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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의 종류와 특징 

정보의 유형은 구분하는 관점, 주제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보의 원문을 가공하는 수준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정보(primary information) 

구 분 개 념 특 징 

학술지(journals) 

-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기존 

지식의 재조직을 통한 새로운 지식, 

신상품이나 신기술에 관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연속간행물(serials) 

- 정기적으로 간행됨 

- 새로운 연구 결과 수록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사(peer 

review)를 거쳐 발표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음 

연구보고서 및  

기술보고서 

(research reports, 

technical reports) 

- 학술 연구, 기술 개발, 자료 작성 또는 

평과 과정에서 생성된 내용과 결과를 

의뢰기관에 보고하거나 특정 연구집단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간하는 1차 정보원 

- 연구개발의 진행과정과 결과 및 

결론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음 

-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포함하여 

매우 상세하며 편집, 심사, 

출판과정이 없으므로 속보성이 

우수함 

회의자료 

- 학회, 협회, 기관, 기타 단체가 

학술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개최한 

학술대회, 세미나 등과 관련된 것으로 

회의 이전 자료와 회의 이후의 

결과물까지 포함됨 

- 최신성이 우수하여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 

1차정보(primary information)

새로운이론이나사실을발견한내용

을처음으로기록한독창적인정보

원문의내용을가공하지않은것

2차정보(secondary information)

1차정보에포함되어있는내용을가

공또는재편성하여재생산한것으로

1차정보의소재를포함하고있음

3차정보(tertiary information)

2차정보를가공또는재편성하여 2

차정보의소재를포함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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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patents 

information) 

- 특허정보: 특허와 관련된 각종 정보 

(특허공개명세서, 특허공고명세서,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 특허: 어떤 기술 분야에서 의미가 있는 

진보를 이룩하고 신규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발명 

- 기술정보인 동시에 권리정보임 

- 주제의 신규성, 유용성, 진보성에 

근거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길므로 

정보의 수명이 긺 

-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음 

표준과 규격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 제품 및 봉사의 질과 성능의 최소 수준과 

과학, 산업, 상업분야에서 재료, 제품, 

봉사의 생산, 생산, 평가, 유통과 이용에 

관한 과정 또는 최적의 조건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규격과 

동일하게 사용 됨 

- 내용의 길이가 다양하며 그림, 

측정방법, 정의, 소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음 

- 발행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를 

가짐 

학위논문 

(theses)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출하여 통과된 

학술 논문 

- 주제 범위가 세분화 되어 있음 

-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과학데이터 

(scientific data) 

- 연구 수행을 위한 숫자, 문자, 이미지, 

소리 등 사실적인 기록 

-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가나 사용자의 데이터 

해석을 거친 후 재사용되었을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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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정보(secondary information) 

1차 정보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요약, 비교, 해석 등 1차 정보를 재구성한 정보 

구 분 개 념 특 징 

도서 

(text book) 

- 특정 주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수록한 자료 

- 특정 정보가 발생한 이후 

단행본에 수록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신정보를 

얻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리뷰 논문 

(review article) 

- 특정 주제에 관한 학술논문을 통합하여 

평가한 자료 

- 어떤 논문을 읽을지, 최신 연구 

동향 파악하고자 할 때 용이함 

사전(dictionary) 

- 어휘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내리는데 

목적을 둔 정보원 

- 어휘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정의와 해석을 수록하고 있음 

- 목적에 따라 일반언어사전, 

특수사전, 주제사전으로 나눔 

- 주제사전은 특정 주제 분야의 

용어와 사항을 뽑아서 해설한 

사전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 연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전 

백과사전(encyclopedia) 
- 기본적으로 지식 전 분야의 개요서로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탁월한 정보원 

- 주제의 범위에 따라 일반백과사전, 

주제백과사전으로 나눌 수 있음 

- 주제백과사전: 한 학문분야 내에 

상세한 주제에 관해 다룸 

편람 

(handbook) 

- ‘취급하기가 간편한 도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이용이 간편한 

물리적,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서 

- 한 주제 또는 몇 가지 주제에 

관한 사실과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또는 데이터를 집약하여 차트,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용어, 방법 

등을 해설하고 있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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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정보(tertiary information) 

다른 정보원(2차 정보)을 찾기 위해 재가공한 정보 

아이디어 또는 다른 정보원을 요약, 나열해 둔 참고자료(사전, 백과사전, 편람), 도서도 3차정보가 될 수 

있음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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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ference sources)  

참고자료를 통해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처음 접하거나 연구를 시작할 때 사용하

