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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선행연구 탐색을 위한 논문 검색

- GoogleScholar, 도서관 홈페이지, RISS, Web of Science, Scopus

2. 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 및 자료 검색 전략

- 데이터, 통계, 1차 자료: 신문, 도서, 출판물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검색 방법

3. 논문 작성에 필요한 Tool 소개

- EndNote (참고문헌 관리 소프트웨어) ,  Turnitin (표절예방검사)

More info on how to use this template at www.slidescarnival.com/help-use-presentation-template
This template is free to use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You can keep the Credits slide or mention 
SlidesCarnival and other resources used in a slide f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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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idescarnival.com/help-use-presentation-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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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lear title and abstract which accurately and succinctly
reflect the nature of the research study

A structure and format which help the reader to absorb the
subject matter.

An intellectual coherence which start with precise aims, from
which follow the research design and a clear conclusion

Accuracy in grammar and punctuation.

Consistency in referencing, presentation and the use of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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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l written thesis should have

”Oliver, Paul. Writing Your Thesis, SAGE Publications, 2013. 



(학위) 논문 작성 흐름

광역 주제 정하기

선행 연구 살펴보기

논문 주제 결정, 연구계획서 제출

설문지 개발 & 조사 & 실험 수행

결과 분석 및 해석

논문작성 & 심사

최종 논문 제출

논문 출판 & 홍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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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설정

S-Space :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RISS : 국내 학위 & 학술 논문

해외 학술논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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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ace :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첫화면
가장 하단의 링크 → S-Space

http://s-space.snu.ac.kr/

http://s-spac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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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 국내 학위 & 학술 논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첫화면 가장 하단의 링크 →
RISS

http://www.riss.kr

http://www.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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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논문: PQDT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P →
PDU(PADT,DDOD)

https://search.proquest.com
/pqdtglobal/

https://search.proquest.com/pqdt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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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gle Scholar

Web of Science

Scopus

KCI

검색 키워드 설정

연산자 안내

검색 내용

검색하기: 주제와 검색 플랫폼



10

2

자연어를 통제어로

생태시티즌십, 환경시민권, 생태민주주의,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citizenship’, ‘post‐cosmopolitan citizenship’

초기 키워드 설정

연구 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주시민의
역할과 대응은? 

연산자 사용 및 facet 설정

“환경 생태계” –국외, 생태민주주의 AND 환경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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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 다음 두 단어 꼭 포함
(eg: 환경 AND 생태계)   → 환경, 생태계가 키워드로 모두 들어가야 자료 검색됨

OR : 둘 중 한 단어 포함
(eg: 환경 OR 생태계)   →환경, 생태계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자료 검색됨

NOT(-) : 단어 삭제
(eg: 환경 NOT생태계, 환경 –생태계)   →환경은 키워드로 들어가고, 생태계는 빠진 자료 검색됨

“ ” : 순서까지 일치하는 검색
(eg: “환경 생태계”)   → 환경 생태계 단어 순서까지 일치하는 자료 검색됨

Title: :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검색
(eg: title:environmental consumer)   → 제목 내에만 두 단어가 들어가는 자료가 검색됨

Filetype: : 특정 타입의 자료 검색 site: : 특정 사이트 내의 자료 검색
(eg: filetype:news, 생태계) → 뉴스 자료만 검색 (eg: site: .edu)   →도메인 .edu 내 검색

연산자 안내



1) Google Scholar 에서
endangered species 혹은

extinct species 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benefit키워드는 제외된

2017-2018년 사이에 발간된 아티클의 개수

2) Google 에서
Pdf로 바로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며, 
행정규칙 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중 맨 상단에 위치한 자료명은?

3) 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animal behavior에 관한

연구방법(method)을 참고할 수 있는
도서관 전자책 자료는?

