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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Atmospheric, & Aquatic Science Collection

Summary

저명한 학술지의 색인/초록 및 원문 제공 -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와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ringer Nature, Nature Publishing Group 등의 출판사
High-impact 학술지
원문(Full-text) 제공

ProQuest Earth, Atmospheric, & Aquatic Science Collection은 earth, atmospheric, aquatic 

sciences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심층적인 교육 및 학습, 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
- Meteorological & Geoastrophysical Abstracts (MGA)과 Aquatic Sciences & Fisheries Abstracts 

(ASF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포괄하여 제공

융합학문의 교육 및
학습, 연구를 위한 자료

최신 연구 자료에 대한
폭넓은 접근

최신 연구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 - reports, working papers, conference 
proceedings 등 학술지에 발표되기 전인 grey literature 제공



Earth, Atmospheric, & Aquatic Science Collection

Key-points: 해당 분야의 저명한 출판사의 학술지 원문 제공

Nature Climate Change를
포함하여, Nature 

Publishing Group의 10개
Nature 학술지 제공

Springer의
Landscape Ecology

Paleobiology를 포함하여,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36개 학술지 제공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를

포함하여,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의

11개 학술지 제공



기본 검색

검색 옵션
다양한 검색 유형 및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가능

개인화 기능
최근 검색 이력, 임시 저장 폴더,
인터페이스 언어설정, My 
Research(개인 계정을 이용한
개인화 기능) 활용

제한 검색 옵션
• 전문(Full text): 원문이

제공되는 문서 검색
• 동료 심사(Peer reviewed): 

동일 주제분야 내 전문가의
상호 심사가 완료된 문서 검색

기본 검색창 - ProQuest 연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쉬운 검색식 이용 가능

1. AND/OR/NOT 검색 – 검색어 사이에 AND/OR/NOT 입력

예) food AND nutrition → 두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 검색

예) food OR nutrition → 두 검색어 중 하나 이상 포함된 문서 검색

예) food NOT nutrition → food는 포함되나 nutrition은 제외된 문서 검색

2. 구문 검색 – 정확한 검색을 위해 “  “ 이용

예) “healthy eating” → 하나의 구문으로 검색

3. 와일드카드(?), 절삭 문자(*) 검색- 검색어의 시작이나 중간, 끝에 사용

예) effect* → effects, effective, effected, effecting, effectively 등 여러
문자를 대체하여 사용됨 (검색어의 여러 단어 변형 검색 시 활용)

예) Sm?th → Smith or Smyth 한 문자를 대체하여 사용됨



고급 검색
필드 지정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 지정

- 문서 제목, 본문, 저자, 주제명, 출판물 제목

등의 필드를 선택하여 필드 검색 가능

제한 조건 및 출판 날짜

원문(Full text) 제공 및 동료 심사

(Peer reviewed) 저널로 제한,

출판 날짜 제한하여 검색



고급 검색

추가 검색 옵션

자료를 원본유형/문서형식/언어별로 제한하여 검색

(※ 추가 검색 옵션은 이용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음.)



검색결과 페이지 활용 Ⅰ
2

4

1
3

1. 검색 결과 – 검색어에 대한 총 검색 결과 개수를 제시

2. 검색 필터(결과 한정 목록) – 검색 결과를 관련성/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원본 유형, 출판 날짜, 주제 등의 여러 필터

옵션으로 검색 결과를 한정하여 재검색 가능

3. ProQuest 플랫폼 기능 - 선택한 자료에 대한 인용정보 생성,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My Research에 추가,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도구로 내보내기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4. 미리보기 – 원하는 자료의 ‘미리보기’를 통해 초록, 주제, 

검색된 DB 등의 정보 확인 가능



검색결과 페이지 활용 Ⅱ - 검색과 일치하는 도서 및 영상

검색과 일치하는 도서 및 영상

검색 결과 페이지 오른쪽에 검색과 일치하는 도서 및 영상

자료를 제안하며, ‘모든 도서 및 영상 표시’를 통해 모든 도서

또는 영상 자료의 목록 확인 가능

(※ 이 때 도서는 전자책(eBooks)을 의미함.)

(※ 학술지나 신문 등 특정 원본 유형으로 검색 결과를 한정할

시 해당 항목들은 보이지 않음.)



Academic Video Online on ProQuest

Transcript

화면 왼편에서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하고 검색을

통해 원하는 부분 찾아보기 가능

– 원하는 부분(하이라이트) 클릭 시 해당 비디오

화면으로 이동



Ebook Central eBooks on ProQuest

온라인에서 읽기 - 별도의 viewer 또는 다운로드 없이 온라인에서

즉시 도서 읽기 가능

전체 다운로드 / PDF 챕터 다운로드 - 전체 다운로드 시 로그인

필요, 챕터 다운로드 시 로그인 필요 없음

책장에 추가 - 개인 계정을 생성하여 책장에 추가 및 폴더 생성, 

인용, 최근 열람 내역 확인 등 다양한 책장 기능 활용

도서 링크 공유하기 – 해당 자료의 도서 상세 정보 페이지에 대한

링크 생성 및 공유

도서 인용 - 해당 자료에 대한 인용정보 생성 및 복사, RefWorks

내보내기 등의 기능 활용



왼쪽부터

- 전체 다운로드

- 챕터 다운로드

- 복사

- PDF로 인쇄

- 책장에 추가

- 공유 링크

- 인용구 가져오기

- 하이라이트(강조)

