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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검색의 이해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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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의이해와
검색의 중요성

문헌이란?
여기서는 Scientific Literature, 즉 학술 문헌으로 한정하며 사전적으로는 저널 논문,
책, 보고서 등 글로 쓰여진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하나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가
융합된 형태로 등장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각종 미디어로 유형을 확장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헌조사가 왜 필요한가?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비슷한 문제를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했는지
참고하여 기존의 연구를 반복하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위해
문헌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했음을 Reference 로서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 분야의 동향은 어떤가?



내 연구주제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어떤 기관, 어느 연구자가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가?



연구결과를 투고하고자 하는데 이 분야는 어떤 저널에 많이 수록하는가?

문헌조사의 과정
문헌조사는 보통 연구 문제를 정의하고, 문헌리뷰를 작성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나 이 매뉴얼에서는 검색하고자 하는 문헌의 종류를 선택하고, 문헌 검색에
맞는 검색 DB 를 선정하는 것, 검색, 검색한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 등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자들이 논문 뿐 아니라 프로시딩, 보고서, 전문매거진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블로그, Researcher 프로필 등을 통해서도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의 진화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DB의 선정

Research Cycle 전반에 걸쳐 도서관의 구독 리소스와 Open Access 콘텐츠를
활용한다.



정보의 검색과 발견: Scopus, Web of Science 등 인용색인 DB 의 활용



정보의 관리, 논문의 작성: EndNote, Mendeley 등 서지검색 프로그램



출판 저널의 선정: JCR 등 저널 impact factor, DOAJ 등 OA 저널 확인



발표 논문의 리뷰: Scopus, Web of Science 등 피인용 수 Alert 기능



발표 논문의 홍보와 관리: Researchgate, DGIST scholar 등 프로파일 기능



연구 동향의 분석과 예측: SciVal 등 문헌 분석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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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발견
SCIE,
Scopus
논문

발표논문

관리 & 작성

홍보 & 관리
Mendeley

EndNote

DGISTScholar

Mendeley

발표논문

논문출판

리뷰

저널선정

SCIE,
Scopus

JCR, SJR

논문만 인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도서관 구독 자원을 활용해보자.


EMIS, ProQuest 등에서 시장분석보고서, 기업정보와 지역정보 탐색



ASTM 등 표준(standard) 정보의 활용



Springer Protocol 등 프로토콜



WIPS, KIPRIS 등 국내외 특허검색 및 원문의 이용



DBPIA, KISS 등 국내 학술지 원문 이용



RISS,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PQDT) 등 국내외 학위논문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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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논문

특히 대학원 신입생에게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Review Article 을 먼저 찾아 읽는

검색

것을 추천한다. 리뷰논문은 Cutting Edge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Research Article 과
달리 특정 토픽에 대한 기본지식과 연구의 현재 상태를 집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그 분야의 권위자나 Rising Star 가 쓰는 경우가 많다. 그 분야를 대표하는 최신
리뷰 논문을 읽고, 참고문헌을 꼬리물기 하며 연구 배경 지식과 동향,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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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법

Boolean 검색
Google Scholar, Web of Science, Scopus 등 대부분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검색엔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연산자가 Boolean Operators 이다. 2 개 이상의 단어를
큰 따옴표로 묶어 두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 유입을 막아 결과를 좁히고 반대로 *을
입력하여 가능성을 넓힐 수도 있다.



검색 결과 좁히기: AND(+), NOT(-), 구문검색(“ ”) 예) “stem cell”



검색 결과 넓히기: OR, 절단검색(*) 예) Rehab* robo*

Sorting and Refine 정렬과 재검색
숨은 진주와 같은 문헌을 놓치지 않으려면 넓게 검색해서 점차 좁혀가는 검색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검색결과 내에서 출판연도를 최신순으로 정렬(Sorting)하거나
피인용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꼭 읽어야 할 논문들을 먼저 읽는 전략이 필요하다.
재검색(Refine) 기능을 활용하여 주제나 자료유형 등 검색결과를 좁혀갈 수 있다.

Save Search & Create Alert 검색결과 저장과 알림
자주 쓰는 검색어와 검색식은 보통 정해져 있다. 회원가입을 통해 더 많은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검색어를 저장(Save Search)하거나 조건에 해당하는 논문이 추가되면
결과를 받아보도록 설정(Create Alert)하여 이메일과 RSS 로 받아볼 수 있다. Feedly 등
RSS Reader 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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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구독자원 접속하기

주말이나 출장 등 기관을 벗어나 있어도 교내와 동일한 환경에서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접속을 원하는 사이트 주소 앞에 Proxy URL 추가 :
http://libproxy.dgist.ac.kr/_Lib_Proxy_Url/
예) Google Scholar 를 선호하는 경우 Proxy URL 을 추가하여 논문을 검색하면 도서관
구독 여부 확인 및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http://libproxy.dgist.ac.kr/_Lib_Proxy_Url/www.googlescholar.com



개인/기관 로그인 인증, Google CASA
* (tip) 방법 자세히 보기: 도서관홈페이지> 전자자료> 교외접속서비스



Youtube 1 분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cVwqrJYaVo

바르게

전자저널 사용기준

이용하기

전자자료 이용의 오남용 사례가 발견될 시 해당 IP 뿐 아니라 기관 전체 서비스가
일시·영구 차단될 수 있으며, 출판사가 청구하는 비용을 위반 행위자가 직접
부담(유상 청구)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구 범위를 초과하는 원문 대량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는 행위



저장/인쇄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 권(특정 volume/issue 전체)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는 행위



자동수집 프로그램, 로봇 등을 이용한 다운로드 및 인쇄 행위



타인에게 논문을 전달하거나 공공에 업로드, 본인의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개인용/공용 PC 관리 소홀로 타인의 접속을 허용한 행위



동일 PC 에서 동일 출판사 논문(Full-text) 최대 다운로드 일일 30 건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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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홈페이지
library.dgist.ac.kr
Library's Google-like search engine that provides fast,
relevancy-ranked results through a single search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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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홈페이지

전자자원통합검색

접속하기


학생포털> 주요사이트> 전자도서관 선택 또는 https://library.dgist.ac.kr



로그인 계정은 포털과 동일

도서관에서는 구독하는 논문, 저널, 전자책 뿐만 아니라 OA 자원들까지 전자자원만
별도로 검색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22 년 3 월 도입)
Google Scholar 검색의 방대함, 도서관 구독여부 확인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헤맨다면 도서관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 (tip) 도서관 구독자료는 원문과 바로 연결되며, 비구독자료는 온라인 서지정보 확인 후
도서관에 ‘논문복사(Request Article)’ 신청을 하면 1-2 일 이내 협력기관을 통해 인쇄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
도서관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중앙 검색창에서 ‘E-RESOURCE’ 탭에서 검색
* (tip) 전자자원통합검색 활용법 https://curation.dgist.ac.kr/curation/search

도서관 구독

DGIST 는 국내 최대규모의 과학기술 저널을 구독하고 있지만, 모든 저널을

저널의 탐색

구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특정 저널을 찾고 있다면 도서관홈페이지(https://library.dgist.ac.kr)>
전자자료>

전자저널

페이지에서

저널명, ISSN

등으로

검색하여

제공연도 등을 확인하고 제공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같은

저널이라도

여러

제공처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전자자원 통합검색을 통해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저널을 탐색할 수 있다.