면 유용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사전 

Dictionary 

█ 어떤 단어나 전공 또는 주제에 관한 정의를 알고 싶을 때 

█ 새로운 주제 관련 자료를 찾기 전 기본 개념을 알고 싶을 때 

백과사전

encyclopedia 

█ 주제에 관한 개요, 역사, 통계 등을 알고 싶을 때 

█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참고할만한 자료를 알고 싶을 때 

편람 

Handbook 

█ 주제에 관한 여러 사실, 데이터 등을 차트, 그래프 등으로 보고 싶을 때 

█ 주제에 관한 용어, 방법 등을 간결하게 집약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싶을 때 

 

 이용방법 

1. 키워드 검색 

2. 인쇄도서: 서가 위치,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용 

전자자료: ‘View it’ 탭 클릭 >> 해당 URL 링크 클릭 

 

 

 

 

 

[3F]Reference Books 서가 

위치: 3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 

대출 불가, 관내에서만 이용가능 

 

[3F]Book Collections 서가 

위치: 3층 

대출 가능 

 

전자책 

Online acces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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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 대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이용해보세요!  

‘Encyclopaedia Britannica’는 일반백과사전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정의, 역사, 통계 등과 같

은 입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보러 학술정보관에 올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 

 

 

 

 

 

 

 

 

 

 

위키피디아에 작성된 내용을 리포트에 써도 될까요?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유명한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 및 질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따라서 연구나 과제에 이용할 참고

자료로 위키피디아를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참고자료 또는 정보원에서 찾은 정보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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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books)  

도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각종 지식과 정보, 참고자료

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원입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어떤 단어나 전공 또는 주제에 관한 정의를 알고 싶을 때 

█ 새로운 주제 관련 자료를 찾기 전 기본 개념을 알고 싶을 때 

 

 이용방법 

 인쇄도서 

도서 검색 >> 서가 위치, 대출가능 여부 확인 

 

 Available at~: ~에서 이용가능 

대출 불가: [3F] Reference Books, [3F] Basic Science Books, [3F] Course Reserves 등 

 Checked out from~: 대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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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예약 

Request Options: Reserve >>알림메시지 수신 후 3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방문 

 예약기간(당일 포함 3일) 동안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차 순위 예약자에게 우선 순위 넘어감 

 이용하고 있는 도서를 다른 사람이 예약했을 경우 대출기간 연장 불가 

 

※ LC 분류표(LCC: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과학분야의 주제를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미국의회도서관 분류법 

UNIST 학술정보관은 LC 분류표를 적용하고 있음 

 

 

 

 

 

 전자책 

도서 검색 >> View it 탭 >> 도서 URL 링크 클릭 (웹사이트 로그인 후 도서 검색) 

  

A 일반 K 법률 R 의학 

B 철학 L 교육 S 농업 

C-F 역사 M 음악 T 기술 

G 지리 N 미술 U 군사학 

H 사회과학 P 어문학 V 해양학 

J 정치학 Q 과학 Z 문헌정보학 

 국외 전자책  

PDF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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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journals) & 논문(articles)   

과학기술분야 정보원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1차 정보원  

해당 주제 분야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출판되는 연구결과물로 최신 이론이나 기술이 어

떤 수준에 도달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 검색 전, 핵심 개념부터 알고 검색하자!  

 학술지?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article)은 학술지(journal)에 수록된 학술적인 글 

                   

 초록(abstract) 

논문의 개요로 논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200~300개의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논문을 다 읽지 않아도 초록을 읽고 내가 읽어야 할 논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유용해요! 

█ 최신 연구 동향, 연구 결과, 연구 주제 등을 파악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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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논문(Review article)? 

그 분야의 최고권위자가 연구활동의 상황을 시대(연도)적으로 정리, 소개하거나 일정기간 내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발표된 문헌을 요약·평가한 논문이다. 많은 문헌 중에서 어떤 논문이 질적으로 

우수한지 또는 문헌을 바탕으로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을 때 용이하다. 

따라서 리뷰논문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읽어봐야 할 논문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 현황리뷰(state-of-the-art review): 연구활동의 상황을 시대(연도)적으로 정리, 소개 

- 비평리뷰(critical review): 특정 주제에 관해 발표된 문헌을 요약·평가 

 

 

 

 

 

 

 

 

 참고문헌은 어떻게 읽나요? 

학술지는 논문이나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최신정보가 수록되며, 학회 또는 학술 단

체에서 발행되는 연속간행물로 권(Volume), 호(Issue)를 가지게 됩니다. 

Serna M., Bachiller S., & Serna A. (2017). Knowledge meaning and management in requirements 

engine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7(3), 155-161. 