연산자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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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요인분석, SPSS, SAS 등 ~을 활용한, ~모델, ~분석방법, ~을 통해

주제
소비자 의식, 프로슈머, 환경친화, 소비자처분행동, 사회책임적 소비자태도, 녹색소비자행동, green 
consumer, responsible consume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이론 및 모형
가치구조 이론, Powerful top-down model, normative theory, social contract theory, ~모형, 
~이론

무엇을 검색할 것인가?

자료
consumer surveys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를 통한/사용한/이용한



14

2

GoogleScholar

https://Scholar.google.com

Russia and (species or taxa or 
plant or animal)

**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
전체 **개의 버전
EndNote로 가져오기

https://scholar.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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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W → Web of Science
http://apps.webofknowledge.c
om

인용횟수로 고빈도인용 문헌부터
정렬하여 찾아보기,

검색 후 오른쪽 ‘결과분석’으로
학문 분야별 분포와 연관성을 볼
수 있음

특정 문헌의 경우 같은 저자의
저작물을 모아 보는 기능

http://apps.webofknowle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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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S → Scopus
https://www.scopus.com

관심 문헌에서의 Reference 
링킹 기능, 관련 문헌 안내

https://www.sco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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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https://www.kci.go.kr

국내 논문 중 KCI 등재된
논문들 검색

분석정보서비스: 연구분야별
연구동향을 알 수 있음

분야별 top 저널과 연구자 확인

https://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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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관련 자료

통계

신문기사

법령

검색플랫폼

Tool

내 연구에 인용 (이용)할 자료들과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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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및 개념

- 관련분야 개론서

연구방법에 대한 단행본

- 양적연구, 질적연구

- 설문지 작성 방법, 통계 방법론

통계 분석에 대한 단행본

- SPSS, STATA, mPlus, R …

소장 단행본



통계자료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연구지원탭 → Research Guides 학문분야별 데이터 및 통계 자료원 안내

사회과학 분야 조사자료(Survey Data)와 통계자료(Statistics)를 제공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언론사에서 생산한 데이터세트 제공
http://www.ksdcdb.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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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sdcdb.kr/
http://www.ksdcdb.kr/
http://www.ksdcd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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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대 사회과학 데이터 보관소로 데이터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된 논문도 안내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

4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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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북한통계
https://kosis.kr/bukhan

OECD Data
https://data.oecd.org/

UN Data
http://data.un.org/

World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

EIU City Data 
https://data.eiu.com

국가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https://mdis.kostat.go.kr

. . . . 

4

각국의 데이터 포털 및 데이터 검색 사이트

https://databank.worldbank.org/
http://kosis.kr/bukhan
https://data.oecd.org/
http://data.un.org/
https://databank.worldbank.org/
https://databank.worldbank.org/
http://data.eiu.com/
https://mdis.kostat.go.kr/


통계자료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른다면? 문헌을 쫓아가자 (eg. 대만의 sector 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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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g.dgbas.gov.tw/mp.asp?mp=2
https://eng.dgbas.gov.tw/mp.asp?mp=2


24Photo by Mr Cup / Fabien Barral on Unsplash

신문기사

경제학부: Newspaper & Magazine https://libguide.snu.ac.kr/economics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문 자료
중앙일보, 공립신보, 신한민보, 동아일보 등 과거호 열람
http://db.history.go.kr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등의 과거 신문 아카이브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Googl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문 디지타이즈 자료
미국 및 유럽 신문의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제공
https://news.google.com/newspapers

4

https://unsplash.com/@iammrcup?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earch/photos/newspaper?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libguide.snu.ac.kr/economics
http://db.history.go.kr/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https://news.google.com/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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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Photo by William Iven on Unsplash

현행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 검색 가능, 신·구법 비교 가능
법률의 ‘목적‘ ‘정의‘ 등을 참고해도 좋음.