구독자원 AtoZ

도서관홈페이지>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 전자저널 / 전자도서 페이지에서 도서관
구독자원 AtoZ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교외에서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교내와 동일한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각 자원별 접속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며, 이용매뉴얼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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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① 바로가기 메뉴

①

- (자료검색) 소장자료, 전자자원, 과기원자료 통합검색
-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전자저널/전자도서 타이틀리스트,

②

교외접속 및 전자자원이용수칙 안내
- (서비스신청) 도서관에 없는 자료 신청, 그룹스터디룸 예약,
교육프로그램 신청(Open Knowledge)

③

- (연구학습지원) 학술자원가이드, D-Curation(도서관 꿀팁),
학위논문 제출, Ask a Librarian(FAQ/Q&A) 등

④

- (도서관 안내) 공지사항, 시설 및 규정 안내, 직원소개 등
- (My Library) 대출/예약 및 서비스신청 결과 조회, My Shelf

⑤
② 통합검색
- (Collection) 도서관 소장자료(단행본 위주) 검색
- (e-Resource) 도서관 구독 전자저널/논문/데이터베이스 검색
- (STAR Library) 4 개 과기원 소장자원 통합검색

③ 나의 도서관정보

⑥

- 로그인 후 대출/연체/예약도서 한눈에 보기

④ 빠른 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바로 보기

⑤ New Arrivals
- 최근 도서관에 입수된 신착도서 목록

⑥ Follow Us
- D-Curation 콘텐츠 및 도서관 SNS 콘텐츠 미리보기

⑦
⑦ LibChat: 실시간 질의응답
- 실시간 채팅으로 사서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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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논문 검색과 분석
Web of Science
The World’s Most Trusted Citation Index
Covering the Leading Scholarly Literature
일부 소수 저널이 주요 과학적 업적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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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Web of Science 란?

시작하기

SCIE(과학기술),

SSCI(사회과학),

A&HCI(인문예술)

등의

에디션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 Web of Knowledge 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DGIST 는
SCIE 만을 구독하고 있으며 1900 년부터의 인용정보를 제공한다.
Web of Science 는 언제 사용하나?
Web of Science 는 SCIE 등재된 논문을 검색하는데 사용하는 DB 이다. 제공사가
까다로운 기준으로 SCIE 저널을 선정하여 매달 등재와 탈락을 반복하며, ‘22 년 2 월
현재 9,622 종의 SCIE 저널이 등재되어 있다. 논문의 원문을 제공하는 DB 가
아니라 논문 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높은 영향력을 지닌 핵심
저널 내에서의 문헌을 검색하거나 논문 사이의 인용 관계를 파악하고 내
연구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접속하기


기관 IP 내에서 접속: http://webofscience.com



기관 밖에서 접속: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Web of Science 접속

 인용/피인용의
이해와 인용색인DB

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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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기와

Web

of

Knowledge

플랫폼

내에는

Web

of

Science

외에

연구재단

결과 분석하기

KCI(한국학술지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DB 가 탑재되어 있다. 다양한 검색 조건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데이터베이스선택(Search)’ 메뉴에서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으로 한정하는 것을 추천!



논문명이나 특정 주제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기본값인 ‘Topic’으로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Refine 하여 좁혀갈 수 있다.



기관의

논문을

검색할

경우

‘Organization-enhanced’나

‘Address’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특정 저자의 논문을 검색할 경우 ‘Author’로 검색하여 주제나 소속기관으로
refine 할 수 있다.



검색 결과

기타 DOI 등의 논문 고유식별자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Refine Results 결과 좁히기
검색 결과는 화면 왼쪽의 ‘Refine Results’ 기능에서 문헌 수 등 대략적인 통계를
보거나 최신논문, 특정분야, 문헌의 유형 등으로 검색결과를 좁힐 수 있다. 처음
연구하는 분야의 경우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고 Documents Type 을 ‘Review’로
제한하면 리뷰논문 만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Analyze Results 결과분석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 기능을 사용한다. 어떤

저널에서 많이

출판되었나, 어느 기관에서, 어느 연구자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저널을 관심있게 봐야하는지, 매년 출판과 인용 추이는 어떤지 등 연구 트렌드를
파악할 때 활용 가능하다.
Create Citation Reports 인용분석 보고서 만들기
검색결과의 발표 및 인용 추이, 출판논문 수, 인용 수, h-inde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 논문의 연도별 피인용 수 등 확인과 분석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유용하다. 단, 10,000 건 이내의 결과만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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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논문의 기본 서지정보와 피인용 수, 참고문헌 정보, 논문을 수록한 저널의 JCR

상세보기

Impact Factor 등 논문과 저널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내 논문의 경우 ‘Create
Citation Alert’를 설정해두면 내 논문을 Reference 로 인용하여 새로운 SCIE
등재논문이 발행될 때 이메일과 RSS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Web of
Science 는 Full-text 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상단의 ‘Full Text
Option(전문옵션)’을 클릭하여 출판사나 PubMed 로 이동하면 도서관에서 구독
중이거나 Open Access 논문의 원문으로 이동한다.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저널인 경우 Google Scholar 로 이동(Look up full-text)하여 Preprint 등 논문의
다른 버전의 원문을 찾아볼 수 있다.

더 알아보기

플랫폼 오른쪽 하단의 ‘?(Help)’를 클릭하여 FAQ, QnA, 교육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클래리베이트 코리아에서는 한국어 Webinar 를 제공하기도 한다. Youtube
트레이닝 동영상도 활용하자.



Guide



Youtube

https://clarivate.libguides.com/home
https://www.youtube.com/user/WoS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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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검색과 분석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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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Scopus 란?

시작하기

Elsevier 출판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용색인 DB 로 SCIE 저널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면서 사회과학 등 전 주제 분야의 문헌을 포괄하는 등 제공 Source 수가
24,600 종으로 커버리지가 넓은 인용·색인 DB 이다. 원문 제공 DB 는 아니지만,
도서관구독자원 또는 Open Access 로 원문 링크를 제공한다.
Scopus 는 언제 사용하나?
SCIE 저널을 수록하고 있느냐, Scopus 저널을 수록하고 있느냐의 저널 Coverage 가
다를 뿐 문헌을 검색, 발견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등 제공 기능과 사용 목적은 거의
유사하다. 프로시딩 자료도 많이 수록하고 있어 분야에 따라서는 Scopus 활용이
많으며 세계대학평가 등도 Scopus 성과를 반영하는 추세이다.
Web of Science, Scopus 두 DB 가 커버하는 저널과 자료 유형이 다르므로 DB 내에서의
논문의 피인용 수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논문의 피인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 DB 가 어느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속하기


기관 IP 내에서 접속: http://scopus.com



기관 밖에서 접속: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Scopus 접속

검색하기와

Search 문헌검색하기

결과

기본 문헌검색과 Authors(저자), Affilations(기관명) 검색 등이 가능하다. 주제어로

분석하기

검색하거나 논문의 제목, 기관, 연구비 정보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DOI, CAS
Number 등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자주 검색하게 되는 식은 메인화면 Search
History 에서 RSS, email 등으로 Alert 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논문이 등재되면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Document details
논문의 기본서지정보와 초록, Reference 리스트를 제공하며 EndNote, Mendeley 등의
서지관리도구로 반출이 가능하다. 인용색인 DB 지만 원문보기, View at Publisher 등을
통해 원문 탐색이 가능하다.
DB 내에서의 피인용 정보 외에 주제 분야 내에서의 가중치를 둔 영향력을 의미하는
FWCI(Field-Weighted Citation Impact)나 PlumX Metrics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지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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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earch
저자 이름이나 저자 ID 로 검색하여 저자의 프로필과 논문 수, Citations, h-index 등의
연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논문 색인 시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페이지로 저자
개인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동명이인이 많은 한국 연구자의 경우
ORCID 등 연구자 ID 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다.

