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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EA, NEA, PISA, ITF, UN 등국제기구에서출판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데이터베이스를온라인상에서구독할 수 있도록 개발된
OECD 고유 플랫폼

➢ 주제 : 경제, 법, 금융, 정부, 산업, 무역, 운송, 세금, 교육, 통계, 농업, 
개발, 고용,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사회이슈, 건강등

➢ 이용가능 Coverage : 1961년 ~ 현재
➢ 사이트 URL : https://www.oecd-ilibrary.org/

< Imprint 국제기구소개 >

1)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 OECD Development Centre

3)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4) NEA (Nuclear Energy Agency)

5)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6) 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7) UN (United Nations)

OECD iLibrary 소개

1

https://www.oecd-ilibrary.org/


1) OECD Books & Papers : 이북, 저널, 정기간행물, 연보, 아웃룩, 정책보고서

2) OECD Statistics : 통계데이터베이스, Key Table, Factbook, Indicator 

➢ eBook Title 16,020권

➢ eBook Chapter 84,380개

➢ 표 & 그래프 252,120개

➢ Article 2,450개

➢ 다국어요약 6,837개

➢ 조사보고서(working paper) 6,840개

➢ 44 개데이터베이스의 70억개 data point

OECD iLibrary 컨텐츠 (2020년 11월) 

OECD iLibrary의제공품목

▶ OECD iLibrary 소개동영상 https://youtu.be/WnHCET6rhYE

▶ OECD iLibrary를 통한 자료검색방법 https://youtu.be/9kgYantuLoc

OECD iLibrary 동영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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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및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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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op-down 메뉴를 통해 OECD 자료를
둘러보세요.

• Theme(주제)
• Country(국가)
• Theme and Country (주제& 국가결합)
• Catalogue (콘텐츠유형)
• Statistics (통계 - 10-11 페이지참고)

2 기본 검색

키워드, ISBN/ISSN/DOI, 목차, 타이틀, 국가
등을입력하여콘텐츠를검색해보세요.

3 Advanced Search (고급 검색)

타이틀, 저자명, 저자소속정보, 초록, 
DOI/ISSN/ISBN 등각옵션필드에 1개이상의
검색어를입력하고 AND/OR/NOT를 사용하여
필드를적절하게연결하여검색해보세요. 

4 검색 범위 좁히기

원하는경우다음과같은기준을사용하여검색범위를더좁힐수있습니다.

Date 발행일
Imprint 자료발행기관
Language(s) 발행언어
Content Section(s) 자료유형
Theme/Country 주제/국가
Sort Order 정렬 (최신자료먼저, 오래된자료먼저, 관련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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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옵션
선택 후 클릭

출판연도 범위 지정

출판사(국제기구, 위원회명) 검색

수록언어 선택

컨텐츠 유형 선택

원하는 주제/ 국가 선택

정렬방법 선택

Advanced Search (고급검색)

다중검색 : title, author, abstract, 
ISSN/ISBN/DOI, full tex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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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필터 (연도, 컨텐츠 유형, 언어, 번역, 
국가, 출판사 (국제기구, 위원회명), 저자
/편집자, 출판물)

1) 고급 검색 바로 가기
2) 검색결과 공유 또는 인쇄
3) 인용정보 반출
4) 검색결과 저장
5) 검색 내역 보기

이용가능 여부 안내

상세내용 열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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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내 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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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O(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s’ iLibraries) 
컬렉션 자료 추가 ※ 별도 구독 필요
- United Nations (UN iLibrary)
-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The Commonwealth iLibrary)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Library)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Nordic i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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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주제 클릭

원하는 주제 클릭

선택한 주제에 해당하는 북/저널/
통계 리스트로 이동

선택한 주제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출판물 소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모든 출판물

RSS feed 설정

Browse by Theme - 주제별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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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순 원하는 국가 클릭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는
출판물 모두 검색

Browse by Country - 국가별브라우징

7



주제 및 국가 복수 선택 가능

선택 완료 후 클릭
-> 검색결과로 이동

Browse by Theme and Country –주제 /국가별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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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형 선택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통계페이지로 이동

Catalogue (콘텐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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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파벳 순 / 발행연도 별 브라우즈
2) 수록 국가 / 언어 선택
3) 주제
4) 연보 & 아웃룩
5) 북시리즈

