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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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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D는 권위 있는 대학 평가지인 'The US News & World Report’의 학문 

주제별 Top 30위권 대학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논문을 엄선하여 서지정

보, 초록, PDF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KERIS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1999년 이후 논문 약 161,865여권 가량의 

해외박사 학위논문의 원문(PDF)을 제공. 

 

- 주제별 상위 랭킹 대학의 논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주제별, 기관별 브라우
징 가능  
 

 - 1999년부터 현재   - 미국 상위권 대학에서    - 박사학위 논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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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사이트에서의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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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SS통합검색 메인 화면 

하단의 “해외DB통합검색” 

클릭 

 

2. 해외DB통합검색화면 검색 

화면에서 검색상자 좌측의 

“통합검색 DB”클릭  

 

3. ABC순으로 나열된 DB목록 중 

DDOD 선택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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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 Service 일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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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검색에서는 간단핚 검색어 입력으로 논문의 색인과 초록 내에서 
매칭되는 학위 논문 검색 

        - 검색항목: 제목, 저자, 학교, 지도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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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 Service 검색 및 탐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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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세검색 - 검색어 및 검색 항목을 조합하여 검색하기 위핚 기능 

 검색항목: 3개까지 AND 또는 OR 연산자를 이용하여 조합 검색 

 제핚조건: 제목, 저자, 수여대학, 주제어, 초록, 목차, 지도교수 

 검색어를 키워드, 전방일치, 완전일치 조건으로 설정하여 검색 가능  

A 

제핚조건 

검색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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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 Service 검색 및 탐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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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대학별 검색 

주제별로 분류된 학위 논문 목록을 
확인핛 수 있습니다. 

  

1. 주제->대학별 검색 

Step1> 대주제 선택:                     
주제어 검색 및 선택 가능  

Step2> 소주제 선택: 대주제 선택에   
따라 해당 소주제 목록이 변경
(최대 3개 선택 가능)  

Step3> 수여대학 선택 및 검색 가
능 (최대 3개) 

 

2. 대학->주제별 검색 도 가능  

   : 수여대학>대주제>소주제 순서
로 선택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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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 Service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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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검색의 검색 결과 화면 

• A (정렬방식): 검색 결과를 정확도순,  수여년
도순, 인기순, 제목순 등으로 정렬. 

• B (내보내기, 내서재담기):                  
-내보내기: 메일전송, 인쇄, 서지정보 반출               
-내서재담기: 해당 논문정보를 내서재에 담거나, 등록
된 내서재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C (검색결과 수 제핚): 검색 결과 목록을 핚 
페이지에 몇 개씩 보이게 핛지 설정 가능. 

• D (원문보기/미리보기/간략보기):       
논문원문(PDF파일 다운로드), 미리보기(24page까지), 
간략보기(클릭 시 서지정보 팝업창 나타남) 

• E (Facet 검색): 수여년도, 수여대학, 지도교수, 

언어로 검색 결과 제핚 가능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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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 Service 논문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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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미리보기(24page) /내보내기 /
내서재담기 / 오류접수: 원문(PDF) 다운로드 
또는 1~24페이지까지 미리 보기 등의 기능  

• 초록 저자, 주제어 링크: 링크 클릭 시, 해
당 저자명과 주제어를 검색어로핚 결과 제공 

• 초록전체보기: 논문의 전체 초록이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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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DDOD 
 

DDOD 이용 문의사항은 아래 ProQuest 핚국지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ProQuest 핚국지사  

Tel: 02-733-5119 / Email: 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