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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주)지디아이는 세계 유수의 정보제공사 및 출판사와의 제휴를 통하
여 교육 및 연구기관, 정부기관, 기업에 고품질의 지식/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공급함으로써, 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공헌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998.07. (주)지디아이 법인 설립
∙ 1999.06. 제1차 Consortium Seminar 개최
∙ 2001.09. West Group(현: Thomson Reuters) 공급권 체결
∙ 2007.07. EIU 공급권 체결
∙ 2008.04. Alexander Street 공급권 체결
∙ 2008.05. PressReader 공급권 체결
∙ 2016.02. New York Times Online 공급권 체결
∙ 2017.01. ECRI 공급권 체결
∙ 2017.10. OCLC 공급권 체결

주요제품

Westlaw, EIU Country Reports, OCLC, MarketLine,
Academic Video Online(AVON), Engineering Case Studies Online,
ECRI, PressReader, New York Times Online

Westlaw

Westlaw: Thom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영미 온라인 법률 정보 서비스
수록범위: 1658년 ~ 현재
(1) US Federal & States: 판례, 법령, 리뷰, 학술지, 논문, 서적, 사전, 서식 법률자료
(2) International Materials: 영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국제기구 법률자료
(3) Law Reviews & Journals: 1,200종 이상의 저널 제공
(4) News: Reuters News, BBC, Bloomberg, Forbes, Economist 등 11,000 여종

EIU Country Reports

EIU Country Report는 전 세계 국가의 중기 예측 자료로 각국의 중요한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조사하고 설명합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림 얻기
• 현재 국가 운영에 대한 국제 개발 현황 파악
• 정치 및 경제 동향의 맥락에서 사건 제기
• 내부 시각에서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외부의 시각 확보
• 정책이 경제 성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
• 국제 수준의 비교 가능한 견고한 분석 및 예측 및 연구
• 속보 분석을 위한 기사
• 미주, 아프리카,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서유럽
• Briefing Sheet (개요), Five Year Outlook (5년 전망), Data and Charts (통계 데이터),
Country Snapshot (정부 및 정치 조직)
- 제공기간: 1996년 ~ 현재
- 업데이트: 월 1회 (주요 94개국) 및 계간 (96개국)

OCLC

1. WorldShare Record Manager
WorldShare Record Manager를 통하여 인쇄 및 비도서, 전자자료의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WorldCat에 있는 기존 항목을 보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WorldCat 소장 자료를 설정 및 삭제하고 서지레코드 반출도 할
수 있습니다.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WorldCat 검색 및 레코드 편집
소장자료 설정 및 삭제
표제 컨트롤
전거파일 검색
서지 및 전거 레코드 반출
작업중인 레코드 저장
자관 소장자료 레코드 및 서지데이터 생성과 편집
새로운 WorldCat 레코드 생성 및 대체
필드 문자열 및 상수 데이터
라벨 출력

2. Web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시스템은 전 세계 도서관에서 소장 컬렉션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WebDewey는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시스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Dewey 편집팀은 DDC에 포함시킬 새로운 트렌드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다양한 언어 및 주제 분야에서 더 나은 검색을 위해 DDC의 온라인버전인 이 WebDewey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WebDewey로 이용자는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 DDC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Ÿ
Ÿ
Ÿ

DDC 번호, 미의회 도서관 주제목표명 (LCSH) 및 매핑된 MeSH 제목 검색 및 브라우징
메모 추가하고 그것을 컨텍스트에서 보기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적합한 탐색하기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3. WorldCat Discovery
WorldCat Discovery 단일 검색으로 전 세계 도서관 자료 (WorldCat) 및 이용 도서관에서
보유한 모든 형태의 자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WorldCat
모든 자료 검색 (WorldCat + 자관자료)을 위한 단일 검색창
웹DB, 저널, 이북, 아티클,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
스마트한 전달: 원하는 자료 검색 및 결과 얻기
폭 넓고 중립적인 컨텐트 (특정 출판사에 치우지지 않음) 결과 보기
사서의 능률 극대화
이용자의 편이 향상
4억 4천 9백만 개의 레코드를 보유한
WorldCat + 전 세계 수 천 개
출판사로부터의 2,740개 이상의 온라인
컬렉션 인덱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 이용
가능
링크연결: 자관 OPAC / 오픈 URL
리졸버 포함한 온라인 형태의 전문(full
text)

4. WorldShare Interlibrary Loan (ILL)
WorldShare Interlibrary Loan(IL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료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
상호 대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사서의 시간을 절약하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WorldShare ILL은 자료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도서관의
보유자료, 정책, 수수료를 보여줌으로써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ECRI

ECRI Institute: 헬스케어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환자안전개선, 위기 및 품질관리, 헬스케어절차, 의료기기, 약품기술 등에 대한 전문자료 제공
- 미국 보건의료연구소: ECRI Institute를 근거기반 연구센터로 지정
- 미국 국립보건원: ECRI Institute PSO를 연방 환자안전국으로 지정

▶ Technology Decision Making
입증 된 기술 의사 결정 도구 및 개인화 된 서비스 제품군은 환자 관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전체
공급망에서 즉각적인 비용 절감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
▶ Patient Safety, Risk, & Quality
치료의 연속성 전반에 걸쳐 임상 실습, 기술 및 절차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를 위한 ECRI 연구소
는 온라인 리소스 및 맞춤 컨설팅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수익 손실을 줄
일 수 있도록 지원
▶ Evidence-based Medicine
ECRI Institute는 건강 관리 혁신을 유지하고 환자 결과를 개선하며 건전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약물, 장치, 임플란트, 절차 및 중재에 대한 임상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 기반 분석을 제공

SELECTplus

- 환자의 안전 및 케어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기 및 헬스정보기술로 인한 예산 절감 도움
- 의료기기 트랜드, 기술비교, 제작사, 기기모델, 견적금액, 구매경향, 특징비교 등 시장 자료 제공
- 금액, 서비스 수준, 보증기간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 비교 데이터
- “Rate this Model”을 이용한 순위 보기
- 이용자를 대신한 기기 테스트: 기능 및 임상적 속성에 대한 기술 비교, 성능/품질 검사 자료
- 구매를 고려하는 기기에 대한 위험요소 및 문제점, 필드수정, 리콜에 대한 공고 제공

PressReader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에서 발행하는 약 3,300종의 신문 및 3,700종의 잡지가 60가지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퍼즐, 광고까지 원래 이미지 그대로 제공
- 프린트 보다도 빠르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신문
-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전자 자료화
- 전체 텍스트를 통합한 키워드 검색
- 18가지 언어로 기사 번역 가능 (한국어 포함)
- 신문 읽어주기 서비스
- 90일간의 아카이브 제공
- Wall Street Journal Asia & Europe
- 미국: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Post
- 영국: The Guardian, Independent, Observer
- 일본: 마이니치
- 한국: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일간스포츠,
중앙데일리

New York Times Online

세계 최고 권위의 New York Times 온라인 실시간 서비스 (https://www.nytimes.com/)
- 뉴욕에서 발간되는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 1851년에 창간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력지로서, 총 130차례의 퓰리처상 수상
- 1996년 인터넷 웹사이트 출시
- 제공: 1851년(창간호) ~ 현재(최신호)
- 방법: 컴퓨터 및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
- 미국판, 중국어판, 스페인어판 제공
- 기사 관련 동영상 제공 (뉴스클립, 과학, 요리, 여행, 비즈니스, 스포츠, 건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