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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검색을 통해 키워드, 서명, 저자명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원(전자저널, 학술DB, 전자책 등은 교내외서 사용이 가능합니
다. 교외 이용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그룹웨어)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전자자원 검색(도서관 통합검색)

■ 전자자원은 인쇄저널과 마찬가지로 통합검색 후 Full text를 클릭하여 구독자원으로 이동
하여 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원문 이용 시 이용범위(원문 이용가능 연도)를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원문복사 신청을 하시면 도서관에서 원문을 제공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통합검색]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통합검색 → 해당 자원으로 이동 후 원문 이용 ]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전자저널/Web DB/e-Book/e-Learning]

구독 전자자원 이용



2 전자자원 안내

[2023 신규 전자자원]

구분 품목명 주제 내용 이용법

국외

전자

저널

Nature 
eJournals(12종)

전 주제
- 총 12개 컬렉션
- 신규 항목: Nature Catalysis / Nature 
Electronics / Nature Reviews Materials

개별구독자원 전 주제
- 각 학과를 통해 접수한 전 주제분야 개별
구독 저널 39종의 저널 원문 이용가능
(리스트 바로가기)

국외 

Web 

DB

Compustat via 

Marketplace 

Extract

[대학혁신사업비]

경영

경제

- 전세계 상장 기업의 재무재표 데이터 제공
- 지정된 계정(ID/PW) 사용(계정 바로가기)

이용법

Execucomp via 

FTP

[대학혁신사업비]

경영

경제

- 미국 상장사 임원의 연봉/인센티브 정보 제공
- Winscp / Filezilla 프로그램에서 계정정보 
입력 후 이용가능
- 지정된 계정(ID/PW) 사용(계정 바로가기)

이용법

Qualtrics DB

[대학혁신사업비]
전 주제

- 온라인 리서치 소프트웨어
(각종 설문조사, 연구조사 활용 가능)

- 지정된 계정(ID/PW)사용(계정 바로가기)

이용법

WIPS ON

[대학혁신사업비]
공학
특허

- 전세계 특허 데이터 서비스(미국, 일본, 한
국, 유럽 포함 4개국 특허의 통합인용 및 피인
용관계 분석 제공)

- 본인 계정 생성 후 이용가능(계정 생성 시 
홍익대 메일 계정을 사용)

이용법

Avery Index to 
Architectural 

Periodicals
건축

- 건축술의 역사, 디자인, 조경, 도시 계획, 실

내 디자인 등의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출판물 

뿐 아니라 건축 문화에 관한 자료 제공

이용법

WorldTradeLaw.net 법학
-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률연구정보 DB
- WTO, GATT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 및
사례 정보 수록

이용법

Grove Music 

Online

(Oxford Grove 

Online)

음악

(예술)

- 세계음악대사전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제2
판)」 내 재즈, 오페라, 악기 등 음악 연구에 도
움이 되는 자료 제공

이용법

Benezit Dictionary 

of Artists

(Oxford Grove 

Online)

예술
- 예술가, 예술가의 서명이미지, 경매기록, 박
물관 소종품목까지 포괄하여 제공

이용법

Grove Art Online

(Oxford Grove 

Online)

미술

(예술)

- 세계 미술 대사전「Grove Dictionary of 
Art」 의 온라인 자료, 시각 예술의 모든 측면
(회화, 사진, 장식예술, 건축)의 연구 지원 DB

이용법

Statista 통계

- 비즈니스 토픽에 관한 통계 및 데이터
- 인포그래픽(최신 트렌드, 관련 이슈를 토픽
을 시각화) 제공
- 스터디 및 리포트/ 아웃룩 기능 제공

