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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란? 인용 형식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인용해야 하는가

자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자료를 인용해야 하는가?

찾을 자료 정하기

어디서 자료를 검색해야 하며,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하는가?

좋은 논문(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
‘인용’할 자료 찾기, 인용 하기

자료 검색하기 자료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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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 : 인터뷰 자료, 서베이 자료, 필사본, 데이터 (통계)

2차 자료 : 도서, 학술 저널 사전, 잡지 및 뉴스, 웹사이트

3차 자료 : DB, 팩트북, 디렉토리 등

좋은 논문(과제물)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 인용하는게 좋을까

찾을 자료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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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학술 저널 사전, 잡지 및 뉴스, 통계

자료 검색은 어디서 하나요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경우 :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대출

중앙도서관 미 소장 자료의 경우 : 희망도서 신청 , 및 상호대차 & 원문복사

도서

Google Scholar, 도서관 홈페이지 등의 ‘통합 검색’

개별 저널 출판사 혹은 DB에 접속하여 특정 자료를 검색

학술 저널

GoogleScholar 에서 검색

각 개별 자료들을 검색하는 사이트

기타 자료 : 뉴스, 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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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자료 정하기

https://library.snu.ac.kr/using/purchase
https://library.snu.ac.kr/using/resource_sharing
https://scholar.google.com/
https://library.snu.ac.kr/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호흡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술 저널이란?

나의 학문분야에서 출판한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organic carbon of the Pinus

densiflora forest at Mt. Namsan, Seou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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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자료 정하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86613
https://jecoenv.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1610-019-0136-1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 & 학술 저널 검색하기

• 도서 및 저널 검색

• 학교 밖에서 학술 저널 검색시 Proxy On 

확인

• 통합 검색(소장자료검색)으로 검색어 입력

자료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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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brary.snu.ac.kr/


도서 검색하기

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 유형을 ‘단행본’ 으로 두고

•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대출

• 대출가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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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https://library.snu.ac.kr/


학술 저널 검색하기 I

도서관 홈페이지

• 자원 유형을 ‘학술논문’ 으로 두고

•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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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https://library.snu.ac.kr/


Google Scholar

학술 저널 검색하기 II

GoogleScholar

• 검색어 입력 후

• Facet 사용 : 날짜, 언어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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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학술 저널 검색하기 III

데이터베이스 : DBPia

• 국내(한글) 자료가 검색되는 사이트

• 검색어 입력 후

• Facet 사용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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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http://libproxy.snu.ac.kr/_Lib_Proxy_Url/www.dbpia.co.kr/?


학술 저널 검색하기 IV

데이터베이스 : RISS

• 검색어 입력 후

• 상단의 자료 타입 지정 후 자료 검색

• 국내 학위 논문(석사 및 박사)만 실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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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http://www.riss.kr/index.do


학술 저널 검색하기 V

데이터베이스 : Science Direct

• 검색어 입력 후

• Facet 사용 : 날짜, 언어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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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http://libproxy.snu.ac.kr/_Lib_Proxy_Url/www.sciencedirect.com


뉴스 검색하기
온라인 신문 자료 및 paper 자료 열람

LibGuide: 농경제사회학부 : Newspaper & Magazine

• 신문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므로 확인 후 접속

• 무료 및 유료(도서관 구독) 자료도 포함되어 있음

• 키워드로 검색 후, 이용

• Paper 자료의 경우, 중앙도서관 방문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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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https://libguide.snu.ac.kr/c.php?g=602497&p=6664973


국내외 데이터 및 통계 검색하기
공공데이터, 통계자료

LibGuide: 농경제사회학부 : Public Data & Statistics

• 신문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므로 확인 후 접속

• 무료 및 유료(도서관 구독) 자료도 포함되어 있음

• 키워드로 검색 후, 이용

• Paper 자료의 경우, 중앙도서관 방문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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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https://libguide.snu.ac.kr/c.php?g=602497&p=6664972


자료 검색의

3단계

키워드(자연어)
검색

How fluctuating climate impact 
on Plants and flower in Korea 

통제어

climate change, precipitation, 
vegetation dynamic, biogeography

Boolean 연산자
&  Facets

“Climate change” AND 
Biogeography AND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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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Boolean 연산자
용어 예시 설명