Affiliation Search
기관명 검색으로 연구자보다는 기관 내 연구성과 · 기획 담당자나 경영진이 더 관심을
가지는 기능이지만 유학과 진로 탐색 시 주 연구분야를 파악하는 등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Sources 저널정보 검색하기
SCIE 등재저널을 검색하는 데 JCR(Journal Citation Report)가 있다면, Scopus
등재소스를 검색하는 메뉴는 Scopus 내에 ‘Sources’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명칭, ISSN,
출판사 등으로 검색하거나 AtoZ 리스트로 탐색할 수 있다. 저널 기본정보와 SJC, SNIP
등의 영향력지수를 확인하고 분야 내에서 여러 저널을 비교할 수 있다.

Results
Web of Science 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으로 간략 검색결과에서 여러 건의 논문들에
대한 Reference 문헌만을 다시 검색하는 ‘View References’ 기능이 있다. 검색결과
오른쪽 상단에서 2 차 문헌, 특허, 데이터 검색 등의 결과로도 연동된다.

Analyze Search Results
검색결과를 Refine Results 로 좁히거나 Analyze Search Results 등이 가능하다. 특히,
분석 기능은 연도별, 저널별, 저자 및 기관, 국가 등으로 분석된 결과를 도표와 이미지
등으로 보기 쉽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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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분석 도구로
DGIST 전략평가팀에서 구독하여 제공하는 SciVal(http://scival.com)을 활용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플랫폼 상단 중앙의 ‘?(Help)’를 클릭하여 매뉴얼과 튜토리얼을 참고할 수 있으며
Elsevier 코리아에서는 한국어 Webinar 를 제공하기도 한다. Youtube 트레이닝
동영상도 활용하자.



Blog

https://blog.scopus.com/



Youtube

https://www.youtube.com/c/Scopus_Elsevier

ScienceDirect : World leading information solution for researchers
ScienceDirect 시작하기
세계 최대의 저널 원문(PDF) 데이터베이스로 Elsevier 출판사 발행저널 중 DGIST 구독저널 약 2,700 종과
도서관에서 구입한 Elsevier e-Book 을 수록하고 있다. 인용색인 정보와 원문으로의 링크 만을 제공하는
Scopus 와는 달리 PDF 또는 HTML 형태로 논문의 원문(full-text)을 제공하는 원문 DB 이다. Google Scholar 에서
검색하더라도 도서관구독 Elsevier 저널 논문이면 ScienceDirect 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요기능



My Recommendations: 로그인 후, 최근 60 일 이내에 열람한 2-100 건의 아티클을 모니터링 하여, 본인이
열람한 아티클을 다운로드 한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아티클을 추천



Lipid Structure, LIPID MAPS



Figures and Tables: 논문에 삽입된 이미지, 테이블을 원본사이즈로 다운로드하거나 .ppt 로 반출 가능

접속하기


기관 IP 내에서 접속: http://sciencedirect.com



기관 밖에서 접속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ScienceDirect 접속



노트북 또는 모바일 기기로 기관 IP 범위 내에서 ScienceDirect 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이용내역이 쿠키에
포함,

추후

기관

밖에서

이용했던

기기로

재접속하면

기관

이용자임이

인지되고,

DGIST

메일주소(@dgist.ac.kr)를 입력(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하면 Remote Access 기능을 활성화하는
메일이 발송됨. Activation 후 180 일 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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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검색과 활용
Google Scholar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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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Google Scholar 란?

Scholar

학술문헌을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으로 전 세계의 학술 출판사

시작하기

뿐만 아니라 학회, 리포지터리, 대학 웹사이트 등에서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등의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접속하기 http://scholar.dgist.ac.kr
Google Scholar 는 언제 사용하나?
논문명을 알고 특정 논문을 검색할 때 빠르게 검색할 때 특히 유용하며 같은 논문이라도
여러 출처를 보여주므로 출판사 원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며, 제공 기능에도 한계가 있으나 특정논문의 원문을
빠르게 찾거나 SCIE, Scopus 등재이전의 떠오르는 저널의 논문을 찾을 때 유용하다.

검색하기와

Advanced Search(고급 검색)

검색결과

기본 키워드 검색 외에 좌측 햄버거 버튼(三)을 클릭하면 저자, 저널명, 연도 등으로

활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Google Scholar 뿐 아니라 Web of Science, Scopus
등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AND(좁히기), OR(넓히기), NOT(제외시키기) 등의 Boolean
연산자를 활용해도 좋다.
다른 버전 보기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저널의 경우 간략 검색결과 ‘전체 n 의 버전(all n versions)’
버튼을 클릭하여 출판 또는 Peer Review 이전의 preprint/postprint 등 유료 출판사
버전 이외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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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수 확인
검색 결과 Google Scholar 내에서의 피인용 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n 회인용(Cited
by n)으로 표시되며 클릭하면 해당 문헌 검색 결과로 연결된다. 구독하는 DGIST 와 같은
기관에서는 Google Scholar 에서도 Web of Science 피인용 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설정

검색결과
몇 가지 환경설정을 해 두면 보다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EndNote 등
주로 사용하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Google Scholar 의
설정(Setting)>

검색결과(Search

Results)를

클릭하여

서지관리

프로그램

설정

(Bibliography Manger)을 EndNote 로 설정하면 검색결과에서 ‘EndNote 로 가져오기
(Import into EndNote)’ 버튼이 활성화된다. 번거롭다면 따옴표(”) 모양의 Cite 버튼을
누르면 대표적인 스타일의 인용 양식을 복사할 수도 있고, EndNote 나 Refworks
등으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Library Links(라이브러리 링크)
설정(Setting)> 라이브러리링크(Library Links)에서 DGIST 를 찾아 저장해두면 문헌
검색결과의 오른쪽에 Link-Resolver 가 제공된다. 관련 논문을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다른 과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JCR Impact Factor
등을 조회해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Find it @DGIST: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링크리졸버



Request Article@DGIST(STAR Library): 4 개 과기원 협약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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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Library Libguides
: http://libguides.dgist.ac.kr/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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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영향력지수 확인
JCR(Journal Cit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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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시작하기

JCR 이란?
Journal Citation Report 의 약자로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Impact
Factor 로 대표되는 SCIE, SSCI 저널의 영향력을 계량화하여 제공한다. 매년 6 월 말 경에
새로운 에디션이 업데이트된다.

JCR 접속하기


기관 IP 내에서 접속: https://jcr.clarivate.com/



기관 밖에서 접속: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JCR Web 접속



Web of Science 에서 이동할 경우 최상단 우측의 ‘제품’ 메뉴에서 접속

유의사항
논문의 피인용 수를 기반으로 주요 지수가 계산되므로 가장 최신의 JCR Year 는 1-2 년 전
에디션이다. 예) ’22 년 6 월에 JCR 2021 이 업데이트됨

Impact

Impact Factor 란 무엇인가?

t Factor

Impact Factor 는 도서관에 구독하기 위한 핵심 저널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확인하기

지수였으나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출판한 논문이 실린 저널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업적평가나 투고저널 선택 시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편당
평균 얼마나 인용되었는가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저널의 2020 년 Impact Factor 는
아래와 같이 2018, 2019 년 전체 출판 논문 수로 2020 년 한 해 동안 그 논문들이 인용된
수의 합계를 나누어 계산한다.

주제 분야별 저널 Impact Factor 검색
분야별로 논문의 출판과 인용의 패턴이 다르므로 Impact Factor 가 몇 이상이어야 좋은
저널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우며, 동일 분야 내에서의 비교만이 의미가 있다.