이용법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https://www.nature.com/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www.nature.com/natcatal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www.nature.com/natelectron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www.nature.com/natrevmats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EA%B0%9C%EB%B3%84%EA%B5%AC%EB%8F%85%20%EC%A0%80%EB%84%90%2039%EC%A2%85_2023.xlsx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EA%B0%9C%EB%B3%84%EA%B5%AC%EB%8F%85%20%EC%A0%80%EB%84%90%2039%EC%A2%85_2023.xlsx
https://www.marketplace.spglobal.com/en/extract
https://honors.hongik.ac.kr/bbs/content/4_8034
https://honors.hongik.ac.kr/db/webdb_manual/Compustat%20via%20Marketplace%20Extract%20%EC%9D%B4%EC%9A%A9%EB%B2%95.pdf
https://honors.hongik.ac.kr/bbs/content/4_7997
https://honors.hongik.ac.kr/db/webdb_manual/2.%20Execucomp%20via%20FTP%20%EC%9D%B4%EC%9A%A9%EB%B2%95.pdf
https://hongik.qualtrics.com/login
https://honors.hongik.ac.kr/bbs/content/4_8015
https://honors.hongik.ac.kr/db/webdb_manual/1.%20Qualtrics%20%EC%9D%B4%EC%9A%A9%EB%B2%95.pdf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https://www.wipson.com/service/mai/main.wips
https://honors.hongik.ac.kr/db/webdb_manual/WIPS%20ON%20Academy%202022%20%EC%9D%B4%EC%9A%A9%EB%B2%95.pdf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https://www.proquest.com/?accountid=16209
https://honors.hongik.ac.kr/db/webdb_manual/2021Avery_Manual.pdf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www.worldtradelaw.net/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WorldTradeLaw%20%EC%86%8C%EA%B0%9C%20%EB%B0%8F%20%EB%A7%A4%EB%89%B4%EC%96%BC(2023).pdf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oxfordmusiconline.com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OUP_GMO_sellsheet_Korean.pdf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oxfordartonline.com/benezit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OUP_Benezit_sellsheet_Korean.pdf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oxfordartonline.com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OUP_GAO_sellsheet_Korean.pdf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www.statista.com/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2_Statista%20Academia_User%20guide.pdf


[자료 유형별 구독자원]

[자료 주제별 구독자원]

구독 자원 리스트: 부록 참조

유형 주요 전자저널/데이터베이스 명

학위논문
[국내] RISS, 홍익대 도서관 dCollection, 국회도서관
[국외] PQDT Global(북미, 유럽), DDOD(북미), CDMD(중국)

학술논문
[국내] KISS, DBpia, 교보 스콜라
[국외] Willey, ScienceDirect, Taylor&Francis, 

인용 색인 DB
[국내] KCI 인용색인
[국외] Web of Science, Scopus, S2Journal(학술지 종합정보)

전자책
[국내] 교보전자책
[국외] EBSCO net Library(전 주제), ProQuest eBook(전 주제),
Springer ebook(전 주제, 컴퓨터 공학)

잡지/신문 PressReader, 모아진, The NewYork Times, Vogue Archive

이러닝 강좌 해커스 인강, 박문각 에듀 스파, 러닝 365

주제 주요 전자저널/데이터베이스 명

공학
ACS(화학), AIP, APS(물리학), AMS(수학), ASME(기계공학)
Nature, Science(과학일반), OPTICA(광학), SAE(자동차공학)
ACM(컴퓨터공학), ASTM(재료공학)

예술
JSTOR, ArtStor, Art Full Text, CNKI&CAJ(중국), CAIRN, ProjectM
AVON, Music and Dance Online, The STAGE

건축학 SPACE, Detail, El Croquis, WGSN

기업정보 TS 2000, Value-Search(KIS-Value), Compustat(S&P Global)

법학
로앤비, 삼일 아이닷컴, Lexis DB(북미, 프랑스, 일본, 중국)

Beck Online, Hein Online

한국학 KoreaA2Z, KRpia

통계/설문 KSDC, Statista, Quatrics

참고문헌 관리 RefWorks

The Wall Street 

Journal Academic 

Partnership 

Program

전 주제

- 세계적 일간지 Wall Street Journal 콘텐츠
- 본인 계정 생성 후 이용가능(계정 생성 시 
홍익대 메일 계정을 사용: @hongik.ac.kr / 
@g.hongik.ac.kr)

