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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snu.ac.kr

논문 주제 정하기
우리 과 선배들이 쓴 학위논문에서 Idea 얻기

자료검색 학위논문 학과 산림 입력



www.riss.kr논문 주제 정하기
최신 학술논문에서 Idea 얻기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검색 → 학술지명, 출판연도로 검색결과 제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의 클릭하여 접속 ⇒  



자료검색 → 학술DB → W논문 주제 정하기
해외 학술논문에서 Idea 얻기

추가설정에서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로 제한하여 검색

Web of Science 범주, 연구분야, 학술지명 등으로 제한

정렬 기준을 인용횟수로 변경



자료검색 → 학술DB → S논문 주제 정하기
해외 학술논문에서 Idea 얻기

Subject Area, Keyword 등으로 제한

정렬 기준을 Cited by로 변경



www.scholar.google.com논문 주제 정하기
Google 학술검색 이용하기

Database와 Google Scholar의 강점 및 약점 :

Database – 신뢰성 있는 자료, 검색 결과 제한 기능
/ 제한된 pool 내에서의 검색

Google Scholar – 폭 넓고 다양한 자료 검색
/ 검색 결과 제한 기능이 거의 없음



www.scholar.google.com논문 주제 정하기
Google 학술검색 이용하기

두 단어 이상 검색은 쌍따옴표 사용 (“낙엽 함수율”)

소셜 미디어 검색은 검색어 @소셜미디어명 (산림과학 @facebook.com)

특정 사이트 검색은 검색어 site:주소 (biodiversity site:go.kr)

기호와 검색어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제대로 검색되지 않음



논문 작성하기

통합검색

도서관 소장 자료 + 외부 학술자료 검색
학술 논문 검색 시 편리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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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자료 검색



없는 책

있는 책

빌려간 책

청구기호 확인

희망도서 신청

전자책은 온라인!

대출 중 도서 예약

논문 작성하기
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 책



A 관련 논문

특정 논문 B

통합검색에서 논문 제목 검색

학술 DB 검색

소장자료에서 저널명으로 검색

미 구독 · 소장 저널 논문은 원문 복사 신청 가능

논문 작성하기
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 논문



논문 작성하기
희망도서 신청하기



대출중인 책은 예약 신청

서고에 비치중인 책은
청구기호 확인 > 서고로 Go!

청구기호 확인 (808.06 …)

논문 작성하기
소장사항 확인하기



논문 작성하기
서가에 없는 자료 신청하기



논문 작성하기
대출중 도서 예약하기



대출

학부생 : 10권 14일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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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작성하기
대출에서 반납까지



논문 작성하기
E-book 이용하기



논문 작성하기
원문입수 - 논문 제목으로 검색하기



논문 작성하기
원문입수 - 저널 제목으로 검색하기

온라인저널이용



연속간행물 자료실

연속간행물 보존서고

원문 스캔 서비스

신착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신
청

청구기호를 참고하여 열람

소장학술지 원문 서비스 (유료)

FRIC(자연과학분야만, 무료)

논문 작성하기
원문입수 - 저널 제목으로 검색하기

인쇄저널이용



논문 작성하기
원문입수 – 원문복사 신청하기



논문 작성
EndNote

자료검색 → 학술DB → E

여러 DB 및 Google Scholar, 웹 사이트에서 검색한 자료 수집 및 관리

논문 서지사항과 원문 파일을 함께 관리

MS Word에서 논문 작성 시 원하는 양식으로 인용
RISS

EndNote

MS 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