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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낮은 진입장벽

- 망라적 검색 가능

- 맞춤, 알림 구독 기능

- 프로필 설정으로

저작물 인용 추적 용이

- 제한적인 검색 필드

- 제한적인 Full text 접근

※ 검색 되는 모든 원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설정



설정_ 서지관리프로그램



설정_ 라이브러리 링크

교외에서 사용시 반드시 Proxy 서비스 활성화 해야 원문 접근 가능



설정_ ‘버튼’

GoogleScholar 페이지를 벗어난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GoogleScholar의 기능 사용



설정_ ‘버튼’

원문 접근 제공

인용 형식 제공



내 프로필



내 서재



내 서재_수정 & 삭제



내 서재_내보내기



내 서재_라벨 관리

원하는 서지사항을 라벨링



알리미

검색어 설정을 통해 검색결과 메일링 리스트 수신



알리미



통계

해당 주제 분야의 상위 저작물 정보



통계

※ h-Index

논문들의 인용 횟수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 했을때, 인용 횟수
와 논문의 순서가 같은 구간

※ h5-Index 

5년 동안 저널이 출판한 논문
중 h개의 논문이 적어도 h번
이상 인용된 경우

출처: “Piled Higher and Deeper” by Jorge Cham www.phdcomics.com



고급 검색

AND

“    ”

NOT

OR

저자명, 저널명, 출판연도 설정



고급 검색_검색 기호

검색 연산자

And : 나열된 키워드 모두 포함된 검색

OR : 나열된 키워드중 하나 포함된 검색

“  ”    : 키워드 순서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

- : 키워드 제외 검색

특정 사이트 내의 문서

Site: 주소 (site:.gov , site:.org)

문서 제목 키워드만 검색

Intitle: 키워드 (intitle: 보고서)

특정 형식의 문서 검색
filetype: 확장자 (filetype:pdf)

키워드 정의 검색

Define:키워드 (define:schadenfreude)

&



검색 결과

Full text 연결

결과 정렬

결과 포함 여부

결과 자동 알림



검색 결과

선택 서지를 인용 할 때, 다양한 인용
형식 (Output Style)을 제시해 줌



검색 결과

(구글이 수집한 페이지 범주 내) 해당 서지가
인용된 횟수

클릭 시 인용한 전체 글 목록으로 넘어감



검색 결과

해당 서지 관련 글 자동검색



검색 결과

해당 서지와 관련된 글을 자동검색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원문 정보 확인



검색 결과

해당 서지가 WoS에서 인용된 횟수 (엄선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서)

클릭 시 인용한 전체 글 목록으로



프로필



프로필

해당 저자의 관심 주제 분야

메일 알림 받기

저자의 연도별 인용지수



Case Law 검색



Case Law 검색

미국 각 주별 판례 검색 가능



Patents



Newspapers



Dataset Search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