이용법

국외

ebook

EBSCO ebook
전 주제 

전자책
- 전 주제 분야 해외 전자책
- 2023년도 21차 리스트(바로가기)

Wiley Essential 

Online Reference 

Works

전 주제 

전자책

- 전 주제 분야 Reference eBook
- 주제별 타이틀 바로가기(PDF)

이용법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https://partner.wsj.com/enter-redemption-code/K036A685QCNT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ED%99%8D%EC%9D%B5%EB%8C%80%ED%95%99%EA%B5%90_211064_WSJ%20%EA%B0%80%EC%9E%85%20%EB%B0%8F%20%EC%9D%B4%EC%9A%A9%20%EB%B0%A9%EB%B2%95(1).pdf
http://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http://search.ebscohost.com/login.aspx?profile=eds-ebook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KERIS%20EBSCO%20eBook%2021%EC%B0%A8%20%EC%BB%A8%EC%86%8C%EC%8B%9C%EC%97%84_URL%20%ED%8F%AC%ED%95%A8%20(1).xlsx
https://libproxy.hongik.ac.kr/_Lib_Proxy_Url/https://onlinelibrary.wiley.com/
https://honors.hongik.ac.kr/db/webdb_manual/Wiley%20Essential%20Online%20Reference%20Works%20User%20Guide.pdf
https://honors.hongik.ac.kr/upload/userfiles/files/Wiley%20Essential%20Online%20Reference%20Works%20User%20Guide%20(1).pdf


1 주제별 가이드

■ 7대 주제분야별 도서관 소장, 구독자원, 주요학술지(학회) 정보 안내
- 7대 주제분야: 공학, 건축학, 경영⦁경제학, 법학, 인문/사회, 미술⦁디자인, 공연예술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교수학습지원 → 주제별 가이드]

2 연구 성과 분석

■ 홍익대학교 전임교원 연구성과물 통합 관리 플랫폼(ScholarWorks)
■ 홍익대학교 SCI급 연구성과물 시각화 자료 안내(Web of Science 연동)
■ S2 Journal을 활용한 학술지 분석 서비스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연구지원 → 연구성과 분석]

연구 지원 서비스



3 이용교육

■ 정기교육: 도서관 이용가이드, 연구학습지원 교육(월별 공지사항 참조)
■ 학과 연계 교육: 수업시간 주제별 맞춤 교육 지원(논문 검색법, 참고문헌 도구 활용법 등) 
■ 온라인 교육 영상: 도서관 홈페이지 및 홍익대학교 도서관 유튜브(바로가기)

4 논문 작성 가이드

■ 논문작성 참고자료, 논문작성을 위한 자료검색법(학위논문, 학술논문 검색 방법 안내)
■ 참고문헌 관리 도구 활용법 안내(RefWorks 활용법)
■ 연구윤리 및 표절예방솔루션(CopyKiller) 활용법 안내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연구지원 → 논문작성 가이드]

5 학술정보가이드

■ 연구⦁학습지원을 위한 주제별 전자정보자원 가이드(ibook 형태) 제공
■ 매월 업데이트 예정(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주요 구독자원 교육일정, 행사, 이벤트 등 안내

[1편] 전자책 이용가이드 [2편] 주제별 가이드 [3편] e-Learning 가이드

[4편] 논문작성지원 가이드 [5편] SCI급 논문검색 가이드 [6편] 온라인 신문&매거진 활용법

[7편] 건축분야 학술정보원 [8편] 예술분야 학술정보원 [9편] 법학분야 학술정보원

[10편] 경영경제 분야 학술정보원 [11편]부실학회/의심학술지 가이드 [12편]오픈 액세스 길라잡이

[13편] 국내외 학위논문 이용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연구지원 → 학술정보가이드]

