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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B업체 중 최다 journal,  

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간행물 제공!

※  위 인증 방법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1.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IP인증을 통해 자동으로 인증되어 
원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외부 접속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원문 열람이 가능   
 합니다.

개인 사용자 이용 방법

국내 대표적인 양질의 학술지를 서비스하는

DataBase!

Guide Book ver.5 

기관 사용자 이용 방법 KISS 이용 효과

원문 열람의 경우 본사와 구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관에

한해서 관내 사용이 허용됩니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2 교외 접속

프로그램 실행 3 카테고리에서
KISS 클릭 4 원문 열람

1 Paper Search
접속 2 논문 검색 3 전자 결제 4 원문 열람

http://kstudy.com/paper.asp

본사와 구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Paper Search 사이트에서 원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http://kiss.kstudy.com

■ 인증 방법



국내 등재(후보) 간행물 발행 간행물 비율

• KCI 등재(후보)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 1,933곳 / 2,093 간행물

•  KISS를 통해 제공되는 등재(후보) 간행물 발행기관 751곳 / 간행물  

 831종 (2014년 6월 기준)

KISS는 필요한 논문을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는 
언제나 원하는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검색

■ KISS의 대표 학회

•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논문 제목,  
 저자, 간행물 등의 범위를 선택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 검색결과 좁혀보기

• 검색한 결과를 재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제,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를 설정하여 필요한 정보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상세검색

• 세부검색 항목(제목, 저자, 간행물, 발행기관 등)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 및 연도를 지정한 검색도 가능하여, 원하는 기간의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검색 방법은 특정한 자료를 찾을 때 효과적입니다.

■ 이용 방법

• 학교 무선인터넷(Wi-Fi)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IP 인증으로 기관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소속기관의 정책에 따라 인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IP 인증으로 기관명이 떠야 원문 보기가 가능하며, PC와 동일하게 통합 
검색과 상세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교외접속 방법 - 기관로그인

•로그인을 클릭 하여 기관로그인 
   으로 변경 후 ID, PW 입력, 로그인 
     합니다. 

•기관  I D와  P W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방법

•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렬 및 발행일 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논문의 원문을 보기 원하는 경우 논문명을 클릭 하면 PDF파일로 논문을 
볼 수 있으며, 초록 및 논문의 서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KISS는 국내 등재(후보) 간행물 발행기관 전체의 39%, 간행물의 

40%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제일 높은 보유 비율 입니다.

왜 양질의 자료인가? 기관용 KISS 검색가이드 Mobile KISS 가이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KCI(Korean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로서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이 수록된 권위 있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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