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도서관 10월 온라인 학술정보 이용교육
* 신청 URL‘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중앙도서관 교육 참여 방법]

1. 링크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

2. 교육 시작 당일 교육 참여 링크가 포함된 Email 수신

3. 교육 시간에 맞추어 접속

문의: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880-5300

일시 [주제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 내용
신청 

URL
진행

10.7.(목) 15:00-16:30 EndNote 기본 기능 활용
논문 작성에 필요한 참고문헌 관

리 Tool 이용 방법 실습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10.8.(금) 14:00-14:40
[전 주제][심화교육]

EBSCOhost DB

주제어(시소러스) 개념을 활용한 

EBSCOhost 학술DB 탐색 실습
등록하기 EBSCO

10.6.(수) 19:00-21:00 논문 쓰기와 검색 전략①
사회과학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검색과 쓰기 전략

등록하기 DBpia
10.7.(목) 19:00-21:00 논문 쓰기와 검색 전략②

연구 설계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

론의 이해

10.8.(금) 19:00-21:00 논문 쓰기와 검색 전략③

논문 검색과 쓰기 전략 

(청각장애인 대학원생을 위한 수

어통역 제공)

10.13.(수) 10:00-10:50
논문작성 첫 걸음:

투고 저널 선택 전략

IF, H5 색인 등 저널 영향력 지

수 확인 및 S2 Journal 활용하기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10.19.(화) 14:00-15:30
[사회과학]KSDC/ICPSR

 *선착순 100명 신청 가능

KSDC를 이용한 통계분석, 설문조

사 활용법 및 해외 최대 사회과학 데

이터 보관소 ICPSR 활용 방법

등록하기 KSDC

10.19.(화) 16:00-17:00
잠자는 저자 프로파일 깨

우기 : 관리와 활용

Web of Science, Scopus, ORCID를 기

반으로 저자 프로파일 관리 방법론 제안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10.21.(목) 14:00-14:40
[간호/보건][검색실습편]

CINAHL with Full Text 

간호학 학술정보를 검색하기 위

한 검색 기능에 대한 실습
등록하기 EBSCO

10.21.(목)
16:00-16:40

[경제]

EconLit with Full Text 

미국경제학회(AEA) 제공 DB를 활용

한 학술논문 및 매거진 검색 실습

등록하기
EBSCO

10.29.(금) 등록하기

10.22.(금) 15:00-16:30
EndNote 기본+심화 기능 

활용

논문 작성에 필요한 참고문헌 관

리 Tool 이용 방법 실습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10.25.(월)
12:00-12:30

※점심 교육
Google Scholar 활용법

구글스칼라 기능 소개와 학술검

색 Tip 안내 및 실습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10.26.(화) 14:00-14:50
논문 작성 첫걸음: 

국내 선행 연구 검색

RISS, DBpia, KISS를 중심으로 

국내 학술정보검색 방법 실습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10.27.(수) 10:00-11:00
교육학 분야 DB와 학술

정보검색

교육학 분야 DB 소개 및 학술정

보검색 실습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10.29.(금) 14:00-14:40
[간호/보건][검색전략편]

CINAHL with Full Text 

간호학 학술정보에서 PICO의 개

념과 함께 검색 전략을 실습
등록하기 EBSCO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Y7NvuTLlhD5dJizs8j3NbxPemDKeCtdp_OcAsoPRlARqgg/viewform?usp=sf_link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TO5wwWVwRummL4lZkTQdrg
https://nurimedia.zoom.us/webinar/register/WN_A9qPTv9lSvuPlw0vHfHq2w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9KIZgjyqyZtinKtATQJL6cLQokSJBlCMEQZyjH9CIRji3A/viewform?usp=sf_link
http://ksurv.kr/?a=34208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kODLTgR8Rf7U9DJ23EDcLN6MqNDPi07V9C4ZRbm4BLxS_A/viewform?usp=sf_link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nGJIsO2lSZKu3XTOXA5IIQ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UAsgbkBaSnO74Iy49PCMYQ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Mu-as8ZGQLynMqVsevEy5w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ZLRzI-rRIpTucQDJ5Jsf9Kbdr9TgP-a9WAA5xWk4aCxF3Q/viewform?usp=sf_link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_hWhdpoxdwlNnqNx_FV29BB4L6uu1uUsNa32nvNNkAQNeeA/viewform?usp=sf_link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cp59JU0bUATYZClBoC67lbUb__pE9_ugxd4NkyyCsRK7eIA/viewform?usp=sf_link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3DLdyhfnuA5Q9mTNl1cuiMRw7yzXmXDsi4_8w3dh-Zvd60g/viewform?usp=sf_link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Yzf-mqDVSX6XbrfGEqjBU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