https://www.youtube.com/channel/UCNnqOfvB45k5GGFeK1IzTDQ
https://ibook.hongik.ac.kr/Viewer/FVEDG9JPOTQS
https://ibook.hongik.ac.kr/Viewer/VPXWUC1YI1E1
https://ibook.hongik.ac.kr/Viewer/MBXYOK9V920W
https://honors.hongik.ac.kr/bbs/content/1_7557?mId=&os=asc&countPerPage=10&searchKey=%EA%B0%80%EC%9D%B4%EB%93%9C&dateTo=&searchKind=title&dateFrom=&oi=title&
https://ibook.hongik.ac.kr/Viewer/7OJNRR0SH8BF
https://ibook.hongik.ac.kr/Viewer/88PVIK55OVCF
https://ibook.hongik.ac.kr/Viewer/NPVONFWJR00O
https://ibook.hongik.ac.kr/Viewer/R1ZBFZWQ4LWJ
https://ibook.hongik.ac.kr/Viewer/64KV3FBWUYE8
https://ibook.hongik.ac.kr/Viewer/R2RAK68SXGOY
https://ibook.hongik.ac.kr/Viewer/9VIHK8291EU1
https://ibook.hongik.ac.kr/Viewer/D58WOEG8Q5J4
https://ibook.hongik.ac.kr/Viewer/M5ATQFDI6T09


부록

품명 주제 내용 구분

공간(SPACE) 
아카이브 건축 건축, 도시, 연극 등 예술을 주제로 창간한 잡지인 월간 

「SPACE」의 e-매거진 국내 전자저널

Detail Inspiration 
Online 건축 독일의 세계적인 건축잡지 Detail의 온라인 잡지 국외 전자저널

El Croquis Digital 건축 세계적인 건축 잡지인 El Croquis의 온라인 잡지 국외 전자저널

Avery Index to 
Architectural 

Periodicals
건축

건축술의 역사, 디자인, 조경, 도시 계획, 실내 디자인 
등의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출판물 등 건축 문화에 관한 
자료 제공

국외 Web DB 

BSP 경영, 경제 경영 / 경제 / 회계 / 금융 / 무역 / 행정 등 비즈니스 
분야 연구 정보원 국외 Web DB 

ProQuest 
ABI/INFORM 경영, 경제 경영, 경제, 비지니스 관련 최대 데이터베이스 국외 Web DB 

NBER 경제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비영리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EconLIT with Full 
Text 경제 AEA(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에서 제작되는 

경제학 분야의 최고 서지 DB 국외 Web DB 

SAE Technical 
Paper 공학 자동차, 항공우주분야 : 미국자동차공학회에서 발행하는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Brill Journal 
Collection

공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체육 , 교육 국외 전자저널

De Gruyter 
e-Journal STM 

Collection
과학기술 수학, 화학, 물리학, 의학 분야 주요 저널 제공 국외 전자저널

JSTAGE 과학기술 일본과학기술정보발신에서 운영하는 학회, 협회 저널 국외 전자저널

MIT Press 과학기술 과학기술, 건축, 예술 분야의 MIT 에서 발행하는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Science / AAAS 과학기술
세계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AAAS 학회에서 제공하는 
영향력있는 Science 학술지 저널 2종(Science, 
Robotics)

국외 전자저널

CSA ILLUMINA 과학기술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7,000여종 이상의 저널, 특허, 
회의록, 연구보고서 국외 Web DB 

Adex 광고, 
마케팅

전체 광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세종캠퍼스 지정PC에서 이용) 국내 Web DB 

OPTICA Publishing 광학 미국광학회(OSA)에서 출판되는 Optics Science분야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SPIE Digital Library 광학 국제광자공학회(SPIE)에서 출판하는 광학과 물리학 
분야의 Proceedings, Reviews, Journals를 제공 국외 전자저널

Education Source 교육학 교육학 분야 해외학술 원문 데이터베이스 국외 Web DB 

ERIC 교육학 교육학 저널 및 보고서에 관한 색인/초록을 제공 국외 Web DB 

ASME 기계공학 미국기계공학회에서 발행하는 기계공학 분야 전자저널, 
최신 동향, 학술대회의 콘텐츠 국외 전자저널

Value Search (구. 
KIS-VALUE) 기업정보 기업정보(개요, 재무, 신용 등) 및 그룹, 산업분류 기준 

합산 재무정보 제공 국내 Web DB 

TS2000(KCONINFO) 기업정보 기업정보, 산업정보, 재무정보 및 분석정보 등을 
조회·추출을 제공하는 Web Service 국내 Web DB 

