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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 서비스 

PQDT + DDOD ⇒ ProQuest Dissertations Unlimited 

PQDT 

 과거 CDROM으로 제공된 
DAO (Dissertations Abstracts 
Ondisc)의 Web 버전. 

 1,440여 개 이상의 북미 
지역,유럽 주요 대학 및 학술 
연구 기관들로부터 수여된 
석•박사학위 논문의 서지 및 
초록 정보 제공. 

1997년 이후 자료 대부분 
처음 24쪽까지 무료 원문 제공. 

DDOD 

 KERIS DDOD 서비스 
에서 유료 제공되는 
1999년 이후 논문 약 
80,000권 가량의 PDF 
원문 무료 제공. 

 연간 약 1만권의 
신규논문 자료의 PDF 
원문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 

PDU 

PQDT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세계 유일의 해외석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서지 •초록 •원문 
일부(첫24쪽) 제공. 
원문 유료 주문 

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전 학문 분야 북미 상위 30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서지 •초록 •원문 무료 다운로드



DDOD Session 

1. DDOD Service는? 

DDOD Service는 권위 있는 대학 평가지인 'The US News & World 

Report’의 학문 주제별 Top 30위권 대학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논문을 

엄선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DDOD Service를 통해서 다수의 

외국 대학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논문의 서지정보, 초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DDOD Service 기관회원 소속 이용자는 PDF 

원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바로 접속 – http://ddod.riss4u.net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기 

전자정보 검색 à 해외 Web DB à PDU(DDOD, PQDT)클릭!



DDOD Service 일반검색 

A 

a b 

A. 일반검색에서는 간단한 검색어 입력으로 논문의 색인과 초록 내에서 매칭되는 학위 논문 검색 

l 검색항목(a): 키워드를 검색할 범위를 드롭 다운 메뉴에서 선택 
(제목+저자+학교, 전체, 제목, 저자, 학교, 지도교수, 초록.) 

l 내가 찾은 검색어(b): 펼침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검색해 왔던 검색어를 확인 

A. 일반검색에서는 간단한 검색어 입력으로 논문의 색인과 초록 내에서 매칭되는 학위 논문 검색 

l 검색항목(a): 키워드를 검색할 범위를 드롭 다운 메뉴에서 선택 
(제목+저자+학교, 전체, 제목, 저자, 학교, 지도교수, 초록.) 

l 내가 찾은 검색어(b): 펼침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검색해 왔던 검색어를 확인



DDOD Service 검색 및 탐색방법 

A 

B C 

A. 고급검색  검색어 및 검색 항목을 조합하여 검색하기 위한 기능 

l 검색항목: 3개까지 AND 또는 OR 연산자를 이용하여 조합 검색 

l 제한조건: 수여년도, 정렬방법, 쪽당 출력건수, 최대 출력건수를 선택하여 검색. 

B. 추천논문검색  특정 주제 분야의 Top 순위 기관에서 발행한 학위 논문 검색 

l 검색방법: ①주제 분야 선택. ②학교 추가.(중복 선택가능) ③검색버튼 클릭. 

C. 주제별 서비스  주제별로 분류된 학위 논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 주제) 

A. 고급검색  검색어 및 검색 항목을 조합하여 검색하기 위한 기능 

l 검색항목: 3개까지 AND 또는 OR 연산자를 이용하여 조합 검색 

l 제한조건: 수여년도, 정렬방법, 쪽당 출력건수, 최대 출력건수를 선택하여 검색. 

B. 추천논문검색  특정 주제 분야의 Top 순위 기관에서 발행한 학위 논문 검색 

l 검색방법: ①주제 분야 선택. ②학교 추가.(중복 선택가능) ③검색버튼 클릭. 

C. 주제별 서비스  주제별로 분류된 학위 논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 주제)



DDOD Service 검색결과(간략 ) 

일반, 고급검색, 추천논문검색의 검색 결과 
화면. 

검색된 논문의 제목, 저자, 수여학교, 수여 
연도의 간략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내서재담기, 내서재보기: 해당 
논문정보를 내서재에 담거나, 등록된 
내서재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로그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 메일전송: 해당 논문의 정보를 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로그인해야 합니다. 

• 정렬: 제목, 저자, 학교, 연도순으로 순차 
또는 역순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 초록 / 24page 미리보기: 
논문의 원문(PDF), 초록, 1~24페이지까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논문 정보 상세보기: 논문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일반, 고급검색, 추천논문검색의 검색 결과 
화면. 

검색된 논문의 제목, 저자, 수여학교, 수여 
연도의 간략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내서재담기, 내서재보기: 해당 
논문정보를 내서재에 담거나, 등록된 
내서재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로그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 메일전송: 해당 논문의 정보를 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로그인해야 합니다. 

