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Tip]

● 사회과학분야 통계자료 검색을 위한 KSDC DB 활용
KSDC(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DB는 정부, 공공기관 및 연구소, 민간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원시자료(Raw Data), 통계수치들을 변
수화하여 통합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취합
한 통합데이터베이스이다.
사회, 문화, 기상, 재해, 가계, 물가, 인구
등

39개

분야

3만여건의

국내통계자료와

OECD, OPEC, UNDP 등 해외기관의 무역, 교육, 산업, 교통, 에너지 등 보유자료를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여론조사자료중 기관별로 수집된 Data File, 명령문, 설문지, 코드북등
의 1,400여건 여론조사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 데이터 검색
▪ 통계자료 및 설문자료에 대한 키워드검색과 분야별검색 지원
▪ 원하는 통계변수를 선정하고 자료의 구성항목을 설정
▪ 각각의 변수 항목에 대한 Data Set을 확인하여 결과를 저장
2. 데이터 분석
▪ SPSS, SAS 등과 같은 통계프로그램없이 자체 분석 제공
▪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제공 :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왜도, 첨도 등
▪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그래프 제공
▪ 여론조사의 경우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는 빈도분석 제공
▪ 분석Tool : 교차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편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 학술DB 이용법 ]

● 학술 데이터 베이스 이용법 : Proquest

1. 개요
Proquest는 전 학술분야에 걸쳐 학술논문, 저널, 잡지, 뉴스 등을 제공하는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g사의 인터넷 기반 학술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이다.
2. 이용범위
- 8000여종의 전 학술분야 저널에 실려 있는 원문 및 초록, 잡지, 신문 등
- 원문(Full Text+Image or PDF File), 초록(abstract)
3. 접속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데이터 베이스 → DB검색 → Proquest
→ Proquest ABI/Inform complete / Proquest ARL-Academic Research Library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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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Search
Basic Search 메뉴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료
를 검색하는 가장 손쉬운 검색법을 제공한다.
- Database : 검색 가능한 Database 목록
(Select multiple databases를 이용해서 검색 원하는 Database 설정가능)

- Data range : 최근 1주일, 1개월, 3개월 등
검색할 자료의 날짜 범위 설정
- Limit Results to : 검색범위 설정 (원문 제공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학술 간행물)

Tip 1 : Brows Topic - 주제에 따라 검색할 때 유용한 키워드를 제공한다. 검색물을 줄이
기 어려울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Tip 2 : More Search Option - 출판물명, 저자명, 키워드 검색 범위(초록/원문), 원문 유형
(논평/사설/특집기사 등),

출판물 유형(학술지/잡지/신문

정렬 순서(최근자료/적합도

높은 자료)를

등)으로

검색 범위를 지정하고 검색된 자료

결정할 수 있다.

② Advanced Search
Advanced Search 메뉴는 다양한 검색항목을
조합하는 효과적인 자료 검색 방법을 제공한다.
- 검색 범위 지정 : 출판물명, 저자명, 키워드
검색 범위, 원문 유형, 출판물 유형 등
- 검색항목 조합 메뉴 : And, Or, And not 등
* More Search Option에서는 세부 검색항목
을 만들어서 더 손쉬운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③ Topic Guide
Topic Guide 메뉴에서는 키워드 입력을 세
부 주제로의 접근을 돕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원문들을 검색한다.
- Suggested topics :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주제들을 검색
- Look up topics A-Z :
입력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주제, 회사 등을 검색
- View/Narrow :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 검색
/하위의 세부 주제 검색

④ Publication Search

Publication Search 매뉴에서는 키워드를 입
력하거나 시작 숫자 또는 알파벳을 지정해서
원하는 출판물을 검색한다.

5. 검색결과 및 원문보기
① 검색결과
검색결과 화면은 원문과 관련된 주제제시, 출
판물제시, 검색된 원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
된다.
-scholarly journals/Trade Publications/Newspapers
: 학술지, 교역관련 출판물, 신문으로 검색결과 제한
- Show only full text :
: 원문이 제공되는 결과물만 제시
* 원문제목 아래로는 저자명, 출판물명 등 원문에 대한
정보와 Full text, PDF file, Abstract 등 이용 범위를 보여준다.

Tip 3 : View marked articles - 원문 좌측에 있는 흰색 박스를 클릭한 후 ‘view marked
articles’를 클릭하면 해당 원문이 상위 메뉴 옆에 ‘marked list'에 저장되어 원하는 때에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② 원문보기
검색결과 화면에서 원하는 원문을 선택하여
원문보기 화면으로 들어가면 주제, 발행지역, 저
자명 등 원문에 대한 정보, Abstract, 원문 등이
보여진다.
- Print/Email : 원문보기 화면 인쇄 /
원하는 원문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
* 우측 상단의 Page image-PDF를 선택하면
PDF file로 된 원문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Tip 4 :

Text + Graphics에서는 사진 옆의 Enlarge 200%, 400%이라는 글씨를 클릭해서

사진 확대창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능하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을 하면 사진만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Tip 5 : PDF형식의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다운로드에서 Acrobat
Reader를 다운 받아 PC에 설치해야 한다.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 Proquest에서 제공하는 DB 소개
DB명
ABI/INFORM
Archive Complete
ABI/INFORM
Dateline
ABI/INFORM
Global
ABI/INFORM
Trade & Industry
Academic Research
Library
Accounting & Tax
Accounting & Tax
Newspapers
Accounting & Tax
Periodicals
Banking Information
Source

