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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Bpia 소개



4
한국연구자에게 꼭 맞는 학술콘텐츠와 서비스를 DBpia가 제공합니다.

DBpia란?

• DBpia는 국내 연구자 중심의 한국형 학술정보 플랫폼입니다.

• DBpia는 국내 학술저널, 전문잡지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초록∙목차 등 논문의 서지정보 열람은 물론 Full-text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주제 탐색에서 논문 관리, 동향 분석까지 DBpia와 함께하세요!

2,990여 곳의 발행기관

학회, 대학연구소, 국책연구기관

4,700여 종의 저널

학술지(국문ㆍ영문), 전문잡지
학술대회 자료집

390만여 편의 학술 콘텐츠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초록

[목차 돌아가기]



5
한국연구자에게 꼭 맞는 학술콘텐츠와 서비스를 DBpia가 제공합니다.

소속기관/학교인증과 로그인

• 소속 기관 / 학교 인증이란? 

‐ 인증하면 소속기관/학교에서 구독 중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요.

※ 기관 /학교에서 인증 가능한 ID와 PW를받았나요? 소속 기관 / 학교 인증에서이용 가능해요.

• 로그인이란? 

‐ 개인이 DBpia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 가능해요. 

‐ 간편하게 SNS를 통해서도 회원가입 할 수 있어요.

‐ PDF 뷰어 노트, 내서재, 알림 서비스 등을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받아볼 수 있어요.

로그인이완료된상태에요!
소속기관/학교인증이되어있지않아, 논문을개별적으로구매하고이용해야해요.

소속기관 / 학교인증완료된상태에요!
이제자유롭게논문을이용하실수있어요. 소속기관 / 학교안이라면자동으로인증이되어요.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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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회원

• 개인화기능을 포함한 DBpia의 모든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구글/카카오 계정으로 빠르게 가입하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소속기관 / 학교 인증을 통해 90일간 소속기관 연동이 가능합니다.

•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거나 작성 예정인 이용자가 가입하는 회원입니다.

• 저자 페이지에서 본인 연구의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자회원은 일반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화기능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돌아가기]

* 로그인후의이용가능한회원종류로, 소속기관/학교인증과는무관합니다.



02 소속기관/학교 인증
➢ 소속된 기관을 인증하시면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습니다.



8한국연구자에게 꼭 맞는 학술콘텐츠와 서비스를 DBpia가 제공합니다.

기관/학교 ‘안’에서의 인증
[목차 돌아가기]

• 소속기관 / 학교 내부라면?

: 어떠한 방식으로 DBpia를 들어와도 인증이 되어 있어요.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지 않아도 인증이 가능해요.

‐ 구글, 네이버 등에서 논문을 검색하여 바로 DBpia를 접속해도 인증이 되어 있어요.

누리미디어로 기관인증 완료!

기관/학교의 PC와 와이파이를 통해

DBpia에 바로 접속해서 이용하세요.

별도의인증절차없이

기관 / 학교로인증됩니다.

www.dbpia.co.kr 로 바로 접속하면 인증이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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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 ‘밖’에서의 인증

•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  기관 / 학교에서 ID와PW를 따로 주셨나요?

그렇다면 [소속 기관 / 학교 인증]을 눌러주세요!

만약 소속 기관 / 학교 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논문 상세페이지에서 왼쪽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어요.

STEP 1. 소속기관 / 학교 인증 페이지로 이동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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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 ‘밖’에서의 인증

STEP 2. 내 기관 / 학교 검색

재학중인 학교명, 근무 중인회사명 등을입력해보세요.

- 학교명 조회 및 선택이 가능해요.

- 기관이 나오지 않는다면 영문을 한글로 입력해보세요.

ex) Iowa -> ‘아이오와’로 검색

1. 기관 담당자라면 트라이얼 신청을 통해 우리기관의 DBpia 구독을 체험해보세요!

2. 로그인 후 논문을 개별 구매해서 이용하세요!

검색 후 DBpia를구독 중인 기관 /학교가 아니라면?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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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 ‘밖’에서의 인증

STEP 3. 각 기관 / 학교별로 인증 정보를 확인하여 인증

- 소속된 기관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방식을 주로 이용해요.

