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자료통합검색소개

[ 국내자원 ]

Web DB: Academic Search Index (전 주제분야: 약 11,000 여 종의 학술 저널 & 
매거진에 대한 색인/초록 ), Business Source Complete (경영∙경제분야: 3,500 여 종의
학술저널 & 매거진에 대한 색인/초록 ), Education Source (교육학), MEDLINE 
Complete (의학분야 학술저널 원문 DB)등다수의해외학술 DB 색인/초록및원문제공

전자저널: BMJ Journals, N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aylor & Francis, AMA (JAMA), Wiley Online Library 
및 ScienceDirect (Elsevier), Springer 등원문제공(구독) 해외학술저널의원문링크들과
주요 해외학술저널의 다수 초록/색인 포함

arXiv (과학분야 700,000여 편 이상의 preprint, working paper),
British Library eThos (영국학위논문 300,000여편 이상원문),

ClinicalTrials.gov (국립의학도서관제공 임상연구. 임상트라이얼의외부시험용시약의프로그램과실측적인
연구를기술약 208,000 OA 레코드),
DASH (하버드대학교수진의연구물 OA),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7,600여종의 OA 저널 관리 및 793,000여 레코드 OA기사),

eScholar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의 OA Repository, 70,000여 종 이상의 Book, Journal, Working Paper OA 제공)

OAIster (전세계 1,100여 기관의 25,000,000여건의 OA자료), 등학술 Open Access 자원다수포함

[ 해외자원 ]

[ 해외 OA ]

PLATFORM

BLENDING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자료 통합검색 >   키워드
검색

통합검색개념1

주요색인자원2

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 (KISS)

도서관의구독중인국내∙외전자자원 (학술DB 및전자저널, eBook) 뿐만아니라학술성이짙은주요

해외무료컨텐츠 (Open Access) 등까지함께검색이가능한 ‘기사단위’ 통합검색환경제공서비스



전자자료통합검색소개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거나 AND / OR / NOT 등의 연산자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합니다.

예제)  “Human right” AND “International Law” : 순서에 관계없이 “Human right” 과 “International Law” 가 모두 포함된 결과 출력

(China OR India) AND “Human right” : 순서에 관계없이 China 나 India 중 하나 이상 포함된 결과 출력

“International Law” NOT trade  : “International Law” 는 포함되지만 trade 은 제외된 결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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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하는 주제 분야를 먼저 선별하여 해당 주제 분야에 관련된 결과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문 자원만 허용)

예제) “Human right” AND “International Law” 을 검색 시 ‘건강 및 의학‘, ‘’물리치료 및 작업요법‘, ‘생명과학‘을 주제로 제한할 경우,   

해당 주제에 관련된 자원만 검색! (기타 관련 없는 주제 분야 관련 자원은 제외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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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식모드결정
1. 기본 불리언/구 검색 모드
2. 두 단어 이상 검색 시 자동 AND 검색
3. 두 단어 이상 검색 시 자동 OR 검색
4. 문장 검색

검색확장자옵션

출판연도제한

기본검색을클릭하면주제분야선택창을보실수있습니다기본검색화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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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코 제공 분류 68개

주제 분야 선택 가능!

* 보다 주제적으로
관련도 높은 결과 제공

검색옵션제공

* 검색 전 여러가지
검색 옵션 제공

Peer-Reviewed 
학술자원제한

출판물제목제한

검색키워드
자동완성기능제공

cancer * 검색 키워드 중 가장
인기있는 용어 순위

* 도서관이 구독 중인
저널/출판물 제목 추천



원문(Full Text) 제공/ 학술저널(Peer-Reviewed) / 출판연월 등을 설정하여 검색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자료유형: 학술저널 / 매거진 / 뉴스 / 보고서 등으로 검색결과 제한

 주제, 출판사, 출판물, 언어, 지역구분: 검색 결과에 포함된 주제 명, 출판사, 출판물, 언어, 지역 등으로 검색결과 제한

 수록 DB: 컨텐츠를 포함한 제공 DB 별로 검색결과 제한 ※ ‘제한 항목’은 검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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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 결과 재 정렬: 출판 연도 순 정렬 / 저자 순 / 출판물명 순 / 관련성(기본) 등으로 재 정렬 가능

[ 공유 ]

개인화 폴더 내 검색결과 저장 기능 / 알림기능 / 검색결과 Refworks 및 EndNote 등 서지반출 도구로 반출 기능 설정

전자자료통합검색소개

도서관에서통합검색을키워드와함께검색하면볼수있습니다.검색결과화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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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제한자

WOS / SCOPUS 등재확인

원문(Full Text)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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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화면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도 순으로 기본 정렬되며, 기사(Article) 단위로 표시됩니다.

기사상세미리보기 (초록)

MEDLINE 제공
통제주제어검색

Up to Date 
키워드검색

PubMed
키워드검색

검색키워드 “관련토픽
상세정보”제공

* 관련 토픽 정보 제공사:
• Salem Press
• Encyclopædia Britannica
• American National 
Biography

※ PlumX

→ 연구성과물의
연구영향력을
한눈에파악할
수있는새로운
서비스 (Beta)



전자자료통합검색소개

도서관에서통합검색을키워드와함께검색하면볼수있습니다.검색결과화면5

결과화면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도 순으로 기본 정렬되며, 기사(Article) 단위로 표시됩니다.

바(bar)를이용한연도제한

통합검색에서 색인되지

않은 컨텐츠 추가 검색

* 개인폴더에추가

* 개인폴더확인

* 폴더영구저장을위한계정생성 (무료)

* 개인폴더에추가

* 개인폴더에추가

특정 자료 유형 제한 가능

Top 50 제공

저널/출판물제목검색
시 Exact Match 기능

* 기사 검색이 아닌,
구독 중인 저널/출판물만
탐색 할 수 있는 기능

원문 제공사 링크 및

저널/출판물 상세 정보



전자자료통합검색소개

검색결과화면6

원문(Full Text) 제공 시 제공하고 있는 출판사/제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링크

또한, 원문(Full Text) 외 Web of Science 등재 및 SCOPUS 등재 저널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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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해당 기사의 서지사항 인쇄 (초록 정보만 인쇄 가능 / 서지정보 형식 선택 가능 (APA 형식, Harvard 형식, Vancouver 형식 등)

Email 보내기: 해당 기사 서지사항 이메일 보내기 (엡스코원문제공시에만원문 PDF 함께전송가능, 타 출판사는 해당 출판사로

이동하여 PDF 다운로드)

저장하기: 해당 기사 서지사항 저장하기 (웹 페이지 문서 또는 .html 문서로 저장 가능. 엡스코 원문 제공 시에만 원문 PDF 함께 전송 가능) 

인용하기: 해당 기사를 인용하기 위한 서지 정보 형식 제공 (APA 형식, Harvard 형식, Vancouver 형식 등 표준 9개 형식 제공)

반출하기: 해당 기사를 서지 반출도구 (RefWorks, EndNote) 등으로 반출하기 위한 기능

폴더넣기: 개인화 폴더에 해당 기사를 저장 (반드시 개인화 계정 생성 필요)

다양한 기본 툴 사용 가능 (해당 기사를 이용)

기사 상세 화면에서는 해당 기사의 상세 서지 정보와 다양한 기본 도구를 이용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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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상세화면

상세 색인 레코드 제공

ex) 저자, 초록, 주제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