으로「오픈 액세스」
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오픈 액세스라고 불리는 학술 논문
의 새로운 제공 구조가 출판인, 도서관, 연
구자 사이에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
니다.
　오픈 액세스란 학술 논문을 인터넷상에
서 무료로 공개하여 독자가 손쉽게 액세스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학
술잡지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연구에 불가
피한 논문이 입수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출판인이 사독(査読 )이 끝난
논문을 출판 후에 저자가 자신의 Web사이
트에 게재하거나 저자가 소속기관의「학술
기관 리포지토리 ( 아래 칼럼을 참조 )」에 
보존하는 것(self archiving)을 인정하게 되
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잡지의 내용(혹은 잡지의
일부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고 발행하는 오
픈 액세스 잡지라고 불리는 잡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것을 오픈 액세
스하는 잡지도 있습니다.

　학술기관 리포지토리 (Institutional Repository) 란 대학 등의 학술기관에서 발행한 학술잡지 게재논
문 , 학위논문 , 도서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전자적인 형태로 집중적으로 축적・보존하여 학내・외에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상의 발신 거점 ( 서버 ) 입니다 .
　학술기관 리포지토리는 이른바 인터넷 상에 있는 공개 보존 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누구든지 액세스가 가능하며 연구 성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에는 이미 수많은 학술기관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 . 도쿄대학에서는 부속도서관과 정보기
반센터 도서관 전자화부문이 중심이 되어 도쿄대학 학술기관 리포지토리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
　도쿄대학 학술기관 리포지토리에 연구성과를 등록하여 세계에 발신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성과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연구활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도쿄대학 학술기관 리포지토리 http://repository.dl.itc.u-tokyo.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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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록

검색의 힌트
검색의 힌트와 편리한 테크닉을 소개하겠습니다 . 데이터베이스는 수록하고 있는 정보에 맞추어 더
욱 효율적인 검색방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다르고 , 사용하는 기호도 
다릅니다 . 처음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help” 등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검색어 입력
■　스톱 워드
　관사 (the, an 등) 나 be동사 (be, is, was
등 ), 인칭대명사 (he, she, we, they 등 ) 와 
같은 단어는 입력해도 검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절 검색」참조)

■　화합물이나 특수문자의 입력
　아래첨자나 액센트문자 등을 보통의 문
자로 바꾸어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H2O  　⇒　h2o
　　Fürst　⇒　furst, fuerst

시소러스 활용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는 동의어, 관련
어, 상위개념, 하위개념의 용어 등을 분야
나 내 용 에 따 라 정 리 한「 시 소 러 스 
(thesaurus)」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해진 통제어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인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예）

시소러스 용어（통제어）

◆상위어：종양
　　（광의）

　　　◆ 암  　　

　　　　　　◆하위어：위암
　　　　　　　　（협의）

（유의어）
악성종양
육종

논리연산
　복수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검색하고 싶
을 때에는 논리연산을 사용합니다. 검색어
를 연결하는「논리연산자」는 데이터베이
스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AND 검색
　입력한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검
색합니다.

A  B

A AND B

■　OR 검색
　입력한 검색어 중 어느 쪽이든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것을 검색합니다.

A  B

A OR B

■　NOT 검색
　입력한 검색어 중 한쪽을 포함하고 다른
한쪽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검색합니다.

A  B

A NOT B

주의 ! 검색 테크닉
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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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연산의 우선순위
　AND 검색, OR 검색, NOT 검색을 조합
할때에는 논리연산의 우선순위에 주의해 
주십시오.
　논리연산의 우선순위는 NOT → AND →
OR 순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나 검색란에
입력한 순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 등도 있습니다.

예）A NOT B AND C OR D 
　　（A NOT B） AND （C OR D）

근접연산
　복수의 검색어의 위치관계를 지정합니
다. AND 검색을 한 경우, 입력한 검색어들
의 위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검색
되어 생각한대로의 검색결과를 얻을 수 없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접연산을 이용하면 검색어가 나오는 
순서나 검색어 간의 문자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근접연산자」는 데이터베이스
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예）A SAME B , A W/s B 
⇒동일 문장 내 

　　A W/n B　,　A NEAR/n B 
⇒최대 n 어 이내

구절검색
　복수의 검색어를 구절 (phrase) 로서 검
색하는 방법입니다. 스톱 워드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검색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나 “ ”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부분일치검색 (Truncation)
　변화가 예상되는 검색어는 변화하는 문
자열의 부분에「와일드카드 문자」라고 불
리는 기호( * , ? , $ 등)를 입력합니다.

