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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 찾기
도서관 단행본, 저널, 기타 자료 이용하기



학외에서 학외접속 클릭 후 IP 우회해야
전자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GoogleScholar도 마찬가지)

자료검색을 위한 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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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DB

01

GoogleScholar에서 이용시
설정 해주세요!

(※라이브러리 액세스 링크)

자료검색을 위한 팁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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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검색 후 이용가능여부 확인!
Journal Coverage 확인!

Journa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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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의 사이트맵 S-Space

사회과학대학 >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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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것은 어딘가에는소장되어 있다는 것

구입 신청, 원문 복사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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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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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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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대차
원문 복사
신청



중앙도서관에소장중인단행본

다시광장에서 : 사회학자송호근의시대읽기

라는책은몇년도출판된책이며, 도서관에몇권이
있을까요?

검색실습

https://primoapac01.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fulldisplay?docid=82SNU_INST21405354730002591&context=L&vid=82SNU&lang=ko_KR&search_scope=ALL&adaptor=Local%20Search%20Engine&tab=all&query=any,contains,%EC%82%AC%ED%9A%8C%ED%95%99%EC%9E%90


서울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중

“노화방지의학의지식사회학적연구 ” 는
몇년도에발행된논문이며몇페이지짜리논문일까요?

검색실습



도서관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신청’페이지에서,

베스트셀러 국내도서중맨처음에보여지는책제목과
저자는?

검색실습



키워드 설정하기

검색하기

Reference, Citation 이용하기

과제 작성하기: 알맞은 정보 찾기

과제 작성에 필요한 도구들



초기 키워드 설정 검색
연구 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

환경 문제의 해결? 민주시민의
역할? 

환경? 문제? 민주? 시민?

자연어를 통제어로

생태시티즌십, 환경시민권, 생태민주주의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citizenship‘
‘post‐cosmopolitan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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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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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자료 검색됨

NOT(-) : 단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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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 site: .edu)

→ 뉴스 자료만 검색 →도메인 .edu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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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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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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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및 모형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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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Google

Platform 이용 tip

"CO2 Emissions Reduction" AND "east 
and north africa" AND "economic 
growth"

Cited by ~
Related articles ~
All * version ~
Web of Science ~

03
http://toolbox.google.com/datasetsearch



Google

Dataset Search

해외 통계자료가 찾고 싶을때
Public data를 이용한 논문을 쓰고 싶다.

Where ? Which data ? 

그러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야 함.

03
http://toolbox.google.com/datasetsearch



Google

Patent

해외 특허 자료가 찾고 싶을때?

특허자료 열람 가능

관련 citation 안내

03
http://toolbox.google.com/datasetsearch



국내데이터베이스
DBPia

다양하고 많은 “국내 학회＂의 자료들을 검색
가능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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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국내데이터베이스
NDSL

논문 뿐만이 아닌 “특허“ “보고서“ “동향정보“
찾을때,

특히 “보고서＂의 경우 (국가 R&D 보고서)

특히 “특허” 의 경우 (한국특허 KO)

03
http://www.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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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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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http://prism.go.kr



Google Scholar 에서

문화복지서비스라는 ‘구절’ 및요인이라는단어가전부
들어가는
2018-2019년사이에발간된 학술자료는몇개일까요?

Google Scholar 검색실습



학위논문검색

서이종교수님의석사학위논문제목은 ?

학위논문검색실습



Google 검색실습

Google 검색

Google에서 pdf 파일타입을가진자료중에 ‘도서관’이라는
키워드검색시, 첫번째로열리는 pdf 파일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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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유사도검사 : Turnitin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 검색> 학술 DB > T > Turnitin



03

기타참고자료들 : Turnitin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연구 지원> Research Guide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