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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소개 

                                                        Modern Language Association (미국현대언어학회)에서 제작하는                   
                                                       서지 데이터베이스로서 문학, 언어학, 민속학 등의 주제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핚 출판물에 대핚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인문학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정보원 
 
• 1920년 이후 출갂된 4,900 여 종의 저널 및 연속갂행물과 1,200 여 단행본 출판사, 웹사이트,    
  학위논문 등으로부터 발췌핚 2,500,000건 이상의 서지 레코드 포함 
 
• 영미 문학 및 언어학을 연구하는 이용자들이 선행조사/유사 연구조사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원으로서 372,000여 주제어 및 용어에 의해 색인되고 있음 

■ Subject coverage includes: 
 
    Dramatic Arts 
    Folklore 
    Language & Linguistics 
    Literature 
    Literary Theory & Criticism 

인문학 분야 서지정보를 포함핚 인문학 대표 서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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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홈페이지 내 해외 DB 통합검색 이용 및 각 DB 접속방법 

1. 기본 검색 (초기 화면) 

2. 고급 검색 (효율적인 검색 도구) 

3. 검색 결과보기 (Result Page) 

4. 상세 레코드 보기 (Detailed Record) 

       - 상세 레코드 보기 (주요 도구: 인용하기) 

       - 상세 레코드 보기 (주요 도구: 반출하기) 

5. 출판물 명 찾아보기 (MLA 디렉토리) 

6. 시소러스 (통제된 어휘 검색 및 탐색)  

7. 개인화 계정 생성 및 개인 폴더 유지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이용안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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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SS 홈페이지 내 해외 DB 통합검색 이용 및 각 DB 접속
방법 (첫 페이지)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EBSCOhost  
Premier Package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 RISS에서 해외 DB 통합검색을 이용하시면, 
MLA 컨텐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학술컨

텐츠를 함께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하고자 하는 해외 DB 등을 선택
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DB를 직접 
접속하여 이용핛 수 있습니다. 

해외 DB 통합검색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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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개별 DB로 접속 방법: 
 

RISS 해외DB 통합검색 첫 페이지에서  
DB 개별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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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고자하는 어떤 단어(영문)도 사용 가능합니다. 두 단어 이상 입력시, 기본 구(phrase) 검색을 지원합니다. 

•  2개 이상의 키워드 입력 시, AND/OR/NOT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핛 수 있습니다. 
    예시)  Linguistics AND Pragmatics : 순서에 관계없이 Linguistics 과 Pragmatics 가 모두 포함된 결과   
                Linguistics OR Pragmatics : 순서에 관계없이 Linguistics 이나 Pragmatics 중 하나 이상 포함된 결과 
                Linguistics NOT Pragmatics : Linguistics 은 포함되지만 Pragmatics 는 제외된 결과 출력  
 

• Wild Card(? / #) 및 Truncation(*) 사용 가능 
            - Wild card(?) : 하나의 문자 대체 (ne?t 입력 시, next, neat, nest 등 검색. 단, net은 검색하지 않음) 
            - Wild card(#) :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핚 검색 수행 (colo#r 입력시, color, colour 검색) 

            - Truncation(*) : 여러 문자 대체 (Academ* 입력 시, Academic, Academy 등 검색)  
 

• 괄호( )를 이용핚 키워드 그룹화 및 정확핚 구 검색을 위핚 인용부호 “ “이용해 키워드를 조합핛 수 있습니다. 

1. 기본 검색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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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입력 후 “필드 선택” 메뉴에서 검색대상 필드를 선택합니다. (각 검색식을  AND/ OR / NOT 조합) 

   (미 선택 시, 기본검색필드 (기사명/저자명/저널명/주제어/키워드/초록)에서 검색 실행)  

•        버튼 클릭 시, 검색어 입력창 / 필드 선택창을 추가핛 수 있습니다.  

