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인
 기록자료에 대한 리스트
 단행본의 내용목차, 개요, 서문, 권말의 내용 색인 포함
 정보원으로서는 주로 연속간행물 기사색인을 의미함
 내용 검색을 위해 내용을 표현하는 용어(descriptor)를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그 소재를
지시해주는 정보원

◦ 초록
 색인의 지시 기능 이외에 내용의 개요를 간략히 기술함으로써 검색하고자 하는 문헌
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선택 기능을 보완한 정보원
 대부분의 초록은 기술적이지만 초록작성자의 비평적인 주석을 포함하는 평가적 초록
의 형식을 택하기도 함
 초록 작성자의 초록보다는 저자 초록에 의존하는 경향
 색인과 초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동일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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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간행물 기사색인(Periodicals Index)
 연속간행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색인
 주제 범위에 따라 종합색인과 주제색인으로 구분

◦ 보고서, 정부간행물, 회의록 대상 색인
◦ 인용색인(Citation Index)
 저자/논문명을 색인어로 하여 저작의 인용도 검색

◦ 목차서비스(Content Service)
 신착 저널의 내용목차를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배포
 current awareness service 형태

◦ 서평색인
 잡지,신문 등에 수록된 서평기사에 대한 간략한 인용문, 내용 발췌

◦ 신문기사색인(Newspaper Index)
 신문에 수록된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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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조사 기능
 분류순, 주제명순 배열로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문헌조사 가능

◦ 선택 기능
 방대한 정보원으로부터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문헌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역할

◦ 소재 지시 기능
 해당 논문이나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을 알려 줌

◦ 연구방향 제시/ 선행연구 중복 방지
 연관주제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기존의 연구성과를 일별할 수 있게 함
 해당 분야 연구의 진척도, 미진한 분야 등을 알게 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중복연
구 방지

◦ 서지정보 보완/ 문헌의 존재 여부 확인
 서지사항에 저자, 논제, 학술지명, 발행지, 발행자, 권호, 발행년월일, 수록 면수 등이
기입되므로 서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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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범위의 대형화
 인쇄본 색인은 검색의 효율성 때문에 특정 주제로 제한
 전자색인은 광역주제색인이나 종합색인의 형식

◦ 전문(Full-text)서비스와의 연계
 출판사의 저작권 소유 여부와 관련

◦ 접근점(Access Point)의 다양성
◦ 공간 효율
 Ownership vs. Access

◦ 다수 DB의 통합검색 가능
 Web of science

◦ 동시접속 가능
 동시이용자 제한?

◦ End User 이용 용이
 사서의 도움 없이 이용자가 검색하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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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전자 색인의 경우 벤더나 대행사의 신뢰성 고려




매뉴얼의 주기적 갱신 여부, 훈련과 재교육 제공여부와 비용
이용자 제안, 불평 수용태도

◦ 범위
 주제범위
 수록대상 저널
 수록대상 저널수 - 규모의 경제성
 핵심저널(Core Journal) 포함 여부
 수록 저널의 대상연도, 지역 범위 및 지속성

 전문제공 여부
 원문제공 저널이 그 분야의 핵심잡지인지, 소급제공연도는 언제까지 인지 확인

 Coverage
 연속간행물 이외에 단행본, 특허,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회의록 등 포함 여부
 여러 유형의 자료가 대상이 되었다면 그 기준이 명확한지
 서지사항이 완벽하게 포함되었는지

 선정기준
 색인 대상 잡지 선정 기준이 있는가? - JCR,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다른 색인과의 중복성
 벤더들이 제공하는 DB들은 주제나 수록 범주에서 중복이 있으므로 중복 여부 파악 필요
6

◦ 최신성
 간행주기의 적절성, 타임래그
 타임래그(논문 출판 후 색인에 수록될 때까지 시간적 간격)

◦ 정확성

 ISSN, 기사명, 잡지명, 저자, 권호, 발행 연월, 면수 등

◦ 배열과 접근성





접근점의 다양성
Subject Guide 지원 여부
Thesaurus 지원 여부
통합검색 가능 여부
 여러 종류의 DB에 대한 통합 검색가능 여부

