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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

스마트폰중독

개념? 정의?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등과의 유사/차이점은?

중독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나?

관련된 통계가 있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

언제부터 문제시 되었나?

최초/최근 연구는?

연구 대상은?
왜 스마트폰 중독이 중요한가?



검색

스마트폰중독

개념, 정의

사전, 단행본 중앙도서관

학술논문 학술DB

정부기관, 연구소 Google



소장자료검색

http://lib.snu.ac.kr



소장자료검색

중앙도서관 → 소장자료 검색 → 검색식 입력 → 자료유형, 발행연도, 언어 제한

(설문 OR "설문지") NOT (연설 OR 소설 OR 설문해자 OR 설문대 OR 건설)



사전

영어사전은 Oxford English Dictionary(자료검색 → 학술DB → O)

http://stdweb2.korean.go.kr



국내학위 & 학술논문

해외 학위논문 검색은 자료검색 → 학술DB → PQDT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의 를 클릭하여 접속 ⇒  



해외학술논문

주제와 를 찾아보기!

내 주제에 적합한 자료들이 많은 DB 를 찾으려면?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Journal of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

Academic Search Complete

ProQuest Central

Sage Journals

Science Direct

…

관련 있는 논문의 저널이 수록된 DB



인용문헌검색

인터넷 중독

병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2000

문제적 인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 2000

과도한 인터넷 사용(Excessive internet use), 2002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2008

강박적 인터넷 사용(Compulsive internet use), 2006

가상공간 중독(Cyberspace addiction), 2004

높은 인터넷 의존성(High internet dependency), 2004

가상 중독(Virtual addiction), 1999

병리적 전자미디어 기기 사용(Pathological use of electronic media), 2009

인용문헌 검색

논문 누락 방지 – 시간에 따른 용어변화, 
연구자별 다른 용어 사용

최초, 최신 논문 찾기



인용문헌검색 (KCI) https://www.kci.go.kr/

2004년 이후부터 피인용 정보 제공

참고문헌 목록은 로그인해야 확인할 수 있음

정렬 기준을 인용횟수로 변경



인용문헌검색 (WoS) 자료검색 → 학술DB → W

검색 전 추가설정에서 과학/사회과학/인문예술 분야로 제한하여 검색

검색 후 Web of Science 범주, 연구분야, 학술지명 등으로 제한

정렬 기준을 인용횟수로 변경



인용문헌검색 (Scopus) 자료검색 → 학술DB → S

검색 후 Subject Area, Source Title, Keyword 등으로 제한

정렬 기준을 인용횟수로 변경



Google

두 단어 이상 검색은 쌍따옴표 사용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site:go.kr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초등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filetype:pdf

www.google.com





통계자료

스마트폰중독 특정계층 왜그계층이중요한가? 통계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통계자료 kosis.kr

통계청(kostat.go.kr) 새소식 > 보도자료도 참고

(중앙도서관 본관 2F 정보검색실 내)

서울대학교 마이크로데이터* 센터도 이용가능!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오류를 수정한 개별단위 자료



신문기사검색 자료검색 → 학술DB → K

언론사, 분야(정치, 경제, 사회 등), 사건사고, 기간, 분석별로 결과 제한

뉴스 내 인용문만 따로 확인 가능

관계도분석, 시각화분석, 정보추출 가능

해외 신문은 Pressreader(자료검색 → 학술DB → P)



연구설계

연구 주제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할 점들

논문 작성 기간 & 나의 능력 –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범위

독창성 – 너무 독창적인 주제일 경우 기존 연구나 정보를 찾기 어려울 수 있음

기존 논문과 주제, 소재가 비슷하더라도 문제 해결 과정이 독창적이라면 OK!

육하원칙에 따라 생각해보기 – 누구의 무엇을 얼마 동안 어디서 어떻게 왜?

(빈틈 찾기 - 연구의 제한점, 추가 연구 제안 참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연구대상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방법 & 분석방법



연구설계

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

어떤 청소년을 연구할 것인가?

가정환경 - 맞벌이가정 - 친부모/재혼
- 조손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 사별/이혼
- 다문화가정
- 문제가정 - 도박/약물/알콜중독/가정폭력/학대
- 가구소득, 거주지

재학중/자퇴

연령대

중독 고위험군/일반

*

*
*
*

어떤 요인을 연구할 것인가?

개인요인 –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

가족환경요인 – 가족기능성,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통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관심, 가족의 지지

또래 학교요인 –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대인관계 만족도
학교성적, 친구의 영향력

기기요인 – 이용하는 콘텐츠, 요금제, 사용시간

*
*

*

*

활용할 수 있는 척도, 설문결과 분석방법을 고려하여
설문문항 결정(선행연구 참고)



연구계획서작성

제목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 용어 정의, 선행연구 정리

연구방법 : 연구에 사용할 도구(ex. 설문지), 연구방법(ex. 문헌고찰, 설문, 실험, 관찰) 등

참고문헌

연구 문제 : 가설, 변인



EndNote

검색한 자료의 서지사항 & PDF 저장 및 관리

MS Word에서 논문 작성 시 원하는 양식으로 인용

자료검색 → 학술DB → E

팀원들과 함께 수집한 자료 공유 가능

RISS

EndNote

MS Word



인용과표절

인용

연구윤리정보센터.   Retrieved 23 April, 2018, http://www.cre.or.kr/board/?board=infographic&no=1384582

인용의 기능 – 비판, 긍정, 1차자료 정리

인용의 유형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용하는 것

직접 읽고 이해한 만큼 인용하고, 원문을 왜곡하지 않고, 인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직접인용 : 큰따옴표나 독립된 단락 속에 원문의 표현을 수정 없이 인용

- 간접인용 : 인용자가 자신의 말로 풀어서 인용

출판된 학술논문에 실린 그림, 표 등을 인용할 때는 (자기 논문일지라도) 반드시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논문 상세 페이지의 “Right and Permissions”나 “Request Permissions” 등에서 신청가능) 



인용과표절

직접인용, 간접인용, 표절의 차이



논문유사도검사 자료검색 → 학술DB → T

Turnitin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표절을 예방!

강사가 클래스를 개설하면 학생이 클래스에 등록하여 과제를 제출하고 유사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www.turnitin.com에 개별 회원가입 필요
- 가입 시 필요한 Class ID와 Password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Turnitin 바로가기에서 확인!

ID는 SNU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외부 메일계정으로 가입할 경우 클래스에서 삭제될 수 있음

= 표절 예방 프로그램, ≠ 표절 판명 프로그램

KCI 논문 유사도 검사
https://www.kci.go.kr/

2004년 이후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유사도 검사가능

외국논문은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저널선택

저널 선택의 기준



저널선택 자료검색 → 학술DB → J

JCR



저널선택 자료검색 → 학술DB → S

SCOPUS



저널선택

IF vs Not Cited Submission vs Published
IF가 높다고 다 인용되지 않는다.



저널선택

From Received To Published



저널선택

제목, 초록으로 적합한 저널 찾기

https://journalfinder.elsevier.com/

www.myendnoteweb.com → match



투고전점검 이름, 주소표기도 주의!



중복게재

출판윤리



논문심사



논문심사



논문심사



논문심사



논문홍보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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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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