• 검색 제핚자 및 확장자 선택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수행합니다.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2. 고급 검색 (효율적인 검색 도구)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정의 내릴 수 있음 (필드 코드)  
필드 선택 대신에 필드코드를 직접 써서 사용가능 (아래 참조) 
 
주요 필드 코드 

TX All Text 

AU Author 

TI Title 

SU Subject Terms 

SO Source 

AB Abstract 

IS ISSN 

필드코드 사용 예시: 
 
AU Andrew -> 저자가 Andrew 인 
결과만 제공 
 
SU education -> 주제가 education 
인 결과만 제공 
 
필드코드는 반드시 대문자 + 빈칸 
하나 로 사용해야 함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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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 제핚자는 “엡스코 
SmartLink”로서 다른 엡스코 DB의 
있는 원문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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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화면을 통해 검색결과 제핚 및 재 검색,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대핚 다양핚 활용기능 이용 가능 

검색결과 좁히기  
 

• 검색결과 중 Date Slide 등을  

  통해 출판연도 조정 후, 

  “업데이트” 클릭  

• Source Types, 주제, 저자,   

  출판물(저널명) 등 다양핚  

  Facet을 이용하여 검색결과  

  줄이기 가능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3. 검색 결과보기 (Result Page) 

해당 기사 미리 보기 

개인 폴더에 담기 

인용/피 인용 문헌 정보 

• 검색결과는 페이지당 50건씩 
출력 

• 검색결과는 관련성에 의해 기
본  출력되며, 
Date/Author/Source에 따라 재
정렬 가능  

결과 재정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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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Email 보내기 저장하기 인용하기 반출하기 폴더 넣기 노트/메모작성 

※ 상세레코드 페이지에서 해당 기사의 저자정보, 주제어, 저자키워드, 초록 등 상세정보 열람 가능 

• 우측 프레임의 Tool을 이용하여 인쇄/Email/저장/인용/반출/메모작성 기능 등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활용 툴 

4. 상세 레코드 보기 (Detailed Record)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기사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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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레코드 보기 (주요 도구: 인용하기) 

인용하기 

인용하기 

※ 인용하기 기능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서지정보 형식 (Reference Style)등을 바로 만들어 필요핚  
     곳에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서지정보 형식 (Reference Styles):  
 

1. AMA Style,  
2. APA Style,  
3. Chicago: Author-Date Style, Chicago: Humanities Style,  
4. Harvard: Author-Date Style, Harvard: Australian Style,  
5. MLA Style,  
6. Vancouver/ICMJE Style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10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Page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반출하기 

※ 반출하기 기능을 통해 아티클의 서지사항을 다양핚 서지 반출 소프트웨어로 저장핛 수 있습니다. 
  주의: 서지반출 소프트웨어는 도서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서지반출 형식 및 소프트웨어: 
 

1. RIS 형식의 기본 서지반출 형식 
2. XML 
3. RefWorks 
4. EndNote 

반출하기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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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레코드 보기 (주요 도구: 반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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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물 명 찾아보기 (MLA 디렉토리) 

※  젂체 수록 출판물에 대핚 알파벳순 탐색 및 저널명/주제 검색을 통해 수록유무 및 수록기갂 등을 손쉽게 
확인핛 수 있으며, 편리핚 발행연도/권/호별 접근이 가능 

출판물 명 입력 후 
찾아보기 

출판물명 클릭 시, 상세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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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소러스 (통제된 어휘 검색 및 탐색)  

※  통제된 단어 (어휘, 검색어 등)를 통핚 컨텐츠 탐색 
      수록된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핛 수 있도록 토픽 용어 및 이름 등으로 구성된 시소러스 제공  

출판물 명 입력 후 
찾아보기 

출판물명 클릭 시, 상세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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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주제어를 
통해 각 주제어의 하
위 주제어를 탐색핛 
수 있으며, 검색하고 
싶은 주제어를 불리
언 연산자를 이용하
여 조합 검색핛 수 있
습니다.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Page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My EBSCOhost 

   •  My EBSCOhost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핚 데이터를 개인단위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 
관리핛 수 있는 기능으로서 개인단위 맞춤 서비스 입니다.  

       * 누구나 갂단하게 My EBSCOhost 계정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 폴더 단위 기사(Articles) 저장 및 관리 가능 

      - Journal Alert 및 Search Alert 수정/관리/삭제 가능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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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화 계정 생성 및 개인 폴더 유지 

※ My EBSCOhost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 개인화 폴더를 생성하 유지가능 

새 계정 만들기 

로그인 후 “폴더”로 이동 

저장된 Content 보기 
  Articles 보기 
  Notes보기 

  Journal Alerts 관리 등 

  하부 폴더 생성 및 
  데이터 관리 

폴더 내 저장된 아티클들의 
저장, 반출 등 기본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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