 Hyper-link 활용 여부
 주제어, 자연어 검색 지원 여부
 부울 연산자를 이용한 조합검색 지원 여부, 절단기법 지원 여부

 Interface, Customization
 이용자 수준에 따른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 여부

 Browsing 지원 여부
 다양한 정렬 방법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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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기사색인
◦ 개념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색인

◦ 유형
 종합색인 / 광역주제색인 / 주제색인

◦ 특성
 대부분 웹 버전의 색인 형태로 출판
 전 주제에 걸친 저널 색인 제공, 일부 full-text 제공
 수록된 색인의 시간적 범위
 대부분 1980년대 중반 이후 저널 대상, Full-text는 1990년대 이후 저널 대상
 소급능력 확대 중

 서비스마다 상이한 가격구조
 이용자 수와 장소에 따라, 색인에 수록된 잡지 구독 종수에 따라 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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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국회도서관 (1969 – 1996) 격월간. 1996-2005(no.27) <국회도서관 문헌정보>로 CD 발간
 한국석박사학위논문총목록, 단행본 목록,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수록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용

◦ 학술논저총합색인
 국립중앙도서관이 (1973 -1998)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용가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지 기사색인





KERIS의 dCollection(학술지 원문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문 구축
RISS 통합서비스를 참여기관에 제공
학술지 벤더가 제공하는 학술지 논문과 통합검색 가능
취약점
 다른 DB와 중복 서비스되는 저널이 많음
 RISS4U 홈페이지와 해당 학회 홈페이지에서만 자료를 조회,검색,열람 가능하며, 국
내외 검색엔진 등에 서지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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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CO Host
 1944년 잡지대행사로 출발, 1980년대 후반부터 색인.초록 서비스 제공
 1993년 이후의 연속간행물 수록
 Academic Search Premier
 전 학문 분야에 걸쳐 8,000여종의 저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DB
 색인/초록 : 8,000여종 Full Text : 4,700여종
 Full text DB: 최신호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6개월~1년 전의 원문까지 제공
 Business Source Premier
 경영, 경제, 관리, 영업, 회계, 금융, 국제비지니스 분야의 세계적인 유수한 잡지 수
록하고 있는 경영/경제 분야 최대의 DB
 색인/초록 : 12,105 종 Full Text : 11,139종(저널 2,401 종)
 Harvard Business Review를 포함하여 경영·경제 주요저널의 창간호부터 제공
 Library,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
 Librarianship, Information science, Online retrieval, Publish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60여 국가로부터 500여 종의 연속간행물 색인/초록제공



인용색인
◦ 저자명이나 논문명(서명)을 색인어로 하여 그 저작이 다른 어떤 논문에 인
용되었는가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
 한 기사를 중심으로 그것을 인용한 문헌을 파악
 특정 주제의 문헌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저자의 문헌이
많이 이용되며, 어떤 잡지에서 더 많이 인용되는가를 보여 줌
 특정문헌에 인용된 인용문헌의 특성을 통계적인 수치로 분석한 인용지수를 보여 줌

◦ Web of Knowledge





SCI (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분야인용색인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사회과학분야인용색인
A&HCI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 인문예술분야인용색인
JCR(Journal Citation Reports)

 IF가 높아 SCIE에는 수록되지만, SCI에 등재할만한 권위는 되지 않는 저널도 있음
 2012년 기준 SCI는 약 3,759종의 저널을, SCIE는 150개 분야 8,300 종의 저널

◦ SCOPUS
 Elsevier사가 세계 5천여 개의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과학,기술, 의학,사회과학 분야
19,800종 이상의 저널을 수록한 인용 색인 DB
 학술지, 회의록, 시리즈 단행본, OAJ, 특허자료의 색인, 초록, 참고문헌, 피인용횟수 및
관련논문정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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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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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용색인
◦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대한 서지정보 및 인용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제공
 국내 최초의 모든 학문 분야의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시스템
 국내 학술지의 일부분만이 해외 DB에 등재되어 있음
 해외 DB 미등재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 기준 애매