Compustat via 
Marketplace 

Extract(S&P Global)
기업정보 전세계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 제공 국외 Web DB 



Execucomp via 
FTP(S&P Global) 기업정보 미국 상장사 임원의 연봉 및 인센티브 정보 제공 국외 Web DB 

AIP 물리 미국물리학회(AIP)에서 발행하는 물리학분야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APS 물리 미국물리학협회(APS)에서 발행하는 물리학 분야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IOP 물리 물리학/응용물리, 핵물리학, 광학, 원자력 주제 분야 
최신 저널 국외 전자저널

로앤비 법학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를 보유한 전문 법률정보 
포탈사이트 국내 Web DB 

ASTM Digital 
Library 법학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에서 발행하는 산업기술 및 

공학 분야의 각종 물질들에 대한 시험자료 원문 제공 국외 Web DB 

Beck Online 법학 독일법률, 판례, 주석서, 핸드북, 백과사전, 법률잡지 & 
저널, 서식서 등을 포함한 법률 자료 국외 Web DB 

HeinOnline 법학 미국에서 출판되는 대부분의 법률 관련 저널 및 잡지 
3,000종 이상의 타이틀 제공 국외 Web DB 

Lexis +(구. Lexis 
Advance) 법학 법률, 경영경제, 기업정보 종합 솔루션으로 180여 

개국의 30,000여 정보원 국외 Web DB 

Lexis As One 법학 일본 법률 DB 국외 Web DB 

Lexis China 법학 중국 법률 DB 국외 Web DB 

Lexis 360 법학 프랑스 법률 DB 국외 Web DB 

WorldTradeLaw.net 법학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률연구정보 DB 국외 Web DB 

AMS 수학 수학 연구 및 학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수학회(AMS)의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MathSciNet 수학 수학관련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서지 / 초록 
데이터베이스 국외 Web DB 

PsycARTICLES 심리(사회
과학)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출판하고 있는 심리학 분야의 
Full Text DB 국외 Web DB 

LION 영문학 영문학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로, 영문학 작품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 제공 국외 Web DB 

The Stage 예술 Stage Media Company Limited에서 제공하는 영국 
연극, 엔터테인먼트 및 공연 예술 산업 주간 신문 국외 전자저널

Art Full Text 예술 예술 분야에 대한 저널, 참고문헌, 박물관 화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최고의 예술분야 정보원 국외 Web DB 

ARTSTOR Digital 
Library 예술 미술, 건축, 인문학, 과학 분야 200만여개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국외 Web DB 

Music & 
Performing Arts 예술 음악/무용 관련 음원, 비디오, 참고자료 국외 Web DB 

Oxford Grove 
Online 예술

음악, 미술 등 예술관련 백과사전 Grove Music Online 
/  Grove Art Online / Benezit Dictionary of 
Artists

국외 Web DB 

The Vogue Archive 예술 패션 매거진으로 유명한 Vogue紙의 미국판 국외 Web DB 

WGSN 예술, 패션, 
마케팅

소비자 분석, 디자인 개발, 유통, 마케팅 제안에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필수 도구 국외 Web DB 

LWW Premier 
Journals 의생명 의생명과학 최고의 출판사 LWW 최상위 저널 국외 전자저널

CAIRN 인문사회 프랑스어권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국외 전자저널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인문사회 법학, 언어학, 철학 분야 주요 저널 제공 국외 전자저널

Emerald eJournals 인문사회 경영, 경제 문헌정보 공학 등 (EM175+BMS) 컬렉션 국외 전자저널

JSTOR Archive 인문사회 인문 사회과학 예술분야 학술저널의 Archive Collection 국외 전자저널

Palgrave Macmillan 
Journals 인문사회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서적을 출판하는 

Palgrave 출판사의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Project MUSE 인문사회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를 주축으로 한 선두적 학술단체 국외 전자저널



