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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검색

통합검색

도서관 소장 자료 + 외부 학술자료 검색
학술 논문 검색 시 편리

소장자료

도서관 소장 & 구독 자료만 검색
단행본, 전자책, 저널 검색 시 편리



Book & Ebook

책이 있어요!

단행본

서가에 비치중

대출

제자리에
없어요!

서가에 없는 자료 확인요청

빌려갔어요!
대출 중 도서
예약

전자책 온라인 열람

책이 없어요..

희망도서 신청

국내 타기관
도서대출



Book & Ebook

대출

20권 30일

연장

대출기간의 최대 3배까지 연장 가능

예약 도서, 연체 중인 도서는 연장 불가

연체

연체일 3일째부터 100원씩

온라인 결제, 현금 결제 모두 가능

반납

중앙도서관↔ 분관 OK, 분관↔ 분관 NO!

분관 반납 시 분관 대출실에 직접 반납해야 함



Database, Journal, Article

학술 논문[ ] 학술 저널[ ] 학술 DB[ ]



A에 대한 논문
(선행연구, 자료조사)

학술DB 검색

Google

특정 논문 B

(원문입수)

통합검색 논문제목으로 검색

소장자료 저널명으로 검색

미구독·

소장 저널
원문복사 신청

Database, Journal, Article



Database



국내 Database

국내 학술자료 검색(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의 클릭하여 접속⇒



인용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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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독



인용 Database https://www.kci.go.kr/

2004년이후부터 피인용 정보 제공

참고문헌목록은 로그인해야 확인할 수 있음

정렬 기준을 인용횟수로 변경



인용 Database 자료검색→ 학술DB → W

검색 전 추가설정에서 과학/사회과학/인문예술 분야로 제한하여 검색

검색 후Web of Science 범주, 연구분야, 학술지명 등으로 제한

정렬 기준을 인용횟수로 변경



인용 Database 자료검색→ 학술DB → S

검색 후 Subject Area, Source Title, Keyword 등으로 제한

정렬 기준을 인용횟수로 변경



법학 Database

로앤비 & 로앤비 온주

Lexis Advance

국내

중국 Chinese Legal Knowledge 

Integrated Database

일본 TKC Law Library

BECK Online

LexisNexis Academic

HeinOnline

미국, 유럽

Dalloz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Reports on International Law

Oxford Scholarly Authorities in International Law

Kluwer Arbitration (중재)

Kluwer Law Online (중재)

Westlaw

삼일아이닷컴

D1-Law



Google

두 단어 이상 검색은 쌍따옴표 사용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site:go.kr

스마트폰 중독 -초등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filetype:pdf



Journal & Article



Journal & Article



Journal & Article

연속간행물 자료실

연속간행물 보존서고

원문 스캔 서비스

신착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신청

청구기호를 참고하여 열람

소장학술지 원문 서비스 (유료)

FRIC(자연과학분야만, 무료)



Journal & Article



논문 유사도 검사(Turnitin) 자료검색→ 학술DB → T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표절을 예방! ≠ 표절 판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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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Note 자료검색→ 학술DB → E

RISS

EndNote

MS Word

검색한 자료의 서지사항 & PDF 저장 및 관리

MS Word에서 논문 작성 시 원하는 양식으로 인용

팀원들과 함께 수집한 자료 공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