Catalogue (콘텐츠유형)-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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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원문 다운로드(PDF)/ 
Read 서비스(원문보기만 가능)

이용가능 여부 안내

인용정보

이북 해당 링크를
이메일로 전달

이북 정보(발행자, 발행일자, 
페이지수, ISBN, DOI)

챕터 별 다운로드
및 보기

구매 사이트로 이동

이북 소개, 
발행언어, 
기타 수록언어

Catalogue (콘텐츠유형)- Book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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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파벳 순 / 발행연도 별 브라우즈
2) 수록 국가 / 언어 선택
3) 저널
4) 정기간행물
5) 조사보고서 / 정책보고서

Catalogue (콘텐츠유형)-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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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정보(저널명, 이전 저널명, 간단소개)

원문 다운로드
/Read 서비스

1) 해당 저널의 링크를 이메일로 전달
2) Feed 신청
3) 편집 위원회 정보
4) 논문 투고

전체 발행볼륨 및 이슈

발행언어, 기타 수록언어,
발행주기, ISSN, DOI, 
관련 컨텐츠 정보

Catalogue (콘텐츠유형)- Paper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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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출판물과통계 DB를 제외한모든 북과 저널의챕터, 표, 기사의 Read 아이콘
을 클릭하여원문 보기 및 공유 가능 (이용통계에반영)

✓ 다운로드, 인쇄, 복사, 편집등 부가기능사용불가능
✓ 인터넷이가능한 지역 내 PC와 모바일로이용 가능

REA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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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 검색 / 수록 국가별 검색
2) 데이터베이스 - 통계 타이틀
3) 지표 및 표-국가별 표
4) 통계 이북 시리즈 (통계 관련 연감, 보고서, 
요약)

1) Statistics에서는 국가, 주제, 연도 등을 선택하여 도표 작성 후
논문에 인용 가능합니다. 

2) Statistic는 OECD 통계와 IEA 통계로 구분되며, IEA 통계는
별도로 구독하는 기관만 이용 가능합니다.

Catalogue (콘텐츠유형)-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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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계의 링크를 이메일
전달/Feed 신청

타이틀 정보 및 초록/
기타수록언어

Datasets
- 해당 통계에 수록된 DB 리스트

(관련 타사이트의 발행통계 포함)

Related Titles
- 선택한 통계와 관련된 출판물 및 표

Datasets archives
- 아카이브

Catalogue (콘텐츠유형)- Statistic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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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stomize : 원하는데이터만선별(Select), 
Layout, 표옵션설정

2) Export : 원하는파일형식으로저장

표, 국가, 연도, 화폐단위
수정 가능

선택한 DB의 특정주제 데
이터 모음

해당 통계에 수록된 DB 
리스트

3) Draw Chart: 원하는차트형태로변경
4) My Queries: 내질문저장/통합/관리
(개인계정생성후이용가능)

5) Cite this database: 인용정보

*체인마크 : 타 사이트의 통계자원
(일부 무료이용 가능)

Catalogue (콘텐츠유형)- Statistics DB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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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통계 타이틀 및 하위
DB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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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 정보 (출처, 특성, 
최근업데이트일자 등)

OECD 통계사이트 http://stats.oecd.org/

18

http://stats.oecd.org/


타이틀 정보/ 간
단소개, 
발행언어, 
기타수록언어

인용정보

이북 해당 링크를 이
메일로 전달

이북 정보(발행자, 발행일자, 
페이지수, ISBN, URL)

Factbook란?
- 현황을쉽고간단하게소개하는책자

연도별발행본 이메일 발송
/Feed 신청

구매 사이트로 이동

Catalogue (콘텐츠유형)- Factbook

19



※참고 : Glossaries는 OECD Books, Papers & 
Statistics와별개로구독하셔야합니다.

인용정보 / 이북 해당 링
크를 이메일로 전달

저자정보, 발행일, 페이지수, 
ISBN, DOI 정보

Catalogue (콘텐츠유형)- Glossaries

20



My Favorite

별표 클릭 시 My Favorites에 추가됨

오른쪽 상단 “My Favorites”을 클릭 후 추
가된 콘텐츠 확인 가능

이메일, Facebook, Linkedin, Twitter 등
으로 콘텐츠 링크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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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