■전방일치　gene* 
⇒ gene, genes, generation

■중간일치　*sea* 
⇒ sea, seat, disease, undersea

■후방일치　*net 
⇒ internet, cabinet, planet

■어중변화　behavio$r 
⇒ behavior, behaviour

부분일치검색의 활용 예
　참고문헌표를 읽으면 서양문자의 잡지 
타이틀이 생략형(잡지약어)으로 쓰여져있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전
방일치」의 테크닉을 사용하면 전체 이름
을 모르더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참고문헌 리스트에J. Biol. Syst. 라고 
쓰여진 잡지를 도쿄대학 OPAC 에서 찾을 
경우

【입력 예】

j　biol　syst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는 *(애스터리스
크)를 사용하여 전방일치검색이 가능한 것
도 있습니다(* 앞에 오는 문자수에 2문자 이
상 등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j*　biol*　syst*

　이와 같이 입력하면 JOURNAL OF BIOLOGICAL 
SYSTEMS 라는 전체 이름을 모르더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약어로 표기된 잡지명은 정해진 방법에 
의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논문에
서 이용할 때에는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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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머 서포트
정보기반센터 학술정보 리터러시계에서는 강습회 개최 , 교재 배포 및 공개 동 정보 검색에 대한 각
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강습회
　정보기반센터 학술정보 리터러시계에서
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정보 검색 강습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케줄과 내용에 관해서는 GACoS(p.9)
의「강습회 인내」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강습회는 예약이 필요없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해 주십시오 (코스에 따라 예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출장 강습회
　희망하는 내용 및 일정에 맞춰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강습회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수업이나 세미나 등에서 활용하여 
주십시오.

강습회 코너 안내도
　강습회 코너는 홍고 캠퍼스 종합도서관 1층 현관을 들어오면 오른쪽 안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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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뉴얼
　도쿄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의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활동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발견되면 매뉴얼도 꼭 활용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서포트
　이하의 콘텐츠는 학내 및 학외 어디에서
든 이용 가능합니다 . 정보 검색에 곤란한 
점이 있을 때에 활용하여 주십시오.

리플릿
　도쿄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특징이나 검색 방법을 소개하
고 있습니다 . 일본어 및 영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관 및 도서실에서 배포하고 있습
니다.

【리플릿 메뉴】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으려면? 

(GACoS)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에 본문 링크가 

없다면?( UT Article Link)
・도서나 잡지게재 논문을 입수하려면 ? 

(도쿄대학 OPAC)
・집에서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을 이용

하려면? (SSL-VPN Gateway서비스)

메일 매거진「Litetopi」의 안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뉴스나 강습회의 
안내 등을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신청은 학술정보 리터러시계로 연락주십
시오.

literacy@lib.u-tokyo.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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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표 약어 일람
각주나 문헌표에서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 , 유사한 의미라
도이용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시에는 주의하여 주십시오 .

약어 완전형 의미
Ann. Annales 연보 , 논문집
Annu. Annual 연보 , 연감
anon. anonymous 작자 불명의 , 익명의
app. appendix 부록
Arch. Archives 기록집
art. article 논문 , 기사
Aufl. Auflage 판
Bd. Band 권
Beil. Beilage 추록 , 보유
Bull. Bulletin 회보 , 보고 , 논문집
c., ⓒ copyright 저작권
c., ca. circa 약 , 략
cf. confer （=compare） 비교 , 참조 , 참조하시오
ch., chap. chapter 장
col. column 란
comp. compiler 편찬인

compiled by ˜ ˜ 에 의해 편찬되었다
conf. conference 회의
corr. correction 교정 , 정정판
d. died 사앙
Diss. Dissertation 학위논문
do. ditto 같음
doc. document 문서 , 서류
Einl., Einleitg. Einleitung 서론
ed. editor 편집 ( 인 )