AND
여러 단어 모두 포함된 자
료 검색

Climate AND Biogeography 
두가지 이상의 검색어 모두 포함된 검색결과만 도출

OR
여러단어 중 하나 이상
포함된 자료 검색

“Climate change” OR “global warming”
여러 개의 단어중 최소 하나 이상 포함된 검색 결과만 도출

NOT 혹은 - 해당 단어 제외
“Climate change” -“seasonal change”
관련 없는 단어 삭제

“   ” 구절 검색
“Matthew Collins”
두개 이상의 단어 순서를 지킨 구절들만 포함된 자료 검색

Title: 제목 내 검색 제한 Title: “climate change”

Filetype: 파일 형식 제한
Filetype:news “Climate change”
뉴스 형식에서 검색

Site: 도메인 지정 검색 site:edu “climate change” , site:gov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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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하기



연습 문제
Boolean 연산자를 이용한 자료 검색

Google Scholar 에서
climate change, impact, agricultural 의 세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만 검색

Google Scholar 에서
endangered species, extinct species 둘 중 하나 키워드를 포함하고, benefit 
키워드는 제외된 2018년 이후 출판된 자료 검색

Google 에서
Precipitation Measurement 키워드를 가진 Pdf 파일 형식의 자료를 검색

Science Direct 에서
climate change, vegetation, Korea 라는 검색어로 2018 년에 출판된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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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검색결과

검색결과

자료 검색하기

검색결과

https://www.sciencedirect.com/search?qs=%22climate%20change%22%20AND%20vegetation%20AND%20korea&years=2018&lastSelectedFacet=years
https://scholar.google.com/scholar?q=%22endangered+species%22+OR+%22extinct+species%22+-benefit&hl=ko&as_sdt=0%2C5&as_ylo=2018&as_yhi=
https://www.google.com/search?sxsrf=ALeKk02SxpE_Nd1R_Hs2Ft3LEK53JALefw%3A1588753834593&source=hp&ei=qnWyXpy5IYSi-QaXmqPYAg&q=filetype%3Apdf+%22percipitation+measurement%22&oq=filetype%3Apdf+%22percipitation+measurement%22&gs_lcp=CgZwc3ktYWIQAzoECCMQJzoCCAA6BQgAEIMBOgQIABAKOgUIABDLAToHCAAQChDLAToGCAAQDRAeOgQIABANOgYIABAKEB5Q1A1Yv4IBYPeqAWgGcAB4AIABxgGIAaAvkgEEMS40NpgBAKABAaoBB2d3cy13aXo&sclient=psy-ab&ved=0ahUKEwictsaf6Z7pAhUEUd4KHRfNCCsQ4dUDCAc&uact=5
https://scholar.google.com/scholar?hl=ko&as_sdt=0%2C5&q=%22climate+change%22+and+impact+and+agricultural&btnG=


인용이란
In text citation & references

인용(citation)은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

타 저작물의 인용을 밝히지 않는 이용의 경우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인용은 또한 다른 표현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림, 영화의 장면, 음악의 일부 등 예술적 작품의
섹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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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용하기



인용이란
In text citation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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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용하기



인용 작성
직접인용이란?, 간접인용이란?

직접인용

김혜진(2016)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간접인용

김혜진(2016)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가족 요인은 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역할보다는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원문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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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용하기

김혜진, 2016



인용 스타일
Citation Style

본문 내: (Author Year, Cited Pages)
(Ward and Burns 2007, 52), (Barnes et al. 2010)

참고문헌 :article, book chapter, reports, Thesis … 
Faulkner, William. Absalom, Absalom!. New York: Vintage Books, 1990.

Bent, Henry E. "Professionalization of the Ph.D. Degre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58, no. 4 (2007): 0-145. Accessed December 5, 2008. 
http://www.jstor.org/stable/1978286.

Kirsi Peltonen, Noora Ellonen, Helmer B. Larsen, and Karin Helweg-Larsen, 
“Parental Violenc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 no. 11 (2010): 813-822, doi: 10.1007/s00787-010-0130-8

APA
MLA
Chicago
Harvard
Vancouver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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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용하기

http://www.jstor.org/stable/1978286
http://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510


EndNote: 서지 관리 및 인용 소프트웨어
http://libguide.snu.ac.kr/c.php?g=321566&p=2151603

EndNote

논문 작성 시 필요한 학술 자료의 서지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지정된 양식으로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 및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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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용하기

http://libguide.snu.ac.kr/c.php?g=321566&p=2151603


감사합니다

학술연구지원실 심윤희
libserv@snu.ac.kr yhshim@snu.ac.kr
880-5300                         880-5305  

mailto:libserv@snu.ac.kr
mailto:yhshim@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