Select Categories: 230 여개 카테고리 중 원하는 분야 선택 후 Submit



Categories By Rank: 카테고리별 저널 수, IF 중간값 등 탐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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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저널의 Impact Factor 검색
Go to Journal Profile 메뉴에서 저널명, ISSN 을 입력하여 검색 후, 연도별 Journal Impact
Factor 와 Eigenfactor 등 주요 저널 관련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Web of Science 의 논문의
상세정보에서 ‘Journal Impact Factor 보기’를 클릭하면 JCR 방문 없이도 즉시 최신 IF 확인이
가능하다.

저널 랭킹정보 조회: Q1 인가 Q2 인가?
IF 는 분야별 비교만 의미가 있어 절대적인 값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저널인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 내에서의 저널 순위도 제공한다. 또한 분야 전체 수록 저널의
상위 25%(Q1), 50%(Q2), 75%(Q3), Q4 등 사분위수(Quartile)로 등급을 나눠 제공하기도
한다. 기관 내외 각종 평가에서는 상위 1%, 10%, 20%...등으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수록 저널 수 대비 해당 저널의 랭킹을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Impact Factor 다운로드
매번 검색하기 번거롭다면 전체 저널의 Impact Factor 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단, 카테고리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절대값을 확인하는 것만 가능하다. 매년 6 월 말 업데이트 이후 보통
몇 개월 정도 마이너 업데이트가 계속되므로 성과제출 등 중요한 정보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검색을 통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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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정보와 영향력지수
S2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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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Journal

S2Journal 이란?

개요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저널 서비스 플랫폼으로, 저널 정보 및 영향력지수,
SCI•Scopus 등 국내외 인용색인 등재저널 정보, 부실 학술단체 정보 등 연구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발표되는 JCR 의 Impact Factor 에 대한 상위 1%, 3%, 5%,
10% 등을 Excel, PDF 등 다양한 포맷으로 추출할 수 있다.

S2Journal 접속하기


기관 IP 내에서 접속: https://s2journal.bwise.kr/



기관 밖에서 접속: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S2Journal 접속

S2Journal 활용하기


저널 정보, 영향력 지수(피인용 정보 기반의 JCR, Cite Score, KCI 등)



마스터 저널 리스트(Web of Science, Scopus 등에 등재된 저널 정보)



부실 학술단체 정보(WASET, OMICS, Beall’s List 등 목록 정보 제공)
* (tip) 부실학회와 약탈적 학술지: https://libguides.dgist.ac.kr/conference



S2Journal
저널 통합검색

관심 저널 관리, 키워드 기반 저널 추천 기능

통합검색 활용하기
검색창에 저널명이나 ISSN 을 입력하여 저널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결과 오른쪽에서는
팝업 안내를 통해 부실학회 및 학술지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왼쪽 필터를 통해
Coverage, Country 등으로 검색결과를 세분화할 수 있다. 결과에 출력된 각 저널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화면에서 저널의 Active, Rank, Listed on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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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분석서비스

학술지 랭킹
학술지 랭킹

설명

JCR

Web of Science 기반으로 분석된 학술지 영향력 지수. IF(Impact
Factor)의 주제별 상위 학술지 검색 및 순위 제공

SJR (SCImago

Scopus 기반으로 분석된 학술지 영향력 지수. SJR 의 주제별

Journal Rank)

상위 학술지 검색 및 순위 제공

CiteScore

Scopus 기반으로 분석된 학술지 영향력 지수. CiteScore 의 주
제별 상위 학술지 검색 및 순위 제공

KCI(Korea
Citation Index)

국내 학술지 영향력 지수. KCI 주제별 상위 학술지 검색 및 순
위 제공(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목록 및 업데이트 주기


SCIE/SSCI/A&HCI: Web of Science (월 2 회)



MEDLINE: (연 1 회)



Scopus: (분기별)



KCI: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 목록(분기별)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


Beall’s List: 약탈적 학술지 출판사 정보 제공



WASET&OMICS List: 부실 학술단체 및 학술대회 목록 제공(WASET, OMICS,
World Research Library, Bit Congress, Eureka Conference)

맞춤형

관심 저널 서비스

서비스

논문 투고 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관심저널비교를 통해 관심저널로 등록한 저널을
한 화면에서 보며 최대 5 종까지 저널 기본정보(출판사, OA 여부, 국가, 출판사 저작권
정책 등)뿐만 아니라 출판 소요시간, 랭킹정보(JCR, CiteScore, SJR, KCI)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저널 선택 및 추천 서비스
논문 정보를 입력하면 9 천여 종의 저널(논문 1 억여 건 이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추천저널 정보를 제공하며, ‘Medical Only’ 탭을 선택하면
생명과학 및 생물 의학 분야 저널 위주의 추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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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의 관리
EndNote 20
A Smarter Way to Research
Leave behind the tedious work of formatting bibliographies,
finding full text, and searching for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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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개요

EndNote 란?
논문 등 다양한 유형의 참고문헌, 연구과정 중 수집 또는 생성한 각종 자료를
수집(Collect),

관리(Organize)하여

나만의

서재(Library),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논문작성 시 투고 형식에 맞게 참고문헌(Reference)을 생성하기
쉽게 도와주는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이다.

EndNote 의 설치 및 업데이트
■ EndNote 프로그램 설치 방법
1. Window: 학생포털> 학생게시판> 공지사항> 학사공지에서 ‘endnote’ 검색
게시글 안내문 읽은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2. Mac: 학생포털> 학생게시판> 공지사항> 학사공지에서 ‘endnote’ 검색
게시글 내 링크 클릭
※ DGIST 전임교직원, 재학생에 한하여 사용가능. 무단배포 금지
■ 유의사항
Window 버전의 경우 실행파일과 License 파일이 함께 있으므로 반드시 압축을
풀어 License 파일과 실행 파일을 같은 경로에 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DGIST 로 인증된 Full Version 으로 설치 가능하다.
■ 업데이트 : Help> Check for Updates

Library 만들기

라이브러리(.enl) 만들기
EndNote 사용의 가장 첫 단계로 Reference 가 Library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File> New… 메뉴를 통해 원하는 위치에 생성이 가능하다. Library 수에 제한도 없고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열어 둘 수도 있으나, 연구 전반에 걸쳐 가급적 단일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대신 Library 내 그룹 폴더를 여러 개 만들어 레퍼런스의 분류가
가능하다.

※ Library 파일(파일명.enl)을 생성하면 ‘파일명.data’ 폴더가 함께 생성되는데,
Library 파일을 이동시켜야 할 때 반드시 데이터 폴더도 같이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파일의 명칭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동일한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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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panel)
구성과 설정

Layout / 라이브러리 창
화면은 크게 레퍼런스 분류를 위한 Group 패널과 Reference 를 담고 있는
Reference List 패널, Preview 패널로 구분된다.


