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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Nam, J. M., Thaxton, C. S., & Mirkin, C. A. 
(2003). Nanoparticle-based bio-bar codes for the 

ultrasensitive detection of proteins. science, 
301(5641), 1884-1886 은

Full Text 검색 Tip

Science

JSTOR

academia.edu

Gale Health and Medicine

Proquest 

위의 사이트 모든 곳에서 원문 접속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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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01/5641/1884.full
https://www.jstor.org/stable/3835180?seq=1#metadata_info_tab_contents
https://d1wqtxts1xzle7.cloudfront.net/28519760/mirkin_nanoparticle_barcode_science.pdf?1348703944=&response-content-disposition=inline;+filename%3DNanoparticle_based_bio_bar_codes_for_the.pdf&Expires=1603693084&Signature=QC0pFtWF6bStvn2SERDiCZZJZyrxSLSQRyVPBhBtrnMLQQOczeB5qlOI8u5ZckRx3pqjf97QgmPrXhdtuv-pnATKTCDFjJO-S1Gd9zKql8GDGhEv5UviyRMABFKwVLwLtjhJWAkC5bup0NduFI7Cu-t8bLaVKNsJlz78bvl6wHQP3m2GA575exUVhasstm-S03QooqTTdo6V4Ja4FxZ2jUH2TdjROlx5iExWLvWhmeRVt6LfjnofDVblvkIXhmm~9W-lRcBkJDGvIWGx1gcziHc9i2JZbSrQ8y5mK0G4wSZLjcVos5FK7DExfFdboxzYoRHCQBUtE1atT5j5LkGIAw__&Key-Pair-Id=APKAJLOHF5GGSLRBV4ZA
https://go.gale.com/ps/anonymous?id=GALE|A110076425&sid=googleScholar&v=2.1&it=r&linkaccess=abs&issn=00368075&p=HRCA&sw=w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13588053?pq-origsite=gscholar&fromopenview=true


Google Scholar
‘전체 N 개의 버전’

해당 원문을 제목으로 한 자료들을 찾아 사이트를 나열해줌
원문 뿐만이 아니라 Abstract 자료 혹은 PPT 발표 자료, 

Proceeding 자료들도 함께 검색됨

3



1) 전자 자료의 경우 학내 IP로 인증하여 자료를 액세스
학교 밖인 경우엔 Proxy(IP우회) 꼭 필요함

‘학외접속하기’ 혹은 Proxy 주소를 Ctrl+C Ctrl+V

2) 접속한 DB 페이지 상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구실밖? 학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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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방법

1. 키워드 설정 & Controlled Term

constitutive parameter identification를
검토한 논문…  특정 Method를 사용해서…
Testing data도 있으면 좋겠고… 

↓
Constitutive Equations
Finite element method

Virtual field method
Tensile testing

Brazillian testing
Biaxial testing

2. 연산자 사용

AND   :  다음 단어 꼭 포함
OR    :  여러 단어 중 한 단어 포함

NOT(-) : 단어 불포함
“  ”     :  순서 일치 검색

*       :  활용형 표현 모두 검색
Title:   :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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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cet 사용

연도설정
자료타입설정
(Research Acritlce, Communication, 
Note, Data articles, Book chapter, 
Technical Report)
주제분야 설정



Boolean 
연산자

AND Stiffness AND matrix Stiffness, matrix 키워드로 모두 들어간 검색

OR “Tensile testing” OR
“Brazillian testing”

“Tensile testing” 혹은 “Brazillian testing” 둘 중 하나만 들어가도
검색

NOT , - “Dynamic condensation” –
“matching meshes”

Dynamic condensation 있고, matching meshes 없는 검색

“ ” “Dynamic correction” 순서 일치하는 키워드만 검색, dynamic과 correction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검색 X

* , ^ Substruct* Substructure, substructuring, substructural 전부 검색

Title: title:“constitutive equation ” 해당 키워드를 제목으로 가진 자료 검색

Filetype: Filetype:news sensors 특정 자료검색: 뉴스 자료 중 sensors 키워드 자료 검색

Site: site: .edu sensors 특정 사이트검색: 도메인 .edu내 sensors 키워드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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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실습