 인용빈도에 따른 학술지의 영향력 산출
 대상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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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국내 학술지 질적 평가의 객관적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계량화된 평가지표 개발

 학술지 단위 평가지표개발
 논문·저자 단위평가지표개발
 연구자와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의 기초데이터 생성
 제공 데이터







전체 논문 수
전체 피인용 횟수
Impact Factor(IF)
한국형 인용지수(Kor-Factor)
ZIF(자기인용제외지수)
즉시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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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학술논문인용색인(KoMCI,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개념
 KoreaMed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의학학술지 수록 논문을 대상으로 인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
록 개발된 인용색인 DB
KoreaMed
•

미국국립의학도서관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PubMed를 표본으로 구축

•

Biomedical 관련 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등 최신 의학 서지정보 DB

 개발과정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얼마나 이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 한국의
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 구성
 한국 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분석을 통해 학술지 인용도 및 평가지표 개발, 측정

 대상
 국내 발행 의학학술지 중 대한의학회의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의학학술지 평가”를 거쳐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

• 제공 데이터
•
•
•
•

IF
Total cites
Cited Korean reference (인용문헌 중 국내 학술지를 인용한 수)
Time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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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과학기술인용색인 (KSCI : Korean Scientific Citation Index)
 KISTI 구축, 과학기술전반과 의학 약간
 개념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들이 얼마나 많은 논문들을 발간하
며 각 논문이 어느 정도 인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용색인 DB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간의 인용 / 피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특정 학술지
에 대한 영향력지표, 즉시인용지수, 인용횟수, 인용 / 피인용 반감기 등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연구자들이 관심분야에서 중요한 논문을 선별하고 해당분야의 연구추세 분석
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술연구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향상에 이바지
 제공 데이터
 Impact factor / Immediate index / Cited half-life / Citing ha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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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색인
◦ 개념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후 학위 취득을위해 행하는 연구의 성과보고 (석 / 박사 학위논문),
교수로부터 연구내용에 대하여 심사와 평가를 받는 논문

◦ 학위논문의 특징
 각 주제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음
 최신성과 독창성을 가진 회색문헌
 해당분야의 광범위한 문헌탐색을 통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주제에 대한 망라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분야의 관련 문헌 탐색을 위한 2차 자료로서의 역할 수행
 학위논문 저자가 이를 축약, 보완하여 학술지, 회의보고서, 단행본 형식으로 출판하기도 함

◦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1969년부터 발행
 1996년 CD-ROM <국회도서관문헌정보>로 발행
 현재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ull-text의 경우 주로 인문사회
과학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제공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근거 납본 제출
 2006년 NAVER와 협정 체결, 상용검색포털에 도서관의 콘텐츠를 노출하여 도서관 자원의
게이트웨이로 활용하는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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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색인 - 국립중앙도서관
 1997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인문학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목차 및 초록은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
 학위논문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국립중앙도서관및 저작권협약도서관 내의 지정된 PC에서만
서비스

◦ RISS4U 학위논문 목록
 대학 리포지토리를 통해 구축한 후 KERIS가 통합검색환경 제공

◦ PDU(ProQuest Dissertations Unlimited)
 전세계 주요 1,440여 개 대학에서 수여된 전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을 다루는 DB
 PQDT(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전 주제분야에 걸쳐 1861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학위논문 약 200만건의 색인/초록DB
 전문 24페이지까지 무료열람, 출력 및 더 많은 페이지의 열람 시 별도 비용 청구
 과거 CD-ROM와 온라인DB로 제공된 DAO의 Web 버전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 - Dissertations Abstracts Ondisc Dissertations Abstracts Online
 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대학 평가지인 'The US News & World Report’의 학문 주제별 Top 30위권 대학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논문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박사학위 논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서지 •초록 •원문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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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학술잡지목차속보