Library 폰트 타입 및 사이즈 변경: Edit> Preferences> Display Font



표시되는 필드 항목, 순서 변경: Edit>Preferences>Display Fields

그림
레퍼런스를 분류하는 (좌측)
그룹패널과 (중앙) 레퍼런스
패널 (우측) 레퍼런스 상세정보
패널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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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패널

그룹(Group)만들어 레퍼런스 분류하기
Library 내에서 Reference 를 분류하는 기능이다. Library 는 가급적 하나로 운영하되
다양한 Group 기능을 활용하여 누적된 Reference 를 주제별, 연도별, 용도별 등
나만의 분류(사용자 지정 그룹)를 적용하여 나눌 수 있다. 특정 검색 조건을
설정해두고 Reference 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Smart Group 이 유용하다.
종류

Reference
수집

기능

Group Set

Group 모음. Reference를 직접 담을 수는 없다

Group

주제별, 용도별 등 나만의 그룹으로 Reference 분류
하나의 Reference는 여러 개의 Group에 속할 수 있다

Smart Group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그룹 분류 가능

Combination Group

두 개 이상의 그룹을 And, Or, Not 조합으로 통합하거나 제외
시켜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

All Reference

Library에 수집된 모든 Reference

Unfiled

사용자 지정 그룹에 속하지 않은 Reference

Trash

휴지통. 삭제한 Reference

Imported Reference

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반입 시 쌓임

Search Results

검색한 결과 Reference만 보여주는 임시 그룹

Showing Reference

선택한 Reference만을 선별하여 보여주는 임시그룹

Copied Reference

Online Search에서 복사한 Reference를 보여줌

Duplicate Reference

Find Duplicates에서 중복된 문헌을 검색한 결과

다양한 수집 방법
레퍼런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1) Google Scholar, Scopus, Web of Science 등에서 import 할 수 있다.
2) PubMed 등 EndNote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검색하여 저장할 수 있다
3) 모아둔 PDF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서지정보 입력된다.
4) 검색이나 수집이 어렵다면 레퍼런스 유형에 맞게 직접 입력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의 Library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른 Library 에서 복사할 수 있다.
직접 입력하기: References> New Reference(Ctrl+N)
주로 DB 검색을 통해 레퍼런스를 수집하지만 단행본, 특허 등 해당 DB 에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Journal Article,
Conference Proceedings, Book, Thesis 등 입력하고자 하는 Reference Type 을
먼저 선택한 후 항목에 맞는 값을 입력하면 된다.


(저자명 기입 시 유의사항) 저자는 한 줄에 한 명씩만 입력하며,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입력하며 콤마(,)로 구분한다.



(연도 기입 시 유의사항) 출판연도 등은 4 자리 숫자만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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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가져오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검색하여 원문을 다운로드하면서 반드시
서지사항도 함께 EndNote 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대부분의 DB 에서 EndNote 로 서지사항을 반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port/Download Citation’, ‘(서지)내보내기’, ‘Send to’, ‘Output’ 등의
문구가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EndNote 로 반출하기 기능을 찾을 수 없으면 “RIS Format”을 선택하면 된다.
Google Scholar 환경설정
1) ‘설정> 검색결과> 서지관리프로그램’을 ‘EndNote’로 설정 변경한다.
2) 검색결과에서 ‘EndNote 로 가져오기(Import into EndNote)’를 선택한다.
3) 저장하여 열면 자동으로 열려 있는 Library 로 반입된다.
PubMed 에서 가져오기
1)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논문을 선택 후 ‘Send to> Citation Manager’ 클릭
2) Chrome 의 경우 ‘PubMed2EndNote’ 등 부가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모아둔 PDF 파일로 자동생성하기
PDF 논문을 반입하여 Reference 를 자동 생성함과 동시에 파일첨부까지 가능한
기능이다. 특정 폴더에 있는 수많은 논문을 한 번에 반입하여 레퍼런스를 생성할
수도 있다.
1) File> Import> File 또는 Folder 를 선택한다.
2) Import File: PDF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한다.
3) Import Option: PDF 로 지정한 후 반입한다.
4) PDF 가 첨부된 Reference 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Edit > Preferences> PDF Handling> PDF Auto Import Folder
내 컴퓨터 안에 특정 폴더를 선택하여 ‘Enable’ 해 두면 해당 폴더에 PDF 논문이
저장되면 자동으로 EndNote 에 반입되어 레퍼런스를 생성해주는 기능이다.

파일 및 이미지

파일 및 이미지 첨부하기

첨부

수집된 각각의 Reference 에 PDF 논문 원문이나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문서와 이미지, 음성 등 멀티미디어 등을 첨부하여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 1 개에 대해 Figure 로

삽입하면 미리보기가 가능하며, 워드로 논문

작성 시에 추가할 수 있다.


파일첨부: Reference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File Attachment’



이미지첨부: Reference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Figure> Attach Figure’
→ Caption 필드에 이미지 제목, 설명글 등을 달아두면 찾고 인용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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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동으로

Find Full Text

붙이기

수집한 Reference 에 DOI 정보, Web of Science URL, PubMed 고유 번호 등으로
매칭하여 이용 가능한 PDF 원문을 찾아 자동으로 첨부해주는 기능이다. 도서관의
전자자료 이용 규정에 따라 하루 동일 출판사 30 건 미만의 원문만 다운로드 하도록
한다. 교내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원문을 찾을 레퍼런스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Find Full Text

레퍼런스 관리

중복제거(Find Duplicates)

주요 팁

논문을 찾고 수집하다 보면 같은 논문을 여러 건 가져오게 된 경우가 있다. 이때
Library> Find Duplicates 기능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하나씩 비교하며 Keep
This Record 선택 또는 Cancel> 중복되는 레퍼런스 중 최신 버전 모두 선택> Move
References to Trash
어떤 값이 동일해야 중복으로 인식할 것인가는 Preferences 에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유사한

두

비교해주는

건의
화면이

레코드를
뜨며,

어느

것을 남길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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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하기

Cite While You Like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의 형식(Output Style)에 맞게 Citation(본문 내 인용 표시),
Footnote(해당 페이지 하단에 쓰는 참고문헌 리스트), Bibliography(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리스트) 등을 추가하는 단계이다. 이미지나 도표 등 수집된 Reference 의
첨부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다. 논문 작성 단계에서는 Temporary Citation 등으로
간략하게 메모해 두고 EndNote 를 이용하여 Reference 를 추가하는 것은 논문을
작성을 완료한 후 최종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Citation 추가

Insert Citation
제출하려는 저널의 Output 스타일을 워드나 EndNote 에서 먼저 선택한다.
워드에서 Citation 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EndNote
프로그램에서 인용할 Reference 를 선택하여 Insert Citation 버튼을 클릭한다. 또는,
워드에서 ‘Insert Citation> Insert Selected Citation(s)’를 클릭해도 된다.
※ 추후 투고 저널이 변경되거나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는 스타일을 변경하면
워드에서도 변경된 스타일에 맞게 바로바로 적용된다.
Remove Citation
워드에 적용했던 Citation 을 제거하려면 그냥 삭제하지 말고 워드의 EndNote
탭에서 ‘Edit & Manage Citation(s)’를 클릭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Reference 의 ‘Edit
Reference’를 선택, Remove 를 클릭한다.
Insert Figure
Reference 에서 Figure 로 등록한 이미지는 ‘Insert Citation> Insert Figure’를 통해
검색하여 워드에 추가할 수 있다. 논문 외에 실험 사진 등을 관리하면 좋다.
Convert to Plain Text
논문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 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기능이다. EndNote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워드문서 내에 필드 코드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워드의 EndNote 탭을 클릭하여 ‘Convert
Citations and Bibliography> Convert to Plain Text’를 클릭한다. 이때, 다른 저널에
다시 투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EndNote 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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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저널이
없거나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Output Styles Manager
대부분의 저널 스타일은 EndNote 프로그램 설치 시에 함께 설치되지만 메이저
저널이 아니거나 최근에 출간된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Help>
EndNote Output Styles 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스타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저장경로: C:\Program Files\EndNote 20\Styles
Style Manager
한국 학술지 등 EndNote 기본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거나 유사한 스타일을 찾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dit> Style 을
선택하여 Citation, Bibliography 등을 수정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Save As) ’하여
활용한다.
Journal Term Lists
Output 스타일을 제대로 적용했음에도 저널명이 투고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널 약어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Full-name 으로 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다.
EndNote 는 만능 매뉴얼이 아니므로 이때는 입력된 데이터를 의심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저널의 Full name, 다양한 약어 등을 DB 화한 Journal Term Lists 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한다.


