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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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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DDOD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해외박사학위 논문서비스로,

주제 분야별 상위권 대학의 우수 박사학위논문원문(PDF)을 손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음

DDOD의 제공정보
· 수록 논문 주제 : 전 학문 주제 포괄

· 수록 논문 Coverage : 1999 ~ 현재

· 논문 제공 정보 : 서지정보(Citation), 초록(Abstract), PDF원문(유료)

· 부가서비스 :

1) PDU컨소시엄 가입 기관 소속자는, 교내에서 원문을 무료이용가능

(단, 이용자는 RISS 회원이어야 함)

2) 컨소시엄 비 가입 기관 소속 이용자는 1편에 \15,000원의 가격으로

원문 구입 가능 (단, 이용자는 RISS회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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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서비스

기관회원의 DDOD 접속방법

· DDOD Site URL – http://ddod.riss4u.net

- 해당 PC의 IP를 체크하여 DDOD 참여기관 IP

가 아니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남.

- RISS4U(http://www.riss4u.net)사이트의 ‘해외

박사학위논문(DDOD)’에서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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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서비스

일반검색

① ②

③

① 검색 필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필드를 선택함. 

(전체, 제목, 저자,지도교수, 학교, 초록)

② 키워드 입력창 :찾고 싶은 논문의 키워드를 입력함.

③ 쪽당 출력 건수 :검색결과 화면에서 보여지는 검색 논문 수 지정

최대 검색 건수 :검색결과 나타나는 최대논문 건수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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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서비스

고급검색

①

② ③

④

⑤

① ‘고급검색’을 선택하면, 고급검색 화면으로 이동

② 검색필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필드를 선택

(제목, 저자, 지도교수, 학교, 초록)

③ 키워드 입력창 :찾고 싶은 논문의 단어나 구 입력

④ 연산자 : 둘 이상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 키워드 사이의 연산자 지정

- A and B :키워드 A, B가 모두 포함된 논문 검색

- A OR B :키워드 A, B가 하나씩 또는 모두 포함된 논문 검색

- A and not B :키워드 A가 있고, B는 없는 논문 검색

⑤ 수여년도지정

정렬방법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논문 정렬 방식 설정

쪽당 출력 건수 :검색 결과 화면에서 보여지는 검색 논문 수 지정

최대 검색 건수 :검색 결과 나타나는 최대 논문 건수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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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서비스

부가기능

① ②

③

① 추천논문검색

- 이용률이 높은 주제 분야의 대학 평가 상위 기관 목록을 제공하여, 이용자

가 주제와 학교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주제별 우수 논문 목록 확인 가능

- 추천논문검색 이용을 위해 먼저 분야선택 -> 선택한 주제 분야의 상위랭킹

학교를 목록에서 선택

② 주제별서비스

DDOD의 제공 논문을 모두 7개 대주제와 하위의 중,소 주제로 분류하여, 주

제별 논문을 확인 할 수 있음

③ PQDT검색

ProQuest사의 PQDT 서비스(유료)를 통해 해외박사학위논문을 추가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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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서비스

논문 검색결과와 논문 서지정보/초록 이용하기

① ②

① 검색결과목록 :논문을 검색한 결과화면에서는 검색된 논문의 논문제목, 저자, 

학교, 수여년도정보확인

② 논문상세보기

-논문 제목을 클릭하면, 더욱 상세한 논문의 서지정보와 초록확인

-상세보기에서 서지정보와 초록의 인쇄, E-mail발송, 내서재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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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서비스

내서재 담기

내서재 담기 :사용자의 책장에 원하는 서지정보를 보관

→ 내서재 책장은 www.riss4u.net과 함께 사용.

RISS에서 추가한 책장정보는 DDOD 기관회원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고, 반대로 기관회원에서 추가한 책장정보는 RISS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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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서비스

원문보기

원문보기 : - 검색의 간략리스트, 상세리스트, 내서재의 간략리스트에서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문보기 이용.

- 상단의 “저장”버튼을 이용하여 PC에 저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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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회원 서비스

RISS 일반회원의 DDOD 접속방법

• http://www.riss4u.net
→ 해외상위대학박사논문원문(D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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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회원 서비스

DDOD논문검색

① ② ③

④

① 검색필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필드를 선택

(제목, 저자, 지도교수, 학교, 초록)

② 키워드 입력창 :찾고 싶은 논문의 단어나 구 입력

③ 연산자 : 둘 이상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 키워드 사이의 연산자 지정

- A and B :키워드 A, B가 모두 포함된 논문 검색

- A OR B :키워드 A, B가 하나씩 또는 모두 포함된 논문 검색

- A and not B :키워드 A가 있고, B는 없는 논문 검색

④ 수여년도지정

검색대상유형 :해외박사학위논문(DDOD) 체크 확인

정렬방법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논문 정렬 방식 설정

쪽당 출력 건수 :검색 결과 화면에서 보여지는 검색 논문 수 지정

최대 검색 건수 :검색 결과 나타나는 최대 논문 건수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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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회원 서비스

원문구매

①

②

③

④

① 여러편의 논문을 한번에 주문할 경우 구입하려는 논문을 체크하고 ‘장바구니담기’

클릭

② 한편만 바로 주문 할 경우 ‘원문구매’ 클릭

③ 장바구니 :구입하려는 논문 정보를 확인하고,

④ ‘주문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주문과정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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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회원 서비스

구매원문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① 구매즉시다운로드 :논문 구매 즉시 지불승인화면에서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구매 논문을 다운로드

② 유료논문구매내역 :지불승인화면 상단의 유료논문구매내역에서 다운로드

③ RISS홈페이지의 [내정보] 하단의 [유료논문구매내역(DDOD포함)] 메뉴에서 논문

명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④ 구매확인메일 :논문구매시 자동발송되는 논문구매알림메일을 통해 RISS홈페이지

[내정보]–[유료논문구매내역(DDOD포함)]으로 페이지가 링크되어

논문을 다운로드

※ 구매한 논문은 결제 후 RISS 홈페이지 - [내정보] – [유료논문구매내역(DDOD포

함)]에서 72시간(3일) 내에 다시 다운받기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