소개
1905년~1985 / Business, Finance, Economics 등과 관련된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저널들
1985년~현재 / Business, Economics관련된 지역 저널
1971~현재 / Business, Finance, Economics관련 저널,
company profiles, 월 스트리트 저널
1971~현재 / 무역업 관련 정기간행물 또는 회보
1971·현재 / 예술, 교육, 아동학부터 법, 국제학, 군사학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
Accounting과 Tax 관련 중요 출판물과 신문
1971~현재 / Accounting과 Tax 관련 최근 신문 자료 검색
1971년~현재 / Accounting & Tax 관련 저널, 잡지, 보고서 등
1971년~현재 / 금융 서비스업, 은행업과 업계의 최근 경향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출판물

EIU ViewsWire

세계의 경제, 정치, 시장경제 등에 관련된 분석 보고서

Hoover's Company

40000개 이상의 공기업 또는 사기업, 225000명 이상의

Records

중요 경영인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

ProQuest

1971년~현재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week 등

Asian Business
ProQuest
Education Journals
ProQuest
European Business
ProQuest
Newspapers

동아시아의 businessdgj financial 관련 주요 출판물
1988년~현재 / 교육 관련 주요 저널 검색
The Economist, Fortune, European Business Journal 등을
포함한 유럽의 최신 business and financial 관련 자료
신문 검색 기능

New York Times

1999년~현재 / 미국의 주요 신문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와 관련된 중요한 저널

U.S. National
Newspaper
Abstracts (3)

New York Times, USA Today, and Wall Street Journal 등의
초록 또는 색인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도서관 백배 활용하기]

● Proxy Service : 전자자료, 이젠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구독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자료(전자저널,
학술DB)는 제공사와의 계약조건에 의해 허가 받은 IP 주소범위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없었다.
Proxy 서비스는 이러한 지역적 이용제한을 해결하여 외부에서도 경희대학교 소속
이용자임을 확인하여 전자자료를 교내에서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다.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05년 3월부터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제한
- 경희대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만 사용 가능
- 프록시 서비스를 허락한 학술DB 및 전자저널에 한해서 제공
- 서비스 제외 DB
* Blackwell Publishing 전자저널
* Science Direct : 외부이용 아이디 제공
* Cell Press
* CNKI
* CD-ROM DB
* SciFinder Scholar
* KERIS 국가라이센스 DB
* 기타 Trial DB
2.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DB 및 전자저널
- 설치화면을 통한 프로그램 설정
-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 패스워드 입력
* 아이디 : 학생증 및 교직원 신분증에 있는 10자리 숫자
* 패스워드 : 주민등록번 앞6자리(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문의 : 전자정보실, 961-0079)

[도서관 소식]
1. 제29회 작은음악회
오는 4월 13일(수) 12시30분에 중앙도서관 앞마당에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윈드
앙상블의 연주회로 작은음악회가 개최된다. 연주될 곡은 The Phantom of the opera/Arr.
Johan de meij, Michael/Arr. Robert W. Smith, Wave/Arr. Peter Kleine Schaars 등이 연주
될 예정이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2. 도서관자치위원회 운영
중앙도서관은 학생과 도서관과의 의견통로를 확보하여 학교와 학생/도서관간의 새
로운 신뢰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5년 3월 2일(수)
부터 도서관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일반열람실 시설점검,
사석화방지, 이용자설문조사 및 의견반영 등의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3. 신입생 및 편입생을 위한 도서관투어
2005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위한 도서관투어를 3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
지 2주간 실시한다. 기간내에 매일 11시와 15시 2회 실시하며 각 단과대학별 및 전공별 접
수를 받고 있으며,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다. 도서관투어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이용자교
육신청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4. 개가열람실 이용자 안내데스크 추가 설치
중앙도서관 개가열람실은 대출/반납 데
스크의 안내기능을 확장하고자 안내창구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휴학생 및 졸업생 대출

신청 접수, 타도서관 자료대출 신청, 예약도
서 대출신청, 자료검색지원 서비스 등을 제
공하고 있다. 앞으로 개가열람실은 대출/반
납 등의 업무에 지식정보전달에 대한 적극
적 이용자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열람과, 961-0074)

5. 도마루 4월 DVD 상영작

날짜

상영작

날짜

역마차
3월 30일

감독 : 존 포드

미스틱 리버
4월 1일

출연 : 존 웨인, 클레어트레버
투스카니의 태양
4월 6일

감독 : 오드리 웰스

감독 : 오손 웰즈

4월 8일

4월 15일

4월 22일

출연 : 김주혁, 엄정화

4월 27일

자전거 도둑
감독 :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 : 브라이언 드 팔마
출연 : 알 파치노, 숀펜
시카고

홍반장
감독 : 강석범

감독 : 강제규
출연 : 장동건, 원빈, 이은주
칼리토

출연 : 오손 웰즈, 조셉 코튼

4월 20일

감독 : 클린트 이스트우드
출연 : 팀 로빈슨, 케빈 베이컨
태극기 휘날리며

출연 : 다이앤 레인, 산드라 오
시민 케인
4월 13일

상영작

감독 : 롭 마셜
출연 : 르네 젤위거, 캐서린 제
타 존스, 리처드 기어
밝은 미래

4월 29일

감독 : 구로사와 기요시
출연 : 오다기리 조, 아사노 타
다노부
(문의 : 사서과, 961-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