저널명,                         권(호), 페이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의 37권 3호 155페이지에서 161페이지에 위의 

논문이 실려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문헌에 중요도가 표시돼 있거나 

노트가 함께 적혀 있어 어떤 논문을 읽어야 

할지 또는 논문을 읽을 때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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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저널 

Library Website >> SEARCH & BROWSE >> Journals 

 학술지 웹사이트에서는 최신 논문을 검색하고 획득하기 용이함 

  

 

 

 학술지 논문 

Library Website>> 키워드 또는 타이틀 검색>> 

Scholarly articles only 클릭>> Full text available 클릭 

 

 

 

 

 

 

 

 

 

• 키워드, 주제별로 브라우징 가능 

• 저널명, 출판사, 패키지명, ISSN 검색 가능 

• 원하는 저널 옆 ‘Access’ 클릭! 

• 학술지 Science 330 권  6005 호 pp. 762-3 수록 논문  

• [Peer Reviewed Journal] 

편집위원회의 심사(peer review)를 거친 학술지 

• Full text: 논문의 원문 

• Full text available: 해당 논문 원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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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theses) 

해당 분야의 연구활동 상황을 전망하는 리뷰와 포괄적인 서지를 포함하는 유용한 1차 정보원 

 

 UNIST 학위논문 이용 

 도서관 웹사이트 

Library Website >> 학위논문 검색 

  

 ScholarWorks@UNIST (scholarworks.unist.ac.kr) 

이럴 때 유용해요! 

█  전공 관련 참고할만한 학술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인쇄본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 3 층 학위논문 서가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 

file:///C:/Users/UNIST/Desktop/업무내용/이용자교육/2017-2%20학부생/Information%20Resources/scholarworks.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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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학위논문 이용 

 RISS 

 

www.riss.kr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개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 

(소속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자료이용 
 

개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원문 이용가능 

 

학술정보관 2층 국회전자도서관 열람PC에서 이용가능 

(위치: 엘리베이터 옆) 

 

 해외 학위논문 이용 

 PDU(PQDT+DDOD) 

 

www.riss.kr/pdu 

PQDT: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색인초록DB 

DDOD: 해외 박사학위 원문DB 

RISS를 통해 오후 4시~익일 오전 9시까지 이용가능 

 

PDU 
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PQDT 

ProQuest Dissertations &Theses 

개요 
해외 박사학위논문 원문DB 

전 주제 분야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색인초록DB 

북미, 유럽, 아시아 주요 대학(약 1,500여개)  

전 주제 분야 

수록자료 
1999년~현재 

해외 박사학위논문 

1637년~현재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자료이용 
초록, 원문 이용가능 

(*원문 다운로드 가능) 

색인, 초록, 원문 미리보기 가능 

(24페이지 까지) 

  

http://www.riss.kr/
http://www.nanet.go.kr/
http://www.riss.kr/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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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OS 

 

ethos.bl.uk 

영국 주요 대학 박사학위논문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개요 영국 고등기관에서 생산된 박사학위논문 원문DB 

제공기관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수록자료 
영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학위논문(1주일 주기로 신규 자료 수집 및 

갱신) 

자료이용 

원문 이용가능(* 원문 이용 시 개인 회원가입 필요) 

- 무료: 디지털화된 자료(PDF 자료) 

- 유료: 비디지털화된 자료(CD/DVD 등)의 디지털화 요청 또는 우편 요청 

  

 

 DSpace@MIT 

 

dspace.mit.edu 

MIT에서 출판된 각종 학술자료 검색 및 이용가능 

  

개요 MIT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보존하고 웹을 통하여 배포하기 위한 사이트 

수록자료 MIT에서 출판된 각종 학술자료(학위논문, OA 논문, 학술대회 논문 등) 

자료이용 

원문 이용가능(* PDF 파일 보기만 가능, 인쇄 불가) 

- 무료: PDF 파일 보기 

- 유료: 인쇄 자료 또는 인쇄 가능한 PDF 파일 

 

 원문(Full-text)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Making Requests 

Library Website>> FACILITIES & REQUESTS>> Making Requests - DDS 

 
 

DDS 
Document Delivery 

Service 

원하는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등이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복사본을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 무료 제공(1 건당 $100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 

• 소요시간: 국내 대학 도서관(2-3 일), 해외 도서관(7-10 일) 

• 3 회 이상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있을 수 있음 

• 알림메시지 수신 후, 3 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 DDS 데스크에서 수령 

file:///C:/Users/UNIST/Desktop/업무내용/이용자교육/2017-2%20학부생/Information%20Resources/ethos.bl.uk
http://dspace.m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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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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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Databases) 

 국내학술DB 

 RISS 

 

www.riss.kr 

국내외 학술지, 국내 학위논문, 단행본 등 통합검색 및 이

용가능 

개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 

(소속기관: 울산과학기술원) 