PAO 인문사회 인문 / 예술 / 사회과학 분야에서 원문 제공 아카이브 
저널 국외 Web DB 

ProQuest Historical 
Periodicals 인문사회 인문 사회 분야의 1, 2차 문헌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연속간행물로 구성된 아카이브 컬렉션 국외 Web DB 

ProQuest one 
Literature(trial) 인문학 시, 연극자료, 문학작품 등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문학 자료 분야의 종합 플랫폼 국외 Web DB 

JoVE 자연과학 자연과학 , 화학 분야 비디오 저널, 실험과 연구분야에 
대한 고품질 비디오 및 아티클 제공 국외 전자저널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 자연과학 생태학, 식물학, 보존과학, 고생물학, 동물학, 일반과학, 

역학, 간호학, 보건학 분야 저널 국외 전자저널

Nature eJournals 자연과학 영국 NPG사에서 발행하는 Nature 전자저널(12종) 국외 전자저널

교보 스콜라 전 주제 경제, 경영, 공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등재. 
등재후보지를 보유한 국내 학술논문 온라인 서비스 국내 전자저널

뉴논문 전 주제 학지사의 교육학 전문사이트로 유아교육, 특수교육, 
심리학 등의 학술논문을 온라인 서비스 국내 전자저널

DBpia 전 주제 SCI급 저널을 포함하여 국내 학술저널, 전문잡지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국내 전자저널

e-Article 전 주제 국내 학술단체에서 발행되는 학술논문, 학술대회 자료, 
단행본 등 간행물의 원문 제공 국내 전자저널

KISS 전 주제 전 주제분야 학술지의 서지, 원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검색 시스템 국내 전자저널

KoreaScholar 전 주제 국내외 유명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 및 
학술지 제공 서비스 국내 전자저널

모아진 전 주제 국내 최신 잡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매거진 전자저널 국내 전자저널

Annual Reviews 전 주제 생물의학, 물리학, 사회과학, 경제학 분야에 대한 50종의 
간행물 국외 전자저널

Bentham Science 
Publishers Journals 전 주제 의약학 , 공학/기술 , 자연과학 분야 최신정보 국외 전자저널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전 주제 Cambridge Core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CNKI  CAJ / 
CDMD 전 주제 중국 문학 역사 철학 분야 저널, 학위논문 국외 전자저널

EBSCO Customized 
Collection 전 주제

개별구독 전자저널 컬렉션(39종)
-ManagementScience
-InformationSystemsResearch
-CulturalManagement
-VisualArtsResearch

국외 전자저널

Oxford Journal 
Online 전 주제 인문, 사회과학, 법학 분야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온라인 

저널 컬렉션 국외 전자저널

PressReader 전 주제 전 세계 신문 및 잡지 국외 전자저널

Sage Publications 전 주제 Sage에서 출판하는 경영, 경제, 교육, 역사, 의학, 
사회과학, 기술분야 등의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ScienceDirect 전 주제 세계최대 규모의 전 주제분야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국외 전자저널

Springer eJournal 전 주제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평가받는 독보적 출판물을 
발행하는 Springer의 온라인 플랫폼 국외 전자저널

Taylor & Francis 전 주제 T&F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전 주제 시카고 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87종의 저널을 

이용가능 국외 전자저널

Wiley Online 
Library 전 주제 John Wiley & Sons에서 제공하는 전 주제 저널 국외 전자저널

KS Web 전 주제 국내 표준 DB. 국내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에 대해 규정 국내 Web DB 



S2Journal 전 주제 학술지 종합정보 제공(SCI, SCOPUS 등재저널), 저널 
영향력 지수(JCR, SJR, CiteScore 등) 국내 Web DB 

