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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서비스란?

 IEA 출판물과 통계 DB를 제외한 모든 북과 저널의 챕터, 표, 기사의 Read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문 보기 및 공유 가능 (이용통계에 반영)

 다운로드, 인쇄, 복사, 편집 등 부가기능 사용 불가능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 내 PC와 모바일로 이용 가능



Homepage 첫 화면

기본검색 및 고급검색

신규 출판물 소개
1) 주제/국가별 브라우즈
2) 저널, 북, 통계, Factbook, 

Glossaries 페이지로 이동
3) 통계페이지로 이동

출판예정 타이틀 소개

OECD ilibary
관련 뉴스



기본검색

검색어 입력 후 클릭 (타이틀명, 키워드, 
저자, 초록, ISSN/ISBN의 전체 혹은 부분)

검색결과 내 재검색

1) WEB, PDF, READ 
: 이북/저널 원문 보기, 
다운로드
2) XLS : 통계 DB로 이동

출판일, 콘텐츠 유형
및 수록언어 확인



출판연도 범위 지정
출판사(국제기구, 
위원회명) 검색

수록언어 선택

컨텐츠 유형 선택

원하는 주제/ 국가 선택

정렬방법 선택

3

다중검색 : title, author, abstract, 
ISSN/ISBN/DOI, full text 선택

고급검색

검색 옵션 선
택 후 클릭

8

최근 검색
히스토리

검색 Tip



테마 브라우즈

선택한 주제에 해당하는 북
/저널/통계 리스트로 이동

원하는 주제 클릭

선택한 주제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출판물 소개



국가 브라우즈

알파벳 순 원하는 국가 클릭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는
출판물 모두 검색



테마&국가 브라우즈

테마 및 국가
복수 선택 가능

선택 완료 후 클릭
-> 검색결과로 이동



카탈로그 브라우즈(콘텐츠 유형)

콘텐츠 유형 선택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통계페이지로

이동



Books

테마(주제)

연보 & 아웃룩

북시리즈

알파벳 순/ 발행연도 별 브라우즈

Books에서는 1961년 이후 출판된 단행본(대부분 1998년 이후)과 연
보, 아웃룩의 브라우즈 및 원문 보기/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수록 국가/언어 선택



Book Page 

타이틀 정보, 초록, 
기타수록언어, 관련
타이틀 링크

해당 북의
Feed 신청

발행연도
리스트

타이틀 전체 원문 다
운로드/ Read 서비스

해당 북
인용정보

목차, 표(국가별)
보기 및 다운로드

이용가능 콘텐츠는
노란색 스마일 표시

관련저널 정보



Papers

저널명

연보 & 아웃룩 조사보고서/
국가정책서

알파벳 순/ 발행연도 별 브라우즈

Papers 에서는 저널, 연보, 아웃룩, 조사보고서, 국가정책서의
브라우즈 및 원문 보기/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수록 국가/언어 선택



Paper Page 

타이틀 정보 및 초록/기타수록언어

해당 저널의 Feed 신청

전체 발행볼
륨 및 이슈

원문 다운로드
/Read 서비스

편집위원회 정보



Statistics 수록 국가 별 검색

지표 및 표 통계 관련 연감, 
보고서, 요약

통계 타이틀

OECD 통계사이트
(IEA 통계 비포함)

국가통계
프로파일

주제별 Factbook

1) Statistics 에서는 국가, 주제, 연도 등을 선택하여 도
표를 작성한 후 논문에 인용 가능합니다. 

2) Statistic는 일반 통계와 IEA 통계로 구분되며, IEA 통
계는 별도로 구독하는 기관만 이용 가능합니다.



Statistics Page 

타이틀 정보 및 초록
/기타수록언어

해당 통계의 Feed 신청

해당 통계에 수록된 DB 리스트
(OECDilibrary 외 발행 DB 포함)

선택한 통계와 관련된
타이틀 및 표



Statistics Page 

타이틀 정보 및 기타
수록언어

해당 통계의 Feed 신청

해당 통계에 수록된 DB 리스트
(OECDilibrary 외 발행 DB 포함)

선택한 통계와 관련된
타이틀 및 표



OECD 통계사이트

전체 통계 타이틀
및 하위 DB 리스트

원문에 포함된 단어로 검색가능.
Entertainment 검색 시 아래와
같이 결과화면이 나타납니다.

메타데이터 정보(출처, 
특성, 마지막업뎃일 등)



통계 DB 이용

1) Customize : 원하는 데이터만 선별
(Select), Layout, 표 옵션 설정

2) Export : 원하는 파일형식으로 저장

표, 국가, 
연도, 화폐
단위 수정
가능

선택한 DB의 특정주
제 데이터 모음

해당 통계에 수록
된 DB 리스트

3) Draw Chart : 원하는
차트 형태로 변경
4) My Queries : 내 질문
저장/통합/관리 (개인계정
생성 후 이용 가능)
5) Cite this database : 
인용정보

* 참고 : 체인마크 - 타 사이트의 통계자원
(대체로 무료이용 가능)



Factbook Home

타이틀 정보/기타수록언
어/관련 타이틀 소개

이메일 발송/ 
Feed 신청

연도별
발행본

목차, 표, 그래프 리스트

Expand 클릭 -> 리스트 보기

Factbook란 : 현황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책자



Glossaries Home
용어사전의 알파벳 순/ 발행연도 별 브라우즈

수록 국가 및
언어 별 검색

전체 용어사전
리스트

주요출판물 소개

※참고 : Glossaries는 저널/북/통계
패키지와 별개로 구독하셔야 합니다.



체크 박스에 선택한 타이틀을 Marked List로 추가

추가된 타이틀을 인쇄, 이메일, 다운로드 가능

(컴퓨터 로그아웃 시 저장된 리스트는 자동 삭제)

받는 이의 성명 및 이메일을 입력 후 Send 클릭

Marked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