Google Scholar 에서

Stiffness 와 matrix 키워드가 두개

다 전부 들어가고

matching meshes 키워드는 없는

2019-2020년 사이에 발간된

아티클

Google 에서

PPT 형태의 자료 중

Virtual field method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 검색 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Structural dynamics에 관한

method를 참고할 수 있는

도서관 소장 전자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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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holar.google.co.kr/scholar?q=Stiffness+AND+matrix++NOT+%E2%80%9Cmatching+meshes%E2%80%9D&hl=ko&as_sdt=0%2C5&as_ylo=2019&as_yhi=2020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q=Stiffness+AND+matrix++NOT+%E2%80%9Cmatching+meshes%E2%80%9D&hl=ko&as_sdt=0%2C5&as_ylo=2019&as_yhi=2020
https://www.google.com/search?sxsrf=ALeKk03oCFkbvAeuaVHYB-nAiaCFV1QglQ%3A1603766944951&ei=oIqXX4TKOfqTr7wP1KGmoAI&q=filetype%3Apptx+%22Virtual+field+method%22&oq=filetype%3Apptx+%22Virtual+field+method%22&gs_lcp=CgZwc3ktYWIQA1CkCVjjEGD5E2gAcAB4AIABhwGIAYoDkgEDMC4zmAEAoAEBqgEHZ3dzLXdpesABAQ&sclient=psy-ab&ved=0ahUKEwiEmrm44dPsAhX6yYsBHdSQCSQQ4dUDCA0&uact=5
https://www.google.com/search?sxsrf=ALeKk03oCFkbvAeuaVHYB-nAiaCFV1QglQ%3A1603766944951&ei=oIqXX4TKOfqTr7wP1KGmoAI&q=filetype%3Apptx+%22Virtual+field+method%22&oq=filetype%3Apptx+%22Virtual+field+method%22&gs_lcp=CgZwc3ktYWIQA1CkCVjjEGD5E2gAcAB4AIABhwGIAYoDkgEDMC4zmAEAoAEBqgEHZ3dzLXdpesABAQ&sclient=psy-ab&ved=0ahUKEwiEmrm44dPsAhX6yYsBHdSQCSQQ4dUDCA0&uact=5
https://primoapac01.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22Structural%20dynamics%22%20AND%20method&tab=all&search_scope=ALL&vid=82SNU&mfacet=rtype,include,books,1&lang=ko_KR
https://primoapac01.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22Structural%20dynamics%22%20AND%20method&tab=all&search_scope=ALL&vid=82SNU&mfacet=rtype,include,books,1&lang=ko_KR


분야별 DB 

중앙도서관 ▶ 자료검색 탭의 ‘학술 DB’ ▶ Ctrl+F ▶ ‘공학’ 검색

AIP Journals online : 물리학, 수학, 화학, 재료과학 및 공학 프로시딩 자료
Current Protocols : Bio, Neuro, Genetics 등 관련 (프로토콜 관련)

Mary Ann Liebert : 생명공학(유전자, 생물복제)
PLOS : 전 주제분야 , 생명공학 및 의학

SPIE Digital Library : micro/nano lithography, nanophotonics, optical engineering
World Scientific Publishing Journals :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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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b.snu.ac.kr/find/databases


분야별 DB 

NDSL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논문, 특허, 보고서(R&D보고서, 분석

레포트), 동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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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국가 R&D 연구과제 (모집~종료과제)정보
“연구보고서” 정보 및 원문, 후속과제

http://www.ndsl.kr/index.do
https://www.ntis.go.kr/ThMain.do


검색 플랫폼

Google Scholar Web of Science SCOPUS Elsevier (Science Direct)

전방위 자료검색
논문 및 기타 자료

검색 결과가 많지
않은 경우 유용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
= 원문 제공 X , 엄선된 자료

‘SCI급’ 논문, ‘SCOPUS’급 논문
=고인용의 신뢰할 만한 학술 연구 자료

전주제분야 DB
과학 및 의학분야 多

특정 Journal들만 취급
Full tex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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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holar.google.co.kr/
http://apps.webofknowledge.com/
https://www.scopus.com/search/form.uri?display=basic&zone=header&origin=
https://www.sciencedirect.com/


GoogleScholar 

☆ : Google 계정과 연동시, ‘내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원문 저장 및 관리 가능

