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 미소장 자료 이용

❒ 희망도서 구입 신청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희망도서 신청 

  T. 659-6601 

❒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
  - RISS, NDSL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검색을 통해 신청

  - 도서관 3층 연속간행물실 방문신청 또는 전화(659-6610),  

    메일(yosulib@jnu.ac.kr) 로 신청

❒ 타 도서관 자료 이용 신청
- 광주․전남지역 대학도서관 자료이용

   연속간행물실에서 「자료공동이용증」을 교부받아 해당

   도서관 방문(5권 4주 대출)

- 광주․전남 이외지역 대학도서관 자료이용

  홈페이지 → 도서관서비스 → 타기관 이용서비스 → 

  타기관 열람 신청에서 신청/발급받아 해당 도서관 방문 

상호대차 및 타도서관 자료 이용 문의(T. 659-6610)

도서관 홈페이지 학술정보 검색 Tip

❒ 주제 검색
 - 검색 키워드 선정

 • 동의어, 유의어, 영문 키워드 추출

 • 연구 분야의 전문 용어로 검색

 • 관련 주제분야 용어사전, 브리태니커, wikipedia, 

네이버 백과사전 등 활용

 - 검색 연산자 활용

 • 불리언(and, or, not), 절단 기호(*, ?), 구문 검색(“ ”) 

등을 활용해 검색결과 확장 및 제한

 - 참고문헌 활용

    동일주제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통해 정보 획득

❒ 검색하려는 자료의 서지 정보를 아는 경우

  - 논문명, 저널명이나 등 서지정보로 검색

❒ 학술정보 활용 교육

  - 도서관 개설 교육, 5인 이상 그룹, 개별 교육 지원 

    교육 지원 문의 및 신청 (T. 659-6610)

학위논문(Thesis & Dissertation)

❒ 학위논문 검색 및 원문 이용
  국내

•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소장 학위논문 중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원문자료는 협력기관 전용 PC에서 열람가능

          (도서관3층 연속간행물실)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학위논문 수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국외

• PQDT: 북미, 유럽, 아시아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서지, 초록제공

         원문 24페이지 무료제공, 원문전체 유료(1861~)

• DDOD: 북미 상위권 대학의 박사학위논문 원문 제공(1999~)

• BL-EThOS: 영국 고등교육기관 생산 학위논문 원문 제공

❒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 Turnitin: 턴잇인을 통해 제출한 과제와 논문 및 웹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유사성 정도를 수치로 비교해 논문 

표절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웹서비스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교육연구지원-논문작성지원-Turntiin   

클래스 ID/PW 확인, 개인 계정 생성 후 이용

❒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 EndNote: 참고문헌 수집과 논문작성에 유용한 서지정보 

관리 프로그램(※ 전남대 캠퍼스 IP권역 내의 컴퓨터에 설치,이용)

    • 주요기능

      참고문헌 수집, 관리, 검색

      논문작성 시 인용정보 및 참고문헌 생성 등

특허, 규격 정보

❒ 특허
   - WIPS ON: 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계정생성 후 이용)

   - KIPRIS: 한국특허정보원 운영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통계/설문
  - KSDC: 조사/통계자료 DB, 온라인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

  - ICPSR: 설문조사, 통계마이크로데이터, 질의/양적 자료

학과별� 자료이용� 안내

일본학 전공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도서관

http://yosulib.jnu.ac.kr



주제 분류(분류번호/소장처)

❒ 자료 분류체계: DDC(듀이십진분류표)22판의 학문분류

                 원칙에 따라 자료 분류

❒ 일본학 관련 분류 번호
400 언어 言語 Language
 413 Japanese Language (일본어)
  413.1 음운, 음성, 문자 Phonology, Phonetics, Writing
  413.2 어원 Etymology
  413.3 사전 Dictionary
  413.4 어휘 Vocabularies
  413.5 문법 Grammar
  413.6 작문 Composition
  413.7 독본,회화 Textbooks,Conversation
  413.8 고어,방언 Archaicword,Dialect

800 문학 文學 literature & rhetoric
 813 일본문학 Japanese Literature
  813.1 시 Poetry
  813.2 희곡 Drama
  813.3 소설 Novel
  813.4 수필 Essay
  813.5 연설, 웅변 Speech, Eloquence
  813.6 일기, 기행문 Diary, Travel sketch
  813.7 풍자 Satire
  813.8 르포르타주 Reportage
  813.9 한문학 Chinese classics

❒ 소장위치: 도서관 4층 어문학자료실

❒ 자료 배열

- 책등 레이블의 분류기호 순서

- 같은 분류기호의 경우, 도서기호 순서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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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복본기호

주요 학술 Database

❒ 학술지 논문, 프로시딩, 보고서, 뉴스, 리뷰 등 

학술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록

  -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자료 – 학술DB

☞ 기타 DB 안내 및 이용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기관 및 학회

❒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정보 등 제공

일본학 분야 주요 저널

❒ 국내 인쇄 및 전자저널 (ISSN)
• 일어일문학연구 (1226-2552)

• 일본어문학 (1226-0576)

• 일본언어문화 (1598-9585)

• 일본문화연구 (1229-4918)

• 일본어교육 (2005-7016)

• 일본연구 (1225-6277)

❒ 국외 (International journal(ISSN))
•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0749-596X)

•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ch 

  (1092-4388)

• Compatative Drama (0010-4078)

• Language in Society (0047-4045)

• 社會保障硏究 (0387-3064)

• 音聲研究 (1342-8675)

• 日本史硏究 (0386-8850)

온라인 정보원

❒ 일본대학 소장자료 검색

http://www.riss.kr/foreign/NiiSearch.do

주제분야 Database명 비 고

전 주제

(국내)

KISS

국내 학회 간행물 

원문이용

DBpia

e-article

교보문고 스콜라

교육학 
(국내)

학지사 뉴논문
국내 100여개 학회지의 

논문 검색 및 원문 제공

전 주제

(국외)

ASP Academic Search Premier

CJO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공

JSTOR
전주제분야 핵심 

학술지원문 제공

Springer eJournal Springer 출판사 저널

ScienceDirect
Elsevier 출판사 제공 

전자저널

ProQuest Central
이용시간: 

오후 4시~익일오전 9시

Wiley 이용방법: 무선IP로 접속

JCR 인용색인 DB

저널간(JCR),논문간(Scopus)

의 인용관계, 피인용지수 

등 정보제공Scopus

일본학술

관련
CiNii

일본학술지원문

(서지포함)

언어문학

관련
MLA

현대 언어와 문학, 언어학, 

민속학 등 도서 및 아트클 

서지 정보 제공

한국일어일문학회 http://www.hanilhak.or.kr 
한국일본어문학회 http://www.gobungaku.or.kr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http://www.kojap.org 
동아시아일본학회 http://www.dongasia.or.kr 
한국일본어교육학회 http://www.jpedu.or.kr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http://www.hufsjap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