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내외 학술논문 서비스 확대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국내외 학술자료를 국내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국가적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RISS 학술논문의 무료 공개자원 확대와 해외학술자료 구매비용 지
원 등 이용자 친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이 확대 개선하였으니, 기관내 이용자 서비스
와 이용 교육에 많은 활용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련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서비스명: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국내외 발간 학위, 학술자료 제공 통합 플랫폼

나. 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
1) RISS 국내 학술논문 무료 공개자원 제공 확대
2) 해외학술자료 구매 비용(E-DDS) RISS 전회원 지원 확대, 장애인 전액 지원
3) RISS 학위논문 원문 음성듣기 지원 및 검색 정확도 강화
4) 학위논문 초록 다국어 번역서비스 제공(’19년 10월 중 예정)
5) 모바일 타기관 도서 대출 및 복사 신청 서비스(’19년 11월 중 예정)
다. 활용 방법: 기관 내 이용자 서비스 및 이용자 교육, 연구지원 등 활용
※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라. 관련 이벤트 안내
1) 추진기간: 2019. 9. 25.(수) ~ 10. 18.(금)
2) 참여방법: RISS(www.riss.kr) 로그인 후 학위논문 원문보기로 스탬프 모으기
※ 매일(토, 일, 공휴일 포함) 10:00부터 선착순 150명에게 상품 증정, 주1회씩 일괄지급 예정
※ 상세 내용 이벤트 시작일(9.25)부터 RISS 공지사항 참조

마. 관련 문의
1) [정책관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정보본부 양세라, 손지민 연구원
(053-714-0412, 0527 / rissadm@riss.kr)
2) [이용문의] RISS 고객센터 대표 159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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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국내외 학술논문 서비스 확대 안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9.>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www.riss.kr)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학술연구정보 및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학술정보 종합서비스 입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제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무료 제공 학술논문을 확대하고, 검색 결과 정확도
향상 기능 부가 등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료 해외학술자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사오니, 학내 이용자 서비스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ISS 국내 학술논문 무료 공개자원 34.4%(54만건) 제공 확대
❍ (학술논문 제공 확대) 국내 학술지 제공기관의 학술지 원문 연계
수집 확대로 이용자의 무·유료 논문 접근성 향상
※ 국내 무료 공개 학술지 원문 서비스 기존 대비 34.4% 확대
([기존] 113만건 → [확대] 152만건, 54만건 증가)
※ RISS 제공 국내 학술지 원문(556만건) 중 국내 무료 공개 학술지 27.3%(152만건) 제공

❍ (무료 학술논문 우선 제공) 국내 학술지 논문 단위의 무료(기관내
무료 포함) 제공 학술지 우선 제공으로 편의성 증대
< RISS 국내 학술지 상세 검색 결과 화면 >

※  : 무료,  : 기관내 무료,  : 유료

□ 해외학술자료 구매 비용(E-DDS) 지원 확대(RISS 전회원 지원)
❍ (해외논문 비용 지원 대상 확대) RISS 회원 누구나 해외논문 구매
지원으로 국내 연구자의 해외자료 입수 부담 경감
< 해외논문구매대행(E-DDS)* 비용지원 내역 >
신분

기본지원금

지원금액

6,000원

추가결제

자료유형 1차제공처 2차제공처 1차제공처 2차제공처 지원횟수
학술논문

RISS
회원

고객부담금

단행본
학위논문
PQDT

장애인
이용자

기본지원

35,000원

6,000원

35,000원

추가결제
없음

102,000원

10회/연

7,600원

전액 무료

* 해외논문구매대행(E-DDS,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RISS 원문 미지원
해외 발간 논문의 구매 지원하여, 전자원문으로 배송되는 서비스
※ 학술논문과 단행본은 신청시 6,000원이 결제되며, 제공처 변경으로 인한 추가 결제
요청 건에 대하여 추가비용 35,000원 지원
※ PQDT의 경우, 환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 무료 지원) 장애인 이용자의 해외 학술자료 전액 무료
지원으로 학술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서비스 확대
※ 장애인 등급과 유형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번호를 받은 이용자
누구나 신청 가능

< 해외논문구매대행(E-DDS) 비용지원 이용절차 >
➊

RISS
회원가입
로그인
/논문검색

➋

➌

➍

해외학술지논문
RISS
검색을 통해
자료
구매현황조회
원문보기 복사대출신청/해외논
유형별
(My RISS >
없는 경우 문구매대행 클릭
비용 내구매/신청현황/
RISS RISS 메인페이지의 지원 및 해외논문구매대행
현황에서조회)
검색 결과 E-DDS 신청 메뉴에서 정산
없는 경우
직접 입력

➎

➏

해외
원문
자료
도착

신청자
E-mail로
원문(PDF)
발송

※ 상세 내용은 해외논문구매대행(E-DDS) 비용지원 서비스 안내 페이지 참조
(http://www.riss.kr/etc/edds/edds_help1.html)

□ RISS 학위논문 원문 음성듣기 지원 및 검색 지원 강화
❍ (원문 음성듣기 실시) 인기주제 학위논문 기준 원문 음성듣기 제공과
검색 결과 원문유무, 음성지원여부 등 이용자 유형별 필터 지원
< RISS 검색 결과 원문유무 / 음성지원 패싯 적용 화면 >

❍ (기타) 검색 가능문자에 특수문자 포함으로 검색 결과의 정확도 확보

□ 학위논문 초록(논문개요) 다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19년 10월 중 서비스 예정]
❍ (번역기능 제공)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의 초록 번역 서비스 구축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RISS 학위논문 다국어 번역 제공 화면 >

□ 모바일 타기관 도서 대출 및 복사 신청 제공(’19년 11월 중 서비스 예정]
❍ (대출/복사 모바일 간편 서비스)
모바일

상호대차

및

복사서비스 신청 가능

원문

< RISS 모바일 복사/대출신청 화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