- 대학교 / 대학원의 학생, 교수님, 교직원이 주로 이용해요.

도서관홈페이지를이용하고있다면클릭!

- 우측 상단에 소속하고 있는 기관명이 보이시나요?

- 그렇다면 이미 인증 완료!  DBpia를 알차게 이용해주세요.

학교/회사/기관안에서는자동으로인증이돼요! 

인증 전 인증 후

소속기관 / 학교에서계정을받았다면클릭!

- 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계정으로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 초 중 고등학교나 기업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 담당 선생님 혹은 기관담당자께서 관리하는 계정이니, 행정실이나 수서실에 문의해보세요.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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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 ‘밖’에서의 인증

기관 / 학교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소속 회원 / 학교 / 교직원 인증

대표 계정 인증

한번이라도이용한적이있는도서관홈페이지계정을입력해주세요

다른방법으로인증해주세요

Step 1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Step 2 - 전자저널, 학술 DB등의 카테고리로 이동

Step 3 - DBpia(누리미디어) 클릭하여 DBpia 홈페이지 이동.

기관에 따라 휴학생 및 졸업생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표계정은대표계정창에서인증해주세요!

- 소속 기관 / 학교에서 주신 계정은 인증 용도로 대표계정 창에서만 가능해요.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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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 ‘밖’에서의 인증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DBpia 배너 혹은 URL를 클릭해도 반응이 없으신가요?

[목차 돌아가기]

팝업및 리디렉션을 허용해주세요!

Step 1 – 크롬 브라우저의 설정 클릭 [:]

Step 2 – 왼쪽 메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클릭

Step 3 - [사이트 설정] 클릭

Step 4 – 콘텐츠 항목의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Step 5 - “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있음”

크롬방법

Step 1 – EDGE 브라우저의 설정 클릭 […]

Step 2 – 왼쪽 메뉴의 [쿠키 및 사이트 권한] 클릭

Step 3 - [사이트 사용 권한 항목의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Step 4 – 차단 해제

EDGE방법

크롬, EDGE에서의팝업및리디렉션허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



03 개인화기능
➢ 개인화기능은 DBpia 회원에게 제공되는 이용자 맞춤형 기능입니다.



회원가입

15

•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해서 회원가입 시작할 수 있어요.

• 논문을 작성한 저자라면 저자 회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어요

[목차 돌아가기]

간편하게

SNS로 가입 가능



회원가입

16

[목차 돌아가기]

• 회원가입 완료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해서 개인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 Step1 : 남성/여성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 Step2 : 소속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 Step3 : 직업소속이 있을 경우, 직업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 Step4 : 전공과 관심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로그인

17

• DBpia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 할 수 있어요.

[목차 돌아가기]

로그인이되지않으세요?

ID/PW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디를 저장해서 이용 가능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PC에서만 이용해주세요.

마지막 로그인 이력 확인 가능

* 소속 기관/학교에서 ID/PW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소속 기관 / 학교 인증에서 이용해주세요.



알림서비스

• 평소에 자주 찾아보는 정보를 메일로 발송해주는 '알림서비스'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 추천 받고 싶은기관, 저널, 저자, 검색어 등알림 신청을 클릭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내가 신청한 알림 정보 기반의 연관논문을 메일로 수령하여이용하세요.

18

설정한 알림서비스 내역은

마이페이지>내소식>알림 설정에서 확인 가능

논문상세페이지

검색페이지 저널페이지

저자페이지 발행기관페이지

[목차 돌아가기]



관심분야 월간 리포트

19

• ‘내서재>관심분야 알림’에서 관심있는 주제분야를 선택하고

매월1일관심분야 월간 리포트를 메일로 받아 보세요!

[목차 돌아가기]



내논문 이용 리포트

20

• DBpia 저자회원이시라면 내논문 이용 리포트 신청하시고

매월 1일 내논문의 이용/인용 현황, 연관 논문 정보를 이메일로 확인해보세요!