 

 DBPia 

 
 

www.dbpia.co.kr 

국내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자료 등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서지정보 및 원문 이용가능 

 

 KISS 

 

www.kiss.co.kr 

국내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자료 등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학위논문 제공하지 않음) 

서지정보 및 원문 이용가능 

 

 NDSL 

 

www.ndsl.kr 

국내외 학술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자료, 특허, 보고서, 

표준 등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서지정보 및 원문 이용가능 

 

 

  

http://www.riss.kr/
http://www.dbpia.co.kr/
http://www.kiss.co.kr/
http://www.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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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색인DB 

주제별로 발표되는 최신 연구 결과(학술지 논문, 학술회의 발표자료, 도서 등)를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

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도구입니다. 학술지 논문 등을 보다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논문의 서지정보(제목, 저자, 초록 등)나 인용관계(참고문헌, 피인용횟수 등)을 알고 싶을 때 

█ 논문의 인용관계와 연구자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싶을 때 

█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학술지를 검색하고 싶을 때 

 

 SCOPUS 

 

www.scopus.com 

전 주제분야 학술지, 도서 등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개요 전주제분야 인용색인DB 

특징 

논문의 서지정보(제목, 저자, 초록 등) 및 인용 관계(피인용 횟수 등) 확인 가능 

연구자/연구기관별 연구성과: 논문 등재 현황 파악 가능 

학술지 영향력 지수(SJR, SNIP) 

수록자료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자료, 도서 시리즈 등 

자료이용 원문 이용가능(* 원문 다운로드 가능) 

 

 Web of Science 

 
www.webofknowledge.com 

과학기술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 및 학술지 논문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개요 과학기술분야 인용색인DB 

특징 

논문의 서지정보(제목, 저자, 초록 등) 및 인용 관계(피인용 횟수 등) 확인 가능 

연구자/연구기관별 연구성과: 논문 등재 현황 파악 가능 

학술지 영향력 지수(JCR) 

수록자료 학술지 

자료이용 원문 이용가능(*원문 다운로드 가능) 

※ 구독하고 있지 않은 저널의 논문일 경우 Making Requests-DDS 신청  

  

file:///C:/Users/UNIST/Desktop/업무내용/이용자교육/2017-2%20학부생/Information%20Resources/www.scopus.com
file:///C:/Users/UNIST/Desktop/업무내용/이용자교육/2017-2%20학부생/Information%20Resources/www.webofknowle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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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DB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내, 국제, 북한의 주요 통계 검색 및 이용가능 

원자료(Raw data)이용가능 

 

 KSDC 

 

www.ksdcdb.k 

국내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생산된 조사 및 통계자료 검색 및 

이용가능 

 

 ICPSR 

 

www.icpsr.umich.edu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통계 및 여론조사자료 검색 및 이용가능 

원자료(Raw data) 이용가능 

 

 뉴스DB 

 Naver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날짜별, 과거 기사 키워드 검색 및 옛날 신문 원본 열람 가능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카인즈(Kinds) 

 

http://newslibrary.naver.com 

경향신문, 한겨레 등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 

TV방송, 시사잡지, 일간지 등 기사 검색 가능 

 

 

file:///C:/Users/UNIST/Desktop/업무내용/이용자교육/2017-2%20학부생/Information%20Resources/www.scopus.com
http://www.ksdcdb.k/
http://www.icpsr.umich.edu/
http://newslibrary.naver.com/
http://newslibrary.naver.com/


 

21 

 

 UNIST 학술정보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DB를 보고 싶다면? 

학술정보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A-Z, 유형별, 주제별로 브라우징해 볼 수 있습니다. 

Library Website>> E-RESOURCES >> Databases 

 학교 밖에서 또는 집에서 전자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면?  

교외 접속 방법(Off-Campus Access): 도서관 웹사이트 로그인 후 자료 이용 

  

http://library.unist.ac.kr/search_browse/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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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제할 때 유용한 사이트  

 갤럽(Gallup) 

 

www.gallup.co.kr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리서치 사이트 

조사 자료실 > 갤럽리포트 

 

 Unsplash 

 

unsplash.com 

저작권 걱정없이 다양한 사진을 다운 및 이용 가능한 사이트 

 

 FLATICON 

 

www.flaticon.com 

저작권 걱정없이 PPT에 활용하기 좋은 다양한 아이콘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 

 

 

 

 

 

 

 

 

 

 

 

 

http://www.gallup.co.kr/
http://www.flat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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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24 

 

 

 

 

 

 

 

 

 

 

 

 

A+ 받는 지름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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