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도서관� 9월�온라인�학술정보�이용교육
*� 신청� URL� ‘등록하기’를� 클릭하면�신청�페이지로�이동합니다

교육 일시 [주제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 내용
신청 

URL
진행

9.8.(수) 15:00-16:30
[서지관리 프로그램]

EndNote 기본 기능 활용

논문 작성에 필요한 참고문헌 관리 

Tool 이용 방법 실습
등록하기

중앙도서관

9.24.(금) 14:00-15:00

[저자 프로파일]

저자 프로파일 동기화와 업

적 관리

Web of Science, Scopus, ORCID를 기반

으로 저자 프로파일 관리 방법론 제안
등록하기

9.28.(화) 15:00-15:30

[논문 유사도 비교 프로그램]

논문 유사도 비교 프로그램 

Turnitin 알아보기

학술논문 및 과제 표절 관리 프로

그램 교육 및 실습
등록하기

9.29.(수) 14:00-14:50

[논문 작성]

논문작성 첫 걸음:

투고 저널 선택 전략

IF, H5 색인 등 저널 영향력 지수 

확인 및 S2 Journal 활용하기
등록하기

9.30.(목) 10:00-11:00
[논문 작성]

논문작성을 위한 학술정보 A to Z

논문 작성을 위한 선행 연구 검색 

방법 및 검색 전략 안내
등록하기

9.30.(목)
12:00-12:30

※점심 교육

[전 주제]

Google Scholar 활용법

구글스칼라 기능 소개와 학술검색 

Tip 안내 및 실습
등록하기

9.3.(금) 14:00-14:40
[전 주제]

EBSCOhost DB

학술검색을 위한 기본 용어 정리와 

EBSCOhost 인터페이스 활용
등록하기

EBSCO

9.3.(금) 16:00-16:40
[간호/보건][기본개념편]

CINAHL with Full Text 

간호학 분야 학술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 
등록하기

9.10.(금) 14:00-14:40 [교육학]

Education Source, ERIC

Education Source와 ERIC을 활용한 

교육학 분야 연구 검색

등록하기

9.24.(금) 16:00-16:40 등록하기

9.10.(금) 16:00-16:40
[간호/보건][검색실습편]

CINAHL with Full Text 

간호학 학술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기능에 대한 실습
등록하기

9.23.(목) 14:00-14:40
[심리학]

PsycARTICLES, PsycINFO
심리학 분야 학술 연구 정보 검색 등록하기

9.23.(목) 16:00-16:40
[간호/보건][검색전략편]

CINAHL with Full Text 

간호학 학술정보에서 PICO의 개념

과 함께 검색 전략을 실습
등록하기

※EBSCO 진행 교육은 교육 후에 퀴즈(3문제)가 출제되며, 퀴즈까지 통과해야 참석으로 인정됩니다.

퀴즈 통과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3매(1인당 1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9.7.(화) 14:00-15:30
[저널평가]

Journal Citation Reports
New JCR 기초 활용 교육 등록하기

Clarivate 

Analytics
9.9.(목) 14:00-15:30

[인용/색인]

Web of Science

New Web of Science 논문 검색하

기, MyRA로 논문 검색하기
등록하기

9.30.(목) 14:00-15:30
[서지관리프로그램]

EndNote

서지정보 관리하기, PDF 찾기, 

manuscript Matcher*로 투고저널 추천받기
등록하기

9.13.(월) 14:00-15:00
[인용/색인]

SCOPUS

선행연구 탐색, 연구자 프로파일을 통한 

연구 성과 관리, 국제 학술지 검증
등록하기

Elsevier

등록하기
논문 서지정보 저장 관리, 논문 작

성 시 참고문헌 생성/편집 방법

[서지관리프로그램]

Mendeley Reference Manager
14:00-15:309.27.(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QsTOiyqM1Zegjd-42BMjzfT_P90M1QRYlKHcaY02cZrw4Q/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4ku3nF_VAg6WcW-XZ-CE7NPC1pVtxUr_P-f6UKPERhC8ew/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B5Tor0MDuN6BOSF7K0g7IiH8JRl-J84w1Jdz0muzKoFEJAw/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v_D9gKcoXiwp0bHgmfNm1QBpJ8DNUB8t03n0T07ZEFvHCw/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qm2dcbxQdiR2eodYw_cG1ZjECwrZIdldKKVGt6wZ4mnhE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5XgoLzdXceJJpdDoZcbE-KfIwXAZKqwR2tI4fVXxf0tfrXA/viewform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098IGYgtSiWrtzVRW_zwtQ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_I7-0DasRZyo1DvVMXLSaA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0FhzheKlRFaCmsblS2ZrYw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JrYOfe35TieQWY9bNlm8LA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EXJ-6zNwQOucL6ufvlp6NA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mObW2k4-R0S62fhZ0IQ3vQ
https://ebsco-korea.zoom.us/webinar/register/WN_mv5dWX8uRIyzuT3KO1B52Q
https://discover.clarivate.com/fall_semester_2021_jcr?utm_campaign=EM1_Invitation_Fall_semester_webinar_JCR_WoSG_Retention_Webinar_XBU_APAC_Korea_2021&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
https://discover.clarivate.com/fall_semester_2021_EndNote?utm_campaign=EM1_Invitation_Fall_semester_webinar_JCR_WoSG_Retention_Webinar_XBU_APAC_Korea_2021&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
https://elsevier.zoom.us/webinar/register/WN_LZ9RdNplS-yNqpHq-KMRUw
https://elsevier.zoom.us/webinar/register/WN_Y3kuK77VTUmYx3SKBVAvfw
https://discover.clarivate.com/fall_semester_2021_WoS?utm_campaign=EM1_Invitation_Fall_semester_webinar_JCR_WoSG_Retention_Webinar_XBU_APAC_Korea_2021&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


*� [중앙도서관�교육�참여�방법]
1.� 링크에�접속하여�교육�신청

2.� 교육� 시작�당일� 교육� 참여�링크가�포함된� Email� 수신

3.� 교육� 시간에�맞추어�접속

문의: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880-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