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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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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검색!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배경지식

핵심키워드

검색범위

습득

추출

정하기

검색어 선정

검색 결과
분석

 배경지식 습득
검색하려는 주제가 처음 접하는 주제이거나 잘 모르는 주제일 경우, 검색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정
보부터 공부하자!
막연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검색할 경우, 어떤 자료가 나에게 필요한지 또한 어떤 내용
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색하기 전에 도서 또는 참고자료에서 주제 관련한 개념, 정의
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키워드 추출
처음 접하는 주제라면 일반적인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도서 등 학
술자료를 통해 배경지식을 습득했다면, 읽었던 자료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검색범위 정하기
처음부터 범위를 세부적(전문적)인 분야로 제한하여 검색하게 되면 검색되는 자료의 수가 적을 수 있
습니다. 만약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자료를 자주 검색하여 찾고자 하는 자료의 주제가 명확
하게 정해져 있다면 전문 용어를 활용하여 자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어 선정
처음 접하는 주제의 자료라면 검색범위와 마찬가지로 검색어를 선택할 때에도 범위를 점차 좁혀나가
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상위어’에서 ‘하위어’로 검색 범위를 좁혀 나가는 방법이 있
어요. 여기서 ‘상위어’란 검색 키워드에도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
위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의 여가생활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먼저 대학생을 검색하고
대학생의 하위어인 교환학생, 유학생, 재학생 등으로 좁혀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분석
검색논문을 읽고 다른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논문의 참고문헌,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 또는 저자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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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cholar:구글 학술검색

scholar.google.com
- 웹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술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도서, 초록, 특허 등 검색 가능

❶ My library: 내 서재
- 검색결과 아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자료를 나중에 읽거나 인용할 수 있음
❷ Alerts: 알리미
- 관심 있는 키워드 또는 검색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물이 등록되면 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
❸ Metrics: 통계
- 주제별로 h5-index값이 높은 상위 저널을 확인할 수 있음
- VIEW TOP PUBLICATIONS(인기 저작물 보기)
‘h5-색인’ 값을 클릭→ 해당 저널에서 피인용이 많이 된 학술논문 확인 가능
❹ Settings: 설정
- 라이브러리 링크(원문 링크 연결), 언어 설정, 검색 결과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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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언어 설정
Settings(설정) >> Languages(언어)

특정언어로 된 자료만
검색하고 싶을 경우,
해당 언어 체크

 라이브러리 링크
Settings(설정) >> Library links(라이브러리 링크) >> ‘UNIST’ 검색 >> Find it @ UNIST >> 저장
링크리졸브 서비스와 연계하여 검색한 자료를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원문 이용가능

5

기본검색(Basic Search)

 기본검색(Basic Search)
구글스콜라의 메인 검색창을 이용한 자료 검색
 검색 조건
1. 검색어가 어느 위치에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검색 됨
2. 여러 단어로 검색할 경우 검색어 순서에 따라 중요도 평가
 검색 대상 선택: Articles(논문), Case law(판례법)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 모르겠다면?
인용색인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의 키워드를 참고해보세요!
 Web of Science(www.webofknowledge.com)

6

고급검색(Advanced Search)
 고급검색(Advanced Search)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자료 검색
구문 검색
검색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자료
특정 단어를 제외한 자료 검색

자료 내 어디든
검색 대상

자료 제목
특정 저자의 자료만 검색
특정 학술지에 수록된 자료만 검색
출판년도 제한

 검색연산자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논문검색을 원한다면, 검색연산자를 이용해보세요!
검색연산자

역할

예시

AND

검색어 모두 포함된 자료를 검색

3D AND printing

“ “

구문 검색

“theory of relativity”

OR

검색어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자료 검색

VR OR virtual reality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외

flowers -lily

Intext:

‘본문’에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검색
※ 검색연산자와 검색어 사이 공백X

Intext:library

intitle:

‘제목’에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검색
※ 검색연산자와 검색어 사이 공백X

Intitle:mars

author:

저자
보다
이름
※

검색
자세한 저자 검색: “author:저자명”
전체를 검색하기보다는 이니셜 검색이 나음
검색연산자와 검색어 사이 공백X

source:

학술지 검색
※ 검색연산자와 검색어 사이 공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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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flowers
author:“d knuth”
author:“de knuth”
author:“donald e knuth”
source:nature
source:science

검색결과

검색 결과 제한 → 출판시기, 정렬방식 등

PDF 다운로드 또는 이용 가능한 사이트 링크
• [PDF]: PDF 원문 다운로드 가능
• LinkHub@UNIST: DGIST-GIST-KAIST-UNIST
소장자료 통합검색
• Find it @ UNIST: 학교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료일 경우
* 이용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음

Create Alert: 알림 설정

나의 검색 키워드 관련 연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고 싶어요!
검색 결과 왼쪽 하단의 ‘Create Alert’를 클릭하여 검색한 키워드 또는 검색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물이 등록되면 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Google Scholar 의 검색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정렬 되나요?

