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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찾기

도서관 단행본, 저널, 기타 자료 이용하기

도서관 미소장 자료 신청하기

구입신청,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논문 , Paper 작성하기

논문 및 paper 작성을 위한 검색 전략, 주요 데이터베이스 안내



도서관 자료 찾기
도서관 단행본, 저널, 기타 자료 이용하기



학외에서 학외접속 클릭 후 IP 우회해야
전자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GoogleScholar도 마찬가지)

자료검색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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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이용가능 여부
소장 사항 보기

예약도서

전자책

이용가능 여부
구입 신청 (미리보기)

Journal , Article

온라인 이용가능
이용 가능한 리소스

학위논문

통합검색
s-space

도서관 자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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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후 이용가능여부 확인!
Journal Coverage 확인!

Journa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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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의 사이트맵 S-Space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사회학부
저널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온라인 이용가능

S-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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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미소장 자료 입수하기

Reference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는 소장되어 있다는 것

구입 신청, 원문 복사 상호대차 신청, 연구지원 서비스 신청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희망·강의도서 신청
도서 구입 신청

http://library.snu.ac.kr/using/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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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있는 Journal, DB가 우리학교에서 구독중인 자료가 아니라면?

도서관에 구독신청 가능

- 학과에서 ‘학과장’직인이 찍힌 구독 요청 공문 발송
- 구독요청사유, 저널명, ISSN, 간단한 안내 내용을 작성하여

‘중앙도서관’ 앞으로
- 매 8월 ~ 11월 전자자료 선정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 다음 해 1월부터 구독 시작
- 고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면 구독 중단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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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자료
구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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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

국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가?

Yes No

미국
OCLC

일본 NII
중국 CALIS

국외 원문 복사 대출
FRIC 소속인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Yes No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
원문복사신청

국내
원문 복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FRIC

http://library.snu.ac.kr/using/resource_sharing

상호 대차
원문 복사

신청



오래된 논문에 Citation된 자료를
발견했는데 인용이 틀렸는지 검색이
안되네요… 
과거 자료의 경우 인용 표기가 틀린
경우가 있으며, 검색하여 올바른 인용
과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A

B

C

D

연구지원 서비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연구지원 > 연구지원 신청

아래의 두 자료가 저자가 같고
논문명이 비슷한데, 같은 자료라고
봐도 될까요?
저널에 실린 자료의 경우, 
Publication된 article이며, 짧은
자료의 경우 preprint 형식으로 학회
발표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원문 다운로드가 됐었는데… 
아래의 저널이 엑세스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해당 자료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액세스가 불가합니다. 
PDF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자료인가요?
해당 자료는 ‘연구보고서’형식으로
출판되었으며, OO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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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설정하기

검색하기

Reference, Citation 이용하기

What to find?

Where to find

논문 or 페이퍼 작성하기



초기 키워드 설정 검색
연구 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

도시와 농촌의 지역 격차?
도시? 농촌? 지역? 차이?

자연어를 통제어로

도시, 농촌
지역 격차, 양극화, 불평등

‘urban-rural gap’, 
income inequality, 
Regional inequality

AND : 다음 두 단어 꼭 포함
OR : 둘 중 한 단어 포함

NOT(-) : 단어 제한
“ ” : 순서까지 일치하는 검색

* : 활용형 표현 모두 검색 title 
: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검색

키워드 Refine
연산자 사용

및 아티클 제한

키워드 설정하기03



농가, 도시, 소비자, 수출, 농업경영, 불평등, 양극화, 영향요인, 
식재료, 

주제

소득세 자료, 양극화지수, 패널데이터, 가정경제조사 데이터, 
시계열 자료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를 통한/사용한/이용한

자료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위계 선형 모형, 다변량프로빗모형, 패널중력모형
~모형, ~이론

이론 및 모형

지니계수 분해법, 군집분석, 메타분석, 결정요인 분석, (분석 도구들) 
SPSS, SAS 등
~을 활용한, ~모델, ~분석방법, ~을 통해

분석 방법

키워드 검색 전략03



Google Scholar

쉽고 빠르게
다양한 자료

검색

너무 많은 자료, 
양질의

자료 ???

상용 DB

신뢰할만한
자료

특정 저널
검색 가능

단 검색결과 ↓

도서관 홈페이지

원문 입수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만 검색

검색이 조금
불편함

Easy to change 

colors, photos and 

Text. You can simply 

impress your 

audience and add a 

unique zing and 

appeal to your 

Presentations. 

검색 장소 (DB 안내)

기타 사이트

데이터, 
연구자료
보고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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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ataset Search

해외 통계자료가 찾고 싶을때
Public data를 이용한 논문을 쓰고 싶다.

Where ? Which data ? 

그러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야 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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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데이터베이스
DBPia

다양하고 많은 “국내 학회＂의 자료들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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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데이터베이스
RISS

우리학교에 없는 자료 찾고, 원문복사
신청할때

타학교의 석박사 논문자료 찾을 때

국내 대학 뿐만이 아니라 기관 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는지 자료를 찾고 싶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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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데이터베이스
NDSL

논문 뿐만이 아닌 “특허“ “보고서“ “동향정보“
찾을때,

특히 “보고서＂의 경우 (국가 R&D 보고서)

특히 “특허” 의 경우 (한국특허 K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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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의 ‘신용도 있는‘ 논문만을
보고싶은 경우 좋은 DB

단 “많이 인용된 자료＂가 꼭 “좋은 자료＂는
아님

그러나 최신 트렌드의 자료들
OR

Core 자료들에 대해서 알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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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정보
PRISM

정부 연구 보고서 수록되어 있음, 모두 공개

수치, 쟁점, 현황,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참고할
수 있음

Reference, citation 참고 할 때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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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자료 찾기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자료가
양이 많고, 최신이며, 데이터를 찾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의
자료가 양이 적고 최근 자료가 희박하다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데이터를 찾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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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이용하기

03



Citation 이용하기

03



Recommendation or Keyword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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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ing으로 Data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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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로부터 데이터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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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the title of your subtitle Here

Depending o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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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