 1984-1996. 월간 혹은 격월간으로 학술진흥재단이 발행하던 종합적인 목차서비스

◦ 과학기술문헌속보

 1961-1997. 월간으로 책자형, 1998- . 연간으로 CD발간

◦ OCLC ArticleFirst

 OCLC PapersFirst/ OCLC ProceedingsFirst


세계 곳곳에서 열린 학술 회의에 발표된 각 논문의 서지 정보 제공

 ArticleFirst



저널기사색인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경제경영, 인문과학 등 전 주제분야의 저널에 대한 색인 및 초록 제공

 ContentsFirst


저널목차와 소장처 제공

◦ Current contents connect

 1957년에 인쇄물로 시작한 세계 최초의 목차 데이터베이스로 각 분야 최신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 정
보 제공
 현재 ISI Web of Knowledge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한 후 웹으로 제공
 생명과학 / 임상의학 / 공학, 컴퓨터 & 기술 과학 / 농학, 생태학, 환경 과학 / 물리, 화학 및 지구 과학 /
사회 및 행동 과학 / 예술 및 인문학 등 저널, 시리즈 단행본, 출판 예정 저널, 주제 분야별 학술적인 웹
사이트 수록
 제공정보








목차와 아티클 / 웹사이트에 대한 서지사항, 저자초록 등

도서관 소장현황 구독 중인 전자저널의 원문 링크 제공

Alert 기능 제공
WOS에서 제공하는 개별 아티클에 대한 인용정보 확인

동일 분야 전문가가 검토한 출판 예정 아티클에 대한 완벽한 서지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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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1991부터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 아카이브
 전국종합일간지(35개), 경제일간지(10개), 영자일간지(2개), 지역주간신문(5개),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 신문의 기사 원문 검색
 독립신문 창간호를 PDF파일로 작성하여 전문으로 제공할 정도로 방대한 DB

 인터넷신문(10개), TV방송뉴스(3개) 등 검색 가능
 서울 종합일간이의 경우 기고자명, 고정물명, 기사유형, 1면만 검색 등 세분화된
검색 기능 추가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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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헌정보학색인
 한국도서관협회 발행
 해방 이후 부터 1992년 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 발표된 문헌정보학 및 연관 분야의 단
행본, 잡지기사, 학위논문, 보고서 등에 대한 색인

◦ Library,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700여종의 저널 및 단행본, 보고서,
회의록에 대한 서지정보와 초록 제공
 EBSCO 제작, 배급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60여 국가로부터 문헌정보학 분야 440여 종의 연속간행물 정보, 색인과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단행본에 대한 색인/초록 수록
 IRWI (Information Research Watch International database)로부터 미 출판된 학술적인 연
구정보도 포함
 1969년~2003년 책자형, 2003년 이후 DB로 제공
 Supplier: CSA제작(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 ProQuest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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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세계적으로 매년 25,000종 이상의 의학저널에 2백만편 이상 논문출판

◦ Index Medicus
 NLM이 1960년부터 생의학 잡지 3,000종을 선정하여 기사를 수록한 색인

◦ Medlars
 1965년 Index Medicus를 전산화

◦ MEDLINE







1966년 개칭된 NLM 최고의 서지 DB
전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잘 알려진 의학 색인지
미국과 그 외 70여개국에서 발행된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포함
NLM의 정책상 선별된 잡지에 실린 기사만 색인
Index to Dental Literature, International Nursing Index, Index Medicus 포함
MeSH(Medical Subject Heading, NLM)로 색인

◦ ProQuest Medical Library
 'MEDLINE'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228여종의 핵심 저널들에 대하
여 색인, 초록 및 전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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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Med
 1997년 NLM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MEDLINE을 검색할 수 있도록 오픈
 출판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출판예정 논문의 서지정보도 수록, 검색
 1950년대 이전 논문에 대하여 소급 수록
 Full-text와의 연계
 전문을 제공하는 출판사들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제공
 출판사에서 해당 잡지를 구독하는 이용자에게 원문제공