Library> Open Term Lists> Journal Tem List> Lists 탭> Journals> Import List



C:\Program Files\EndNote 20\Terms Lists 에서 내 주제분야를 선택



해당분야의 저널 풀 네임, 약어로 구성된 Term 리스트 반입이 완료됨

Term 리스트를 반입하여 저널 DB 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검색하여 반입한
레퍼런스의 값들이 부정확하거나 약어로 들여온다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도서관 구독 DB 등 신뢰할 만한 DB 에서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Library 공유

Sync
여러 Device 에서 EndNote 를 사용할 경우 EndNote 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고
Edit> Preference> Sync 에 ID/PW 정보를 기입한다. 동기화(Sync)하고 EndNote 가
설치된 다른 PC 나 아이패드 등 기기에 로그인하면 Reference 가 EndNote Web 을
중심으로 동기화된다.
Share
동료들과 Library 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구축하고 싶은 경우, EndNote User 간에
100 명까지 Library 공유가 가능하다. File> Share 에 EndNote 에 가입된 사용자의
이메일을 보내 Invite 하면된다. 공유한 Library 는 상대에게 수정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상호 공유로 공동 Library 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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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제공을 할 경우 File> Compress Library 로 라이브러리를 압축하여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 기능은 Library 를 종종 백업해 둘 때도 유용하다.


더 많은 정보

받은 Library 불러오기: File> Import>File> Import Option: EndNote Library 선택

EndNote Helpdesk


EndNote Helpdesk: http://endnote.com



Libguide: http://libguides.dgist.ac.kr/endnote



트레이닝 영상(한국어): https://bit.ly/3h69vvL



트레이닝 영상(영어): https://bit.ly/3uQCS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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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의 관리
Mendeley
Empowering researchers
To organize their references,
To connect and inspire each other,
To store and share their data,
To find new opportunities,
To fund thei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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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deley개요

Mendeley 란?
논문작성을 위한 참고 문헌 관리 도구로 서지를 수집하고, 원문을 수집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는 등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
만의 커뮤니티가 EndNote 등 다른 관리도구와 비교했을 때 강점이다.

Mendeley 주요기능

Mendeley접속



PDF 원문 파일 및 서지정보 저장



저장한 파일 열람 및 메모 삽입



저장한 원무 파일의 서지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참고문헌 생성



동료 연구자 및 관심있는 연구분야와 그룹 생성



데스크탑, 웹, 모바일의 3 가지 플랫폼으로 연동



전세계 연구자가 관심있어 하는 아티클 검색

Registration
Mendeley(http://mendeley.com)는

무료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 유상으로 구독하고 있으므로 DGIST 구성원들은 DGIST 그룹을 찾아
가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DGIST 메일(@dgist.ac.kr) 계정을 사용한다.
Installation
위 홈페이지에서 데스크탑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설치 후
로그인한다.

Reference추가

레퍼런스 추가하기
Mendeley

는

Elsevier

사에서

제공하고

있어

같은

출판사인

Scopus

와

ScienceDirect 와의 호환이 가장 좋다. 논문 검색 후 원하는 논문을 선택한 후
‘Save to Mendeley’를 클릭하면 Mendeley 에 레퍼런스가 추가된다.
Installation
Mendeley 홈페이지(http://mendeley.com)에서 PC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로그인하면 레퍼런스가 온라인 버전과 동기화된다.
Web Importer(ToolBar) 사용
http://www.mendeley.com/import 접속 후 ‘Save to Mendeley’ 버튼을 드래그
하여 웹 브라우저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즐겨찾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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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다. 구글 학술검색 등 검색결과에서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에 Web
Importer 새창이 열리고 필요한 문헌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다.
Add from my desktop
데스크탑 버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논문을 추가할 수 있다.


File> Add Files/Folder/Watch Folder/Add Entry Manually…

논문 읽고

Read and annotate

메모하기

논문 PDF 등 파일을 추가하여 서지정보와 원문을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 PDF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파일을 미리보기하여 읽고, 형광펜 칠하기(highlight)나
포스트잇 붙이기(note)와 같은 Annotate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논문 쓰기

Install MS word Plugin
데스크탑 버전 Tools> Install MS word Plugin 을 선택하여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문헌 형식에 맞춰 레퍼런스 생성이 가능하다. MS Word 를
실행하면 상단의 ‘참조’ 메뉴에서 플러그인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nsert Citation
워드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투고저널의 스타일을 선택하고 인용할 지점으로 커서를
이동시킨다. 워드 메뉴 중 ‘Insert Citation’을 클릭하여 데스크탑으로 이동한다.
인용하고자 하는 문헌을 선택 후 Mendeley Desktop 상단에 ‘Cite’ 버튼을 클릭,
워드 ‘Insert Bibliography’를 클릭하면 참고문헌이 생성된다.

공유하고

Collaborate

협력하기

DGIST 의 연구자들, 또는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자들과 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공유하거나 논문을 공유할 수 있다. Mendeley 웹사이트 ‘Group’ 메뉴에서 특정
주제분야의 그룹을 검색하거나 DGIST 와 같은 기관(조직)명을 검색한다. 내
Library 내의 그룹폴더를 그룹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유하고자 하는 그룹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Add selected documents to Group~’ 항목을
활용한다.

더 많은 내용

For more information


http://korea.elsev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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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실
정보 검색
Researchers & Labs
Global promotion of the research achievement of researchers /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resources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researchers
in the science & technolog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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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서

연구자 프로필이란?

‘나’를 알리기

연구자 프로필은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를 식별하고, 연구성과를 하나의 페이지에 집약하여 동료 연구자와의 소통 및
진학, 채용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된다. 매일 쏟아지는 연구 문헌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연구 관심사와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지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논문이 출판될 때마다 Web of Science, Scopus, Google Scholar 와 같은 주요 색인
DB 에서 본인의 연구자 프로필을 꾸준히 관리해보자. 추가로 ORCiD, ResearchGate,
Linkedin 등 많은 연구자가 사용하는 프로필을 관리하는 것도 좋다.
내 프로필 검색 및 접속하기
Web of Science 와 Scopus 는 출판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필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필이
있다면 회원 가입 후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사이트는 회원 가입 후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화학이나 생물학 분야 연구자라면 저널 논문 게재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ORCiD 입력을 요청받는 경우 많아 이미 ID 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자. ORCiD 와 Web of Science, Scopus 프로필을 연결해두면 편리하다.



Web of Science: https://www.webofscience.com/wos/author/search



Scopus:
https://www.scopus.com/search/form.uri?display=basic#author

DRIMS 활용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hl=ko



ORCiD: https://orcid.org



ResearchGate: https://www.researchgate.net



Linkedin: https://kr.linkedin.com

DGIST 연구성과관리시스템(DRIMS)에 프로필 저장하기
DGIST 소속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이라면 누구나 도서관에서 구축, 제공하는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인 DRIMS(https://rims.dgist.ac.kr)에 본인의 연구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 프로필 ID 를 일일이 기억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연구자정보 – 연구자 ID]에 입력해두자. DRIMS 첫 페이지 본인 이름 아래 프로필
뱃지를 클릭하면 언제든 간단히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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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성과검색과 홍보
DGIST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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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DGIST 기관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

Scholar

DGIST Scholar 는 학술논문, 학위논문, 프로시딩, 특허 등 DGIST 창립이래 연구

시작하기

성과정보를 구축한 저장소, 학술 데이터베이스이다. SCIE, Scopus, KCI 등재 학술
논문과 DGIST 석박사 학위논문, 주요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특허 정보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주 1 회 업데이트하고 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라면 DGIST 의 여러
연구실(Lab) 정보와 성과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접속하기 https://scholar.dgist.ac.kr