- 메모 추가

- 즐겨찾기(Bookmark) 추가

- 축소

- 확대

- 확대/축소…

- 페이지 이동…

- 이전

- 다음

Ebook Central on ProQuest – 온라인에서 읽기

위쪽부터
- 도서 정보
- 목차 (챕터 확인 및 이동)
- 주석
- 본문/챕터 검색

본문/챕터 검색

본문/챕터 검색을 통해 검색어와

연관성이 높은 부분을 빠르게 확인



1. 본문 탭(tabs) - 본문페이지 내 여러 탭을 통해 원문(Full text), 초록/세부사항, 참고 문헌 등 여러 형태로 해당

자료 활용 가능

2. 번역- 초록 및 본문 번역 가능

(※ 번역기능은 웹에서 이용 가능; 자료에 따라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3. PDF 다운로드 - PDF로 원문이 제공되는 경우, ‘PDF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PDF 형태로 즉시 다운로드 및 활용

4. ProQuest 플랫폼 기능 - 해당 자료에 대한 인용정보 생성,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My Research에 추가,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도구로 내보내기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5. 피인용 자료 및 공통 참고문헌 자료 - 해당 자료를 인용한 자료와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진 다른 자료 정보 제공

6. 관련 항목 - ProQuest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자료와 관련성이 높은/유사한 자료 추천

1

본문 페이지 활용 Ⅰ

3

4

5

6

2



본문 페이지 활용 Ⅱ

1

2

1. 참고 문헌 – 해당 자료의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를 웹페이지로 제공

2. 꼬리물기 검색 – 참고문헌 리스트의 내 자료의 본문/초록이 ProQuest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될 경우 링크로 연결



출판물 검색 Ⅰ

1

2

3

1. 특정 출판물 검색 – 원하는 검색 필드를 지정하여 특정 출판물

이름 등 원하는 검색어로 검색

2. 알파벳으로 찾아보기 – A to Z 순서로 출판물 이름 찾아보기

3. 출판물 필터(결과 한정 목록) – 출판물 검색 결과를 원본 유형, 

출판물 주제 등의 여러 필터 옵션으로 검색 결과를 한정하여

재검색 가능



출판물 검색 Ⅱ

출판물 정보

해당 출판물의 최신 발간일, 자료

수록 기간, 출판물명 제목 기록(변경

이력), 출판사 정보 등을 제공

알림 메세지 및 RSS 피드 설정

• 알림 메시지 설정: 해당 저널의 최신 권/호가

업데이트 될 경우, 이메일로 추가된 최신 자료

정보 확인

• RSS 피드 생성: 해당 저널의 최신 권/호 정보를

RSS feed URL로 생성

이 출판물 결과 내 재검색

원하는 검색어로 선택한 출판물 내

재검색 가능
특정 호 찾아보기

해당 출판물의 특정 권/호를

선택하여 자료 목록 확인 및 활용

(+, - 로 목록 열기 & 닫기)



데이터베이스 변경

2

1

데이터베이스 - 구독 중인 ProQuest 데이터베이스 중 교차

검색 또는 단독 검색을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가능

1. 전체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검색을

원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선택

2.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버튼 클릭



최근 검색(Recent Searches)

최근 검색(Recent Searches)

최근에 검색했던 검색에 대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 

결과 등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원하는 자료 선택 후 ‘선택된 항목(Selected Items)’에서 확인

선택된 항목(Selected Items)

체크박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 선택 후 ‘선택된

항목’에 대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사용



선택한 자료의 서지정보(Bibliography) 확인

인용(Cite)

ProQues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용

형식(출력스타일)을 통해 인용 정보 생성 및 활용



선택한 자료를 RefWorks에 저장(Save)

저장(Save)

ProQues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저장 옵션

활용 –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도구로 내보내기 등



My Research 이용하기

My Research 계정 생성 및 로그인

ProQuest 플랫폼 내의 My Research 계정을 생성하여 원하는

자료를 저장, 검색, 알림 등의 기능 활용 가능



LibGuides 및 도움말

• ProQuest 플랫폼 LibGuide: 

http://proquest.libguides.com/proquestplatform

• ProQuest Earth, Atmospheric & Aquatic Science Collection LibGuide: 

http://proquest.libguides.com/earthatmosphericandaquaticsciencecollection/about

• ProQuest Support Center: https://support.proquest.com

• 기타 문의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korea@asia.proquest.com)로 연락 주십시오

http://proquest.libguides.com/proquestplatform
http://proquest.libguides.com/earthatmosphericandaquaticsciencecollection/about
https://support.proquest.com/
mailto:korea@asia.proquest.com


감사합니다

ProQuest 한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