‐ ‘마이페이지>내소식 설정’에서 ‘내논문 이용 리포트 이메일’을 ON으로 설정해주세요

[목차 돌아가기]



맞춤 추천 논문

• 이용하신 논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논문을 추천해주는기능입니다.

• ‘내가 이용한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 논문은 맞춤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림 설정에서 맞춤 추천 논문에 대한 메일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목차 돌아가기]



내가 이용.조회한 논문

• 내가 다운받거나 뷰어로 보았던 논문의 기록들을 내가 이용한 논문에서 확인

• 내가 조회한 상세페이지의 기록들을 내가 조회한 논문에서 확인

22

[목차 돌아가기]



인용하기 양식 관리

• 원하는 양식대로 나만의 인용하기 양식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있습니다.

• 최초 6가지(APA, MLA, Chicago, Harvard, IEEE, ASC) 양식을 기본 제공 합니다.

23

[목차 돌아가기]



인용하기 양식 저장

• 내가 원하는 인용 양식을 저장하면, 항상 선택한 양식으로 인용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

설정한 양식으로 이용 가능

원하는 양식으로 선택

[목차 돌아가기]



우리 기관 Best 논문 열람

25

• 소속기관 / 학교 인증하고 로그인해보세요

- 검색 결과에서 학교의 인기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논문 상세페이지,논문보기에서 내 학교의 최근 인기 논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목차 돌아가기]

논문상세페이지검색결과



04 논문 찾기
➢ 편리한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논문을 찾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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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검색 후 이용할 때

• 한 단어보다 두 단어 이상으로 검색해야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 후 좌측 리스트에서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보세요.

‐ 검색결과가너무많아원하는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좌측의 리스트에서 결과를 좁혀보세요.

‐ 발행연도, 주제분류, 저널명, 자료유형, 해외등재정보 등으로 검색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내 재검색

검색결과에서 키워드를

넣어 다시 검색 가능

발행연도,주제분류,저널명,

자료유형,해외등재정보등

선택하여검색결과내에서

좁혀보기가능

본문포함 검색

검색결과에서 해당 키워드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설정하여 검색 가능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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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검색 후 이용할 때

최근 검색어

검색결과에서 최근 검색했던

키워드를 확인하여 다시 검색 가능

• 검색 결과를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도순/이용순/최신순으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 20/30/50/100개 리스트를 선택해서 더 많은 검색 결과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 설정

정확도순/이용순/최신순 설정가능

노출 갯수 설정

20/30/50/100개 노출 가능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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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름으로 검색할 때

• 연구자의 이름으로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필드에서 ‘저자명’을 클릭한 후 저자이름을입력하고검색하세요. 

‐ 입력한 이름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저자만 검색됩니다.

‐ 이 외에도 논문명, 논문명+초록, 키워드명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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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조건이 명확할 때

• 찾고자 하는 결과가 분명할 때 특정한 조건을 조합하는 '상세검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논문명, 간행물명, 저자명등으로검색대상을지정하여정확한검색결과를확인해보세요.

1

2

검색필드 설정

검색대상 필드 (논문명, 저널명, 

발행기관명, 저자명) 설정 가능

검색식 설정

AND : 입력된 검색어 모두 포함

OR : 입력된 검색어 가운데 하나 이상 포함

AND NOT : 입력된 검색어 제외

다양한 검색조건 설정

언어, 서비스 중지 콘텐츠 제외, 

이용형태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

다국어입력

한자, 러시아어, 옛한글, 일본어

입력 가능

검색 조건 추가/삭제

검색 조건 추가

검색 조건 삭제

[목차 돌아가기]



주제분류별로 찾아서 이용할 때

• 내가 원하는 주제분야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제분류별 인기 논문, 저널, 저자, 키워드, 저널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돌아가기]



Best 논문으로 찾아서 이용할 때

• 전체 / 대학교 / 중고등에서의 인기 논문과 주제 트렌드를 확인해보세요

• 주제별 인기논문도 확인 가능합니다

• 소속된 학교가 DBpia를 이용 중이라면, 친구들이 많이 이용한 논문과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우리 기관에서 어떤 논문을 이용했는 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돌아가기]



