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비스]
● 추가된 ProQuest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이용
우리 도서관에서 현재 구독중인 ProQuest 데이터베이스중 일부 자료들이 4월부터
추가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추가된 자료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ABI/Inform
- Business Dissertation 추가 : 총 10,000편의 논문 제공
-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Education/Business관련 논문
(1999-2002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 More search option에서 Publication Type을 "Dissertation"으로 제한하여 검색
▶ ERIC
-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ProQuest ERIC에 ERIC의 Document Full Text 약 107,000건
(1993년-현재)을 추가로 등록하여 제공.
- More search option에서 Publication Type을 "Document"로 제한하여 검색
▶ ProQuest 통합검색 사이트 오픈
-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Proquest 통합검색사이트
(문의 : 전자정보실, 961-0079)

[ 학술DB 이용법 ]

● 학술 데이터 베이스 이용법 : Science Direct

1. 개요
Science Direct는 전 학술분야에 걸쳐 Elsevier Science, Academic Press, Harcourt Health
Science 사에서 출간되는 전자저널 원문 및 초록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학술 데이터 베이
스 시스템이다.
2. 이용범위
- Elsevier Science, Academic Press, Harcourt Health Science사에서 출간하는 전 학술분
야의 전자저널 원문 및 초록 1700여종
- 원문(Full Text+Image or PDF File), 초록(abstract)
3. 접속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데이터 베이스 → DB검색 → Science Direct
- 교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DB명과 이름, 소속, 학번, 연락처 등과 함께 이메일을 작성
해 전자정보실로 보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해준다. (전자정보실 : khisweb@khu.ac.kr)

→

4. 시스템 구성 및 저널 검색 방법
① Home
- Quick Search :
핵심어를 이용하여 Full Text를 제공하는 원문검색
- Search for a title / Browse A-Z :
핵심어를 이용해서 저널 검색 / 저널 제목의
시작문자를 이용하여 저널 검색
- Subject Areas in Science Direct :
검색을 원하는 주제명을 선택하면 해당 주제
안에서 제목의 시작 문자를 이용하는 저널 검색
기능과 인기 있는 저널 목록이 제공

② Search
가. Basic
두개의 검색항목을 조합해서 원문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원문 종류 설정에 따라 주제, 출판일
등 원문의 특징을 이용해서 검색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다.
- 원문 종류별 검색 범위 설정 :
모든 원문 / 저널 / 초록 / 전집 / Scirus검색
Tip 1 : Scirus 검색 - Scirus 검색은 과학, 기술, 의학 관련 정보만을 수집하여 선별된 원
문을 검색결과로 제공한다.
나. Advance
Advance Search 검색방법은 Basic과 검색 방
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핵심어와 And, Or를
직접 조합해서 적어 넣는 Term(s) 창을 제공해
서 더욱 상세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예 : Tourism and Casino and Develop)

다. Search History

(Log In 후 이용 가능)

Search History는 검색했던 핵심어 목록을 제공하
며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Save History As / Recall History : 목록을 이
름을 지정하여 저장 (저장하지 않을 경우 7일 후 자
동 삭제됨) / 저장된 검색 결과 목록 제공
- Clear History / Printable History : 현재의 검
색 결과 목록을 삭제 / 검색 결과 목록 인쇄
- Combine with AND / Combine with OR : 검
색했던 핵심어를 조합해서 다시 검색
- Results : 검색된 원문 개수
- re-run/edit/delet : 재검색 / 검색 조건 변환 / 삭제

③ Journals
Journals 메뉴에서는 저널제목, 주제, 출판사명의
시작 문자를 이용하여 저널을 검색한다.
1. 검색할 대주제 선택
2. 저널제목, 주제, 출판사명으로 검색할 범위 선택
3. 저널 구독 여부로 검색 결과 선택
4. 핵심어를 이용한 저널 간략 검색
* Subscribed/non-subscribed :
원문을 볼 수 있는 / 원문을 볼 수 없는
Complimentary : 무료로 제공되는
(non-subscribed 중에서도 Comp. 원문은 볼 수 있다.)

④ Books
Books 메뉴에서는 단행본의 제목, 주제, 출판사명의
시작 문자를 이용하여 단행본을 검색한다.
1. 검색할 대주제 선택
2. 저널제목, 주제, 출판사명으로 검색할 범위 선택
3. 구독 여부로 검색 결과 선택
4. 핵심어를 이용한 간략 검색
* Subscribed/non-subscribed :
원문을 볼 수 있는 / 원문을 볼 수 없는
Complimentary : 무료로 제공되는
(non-subscribed 중에서도 Comp. 원문은 볼 수 있다.)

