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목차  

3 01  DBpia 소개 

02  DBpia 콘텐츠 

03  DBpia 플랫폼 서비스 

04  DBpia 구독기관 

05  DBpia 이용가치 

4 

7 

11 

13 



DBpia 소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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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bpia.co.kr 

대한민국의 대학, 기업, 공공기관은   
국내 대표 연구기관의 우수 학술콘텐츠를 DBpia에서 구독합니다 

학회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대학 도서관 

기업/공공기관 

초중고 

저작권 계약 구독 서비스 



DBpia 콘텐츠 02 

1,300여 곳의 발행기관 

학회, 대학연구소, 국책연구기관 

2,100여 종의 간행물 

학술지(국문ㆍ영문), 전문잡지 
학술대회 자료집 

230만여 편의 학술 콘텐츠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초록 

DBpia가 가장 많은 학술논문을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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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학술콘텐츠는 전 학문분야를 포함합니다 

DBpia 콘텐츠 02 

공학    
Engineering 

건축, 기계, 산업,  

재료, 전기, 전자 등 

사회과학    
Social science 
경제학, 경영학, 관광

학, 법학, 행정학 등 

자연과학    
Natural science 
물리학, 생물학, 화학, 

천문학, 지구과학 등 

인문학    
Humanities 
역사학, 철학, 신학,  

언어학, 문학 등 

의약학    
Medical science 
간호학, 의학, 약학, 

한의학, 치의학 등 

농수해양학    
Agronomy, 

Oceanography & 

Fisheries sciences 

농학, 수산학, 축산학,  

조경학, 해상 운송학 등 

예술체육    
Art & Sports 
역사학, 철학, 신학,  

언어학, 문학 등 

복합학    
Interdisciplinary 

studies 
감성과학, 인지과학,  

뇌과학, 기술정책 등 

8개 주제분류 

84개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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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콘텐츠 02 

DBpia는 국내 대표 학회의 우수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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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플랫폼 서비스 03 

DBpia는 콘텐츠 검색과 원문이용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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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검색기능 
 

국내 최초 본문포함 검색기능과 
키워드, 저자, 간행물명 검색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보다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문 이용 기능 
 

DBpia는 학술콘텐츠 원문을 
파일 다운로드, PDF View,Text View 

방식으로 서비스 합니다. 



DBpia 플랫폼 서비스 03 

DBpia는 PDF View에서 논문원문과 연관 논문정보를 
한번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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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추천논문 
 

특허받은 논문추천기술을 통해 
유사도가 높은 연관논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1저자의 다른 논문 
 

제1저자가 발표한 논문목록이 
함께 제공됩니다. 

목차 
 

논문의 목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이 인용한 참고문헌 
목록이 제공됩니다



DBpia 플랫폼 서비스 03 

DBpia 추천논문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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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논문 서비스 
 

230만편의  학술콘텐츠 활용, 
특허 받은 논문추천 알고리즘으로 
검색된  논문과 가장 유사한  
연관논문을 추천합니다. 



DBpia 플랫폼 서비스 03 

DBpia는 모바일로 검색과 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연구자료를  
찾아보세요! 

Mobil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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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 
기본검색, 상세검색, 
최근검색, 이력제공 

DBpia SNS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콘텐츠 현황 
서비스 논문 편수 실시간 제공 

로그인 
개인회원 로그인 보관함 등  
개인화기능 이용가능 

기관인증 
소속기관 로그인 

http://m.dbpia.co.kr 



DBpia 구독기관 04 

대표이용기관 

ㆍ 하버드, 프린스턴, 옥스퍼드, 도쿄대 등 130개 글로벌 기관 :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전부 구독 

ㆍ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201개 전국 4년제 대학 

ㆍ 정부, 국책연구원, 기업체, 병원  등 350여 곳 기관 : 삼성, 현대, LG, SK, 미래창조과학부 등 

DBpia를 구독하는 기관이 가장 많습니다 

국내 학술콘텐츠 플랫폼 구독기관 현황* 

707 

275 

1,320 

227 

220 

DBpia 

A사 

B사 

C사 

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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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월 기준, RISS 



DBpia 구독기관_해외 04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 
130여개 글로벌기관에서도 DBpia가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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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이용가치 05 

DBpia는 가장 많은 이용자가 찾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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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만 

168만 

92만 

67만 

DBpia A사 B사 C사 D사 

13만 

국내 학술유 플랫폼 연간 트래픽* 

*2017 기준, Similar Web 

B대학의 국내 학술 DB연간 이용량 분포* 

*B거점 국립대학교 도서관 통계연보 2018 

DBpia  
48% 

A사  
23% 

B사  
19% 

C사 
7% 

D사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