저널.발행기관을 찾아서 이용할 때

• DBpia에서 제공하는 저널을 검색해서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 DBpia에서 제공하는 발행기관을 찾아서 관심 가는 저널과 권호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목차 돌아가기]



05 논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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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페이지

• 논문에 대한 정보를 논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자명, 발행기관명,

저널명, 권호명 클릭시

각 상세 페이지로 이동

초록·키워드, 목차 등

논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해당 논문이 이용/인용된

횟수와 추이 확인 가능하며

내서재에 담긴 수 확인 가능

이용/피인용 수 클릭 시 기간별
이용/인용 추이 그래프 확인 가능

[목차 돌아가기]



논문 상세페이지

• 논문과 관련된 정보를 논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학교의 인기 논문

확인 가능

주간인기 논문

현재 논문과

동일 주제 분류의

주간 인기 논문

확인 가능

최근 본 자료

로그인 하지 않아도

최근에 본 자료

확인 가능.

+ 로그인하고 이용하면

전체 이용 기록도

쌓을 수 있어요!

알림설정

현재 논문의 저널, 

저자, 피인용에 관한

알림 설정 가능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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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페이지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로 자동 검색됨

논문의 참고문헌 확인 가능

DBpia에서 서비스 중인

참고문헌 연결 신청

특허 받은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된 추천 논문 목록

• 연관 논문을 논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돌아가기]



38

논문 상세페이지

이용자들이 해당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목록

• 연관 논문을 논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 목록

해당 논문을 작성한

저자 페이지로 이동 가능

이용자들이

해당 논문에 대해

작성한 의견/리뷰

스크롤을 내려도

손쉽게 인용, 내서재 담기

논문보기,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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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View

• [논문보기] 버튼을 누르면 PDF View로 이동가능해요

• PDF View에서는 논문 필기부터 인용까지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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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View

최근 이용한 논문 목록으로,

클릭 시 해당 논문 뷰어를 새창으로 열람 가능

논문 제목 클릭 시

연관 논문 이용 가능

논문 목차 확인 가능

열고 접어서 가시성 확보 가능

내 노트 작성 TIP 확인 가능

• PDF View로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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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View

• 논문에 하이라이트/물견선/밑줄 등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 로그인하면 필기 기록을 저장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하이라이팅 해보세요

물결선

물결선을 그어서

논문에 표시 해보세요

밑줄

간결하게 밑줄로

문장을 강조 해보세요

말풍선 / 포스트잇

논문의 감상, 필기 등을

말풍선 / 포스트잇에 적어보세요

우측에서 기록한

사항 확인 가능

하이라이트, 물결선,

밑줄 등에 내 메모

추가 가능

원하는 페이지에

간편하게 북마크 가능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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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View

• 작성한 필기와 각주를 PDF로 다운하거나 인쇄해 보세요.

원하는 형태로 파일 저장하거나 인쇄 가능

원하는 문장을 선택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

인용하기

논문의 인용정보

확인, 복사 가능

각주와 함께 복사

논문 내용과 함께

인용정보 복사 가능

검색 기능

본문의 내용, 

논문 내 키워드를

검색 가능

[목차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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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다운로드
[목차 돌아가기]

• 영구소장이 필요한 논문은 PDF 파일로 저장, 보관할 수있습니다.

• 필요한 파일은 다운로드해서소장하세요.

‐ 파일을다운로드하면‘논문의제목’으로파일명이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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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용하기

• '인용하기' 기능으로 간편하게 참고문헌을작성하세요.

•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논문 인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APA, MLA 등 나만의 인용양식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한꺼번에 인용하고 싶으신 경우, 내서재에 담으면 가능해요! → 상세 내용은 에서 확인해주세요내서재 이용하기

[목차 돌아가기]



함께 이용하면 편리한 TIP!

• 검색결과에서 필요한 논문을 최대 20개까지 한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상단의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45

[목차 돌아가기]

2

1



06 내서재 이용하기
➢ 내서재에서 연구에 필요한 모든 학술자료를 관리해보세요.