DGIST Scholar 와 Open Access
많은 출판사들이 OpenAccess 저널 외에 출판사 편집 이전의 버전 즉, 피어리뷰 (peer
review) 전/후의 버전을 공유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어,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한
후 preprint 등을 DGIST Scholar 에 업로드하여 자신의 논문을 더 많이 홍보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기능과 활용


DGIST 최신학술성과, 인기자료 검색: Recent Additions, Top download



DGIST 전공, 연구실별 주요 학술성과의 탐색: Communities & Collection



DGIST 의 주요 연구자 정보와 연구자 성과의 탐색: Researcher



DGIST 학술문헌의 상세정보와 SCIE, Scopus 등 피인용지수 확인



검색한 키워드에 부합하는 문헌, 연구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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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와

Open Access 저널에 투고하기

Self-archiving

논문의 저작권은 보통 출판사에 있어 내가 쓴 논문이라도 연구실 홈페이지
등 공유가 불가능하다. 모든 연구자들이 DGIST 처럼 많은 저널을 구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논문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읽히고 인용되려면
Open Access 출판을 고려할 수 있다. 단, OA 출판은 일반 논문보다 저자의
비용부담이 크다.


Open Access 저널 검색: https://doaj.org

대안은 없을까?
단, 출판사 로고가 찍힌 최종 출판버전 이전의 preprint 또는 peer review
이후의 post print 를 공유하는 것은 허락하는 출판사들도 있어 저작권 정책을
파악해 본 후에 DGIST Scholar 나 개인홈페이지, 연구실홈페이지 등에
아카이브 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저널 저작권 및 아카이브 정책 확인: https://v2.sherpa.ac.uk/romeo

Library Libguides


DGIST

Scholar:

https://libguides.dgist.ac.kr/OpenAccess/DGISTScholar


OpenAccess@DGIST: https://libguides.dgist.ac.kr/Open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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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과기원 연구자,
연구실 탐색
STAR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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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협력

4 개 과기원 도서관 통합 포털, STAR Library

연구를 위한

DGIST Scholar 는 DGIST 의 연구자와 연구성과를 저장에 특화되어 있지만, 다른

탐색

학교의 성과를 볼 수 없어서 답답했을 수 있다. 진학이나 협력 연구를 위해 보다 넓게
KAIST, GIST, UNIST 를 포함한 4 개 과기원의 연구실을 탐색하고 싶다면 과기원 도서관
통합포털 STAR Library 를 방문해 “연구자 및 연구성과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접속하기 https://starlibrary.org

주요기능과 활용


연구자 정보: 학교별, 학과별 브라우징, 검색 및 신임교원 탐색



연구실 정보: 학교별, 학과별 브라우징 및 키워드, 연구분야별 검색



연구성과 정보: 저널논문, 연구과제, 특허, 학술활동 통합검색



연구논문분석: 주제분석, 저널분석, 키워드 트렌드 및 동시발생빈도



연구협력: 학과 및 기관 간 공저 논문 바탕 협력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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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 DGIST 구독 전자자원 목록
본 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 년도 구독 전자자원 안내" 게시글에서도 조회 가능
※ 각 자원에 대한 상세내용 및 이용매뉴얼은 도서관홈페이지>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참고



Read & Publish: 원문 제공 & Open Access 무상 출판 가능

No.

Name

Note

1

CUP(Cambridge University Press)
Read & Publish

('22 서비스 확대) CUP 출판사 저널 전종 무료 이용, 무료 출판

2

COB(Company of Biologists) Read &
Publish

('22 서비스 확대) Development, Journal of Cell Science 등 COB 출판사
저널 전체 5 종 무료 이용, 무료 출판



문헌 및 저널정보 검색 도구

No.

Name

Note

1

JCR Web(Journal Citation Reports)

저널 Impact Factor 검색

2

MathSciNet

수학문헌의 검색

3

S2Journal

저널정보 검색

4

SciVal

FWCI 확인 가능한 Scopus 색인 논문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분석 플랫폼

5

Scopus

Scopus 등재논문 인용정보검색

6

Web of Science(SCIE, CPCI)



('22 서비스 확대) Web of Science SCIE 등재 저널 논문 및 CPCI 등재
학술대회 프로시딩 발표 논문 인용정보 검색

해외저널 원문을 볼 수 있는 출판사별 데이터베이스

No.

Name

Note

1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발행되는 9 종의 원문 정보를
제공

2

ACM Digital Library

미국컴퓨터협회(ACM) 출판 저널, 매거진, 트랜젝션, 프로시딩 등 원문 제공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약 70 여 종의

Publications

주요 전자저널 원문 제공

4

AIP(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Plus

('22 11 종 추가) American Journal of Physics, AIP Conference Proceedings
등 총 27 종 제공

5

Annual Reviews

('22 4 종 추가) 2022 년부터 KERIS 100% 지원, 전 주제 저널 51 종 제공

6

APS(American Physical Society)

Physical Review 시리즈를 비롯한 미국물리학회(APS) 저널 15 종 원문 제공

7

APS(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APS) 제공 온라인 저널 15 종 원문 제공

8

ASM(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ASM(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발행 미생물학분야 저널 제공

ASME(American Society of

기계공학계의 최신동향, 각종 학술대회에서의 주제, 분과학회에서 발표되는

3

9

Mechanical Engineers)

기술저널에 수록된 논문들의 서지사항, 초록 및 원문을 제공

10

ASPB(Americ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

1924 년에 설립되어 식물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2 종의 저널 제공

11

Cell Press

('22 1 종 추가) Cell Host & Microbe 추가 총 16 종 이용 가능

12

CSHLP(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분자생물학분야 연구기관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 발행 전자저널 6 종 원문 제공

13

IEEE-IEL(IEEE Electronic Library)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분야 저널, 프로시딩 및 IEEE Active 규격 원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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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OP(Institute Of Physics)

Institute of Physics 출판 물리학 분야 핵심 전자책, 저널, 연구 정보 제공

15

IOS Press

IOS 발행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Medicine & Natural Science
관련 학술지 90 여종 원문 제공

16

ISPG(Independent Scholarly
Publishers Group)

American Society of Neuroradiology 등 7 개 출판사로 구성,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포함 23 종의 저널 패키지 제공

17

J-STEJ(Japan Science & Technology
Electronic Journal)

일본 과학기술 분야 저널 패키지로 일본물리학회, 일본화학회, 일본금속학회,
전자정보통신학회, 화학공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널의 원문을 제공

18

JSTOR Archive

인문, 과학 분야의 아카이브 제공(대부분 창간호부터 이용 가능, Art &
Sciences I~IX, XII, Life Sciences)

19

Karger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 전문 출판사인 Karger 에서 제공하는 100 여종의
학술지 원문제공

20

Nature

('22 56 종 추가) Nature 에서 출판하는 모든 저널 원문 무제한 제공('22 년
신규 론칭 예정 저널 3 종 포함 총 96 종)

OPTICA Publishing(구, OSA

미국광학회(OPTICA, formerly OSA) 발행 광학 및 포토닉스 분야 전자저널

Publishing)

24 종 및 컨퍼런스 프로시딩 원문 이용 가능

22

OUP(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는 1478 년부터 출판을 시작한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출판부로, 생명과학, 의학, 인문사회과학, 법학, 등 전
주제를 포괄하며, 저널 약 350 여 종의 원문 제공

23

PNAS(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ic of Science)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회보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로 peer-reviewed 과학 저널을 제공

24

PsycARTICLE(ProQuest)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APA Education
Publishing Foundation 등에서 출판되는 심리학 분야 저널 118 여 종