 PubMed에 등재된 정보는 대부분 북미지역의 정보라는 한계가 있어, 최근 WHO 주관으로
서태평양,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의 정보들도 PubMed처럼 Index의 통합 검색을 실
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

◦ CINAHL





2,818종의 간호학/보건학 저널 정보를 제공하는 간호학 최고 권위의 서지DB
간호학, 생체 의학, 대체의학, 소비자 건강 외 17여 가지의 관련 학문 망라
법률 소송, 임상의 새 제도, 약물 정보, 리서치 도구, 임상실험 등의 자료 제공
Supplier: EBSCO제작,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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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Base Korean Medical database.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한국에서 발간되는 보건의료 분야(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한의학) 저널의 서지, 초록
및 원문 DB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정보센터(MedRIC) 운영
 오픈 액세스(open access)모델 지지

 색인 대상 저널

 국내에서 출판된 보건의료 분야 저널(약 800종)을 대상으로 DB구축
 수록되는 저널에 대한 특별한 평가절차 없음
 저널을 출판하는 각 학회 및 학술기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평가는 이용자에게 일임

◦ Medlis

 한국학술지 종합정보시스템
 KERIS 관리,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운영
 한국의학도서관 소장학술잡지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국내 의학 학술지논문의 서지,초록 검색

◦ KoreaMed

◦ 한국 논문의 영문 서지정보 및 초록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로 한국 의학논문의 영문 서지정보 및 초록정보 무료 제공
 한국에서 30 %가, 70 %는 유럽, 아시아, America에서 접속하고 있는 세계적인 정보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AMJE)의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 평점 2.5 이상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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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문학
◦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1963년 이후 출간된 현대 언어, 문학, 민속학, 언어학과 관련된 Conference Proceeding,
Monographs, Working Paper 의 서지사항 제공



심리학
◦ PsycINFO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생산하고 있는 심리학 분야의 서지 DB
 Psychological Abstracts
 수록 대상 자료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발행되는 1,500여 종의 심리학 분야 단행본, 저널, 학위논문, 기
술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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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 The Philosopher’s Index
 철학관련 분야 학술 연구와 저자가 쓴 초록을 담고 있는 서지DB
 색인 대상 자료
 저널 아티클, 단행본, 명시 선집, 서평

 CSA제작(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 ProQuest제공)


교육
◦ ERIC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에서 운영하는 미국
최대의 교육학 분야 DB
 Resources in Education, Current Index to Journal in Education을 기초로 작성

 색인 대상 자료
 저널, 회의록, 정부보고서, 학위논문, 시각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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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isNexis
 세계 최대의 뉴스, 비즈니스, 회사 정보, 시장조사 보고서, 법률 및 판례, 특허 등의 약
31,000여종 소스의 정보를 전문(Full-Text) 형태로 제공하는 DB
 Nexis
 뉴스, 비즈니스 정보 제공

 Lexis
 법률정보 제공
 법률, 판례정보, 특허 및 국가간 조약, 협정 등 모든 법률 정보를 full text로 제공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EU, 싱가포르, 홍콩 등 대부분 국가의 법
률 정보를 제공

◦ LAWnB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정보 DB
 우리 나라의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판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료, 각종 논문,
판례평석, 주석서 제공
 일본 법령 및 판례와 영미의 판례와 제정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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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색인-경영

◦ ProQuest ABI/INFORM
 경영, 경제, 무역, 산업, 마케팅 분야의 저널을 대상으로 하는 DB
 Complete, Global, Research, Select, Trade & Industry, Dateline 등으로 구성되어 도서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



주제별색인-전기/전자공학
◦ IEEExplore







IEEE 에서 출간되는 연속 간행물을 Internet으로 제공하는 DB
IEEE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물 제공
computer science 관련 전세계 기술문헌의 32% 이상을 수록
journals, transactions & magazines, conference proceedings, standards 등을 대상으로 색인

주제별색인-특허
◦ ASTM
◦ W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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