• 정렬: 제목, 저자, 학교, 연도순으로 순차 
또는 역순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 초록 / 24page 미리보기: 
논문의 원문(PDF), 초록, 1~24페이지까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논문 정보 상세보기: 논문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DOD Service 논문 상세정보 

논문의 상세한 서지정보, 초록을 확인 

• 원문보기 / 24page 미리보기: 원문(PDF) 
또는 1~24페이지까지 미리 보기 

• 저자, 주제어 링크: 저자, 주제어를 
클릭하면 이를 검색어로 한 결과 목록 
제공 

• 원문(PDF) 보기: 검색한 논문의 간략 리 
스트, 상세 정보, 내 서재의 간략 
리스트에서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문을 무료로 확인 가능 
논문 원문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 
가능 

논문의 상세한 서지정보, 초록을 확인 

• 원문보기 / 24page 미리보기: 원문(PDF) 
또는 1~24페이지까지 미리 보기 

• 저자, 주제어 링크: 저자, 주제어를 
클릭하면 이를 검색어로 한 결과 목록 
제공 

• 원문(PDF) 보기: 검색한 논문의 간략 리 
스트, 상세 정보, 내 서재의 간략 
리스트에서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문을 무료로 확인 가능 
논문 원문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 
가능



DDOD Service 내 서재 

내 서재는 관심 있는 자료의 서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DDOD Service와 Riss4U 사이트의 내서재 기능은 동일하며, 공동으로 이용 가능 

• 기본책장: 기본 제공되는 책장으로 수정할 수 없음 

• 책장추가: 이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책장을 추가 가능. 새 책장은 주제별 카테고리 선택, 이름 및 메모 
지정, 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지정 가능. 

내 서재는 관심 있는 자료의 서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DDOD Service와 Riss4U 사이트의 내서재 기능은 동일하며, 공동으로 이용 가능 

• 기본책장: 기본 제공되는 책장으로 수정할 수 없음 

• 책장추가: 이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책장을 추가 가능. 새 책장은 주제별 카테고리 선택, 이름 및 메모 
지정, 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지정 가능.



PQDT session 

1.  PQDT는? 
ProQuest CSA사(구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사)의 PQDT는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 걸친 세계 1,440여 개 대학의 석사•박사 학위 

논문의 서지정보와 초록을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PQDT를 통해 검색된 논문은 Web으로 원문 주문이 가능하며, 일부 

1997년 이후 논문의 경우에는 24page까지 미리보기를 제공 

2.  바로 접속. 
http://proquest.umi.com/login 

3.  교외 접속 
www.riss4u.net  접속 후 PQDT 찾기



Basic Search 

①

② 

③ 

Basic Search 화면입니다. 

• ① Database: Interdisciplinary – 
Dissertations and Theses를 선택하여 
논문 색인/초록만 단일 검색하기. 

• ② Date range: 
Last 2 / 5 /10 years 
Within / Before / After this year 
Specific date range 

• ③ More Search Options: 
논문 제목, 저자, 학교, 주제, 논문 

언어, 박사/석사 논문 제한, 검색 결과 
목록 정렬 방법을 지정하여 검색. 

Basic Search 화면입니다. 

• ① Database: Interdisciplinary – 
Dissertations and Theses를 선택하여 
논문 색인/초록만 단일 검색하기. 

• ② Date range: 
Last 2 / 5 /10 years 
Within / Before / After this year 
Specific date range 

• ③ More Search Options: 
논문 제목, 저자, 학교, 주제, 논문 

언어, 박사/석사 논문 제한, 검색 결과 
목록 정렬 방법을 지정하여 검색.



Advanced Search 

Advanced Search 화면입니다. 

① Add a row : 검색 필드를 추가 

•  Abstract 

•  Advisor 

•  Author 

•  Degree 

•  Document Language 

•  Index Term (Keyword) 

•  ISBN 

•  School Name 

•  Subject Name 

② More Search Options : 

Advisor 등 자주 사용하는 필드의 

조합을 쉽게 해 줍니다. 

Advanced Search 화면입니다. 

① Add a row : 검색 필드를 추가 

•  Abstract 

•  Advisor 

•  Author 

•  Degree 

•  Document Language 

•  Index Term (Keyword) 

•  ISBN 

•  School Name 

•  Subject Name 

② More Search Options : 

Advisor 등 자주 사용하는 필드의 

조합을 쉽게 해 줍니다. 

① 

②



Publications > 주제별, 지역별 탐색 

① 
② 

③ 

Publications > By Subject 화면. 

①주제 – ②국가 – ③학교 순으로 탐색. 

Publications > By Location 화면. 

①국가 – ②학교 – ③주제 순으로 탐색. 

• View documents : 해당되는 항목으로 
분류된 모든 논문 목록 보기. 

Publications > By Subject 화면. 

①주제 – ②국가 – ③학교 순으로 탐색. 

Publications > By Location 화면. 

①국가 – ②학교 – ③주제 순으로 탐색. 

• View documents : 해당되는 항목으로 
분류된 모든 논문 목록 보기. 

① 
② 

③



Results / Alert Service / Order 

Results 화면입니다. 

• ① Set Up Alert : 검색식에 적합한 목록이 update되는 메일을 신청. 

• ② Format : Abstract / 24 Page Preview. 

• ③ Order a copy : 원문 주문하기 (④번 Shopping Cart 화면으로 이동). 

Results 화면입니다. 

• ① Set Up Alert : 검색식에 적합한 목록이 update되는 메일을 신청. 

• ② Format : Abstract / 24 Page Preview. 

• ③ Order a copy : 원문 주문하기 (④번 Shopping Cart 화면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Custom Information] 
신청자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Billing Information] 
논문을 받을 주소지와 
결재정보를 입력한 후,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 카드번호는 –없이 입력 

�[Review Your Order] 마지막으로 
주문한 논문을 확인. 
�‘Submit Order’ 클릭하면 주문완료. 

�‘Cancel Order’클릭시 주문취소. 

� 

� 

� 

� 

� 

학위 논문 주문 하기



학위 논문 다운로드 

� PDF 파일 논문을 다운 받는 창 입니다. 
� 구입한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다른 

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