21

전문(Full-text)을 제공하는 심리학 원문 데이터베이스
25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Rockefeller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생명과학, 의공학, 생물학 분야 저널
3 종 원문 이용 가능

26

Royal Society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행하는 전자저널 7 종 원문 이용 가능

27

RSC(Royal Society of Chemistry)

28

SAGE Journals

SAGE 발행 전 주제분야 저널 약 690 여 종 원문 이용 가능 (1999 년~현재)

29

Science(AAAS)

('22) Science 자매지 전체 5 종 구독

30

ScienceDirect

세계 최대 STM 출판사 Elsevier(엘스비어) 발행 전주제분야 저널 약 2,700 여
종 및 전주제분야 전자책 이용 가능

31

SPIE Digital Library

국제광학회(SPIE)에서 발행하는 광학 및 포토닉스 분야 전자저널 10 종 및
컨퍼런스 프로시딩 원문 제공

32

Springer eJournal

33

Taylor & Francis Online

34

Wiley Online library

35

World Scientific e-Journals

1968 년부터 출판된 Royal Society of Chemistry 의 eBook chapter 별 PDF
다운로드 가능

세계적인 STM 출판사 Springer(스프링거) 발행 과학기술의학분야 전자저널
및 전자책 PDF 원문 제공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경영경제, 교육, 지리학, 환경 분야, 의학, 약학 등의
주제분야 저널 2,000 여종의 원문 제공
('22 82 종 추가) Wiley 에서 출판하는 모든 저널 원문 무제한 제공(총
1,400 여종)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STM 분야 출판사 중 하나인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에서 출판하는 124 종 저널 및 전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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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저널 원문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No.

Name

1

DBpia

2

KISS

3

스콜라



Note
전분야 722 개 기관, 2 천여종의 간행물에서 서비스되는 국내학술지 논문
국내 1,200 여개 학회 및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연구간행물 검색
가능, 약 130 만 건의 원문 제공
연간 트라이얼

문헌 관리 도구(Reference Manager)

No.
1

Name

Note
학술자료 및 관련 파일, 이미지를 정리하고 서지(bibliography)를
생성하여 참고문헌 목록(Reference list)을 여러 인용 스타일로 자동

Endnote

생성해주는 논문 작성 지원 도구
2



SNS 기반 연구자간 협력연구 지원 툴로써, Reference 관리를
지원하며 Discovery 검색 서비스를 제공

Mendeley

전자잡지

No.

1



Name

Note
전세계 100 개국 이상 60 개 이상의 언어(한국포함)를 포함하는 7,000 여
타이틀에 대한 생생하고 공정한 신문과 Food, 여성, 자동차, Tax, 육아, 예술,
음악, 의학, 여행 등 다양한 주제분야에 대한 최신 매거진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 (App 이용 가능)

PressReader

다양한 유형의 학술자료

No.

Name

Note

1

Alloys Phase Diagram

미국금속학회(ASM) 제공 합금양상도표 데이터베이스로 40,300 건 이상의
이원 및 삼원 상태도표 이용 가능

2

ARTSTOR

교육 및 학술적 사용을 위한 가장 광범위한 이미지 리소스로 플랫폼을 통해
287 만여 개의 비영리 이미지를 전 세계 도서관 및 박물관에 제공

3

ASTM Standards

미 재료시험학회에서 전세계 450 여개 규격 발행협회의 산업, 표준, 규격 정보
제공, 교내에서 사전 계정등록 후 접속

4

CSD(The Cambridge Structural
Database)

캠브리지 결정학 데이터 센터(CCDC)에서 제공하는 유무기 결정구조
데이터베이스
(이용방법) 회원가입>메일인증>Lisence Activateion Key 등록(Activation Key:
우측 이용매뉴얼 참고)

5

EMIS

산업/경제/기업 등의 분석보고서 Aggregator

Grammarly

('22 신규구독) 영작문 지원 도구, 선착순 1,000 명에게 1 년간 Premium
License 무료 제공
(이용방법) https://www.grammarly.com/enterprise/signup 접속>DGIST

6

메일로 회원가입>인증메일 확인('Activation Link' 클릭)>Access Code
XYrWhyanoPVUzpBA 입력
7

HSTalks(Henry Stewart Talks)

전 세계의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발표한 1,400 개 이상의
세미나 형식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동영상)

8

IUPAC Standards Online

(연간 트라이얼) 화학 분야 기준 및 권고안 전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9

JoVE(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22 14 종 추가) 동영상 저널 및 실험 프로포콜 등 JoVE 의 모든 콘텐츠
무제한 제공

53

('22 신규구독) 국제 표준 의약용어 DB, 로그인 계정 및 압축 파일 PW 는
도서관 메일(library@dgist.ac.kr)로 문의

10

MedDRA

11

Naxos Music Library

12

PQDT Global

미국 등 해외 학위논문 검색

13

ProQuest Central

전 주제 데이터베이스. 약 9,000 종 이상의 정기간행물과 40,000 여종 이상의
해외 학위논문 원문(PDF), 900 종 이상의 해외신문 및 국가보고서, 산업보고서

클래식, 뮤지컬, 현대 재즈,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iOS &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용 가능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제공
14

SAE Digital Library

자동차 분야 테크리포트

15

SciFinderⁿ Academic

화학 구조, 문헌 및 특허 검색

16

SERI&U 지식도서관

('22 신규구독) 산업, 경영, 인문학 등 삼성경제연구소 제작 교양 동영상 제공

17

Springer Materials

재료, 물질물성 검색

18

Springer Protocols

바이오 프로토콜 검색

19

Statista

('22 신규구독) 글로벌 No.1 통계 플랫폼. 기관이메일(@dgist.ac.kr) 가입

20

UpToDate

임상의학, 의료정보 검색(선착순 10 명 이용 가능)
(이용방법) 도서관 메일(library@dgist.ac.kr)로 영문이름 포함하여 등록신청
메일 보내기>등록완료메일 확인>계정 생성

21

WIPS ON

국내외 특허 검색

22

해커스 영어 온라인 강의

TOEIC, TOEFL, TEPS, IELTS, Speaking 등 해커스 영어강좌 117 종 제공



전자책

No.

Name

Note

1

AccessBiomedical Science

('22 신규구독) Kandel's Principles of Neural Science 등 의생명과학 분야의
저명한 Textbook 제공

2

ACS In Focus

화학 분야 주요 기본 개념 및 최신 트렌드를 분자모형,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eBook Collection

3

ACS Symposium Series

('22 신규구독) American Chemical Society 에서 출판된 화학 전분야 e-Book
제공(1950-2021)

4

Pearson eTextbook

(~'22.8.31.) DGIST 강의에 쓰이는 Pearson 출판사의 교재(Textbook)
44 종을 온라인으로 제공 / 기관 이메일 계정(@dgist.ac.kr)으로 회원가입 후
이용

5

PQ Ebook Central Academic
Complete

매달 타이틀 변동

6

ScienceDirect Book Series

7

ScienceDirect eBook Freedom
Collection

매달 타이틀 변동

8

Springer STM eBook

매달 타이틀 추가

9

Wiley Digital Textbook

('22 10 종 추가) DGIST 강의에 쓰이는 Wiley 출판사의 교재(Textbook)
34 종을 온라인으로 제공. 기관 이메일(@dgist.ac.kr)로 회원가입 후 이용

10

Wiley Online Books

Wiley 에서 출판된 전 주제 분야 (화학 및 재료과학, 공학, 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e-Book 제공

11

Wiley Online Reference Works

연구, 수업, 학습을 위한 세계 주요 출판사의 전분야 참고도서 제공

12

국내 전자책

('22 사이트 리뉴얼) 509 종 신간 포함 총 3 천여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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