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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S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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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 1996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학술 논문 서비스

•  국내 학술단체(학회 및 연구소)의 전문적인 학술 자료 

: 학술논문의 원문(Full-Text) 및 초록, 목차 등 서지정보 제공

• 국내, 해외 등재(후보)지 다수 보유

• 국내외 약 1,000여 개 대학, 기관에서 이용 중
KISS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연구소

약 300여 곳
서울대 등 일반 및 전문대학

약 300여 곳
해외 대학 및 기관

약 100여 곳

총 간행물

약 3,300여 종
등재(후보) 간행물

약 870여 종
해외 등재 학술지

약 95여 종

 KIS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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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여 학회, 3,300여 종의 간행물, 154만여 편의 학술 논문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자료 제공

KISS 주제분야별 학술지 비율

사회과학 인문과학 어문학 예체능 의약학 공학 자연과학 농학 수해양

Ⅰ. KIS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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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내 접속                  2. 기관 외부 접속                  3. 개인 계정 로그인(간편 외부접속)

Ⅱ
KISS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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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대학) 내 접속

• KISS를 정식으로 구독하고 있는 기관(대학)의 IP 등록을 통해 접속 시 자동인증

• 도서관,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WIFI 모두 가능

• 홈페이지 좌측 상단 IP가 표시되면! 미인증, 기관(대학)명이 표시되면! 인증된 상태~

Ⅱ. KISS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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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완료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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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대학) 외부 접속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KISS 배너(링크)를 찾아 → KISS 홈페이지로 이동

• KISS 홈페이지 접속 후 반드시 기관명 확인!

Q

KISS 배너(링크)는 어디에 있을까요?

A

도서관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학술DB, 

전자자료 등에서 찾아보세요. ^^
KISS

Ⅱ. KISS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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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계정 로그인(간편 외부접속)

• KISS, 네이버, 구글 중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양한 기능(보관함, 인용항목 설정) 이용

•  기관 인증된 상태에서 개인 로그인 시, 간편 외부접속 자동 부여 

※ 90일 이용권한 자동 부여되며 만료 전, 재 연장 가능

• 개인 아이디만으로 KISS 이용 가능!

Ⅱ. KISS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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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하기                  2. 다운받기                  3. 다운로드함, 보관함 이용

Ⅲ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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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하기

1) 통합검색 

• 제목, 저자명, 키워드 등 검색

• 찾고자 하는 주제의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

Ⅲ.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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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하기

1) 통합검색 → 결과 내 재검색 

• 결과 내 재검색

- 키워드 검색 후 검색 결과가 많은 경우, 검색창 상단 [결과 내 재검색] 체크 후 다른 키워드로 재검색

- 검색 결과 축소(반복 가능)

Ⅲ.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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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용방법
 KISS MANUAL

1. 검색하기

1) 통합검색 → 결과 내 재검색 → 결과 좁혀보기

• 결과 좁혀보기

-  찾고자 하는 자료의 상세정보를 알고 있거나, 

원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용

- 최근 논문 및 등재지 확인 등  



1. 검색하기

2)  상세검색

•  메인 페이지 검색창 상단 또는 검색 결과페이지 상단 

[상세검색]으로 이동

•  다양한 검색과 조건(AND, OR, NOT)이  

필요할 때 이용

•  주제별 분류 / 발행연도 등 복수 조건 한 번에 검색

Ⅲ.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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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받기(PDF)

• 검색 후 우측 다운로드 이용

•  복수 다운로드 필요시 논문 좌측 체크박스 클릭 후 상단 선택다운(최대30개) 클릭

• 논문명 클릭하여 상세페이지에서 다운

Ⅲ.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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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함, 보관함 이용

• 다운로드함

- 개인 로그인 없이 해당 PC에서 이용(최대 30개)

- 다운 완료 논문 및 1일 이후 논문 자동 삭제

• 보관함

- 개인 로그인 후 이용(영구 보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Ⅲ.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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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저장              2. 인용 형식별 저장              3. 인용항목 설정              4. 이메일 발송

Ⅳ
인용하기(서지정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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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저장

• 논문 인용 시, 서지정보 추출을 위해 활용(TXT, Excel 파일로 저장 가능)

• 논문의 상세페이지에서 [인용하기]로 이동

Ⅳ. 인용하기(서지정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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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방식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

-  MLA 방식 

인문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

Ⅳ. 인용하기(서지정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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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형식별 저장

• 다양한 인용형식(APA, MLA 등)으로 반출 가능



Ⅳ. 인용하기(서지정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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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항목 설정

• 개인 맞춤 인용항목 설정 가능(개인 로그인 필요)

- 설정항목에서 순서 확인

- 항목간 반점( , ), 밑줄( _ ) 등 설정 가능



- 논문 추천에 활용

- 원문을 보내는 것이 아닌 서지정보만 발송

Ⅳ. 인용하기(서지정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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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 발송

• 논문의 서지정보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