S2RIMS 전 주제 홍익대학교에서 전임교원이 생산한 학술정보(논문, 
학술활동, 저역서)를 수집·축척하는 도구 국내 Web DB 

ScholarWorks 전 주제 홍익대 기관리포지터리 국내 Web DB 

AVON 전 주제 전 주제분야의 비디오 스트리밍 컬렉션 국외 Web DB 

EBSCO eBook 전 주제 전 주제 분야 해외학술 전자책 국외 Web DB 

GVRL 전 주제 Gale 출판사의 전 주제분야 e-Book 참고 문헌 국외 Web DB 

ISO 전 주제 전 세계 공통 국제표준 DB 국외 Web DB 

JCR 전 주제 Web of Science 등재 저널의 영향력 지수 국외 Web DB 

O'Reilly Higher 
Education 전 주제 IT 분야의 필수적인 핵심 단행본과 비디오, 교육자료, 

튜토리얼 등을 제공하는 학술콘텐츠 국외 Web DB 

Oxford English 
Dictionary 전 주제 영어영문학 분야의 최고 권위의 사전 국외 Web DB 

PQDT Global 전 주제 북미지역(미국) 및 중국, 유럽 일부 지역의 석 / 박사 
학위논문 국외 Web DB 

ProQuest Central 전 주제 주제분야를 포괄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국외 Web DB 

ProQuest DDOD 전 주제 해외박사학위논문서비스 국외 Web DB 

ProQuest eBook 
Reference Collection 전 주제 전 주제 분야 연구, 수업, 학습을 위한 참고도서 국외 Web DB 

Qualtrics DB 전 주제 온라인 리서치 소프트웨어(각종 설문조사, 연구조사) 국외 Web DB 

RefWorks 전 주제 참고문헌 및 연구정보 관리도구 국외 Web DB 

Scopus 전 주제 Elsevier 인용 색인 DB 국외 Web DB 

Springer eBook 전 주제 Springer의 전 주제 분야 eBook / Computer 
Science 수록기간 2012 ~ 현재 국외 Web DB 

The New York 
Times 전 주제 뉴욕타임스 신문의 디지털 버전 국외 Web DB 

The New York 
Times inEducation 전 주제 뉴욕타임스사가 학생 및 교수들을 위해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국외 Web DB 

The Wall Street 
Journal Academic

PartnershipProgram
전 주제 세계적 일간지 Wall Street Journal 콘텐츠 국외 Web DB 

Web of Science 전 주제 Clarivate Analytics가 제공하는 인용 색인 DB 국외 Web DB 

Wiley Essential 
Online Reference 

Works
전 주제 전 주제 분야 Reference eBook 국외 Web DB 

ECS Digital Library 전기 전기화학 및 고체기술 분야 최첨단 정보 포털 서비스 국외 전자저널

IEEE 전자전기 전기전자, 통신분야 저널 및 학술발표대회 자료 제공 국외 전자저널

LNCS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분야 Proceedings 정보와 비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준 높은 강의 정보 제공 국외 전자저널

ACM Digital Library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기술 분야 원문(PDF형식) 및 논문의 서지 
정보 제공 국외 Web DB 

ASCE 토목, 
환경공학 토목 및 환경공학 등 토목공학 분야의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Statista 통계 비즈니스 토픽에 관한 통계 및 데이터 국외 Web DB 

KSDC 통계 
설문조사

양적연구를 위한 국내의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Survey 
Data) 및 통계자료 제공 국내 Web DB 

WIPS On 특허 전 세계 특허 데이터 서비스(미국, 일본, 한국, 유럽 
포함 4개국 특허의 통합인용 및 피인용관계 분석 제공) 국외 Web DB 



KoreaA2Z 한국학 한국학 각 분야의 전문 학술 DB 콘텐츠
VOD기반의각분야문화,예술동영상강좌제공 국내 Web DB 

KRpia 한국학 한국의 역사, 문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록 국내 Web DB 

ProQuest Aquatic 
Science Collection 해양과학 해양 과학 분야 주요 저널의 원문과 해양과학 분야의 

필수 데이터베이스 국외 Web DB 

ACS 화학 화학분야의 세계적인 학술기관인 미국화학회(ACS)의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Royal Society of 
Chemistry 화학 유럽 최대 규모의 화학학회(RSC)에서 제공하는 인지도 

높은 전자저널 국외 전자저널

삼일아이닷컴 회계, 세무 세무 / 회계 정보 DB 국내 Web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