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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Central이란?

175+ 
subject 
areas

Quality 
control

40 
databases

Access to 
full text 
content

Journals 
& much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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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Central 주제 분야
경영, 경제

생명과학

정치/외교

예술

신문,뉴스

언어학

형사, 범죄

사회과학

평생, 직업교육

사회학

심리학

컴퓨터

과학

기타 전문

도서관학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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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Central 제공 내용

230,000 
Dissertations

1,400
Newspapers

115,000
Market Reports

470,000
Working Papers

45m
Company Profiles

120,000
Case Studies

33,000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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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Central은 해외 학술저널, 매거진, 주요신문, 국가보고서, 산업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학술데이터베이스 입니다.

ProQuest Central 제공 내용

, 

Billboard 

ProQuest Central

색인/초록 22,745종

전문/원문(저널/매거진) 11,525종

SCI/SCIE 1,407종

SSCI 1,180종

AHCI 495종

Scopus 4,309종

Emerging Markets, 

Oxford Analytica, Oxford Economics 

국가, 경제, 산업 보고서 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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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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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술지

Journals 1만 타이틀 이상의 학술 & 전문분야 저널의 원문 제공

주제별 저널
ACI Structural Journal – 건축, 토목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 작업치료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 심리치료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 발달 장애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정치, 국제관계

Canadian Psychology - 심리학

European Journal of Control

Foreign Language Annals - 언어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 특수교육

Journal of Drug Issues – 약물/약학

Journal of Forestry – 산림, 생태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 가족치료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 마케팅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 간호

Journal of Quality Technology – 품질기술

Journal of Retailing – 경제, 유통

MIT Sloan Management Review - 경영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 성인간호

Research in Learning Technology - 교육

출판사 원문 제공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0 +

Nature Publishing Group 34 +

Palgrave Macmillan 58 +

Project Muse 313 +

Springer 916 +

De Gruyter 175 +

SLACK Publisher(간호.보건 포함) 9 +

British Medical Journal(BMJ)(간호.보건 포함) 53 +

Emerald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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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거진 &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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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거진

경제, 경영

광고 영화 등 전반 영화기술 동향

음악. 문화

금융

예술전반

TOP Magazine
각 분야별 수요가 높고 전 이용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문 매거진 PDF 원문 제공

조형미술 현대미술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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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

Newspaper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전세계 주요 신문 서비스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Bloomberg Wire News 

를 포함한 2,000여종의 신문 제공

도서관 전자자원 WebDB

신문 데이터베이스로

별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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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고서

Report
EIU, BMI 등 전 세계 국가보고서, 산업, 

사회, 경제 등 분야 보고서 원문

4,000여 정보 및 시장, 재무, 133,000건
이상의 원문 제공

미국 중.소 규모 비지니스를 포함한 투자, 
재무 등에 대한 분석, 요약 자료를 제공
5,300 만 건 자료 제공.

미국 내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회사들의 간
략 Profile 제공

200개국 23개 산업분야 75,000여 기업
Profile & SWOT분석 자료 제공

전 세계 25,000여 회사의 Profile정보 제공

인프라구축, 건설, 보험분야의 기업분석 보
고서(재무, 수주, SWOT 등), 프로젝트 상세
분석 자료 등 6만 건의 원문 제공

전세계 국가의 24개 사업분야, 200여개
Global 시장에 대한 Insight 및 분석, 전만사
료 제공[엠바고 없는 원문 제공]

전세계 160 여개국에 대한 경제 전망과 60여

개국에 산업전망을 포함한 소비재 지표 전망, 

원간 리뷰 등 제공

미국 산업 450여개 분야에 대한 상세 시장 현

황, 고용, 제품, 기업등 모든 유관자료를 망라한

상세 원문 보고서 제공

G20을 포함한 선진국 40개 국의 “Country 

Forecast”[엠바고 없음], Country Report 등

163 개 타이틀원문 제공

Brookings Institution Reports, Brookings 

Global Cities Initiative Reports 등 엠바고 없는

원문 제공

미국 노동통계청 고용 통계 및 6개 분야 인덱

스(지표) 자료에 대한 원문 제공

UN산하 국제노동사무국으로 전세계 고용, 임

금관련 보고서 및 사회지표 관련 보고서 제공

엠바고 6개월의 40여 개 타이틀의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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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면

검색 Tips 제공
효과적인 기본검색 지원을
위해 검색 tips 제공 –
비디오 튜토리얼 및 Help 
링크

검색 옵션
다양한 검색 방법 및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가능

검색 중인 DB 수 및 자료유형 확인
검색 중인 데이터베이스 종 수 및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 가장 많이
포함된 자료유형에 대한 설명

