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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정보원
이용안내



도서관 e-Resource 구성
색인(Index)

초록(Abstracts)

서지(Bibliography)

+

인용분석
(Citation analysis)

+

원문(Full-Text)

Proceedings

Report

Dissertations

Books

e-Book

Journals

e-Journal

서지/초록
Database

인용색인
Database

원문
Database



학술 DataBase 접속

유형, 주제, 이름 검색

알파벳, 가나다순 정렬



e-Journal 접속

제공 연도 확인

저널 명 검색



논문, 저널, 학술 DB의 구분
논문

필요한 논문을
알고 있는 경우

전자저널(학술지)

발행 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

학술 DB

특정 분야를
찾고 있는 경우



단계별 자료 입수 전략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

- eResource

• 한국교육학술
정보원(RISS)
www.riss.kr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FRIC)

•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
(NDSL)
www.ndsl.kr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 국내 미소장인
경우

- 국외 기관 검색

- 해외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 연구지원서비스
신청

• 도토리On

• Email 전송
libserv@snu.ac.kr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상호대차·
원문복사·
FRIC’ 확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연구지원

서비스’ 확인!



2.
주요 정보원
소개



자연과학분야 인문학 전 주제

• ScienceDirect
• Pubmed
• Science
• NDSL(www.ndsl.kr)

• CUP Journals Online
• JSTOR
• Oxford Journals Online
• ProQuest Central
• SAGE Journals Online
• Taylor & Francis

• SCOPUS
• Web of Science
•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www.kci.go.kr)
• Academic Search

Complete

자료별 주요 학술 DB
국내 전 분야 학위논문 기타

• DBpia
• KISS 한국 학술 정보
• Scholar
• E-학술교육원

• 국내: RISS(www.riss.kr)
• 해외: DDOD, PQDT 

• 뉴스: BigKinds,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Hathitrust

•DDOD: 북미 주요대학의
일부 박사논문 제공

•PQDT: 전세계 대학 석·박사
논문 초록 제공

•NDSL: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 사실정보
등 제공

인용 색인 DB

•HathiTrust: 주요 미국대학
도서관의 통합전자도서관



유용한 검색 연산자
• 불리언연산자 (and, or, not)

• “” “”안의 용어가 변형 없이 포함되는 레코드 검색

• () 괄호 안의 연산을 가장 먼저 처리

environment OR effect AND plastic vs. environment OR (effect AND plastic)

• *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레코드 검색

econom* → economy, economics, economical 등 검색

Sul*ur → sulfur, Sulphur 등 검색

• 질문 문장 완성 → 핵심 키워드 추출 → 키워드 동의어 선별 → 연산자 연결



유용한 검색 연산자
• What is the ethical implication of nanotechnology for healthcare?

ethical nanotechnology Healthcare

Ethic* nanotechnol* Health*

Initiatives Travel to work bicycle

Initiative/initiatives
⇒ initiativ*

Incenteive/incentives
⇒ incentiv*

Tax incentive
⇒ “tax incentive”

Commute/commuting
⇒ commut*

Cycle/cycling
⇒ cycl*

Bike
Bicycle

• To what extent have recent initiativ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travel to work by bicycle been successful?



유용한 검색 연산자

• What is the ethical implication of nanotechnology for healthcare?

- 답: ethic* AND nanotechnol* AND health*

• To what extent have recent initiativ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travel to work by bicycle been successful?

- 답: (incentiv* OR initiativ* OR “tax incentive”) AND cummut* AND

(cycl* OR bike OR bicycle)

• 질문 문장 완성 → 핵심 키워드 추출 → 키워드 동의어 선별 → 연산자 연결



Web of Science

다양한 조건 – 맞춤형 검색 활용 가능



Web of Science

필터링

논문 별
피인용 횟수

정렬 기준



Scopus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3.
연구 윤리,

표절 방지 프로그램



연구 윤리 기준 확인

• 연구윤리정보센터 질의응답집(2016)

- 학위논문의 재출간이 가능한가?

- 인용 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 연구 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 내가 가져다 쓴 타인의 글이 표절로 판명되면,

나도 표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10 개정)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 ⇒ 메뉴 중 ‘연구‘ ⇒ ‘연구윤리’



이용
•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표절을 예방하는 표절 예방 프로그램

(≠표절 판명 프로그램)

• 도서관 홈페이지 ⇒ 메뉴 중 ‘자료 검색’ ⇒ ‘학술 DB’ ⇒ ‘Turnitin’

Class ID, Password 확인



이용



이용



이용
A

B



이용

원
본

표
절



KCI 문헌 유사도 검색 서비스



KCI 문헌 유사도 검색 서비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실
백은영(02-880-5300, eybaek@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