⑤ My Profile (Log In 후 이용 메뉴)
- Add/Remove Favorite Journals and Book Series

: 즐겨 찾는 저널 및 단행본을 등록 및 삭제
- Add/Remove Alerts : Alerts 메뉴로 이동
- Modify Personal Details and Preference
: 등록했던 개인 정보 변경
- Change Password
: 개인 비밀 번호 변경

⑥ Alerts (Log In 후 이용 메뉴)
- Search Alerts :
저장해 놓은 검색 결과에 새로운 결과물이 더해졌
을 때 지정된 메일로 알려주는 기능
- Volume / Issues Alerts :
지정해 놓은 저널에 새로운 출판물이 등재되었을
때 지정된 메일로 알려주는 기능
- Citation Alerts :
지정해 놓은 원문이 다른 article의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지정된 메일로 알려주는 기능

5. 원문보기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공하는 원문 제목 및
원문의 인용정보와 원문제공 형식을 보여준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원문을 볼 수 있다.
- Summary Plus :
원문의 초록 및 목차, 원문상의 표, 그림 등 제공
- Full Text+Links :
원문 전체와 원문이 실린 저널 정보 및 링크 제공
- PDF : 원문을 PDF file 형식으로 제공
- Search within Results: 검색 결과 내에서 재검색
- display checked docs :
제목 옆의 박스를 체크한 원문만 보여줌
- e-mail articles : 원문을 원하는 메일로 전송

Tip 2 : PDF형식의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다운로드에서 Acrobat
Reader를 다운 받아 PC에 설치해야 한다.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 참고 : Scirus
Scirus는 과학분야와 관련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선별된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이 SCIRUS 서비스는 여러 인터넷 자원 중 학술적인 웹자원, 즉 Pre-Print service,
대학정보, 특허사무소, 저자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서 과학, 기술,
의학관련 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유료정보서비스도 포함하여 검색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PDF나 Postscript, 텍스트 파일 검색을 지원하므로 과학기술 연구
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검색 사이트로는 사회과학분야의 양질의 인터넷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인 SOSIG (The Social Information Gateway, http://sosig.ac.uk)을 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Scirus (도서관 홈페이지 → 연구지원채널 → 인터넷 정보원) 혹은
Science Direct에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소식]
1. 제23회 독서토론회
중앙도서관 제23회 독서토론회가 오는 6월 1일(수) 오후3
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
색’, ‘더불어 숲’ 등의 저자인 신영복 교수(성공회대학교)가 강연자
로 초청되며, 이번 강연에는 최근 저서인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
법’을 중심으로 저자의 삶을 이야하게 된다.
(문의 : 열람과, 961-0074)

2. “봄빛, 희망 & JAZZ”의 향연
제29회 중앙도서관 작은음악회가 지난 4
월 13일(수) 낮 12시 30분, 중앙도서관 앞마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봄꽃이 만발
한 가운데 우리학교 음악대학 윈드앙상불이
출연하여 ‘오페라의 유령’, ‘공주는 잠 못 이
루고’ 등 주옥같은 오페라 명곡과 재즈 등을
연주하였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3. 법학관련 자료검색을 위한 맞춤교육 실시
지난 4월 7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법학관련 데이터베스검색법 및 학술
기사 검색법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법과대학 정완용 교수님의 요청으
로 학부생 5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법학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법을 교육과 함께 실습하
였다.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4. 2005학년도 중앙도서관위원회 개최
2005학년도 중앙도서관 주요 현황 및 안건에 대한 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금) 오
전 10시30분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도서관 공간 재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의학전문도서관 신축 사항과 대출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4학년도 예산집행
심의 승인과 2005학년도 도서구입관련 예산계획서 심의 승인이 진행되었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5. ‘책의 날’ 어린이환자들에게 책을.....
‘세계 책의 날’(유네스코 제정, 매년 4월
23일)을 맞이하여 우리 도서관은 책의 소중함을
느끼고 책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경희의료원 입원 어린이환자들에게 책을 선물
하고 환자문고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책은 지난 4월 23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경
희의료원에서 경희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달
하였다.
(문의 : 열람과, 961-0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