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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Central 이란?
➢

160여 개 이상의 개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방대한 종합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많은 저널의 원문을 제공.

➢

학술연구, 교수, 학습에 필요한 저널, 매거진, 신문, 리포트 등의 학술자료를 포함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자료를 제공.

ProQuest Central 주요 콘텐츠- 저널, 매거진



서지/초록(22,346여종), 원문(17,261여종)에 대한 저널, 매거진 자료 제공
(매월 제공 타이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ProQuest Central 주요 콘텐츠- 신문, 산업 매거진



신문- 북미와 UK 지역 주요 신문 자료 제공 『Wall Street Journal (1984+)』, 『Financial Times
(1996+)』, 『Washington Post (1987+)』, 『New York Times (1980+)』, 『Los Angeles Times
(1985+)』, 『Chicago Tribune (1996+)』외 1,000여종 이상의 원문 제공



산업 매거진- 주요 산업 매거진 자료 제공 『The Economist (1992+ )』 『Billboard (1988+)』 『The
New Yorker (2002+)』 외 약 200여종의 원문 제공

ProQuest Central 콘텐츠학위 논문, SSRN, 마켓리서치, 산업/국가 리포트, 기업정보




학위논문( PDF 원문 ) :
137,000여 건의 PDF학위논문 원문제공 (PQDT에서 제공되는 서지/초록 자료 중 경영, 경제 전분야, 심리학,보건 등의 주제 분야에
대한 자료 제공
마켓리서치자료, 산업/국가 리포트, G20개국 경제 Data Sheet/ 기업정보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및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국가별/산업별 시장분석, 동향, 예측자료를 제공
•G20개국대한 50년간의 국가경제 지표 및 예측 자료를 엑셀파일로 제공(Datasheet를 다운로드 이용 가능하며 매월 업데이트 됨)
•Hoover’s Online을 통한 45,000여 기업정보 제공
•480,000건 이상의 SSRN Working Papers 제공
•100,000여 건의 케이스 스터디 자료 제공

ProQuest Central 주요 저널 소개

 ProQuest Central에서 제공하는 경영/경제, 공학, 의학, 생물학 등의 주요 타이틀 저널 소개(SJR 랭킹 기준 6.0이상)
Microbiology and Molecular Biology Reviews/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Psychological Bulletin/JAMA Psychiatry/Molecular Biology and
Evolution/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Trends in Immunology/Annual Review of
Microbiology/Journal of Marketing/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Food Policy/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s/Psychology &
Marketing/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Journal of Labor Economics/European Heart Journal/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그 외 다수

ProQuest 기본 플랫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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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창

2

1. 개인화 기능- 최근 검색 보기, 자료 임시
저장 폴더, 인터페이스 언어 설정 및 변경,
My Research와 같은 개인화 기능

3

2. 검색 옵션- 기본검색(Basic search),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출판물
검색(Publication), 찾아보기(Browse)
3. 데이터베이스 선택-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특정 하위 주제 분야
선택하여 자료 검색

기본 화면

연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한 검색 가능
1. AND/OR/NOT 검색:
단어 사이에 AND/OR/NOT 입력.

예) natality AND social problems 로 검색 시, natality 과
social problems 두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 검색

2. 구문 검색: 큰 따옴표(“ “) 이용.

예) “low birth rate”를 하나의 구문으로 검색

3. 연산자 (*) 검색:
검색어 중간이나 끝에 Truncation character(*) 이용.
예) econo*로 검색할 경우 economic, economics,
economy 등 어미 변화 단어 모두 포함하여 검색

4. 연산자 (?) 검색:
단어의 중간에 wildcard character(?) 이용.

예) sm?th로 검색할 경우, smith, smyth 등을 함께 검색

AND/OR/NOT 연산자의 예
AND/OR/NOT의 연산자 식

검색 결과 수

▪ AND 연산자 이용 시 natality과 social problems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결과 제공

구문 검색의 예
큰 따옴표(“ “) 구문 검색

구문 검색 연산자를 통한 검색 결과

▪ 구문 검색 연산자 이용 시 “low birth rate”을 단일 키워드로 인식한 검색 결과 제공

연산자(*) 검색의 예
절단기호 (*)연산자의 연산자 식

절단기호 연산자를 통한 검색 결과

▪ 절단연산자(*) 이용 시
어미변화를 일으키는
economico, economic,
economics, economy와
같이 유사어나 복합어
검색 결과 제공

연산자(?) 검색의 예
와일드카드 문자기호 (?)연산자를
통한 검색 결과
와일드카드 문자기호 연산자를
통한 검색 결과

▪ 와일드카드 연산자 (?)
이용 시 adult, adults,
adult’s, adam과 같은
물음표 자리에 철자가
변경된 다양한 검색 결과
제공

고급 검색 (advanced search)

1
기본 키워드 입력

2

3
4

1. 필드 지정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 지정 ex.문서 제목,
본문, 저자, 주제, 출판물
제목 등을 선택하여 지정
2. 제한 조건: 원문 제공되는
출판물만 검색결과에 표시
▪전문 (Full text): 원문을
제공하는 기사만 검색
▪동료 심사 (Peer
reviewed): 상호 심사
저널로 제한하여 기사
검색
3. 출판 날짜
4. 추가 검색 옵션: 자료의
원본유형/문서형식/언어별
로 제한하여 검색

고급 검색의 예

1

2

1. 검색 키워드 입력
2. 키워드를 검색하고자 필드 지정

1) Brith Rate(출산율)- 출산율을 문서 제목(title)에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 한정
2) Labor force(노동력)- 노동력이 본문(Document text)에서 검색되는 자료로 한정
3) Health care(보건 의료)- Health care가 서지/초록(Abstract)에 포함되는 자료로 한정