4

http://www.law.go.kr/
https://unsplash.com/@firmbee?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earch/photos/research?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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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4



27Photo by William Iven on Unsplash

NDSL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 가장
하단의 링크 → NDSL
http://www.ndsl.kr

보고서
-국내연구보고서 및 분석리포트

특허
-한국, 미국, 유럽, 국제, 일본
특허정보

동향
- 해외과학기술동향(GTB), 
정보서비스 글로벌 동향(iCON)

4

https://unsplash.com/@firmbee?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earch/photos/research?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www.ndsl.kr/


28http://www.ndsl.kr/ndsl/about/ed/infosearchNdPrcuse.do#contentsear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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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dsl.kr/ndsl/about/ed/infosearchNdPrcuse.do#contentsearch3


29Photo by William Iven on Unsplash

온나라 정책연구 : PRISM

http://www.prism.go.kr

정부 연구 보고서 수록되어 있음, 
모두 공개

수치, 쟁점, 현황,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참고할 수 있음

“보고서” 
~방안
~활용 결과 보고서

4

https://unsplash.com/@firmbee?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earch/photos/research?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www.prism.go.kr/


30Photo by William Iven on Unsplash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논문, 
단행본 등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법률쟁점서비스, 
법률 문헌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 지방의회 의정정보

보존소 자료

4

https://unsplash.com/@firmbee?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earch/photos/research?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www.nane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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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E → EndNote

“다운로드”

검색한 자료의 서지 사항
논문 PDF 저장 및 관리
MS Word에서 논문 작성 시
인용
쉽고 편리한 인용 형식 변경

4

End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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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usion

Stealing from published paper and books

Quoting without citation

Buying it

Data recycling

Self plagiarism

4

인용과 표절: What is “plagiarism”

Greenfield, Tony. "Plagiarism." Research Methods for Postgraduates. Oxford, UK: John Wiley & Sons, 2016. 56-59.
Lim, Eda Qiao Yan, and Aziz Nather. "What Is Plagiarism?" Planning Your Research and How to Write It. World 
Scientific Pte., 2016. 2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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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미국의 경우“동일한 단어가 6개 이상 겹칠 경우”를 표절의 구체적 판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표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술 논문 발행 기관 혹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판정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계적 표절 간주 (몇% 이상의 일치도)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학위 논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싣는 것은 표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표절은 학술 연구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4

인용과 표절: 직접인용, 간접인용, 표절의 차이

류동춘, 정원섭, 이승희, 김영훈, 김영심.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인문학 총연합회, 대전:한국연구재단. 2014.
황은성, 조은희, 김영목, 박기범, 손화철, 윤태웅, 임정묵.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서울: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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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인용의 유형

직접인용 :  큰따옴표나 독립된 단락 속에 원문의 표현을 수정 없이 인용

간접인용 :  인용자가 자신의 말로 풀어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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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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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김혜진(2016)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김혜진(2016)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가족 요인은 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역할보다는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김혜진(2016)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은 주로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으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4

원문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인용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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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김혜진(2016)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 O )

김혜진(2016)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가족 요인은 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역할보다는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 O )

김혜진(2016)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은 주로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으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X )

4

원문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인용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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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T → Turnitin

표절 예방 프로그램

≠ 표절 판명 프로그램

The most widely used programme is 
Turnitin and it is recommended by 
J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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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대학교 연구윤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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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ethics.snu.ac.kr/board/notice

4

http://snuethics.snu.ac.kr/board/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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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되는가?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는가?



학위논문 제출(hardcopy)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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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학위논문 제출

http://library.snu.ac.kr/using_libr

aries/thesis_submission?langua

ge=ko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과
양식(Template) 첨부 학위논문
제출 절차 및 온라인 제출 매뉴얼
안내

http://library.snu.ac.kr/using_libraries/thesis_submission?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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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Contact

학술연구지원실 심윤희
libserv@snu.ac.kr yhshim@snu.ac.kr

880-5300                         880-5305  

mailto:libserv@snu.ac.kr
mailto:yhshim@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