검색결과는 기본적으로 관련도별(Sort by relevance)순으로 정렬됩니다.
또한 문헌의 발행처, 저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순위를 매겨 검색
결과를 정렬합니다.
How are documents ranked?
Google Scholar aims to rank documents the way researchers do, weighing the full text of each
document, where it was published, who it was written by, as well as how often and how recently
it has been cited in other scholarly literature.
https://scholar.google.co.kr/intl/en/scholar/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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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분석하기

•

“ (Cite): MLA, Chicago 등 대표적인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된 참고문헌 확인 가능

•

인용횟수(Cited by): 검색 결과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

•

관련된 논문(Related articles): 검색 결과 논문과 유사한 다른 논문

•

Web of Science: Web of Science DB 에서 검색 결과 논문을 인용한 논문
※ ‘Web of Science’ DB 에 표시된 인용횟수와 다를 수 있음

 검색 키워드 또는 검색식을 매번 검색하기 귀찮다면? Create Alert(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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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자료 신청: Making Requests
이용방법: 도서관 웹사이트 >> LIBRARY SERVICE >> DDS, ILB, Purchase Request 클릭(로그인 필요)

 문헌복사 서비스: DDS(Document Delivery Service)
학술정보관에서 이용 불가능한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복사본을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
신청 가능 자료
비용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책 (일부) 등
무료 제공(1건당 $100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공불가)

소요시간

2-7일

수령 방법

알림메시지 수신 후, 3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 DDS 데스크에서 수령

유의사항

7일 이내 자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함
3회 이상 미수령 시, 서비스 이용 제한 있을 수 있음

 상호대차 서비스: ILB(Inter Library Borrowing)
학술정보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다른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
신청 가능 자료
비용

도서
무료 제공(1건당 $100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공불가)

소요시간

3-5일

수령 방법

알림메시지 수신 후, 3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방문

유의사항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상호대차 도서 반납
상호대차 도서 연체 시, 연체기간만큼 자료 대출 불가

 희망자료 신청: Purchase Request
학술정보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이 구입하도록 추천하는 서비스
신청 가능 자료

도서, 멀티미디어(DVD, CD 등)

소요시간

단행본: 국내서(1-2주), 국외서(3-4주)
전자책: 국내서(1-2주), 국외서(2-7일)

수령 방법

알림메시지 수신 후, 3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방문

유의사항

메시지 수신 후 3일 이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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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it @ UNIST 를 이용한 미소장 논문 신청
Find it @ UNIST 기능을 이용할 경우,
Making Requests 양식을 일일이 작성할 필요 없이 논문의 서지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해준답니다!
1. 환경설정-라이브러리 링크- Find it @ UNIST 설정
2. Find it @ UNIST 클릭
3. Making Requests 클릭
4. 논문의 서지사항 확인 후 Reques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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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Google Scholar와 DB를 함께 이용하면 그것은 진리!
 인용색인DB
논문 검색결과 10만건.. 검색 결과가 너무 많다면? 인용색인DB를 이용해보세요!
인용색인DB Scopus, Web of Science를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Scopus
Web of Science

www.scopus.com
전 주제분야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www.webofknowledge.com
과학기술분야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인용색인DB, (이럴 때) 활용하면 꿀!
①

어떤 논문이 유용한지 알고 싶을 때

Scopus와 Web of Science는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중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아직 연구 주제를 잘 모르거나, 어떤 논문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Scopus나 Web of Science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면 보다 유용한 논문을 브라우징 할 수 있습니다.
②

피인용 순으로 검색결과 정렬 제한하고 싶을 때

Google Scholar의 검색결과 정렬은 크게 두 가지로 최신순, 관련도순으로 나열할 수 있지만, Scopus나
Web of Science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인용횟수를 기준으로 검
색결과를 나열하여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보다 자세하게 검색범위를 제한하고 싶을 때

주제 범위, 발행년도, 자료유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제한하여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학술DB
 RISS
www.riss.kr
국내외 학술지, 국내 학위논문, 단행본 등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개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
(소속기관: 울산과학기술원)

 DBPia
www.dbpia.co.kr
국내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자료 등 통합검색 및 이용
가능
서지정보 및 원문 이용가능

 KISS
www.kiss.co.kr
국내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자료 등 통합검색 및 이용
가능
(학위논문 제공하지 않음)
서지정보 및 원문 이용가능

 NDSL
www.ndsl.kr
국내외 학술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자료, 특허, 보고
서, 표준 등 통합검색 및 이용가능
서지정보 및 원문 이용가능

 데이터베이스 이용방법
Library Website >> E-RESOURCES >> Databases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키워드별, 유형별, 주제별로 브라우징 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또는 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CAMPUS ACCESS
도서관 웹사이트 로그인 후 원하는 전자저널, DB, 국외 전자책 등 이용
(※ 도서관 웹사이트 ID/PW 포털 ID/PW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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