고급 검색 결과 페이지의 예

고급 검색 결과
초록의 검색결과

본문에서 검색결과

고급검색에서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지정한 위치에서 검색 됨

검색결과 페이지 활용 I

1. 관련 검색 항목
1. 관련 검색 항목:

ProQuest Search에서 제안하는
관련 있는 추천 검색어 활용

2. 결과 한정 목록

2. 결과 한정 목록:
5. 자료 활용 옵션

검색된 결과를 관련성/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출판물 유형, 키워드,
주제, 데이터베이스 등을 선택하여
결과를 좁힐 수 있음

3. 제공 자료:

초록/상세정보, 전문(full-text) 및
PDF 파일 제공

3. 제공 자료

4. 자료 유형 아이콘:

아티클, 단행본, 논문, 뉴스 등
자료유형을 아이콘을 통해 구분

5. 선택한 자료 활용:

인용정보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프로그램으로 보내기
등 다양한 활용 옵션 제공

4. 검색결과 리스트 아이콘

검색결과 페이지 활용 II

2. 자료 내 이미지/도표/차트
제공 시 이미지 제공

1. 자료 제공 유형

1. 자료 제공 유형: 서지/상세정보, 웹페이지 형식의
전문(full-text), 전문 PDF로 제공
2. 자료 내 이미지 자료 제공: 본문 내 이미지, 도표,
차트 포함 시 이미지 자료 제공
3. 피인용 문헌 리스트 및 전체 레퍼런스 리스트: 해당
자료의 피인용건수와 전체 참고문헌목록 제공
4. 미리 보기: 미리보기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3. 피인용 문헌 리스트와 참고 문헌 리스트

서지/초록을 포함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4. 미리 보기

검색 결과 – 자료 형태별 보기

Full Text(html), Full Text (PDF), 초록/세부사항, 참고문헌 선택하여 보기

검색 결과 - 본문 보기
1. 번역 서비스: 서지초록/ 본문
2. PDF 다운로드

3. 선택한 문서 활용
4. 피인용한 자료 리스트
및 공통된 참고 문헌
리스트 제공

한글로 번역 가능
2. PDF 다운로드: PDF가 제공되는
경우, PDF 원문 다운로드

3. 선택한 문서 활용: 인용정보 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My
Research에 추가, 서지반출 등

다양한 활용
1. 번역기능

5. 관련항목

4. 피인용건수 및 공통 참고문헌
자료: 해당 자료의 피인용건수 및

공통 참고문헌을 가진 자료 제공
6. 색인 처리 용어 검색

5. 관련항목: 선택한 문서와 유사한
자료 보기

6. 색인 처리 용어 검색 : 해당
자료의 관련 주제 분야를 제공

검색 결과 활용 - 꼬리 검색

ㅊ

참고문헌 목록에 있는 자료가 구독하고 있는 다른 ProQuest DB에서 제공될 경우
본문 및 초록 페이지로 연결

출판물 검색 - 저널 검색

3. 결과 한정 목록

1. 찾고자 하는 저널명 직접 입력

1.

특정 저널 검색: 특정 저널명
입력하여 검색

2.
2. 알파벳 순서로 검색하기

알파벳 순서로 검색: A to Z
순서로 검색하기, 출판물
타이틀을 찾아보기

3.

출판물 목록 한정 : 검색된 저널의

출판타입, 주제필드, 언어, 저널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출판사
별로 간추려 결과를 확인

출판물 검색- 출판물 정보

1. 알림 및 RSS 피드 설정

1. 알림 및 RSS 피드 설정:
▪

알림 메시지 설정: 해당 저널의 최신호가 업데이트

될 경우, 이메일로 추가 최신 아티클 정보 확인
▪
2. 선택 저널 내에 재검색

RSS피드 생성: 이 저널의 최신호 정보를 RSS feed
URL로 생성

2. 선택 저널 내 재검색: 선택한 저널 내에서 재 검색
3. 특정 호 찾아보기: 저널의 해당 Volume/Issue 에서
수록하고 있는 기사 목록을 확인

3. 특정 호 찾아보기

찾아보기 - 산업 및 시장조사 리포트, 상품 보고서, 회사 보고서
▪ 산업 리포트 및 시장 조사 리포트:
찾아보기로
이동

BMI, First research 등을 주제별, 지역별로 제공

▪ 상품 보고서:

EIU 및 oxford Economics 보고서 제공

▪ 회사 보고서:

Hoover’s Company Report 등 기업 관련 보고서 제공

▪ 국가 보고서:

EIU의 국가보고서, 경제 동향 보고서 등 제공

My Research 이용하기
2

1

4
5

1.

검색 히스토리: 검색 히스토리 저장

2.

선택한 검색결과 확인(회원 가입 불필요): 저장한 검색 결과 자료 확인

3.

My Research 페이지

4.

My Search 로그인: 계정이 있는 경우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5.

My Research 계정 생성: 계정 생성 후 즉시 이용 가능

3

My Research 이용하기
1. My Research 개인 계정 활용

폴더 추가, 인용하기 등의
추가 기능 활용

1.

My research 위젯-My Research 개인 계정
활용을 생성하여 검색한 자료 및 검색어 저장,
검색 항목, 알림 메시지, RSS 피드 등 저장한
검색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

2. 추가 기능 활용-한 섹션 동안 My Research에
추가한 자료에 메모를 추가하여 폴더에 추가,
인용하기, 이메일, 프린트 및 서지사항 반출
등의 기능 이용

감사합니다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