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teracy 사이트를 이용하자! 

■Literacy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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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Literacy의 톱 페이지, Twitter도 확인 가능

2 뉴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소개

도쿄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가능

이용 방법은 ★ 를 참조(p.3에서도 소개 중)

데이터베이스 일람

4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링크집. 북마크를 권장인기 데이터베이스

5 Literacy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페이지

이 페이지 내의 링크와 왼쪽 메뉴를 통해 Literacy의 각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

이용 안내

6 참고 문헌 리스트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소개문헌 관리 도구

주의! 각각의 전자 저널 및 전자 서적은 도쿄대학 OPAC 또는 E-journal & E-book Portal 을 통해 이용이 가능

Literacy 톱 페이지 (일본어)

https://www.lib.u-tokyo.ac.jp/ja/library/literacy

'Literacy'는 도쿄대학에서 이용이 가능한 학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전자 저널, 전자 

서적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Literacy'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강습회 개최에 

대한 정보나 리포트·논문 쓰는 법에 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p.4에서도 소개 중

도쿄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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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2023年4⽉ｘ⽇】
はじめての本や論⽂の
⼊⼿⽅法＠東京⼤学

Literacy 픽업 소개

강습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각각의 강습회 제목을 클릭해서 강습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イベント(이벤트)를 클릭.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위한 강습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책이나 논문을 찾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도쿄대학 OPAC 이용 방법과 논문을 쉽게 찾기 위한 도구 TREE

를 소개합니다.

'学外からの利⽤(교외에서의 이용)'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EZproxy

（イージープロキシ）経由で利⽤する(EZproxy(이지 프록시)를 경유하여 이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해외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취업 준비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목적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검색 

테크닉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리포트를 쓰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리포트를 쓰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리포트 말미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쓰면 되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투고 

잡지를 선택하기 위한 힌트가 되는 정보와 연구 윤리에 대한 도쿄대학의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습회 정보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ASK 서비스를 이용.

◎Litetopi 메일 매거진 

◎Twitter 
@UTokyo_Literacy

구독 신청은

(Litetopi 메일 매거진)  참조

Litetopiメールマガジン

ASKサービス

https://opac.dl.itc.u-tokyo.ac.jp/opac/ask/

https://mobile.twitter.com/utokyo_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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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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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データベースの活⽤法(데이터베이스 활용법)' 페이지 추천

 페이지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レポート・論⽂作成⽀援(리포트·논문 작성 지원)'

E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싶어요!

A

B

C

D

E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3년 4월 x일】처음으로 책이나 논문을 찾는 방법
 ＠도쿄대학)  

재미있게 배워서 
쉽게 리포트를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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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자!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일람'

■검색 화면

■검색 결과 화면

■데이터베이스 상세 화면

https://www.lib.u-tokyo.ac.jp/ja/library/contents/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교내(캠퍼스 내)에서 이용할 때　

'OPEN' 아이콘이 붙어 있을 때

교외(캠퍼스 밖)에서 이용할 때

UTokyo Account의 로그인 화면

데이터베이스 명칭, 

자료 형태(책, 논문, 신문 기사), 

주제 분야 등으로 검색!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

도쿄대학에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싶을 때는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 웹사이트의 'データベース⼀覧(데이터베이스 일람）'을 통해 
이용하자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문과 資料タイプ(자료 형태), 主題分野
(주제 분야), マニュアル(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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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

電⼦リソース利⽤上の注意（전자 자료 이용상의 주의）

전자 자료 이용상의 주의사항

https://www.lib.u-tokyo.ac.jp/ja/library/literacy/user-guide/campus/caution

1. 개인의 학술 연구나 교육 목적 이외에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출판사 등과의 계약 위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데이터베이스나 전자 저널, 전자 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논문 본문 포함)를 일괄해서 대량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출판사 이용 규약 

등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판사가 IP 주소를 차단하여 대학 전체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의 '링크 미리보기 기능'의 설정을 무효로 하십시오.)

4. UTokyoAccount와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의 

컴퓨터에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관리하지 않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한 경우, 입력한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컴퓨터 등에 남게 되어 

타인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도쿄대학 정보 윤리 가이드라인(https://www.u-tokyo.ac.jp/adm/cie/ja/index.html)을 준수하십시오.

6.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방화벽에 따라서는 이용하실 수 없는 제목이 있습니다.

7. 교내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전자 저널, 전자 서적도 EZproxy를 경유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8. EZproxy의 이용을 종료할 때는 브라우저를 완전히 종료시키십시오.

자료 형태나 발행 연도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 보자! 
반드시 지키자!

本部情報基盤課学術情報チーム［学術情報リテラシー担当］

2023. 2. 28 인쇄

도쿄 대학 부속 도서관 웹사이트 https://www.lib.u-tokyo.ac.jp/

논문 제목으로 검색

'온라인 Full Text' 표시가 있는

것은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논문의 본문을 입수!

개별 데이터베이스 이용법 

TREE(UTokyo REsource Explorer)에서 논문을 입수하자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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