edition 판
edited by ˜ ˜ 에 의해 편집되었다

e.g. exempli gratia （=for example） 예
enl. enlarged 증보되었다
et al. et alii, et aliae （=and others） 및 그 외
etc. et cetera （=and so on） 등
ex. exanple, example 용례
fac., facsim. facsimile 복사 , 복제
fasc. fascicle 분책
fig., figs. figure （-s） 도 , 도해 , 삽화
front. frontispiece 권두화
Hft. Heft 분책 , 호
Hg. Herausgeber 편자
ibid. ibi’ dem 전게지 ,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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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dem 상동 , 동서
i.e. id est 즉
ill., illus. illustration 삽화
inc. including, incorporated 포함하다 , 포함되었다
inf. infra 아래에
intro., introd. introduction 서문
J., jour. journal 잡지 , 학회지
l., ll. line （-s） 행
l.c., loc.cit. loco citato 상기 인용문 중에
m.s., mss. manuscript （-s） 원고 , 사본
n., nn note （-s） 주석
n.d. no date of publication 출판년도 기재없음
no. number 호
n.p. no place of publication 발행지 기재없음
n.s. new series 신시리즈
NS New Style 신력
op.cit. opera citat 전개 ( 인용 ) 서에
p., pp. page （-s） 페이지
par. paragraph 절 , 단락
pl. plate 도판

plural 복수의
pref. preface 서문 , 머릿말
proc. proceedings 의사록 , 회보
pseudo. pseudonym 필명 , 펜네임
Pt., pt. part 부 , 부분 , 분책
pub., publ. publisher 출판자

publication 출판물 , 정기간행물
published by ˜ ˜ 의 출판

rev. review, reviews 평론지
rpt., repn. reprint, reprinted 중판 , 번각
sec., sect. section 절 , 단락 , 란
ser. series 쌍서 , 시리즈
supp. supplement 보유
tr., trans. translator, translation 번역
trans. transaction 회보 , 기요
v., vid. vide ˜ 을 보아라
viz. videlicet 즉
v., vol., vols. volume （-s） 권
Z. Zeitschrift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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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저널 용어 일람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용어가 다르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이용시에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help”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용어 의미
abstract 적요, 요약
address, affiliation 저자 등의 소속기관
alert 미리 설정한 조건에 맞는 정보가 업로드되었을 때 메일 등으로 알려

주는 기능.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알림 기능이 있다.
・등록한 잡지의 새로운 호가 업로드된 것을 알려준다.
・등록한 검색조건에 맞는 논문이 추가된 것을 알려준다.
・지정한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것을 알려준다.

archive 전자저널 사이트 등에서 과거의 권・호 리스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
다.

browse 정보의 일람 표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
citation 인용, 인용문

（table of） contents 목차정보
export 「문헌 관리 툴(p.31참조)」 등에 맞는 형식으로 정보를 출력하는것. 

검색결과를 보존할 때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full text 원문, 원문 보기
help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나 검색 방법이 표시된다. 새로운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할 때나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help를 확인하
면 된다.「tips」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HTML 논문의 원문 등을 열람할 때에 제공되는 표시 형식의 하나. 문장 중
에 링크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다.

in press 잡지에 채택되었지만 , 아직 책자로 발행되지 않은 논문 .「Early 
view」「Online First」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issue 제…권.「back issues」는 전자저널 사이트 등에서 과거의 권・호 
리스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log out / log off 섹션 종료시 클릭하는 것으로, 검색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가 있다. 또한, 동시 액세스 수의 제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에는 로그아웃 후, 다음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ign out」

「sign off」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PDF 논문의 원문 등을 열람할 때에 제공되는 표시 형식의 하나. 종이 매

체의 잡지와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용 소프트
「Adobe Reader」의 인스톨이 필요.

register 클릭하면 사용자 등록 화면이 표시된다.
save to file 컴퓨터나 전자매체에 정보를 보존하는 것. 검색 결과나 전자저널을

보존할 때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sort 검색 결과를 정렬하는 기능
summary 개요, 요약
volume, vol. 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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