내서재 담기

47

• 논문을 내서재에 담아보세요. 내서재에서 담은 논문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1

2

1

[목차 돌아가기]



내서재에서 논문 관리하기

48

내서재 내

논문 검색

내서재 내

논문 정렬,

노출 개수

설정 가능

내서재에 담은

논문 목록 확인

폴더로 분류한

논문 목록 확인

서지정보 삭제

내서재에서

해당 논문 삭제

폴더 이름 변경, 

삭제 관리 가능

[목차 돌아가기]

• 내서재에 담은 논문에 대해 폴더별 분류/검색/삭제를 통해 관리해 보세요.



내서재에서 논문 관리하기

49

등록된 서지정보 수정

(수정된 서지정보는

내서재 내에서만 확인 가능)

새로운 서지정보 등록

서지정보 직접 입력하여

내서재에 등록

[목차 돌아가기]

• 등록한 서지정보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내서재에서 폴더 활용하기

50

• 폴더로 논문을 끌어당기거나 체크박스 선택 후 ‘폴더관리’를 클릭하여 논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한 논문을 동시에 여러 폴더에 놓을 수 있습니다.

1 2

1
2

분류한 폴더명 확인

서지정보 상단에서

폴더명 확인 가능

[목차 돌아가기]



내서재에서 논문 인용하기

51

2
1

• 내서재 담기 논문을 선택하여 여러 건의 논문을 한번에 인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돌아가기]



내 노트 활용하기

52

• 논문보기에서 작성한 필기를 내노트에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돌아가기]



내서재 : 크롬 확장프로그램

• DBpia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통해 타 학술논문 사이트가 제공하는 논문서지도 내서재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53

주소 창 우측에 아이콘이 생기면

이용 가능합니다

1. 크롬 웹스토어(https://chrome.google.com/webstore?hl=ko)에서 ‘DBpia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목차 돌아가기]

https://chrome.google.com/webstore?hl=ko


내서재 : 크롬 확장프로그램

54

2. 주소창 우측 아이콘 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 가입하신 DBpia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 DBpia에 로그인 된 상태인 경우 자동 로그인 됩니다.

• 1회 로그인 후에는 로그인 상태가 지속됩니다

• 로그인 후에는 설정 을 통해 계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목차 돌아가기]



내서재 : 크롬 확장프로그램

55

3. 타 학술논문 사이트의 반입하고자 하는 서지정보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누리대학교 / 김누리 님(D-62)

현재 페이지의

서지정보를 인식합니다

[목차 돌아가기]



누리대학교 / 김누리 님(D-62)

내서재 : 크롬 확장프로그램

56

4. 인식된 서지정보를 ‘내서재에 저장’ 하거나, ‘인용하기’를 통해 인용정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2

2

1

DBpia의 ‘내서재’에서 해당 서지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PA, MLA 인용양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돌아가기]



07 논문 구매하기
➢ DBpia 회원으로 가입하고 논문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 구매 방법

58

• DBpia 회원이라면 개별 논문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방식으로결제할수있습니다.

2

장바구니에 담은 논문은

마이페이지> 구매 > 장바구니에서 확인 가능

1

3

4

[목차 돌아가기]



논문 구매 내역 확인

59

• 구입한 논문 목록은 ‘마이페이지> 구매 > 구매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후 3일(72시간) 동안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돌아가기]



DBpia 머니

60

• DBpia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입니다.

• 매번 구매하기 번거로우실 경우, DBpia 머니를 충전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목차 돌아가기]



이용 문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담당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이용문의

✓ 전화 : 02-707-0496
- 이용시간: 월~금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게시판 : DBpia>고객센터>FAQ

✓ E-mail : dbpia@nurimedia.co.kr

구독/제휴 문의

✓ 콘텐츠 구독 계약 문의
- 영업기획팀 onboarding@nurimedia.co.kr

✓ 저작권 계약 문의
- 콘텐츠영업팀 copyright@nurimedia.co.kr

✓ 기타 제휴 문의
- 서비스기획팀 dbpia@nurimedia.co.kr

mailto:dbpia@nurimedia.co.kr
mailto:onboarding@nurimedia.co.kr
mailto:copyright@nurimedia.co.kr
mailto:dbpia@nur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