” : 빠른 인용 및 서지관리소프트웨어 (EndNote / RefWorks) 로 내보내기 기능

N회 인용: 해당 논문을 인용해 작성된 후속 논문

관련 학술자료: 해당 자료와 같은 index term을 공유하는 논문들

전체 N개의 버전: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들

Web of Science: 해당 논문을 인용해 작성된 후속 논문 중 WOS에 인덱스 된 논문

EndNote로 가져오기: Desktop용 EndNote로 서지 다운로드

(설정: 왼쪽 상단 三 ▶ 설정 ▶ ‘EndNote’에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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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holar.google.co.kr/scholar?q=model+reduction+by+a+simplified+variant+of&hl=ko&as_sdt=0,5


Web of Science

다양한 정렬 기준: 날짜, 인용 횟수, 연관성 등

저자 정보 제공 : 소속기관, 인용 지수 SCI(E)등재 논문

논문 정보 제공 : Impact Factor , JCR(Journal Citation Repor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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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s.webofknowledge.com/summary.do?product=WOS&parentProduct=WOS&search_mode=GeneralSearch&qid=43&SID=E6g8WypAzFg7iP64Lji&&page=1&action=sort&sortBy=PY.D;LD.D;SO.A;VL.D;PG.A;AU.A&showFirstPage=1&isCRHidden=false


Web of Science

키워드 인덱스 : 같은 키워드를 공유하는 논문들 소개

인용 문헌: 해당 문헌이 인용한 논문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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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s.webofknowledge.com/full_record.do?product=WOS&search_mode=GeneralSearch&qid=43&SID=E6g8WypAzFg7iP64Lji&page=1&doc=1


Web of Science

Web of Science 에서 분류한 범주별 출판 논문

출판 연도: 연도별 해당 키워드로 논문 생성 건수

연구비지원기관 / 국가,지역 / 언어 / 학술지명 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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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cs.webofknowledge.com/RA/analyze.do?product=WOS&SID=E6g8WypAzFg7iP64Lji&field=PY_PublicationYear_PublicationYear_en&yearSort=true


SCOPUS

다양한 정렬 기준: 날짜, 인용횟수, 연관성 등

저자 정보 제공 : 소속기관, 인용지수 SCI(E)등재 논문

논문 정보 제공 : Impact Factor , JCR(Journal Citation Repor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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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pus.com/results/results.uri?cc=10&sort=plf-f&src=s&st1=%22structural+dynamics%22+AND+methods&nlo=&nlr=&nls=&sid=e2f4e22387eaeedbd2e87ef43d055e25&sot=b&sdt=b&sl=48&s=TITLE-ABS-KEY%28%22structural+dynamics%22+AND+methods%29&ss=plf-f&ps=r-f&editSaveSearch=&origin=resultslist&zone=resultslist


SCOPUS Cited by N documents : 해당

논문을 인용한 후속 논문

Related documents

Related research data

관련 있는 자료 및 데이터

References 

해당 논문의 레퍼런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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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pus.com/record/display.uri?eid=2-s2.0-84985759019&origin=resultslist&sort=cp-f&src=s&st1=%22structural+dynamics%22+AND+methods&nlo=&nlr=&nls=&sid=e2f4e22387eaeedbd2e87ef43d055e25&sot=b&sdt=b&sl=48&s=TITLE-ABS-KEY%28%22structural+dynamics%22+AND+methods%29&relpos=0&citeCnt=1666&searchTerm=


ScienceDirect

검색 결과 Full Text 다운로드 가능

Research articles 외 Book Review, Patent reports, Data articles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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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direct.com/search?qs=structural%20dynamics%2C%20model%20reduction%2C%20dynamic%20condensation&sortBy=relevance


ScienceDirect Recommended articles : 

관련 있는 Elsevier 출판사 논문

개별 Journal 저널 정보 : 투고하고

싶은 경우 자세히 살펴봐야

18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45782516306004


EndNote
서지관리도구 EndNote

Reference 정리
(정보, 검색, 분류, 그룹)
PDF 자료 첨부 및 관리

논문(Word) 작성시 인용
인용 스타일 자동 적용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학술연구지원실 YouTube EndNot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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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_TLDfujpyBWLeUgYEs7Kbg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e5k7W0-JzY11IdiXYhxFOxhTpHioY9q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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