자료 유형 옵션
가장 많이 사용되는
3~4개의 자료유형 옵션
선택 가능
그 외 자료유형은 ‘More’ 

메뉴에서 확인 가능
기본 검색 창 – 원하는 검색 키워드 입력
• 전문(Full text): 원문이 제공되는 문서만 검색
• 동료 심사(Peer reviewed): 동일 주제분야 내

전문가의 상호 심사가 완료된 문서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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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독 중인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서

검색할 DB 선택한 후 교차 검색 및

단독 DB 검색 가능

1

1.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선택

2.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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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기본 검색 창 - ProQuest 연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쉬운 검색 결과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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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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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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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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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문 검색 - 정확한 구문 검색을 위해 “  “ 이용

예) “healthy eating” → 하나의 구문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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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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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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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검색 옵션
• 전문(Full text): 원문이 제공되는 문서만 검색
• 동료 심사(Peer reviewed): 동일 주제분야 내

전문가의 상호 심사가 완료된 문서만 검색

14



고급 검색

추가 검색 옵션 - 자료의 원본유형/문서형식/언어별로 제한하여 검색

(※ 필드 지정 옵션은 구독 DB따라 상이 할 수 있음)

필드 지정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 지정

예) 문서제목, 본문, 저자, 주제명, 

출판물 제목 등을 선택하여 지정

제한 조건 및 출판 날짜

원문(Full text) 제공 및 동료 심사

(Peer reviewed) 저널로 제한,

출판 날짜 제한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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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

5

검색 페이지 활용 I

1

1. 검색 결과 - 검색 키워드에 따른 총 검색 결과 개수를 제시

2. 결과 한정 목록 - 검색된 결과를 관련성/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출판물 유형, 문서 형식, 주제, 데이터베이스 등

옵션들로 제한하여 재 검색

3. 원본 유형 아이콘 - 아이콘을 통해 학술지, 보고서, 논문, 신문 등 다양한 검색 결과물을 원본 유형으로 구분

4. 자료 유형 – 초록/세부사항, 원문(full-text) 및 PDF로 원문 제공

5. 선택한 자료 활용 – 인용정보 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등 다양한 자료 활용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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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페이지 활용 II

1

3
2

4

1. 첨부자료 제공 - 본문 내 도표, 차트, 동영상 등 첨부자료 포함 시 제공

2. 참고문헌 리스트 및 피인용 문헌 리스트 – 해당 자료의 참고문헌 리스트와 피인용 건 수 제공

3. 자료 유형 및 원문 보기- 초록/세부사항, 웹페이지 형식의 원문(full-text), PDF로 원문 제공

4. 미리보기 – 해당 자료의 미리보기를 통해 초록/세부사항, 주제어, 검색된 DB 등을 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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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페이지 활용I

1. 번역 - 초록 및 본문 번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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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색창 - 새로운 자료 검색을 원하는 경우, 키워드 입력

3. PDF 다운로드 - PDF원문이 제공되는 경우, PDF원문 즉시 다운로드

4. 문서 활용 - 인용정보 생성,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My Research에 추가, 서지정보 반출 가능

5. 피인용 자료 및 공통 참고문헌 자료 – 해당 자료의 피인용 자료와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진 다른

자료 리스트 제공

6. 관련항목 - 선택한 문서와 유사한 자료 보기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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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ll Text (PDF) 원문 보기 - 웹 버전의 PDF로 고해상도의 원본 자료 제공

2. 페이지 안내 - 현재 페이지 및 총 페이지 안내

3. 페이지 활용 - 페이지 회전, 다운로드, 인쇄하기 버튼 제공

본문페이지 활용 II

41

3

2

4. 초록/세부사항 – 초록(번역 이용 가능) 및

자료의 주제, 지역, 제목, 출판물 제목 등의

세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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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페이지 활용 III

1

2

1. 참고 문헌 페이지 -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를 웹페이지로 제공

2. 꼬리 검색 가능 - 참고문헌 리스트의 내 자료의 본문 및 초록이

구독 중인 다른 ProQuest DB에서 제공될 경우 링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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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검색

1

2

3

1. 특정 출판물 검색 – 원하는 검색 필드를 지정하여 특정 출판물(저널, 매거진 등)명 등 원하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2. 알파벳 순서로 검색 - A to Z 순서로 검색, 출판물 타이틀 찾아보기

3. 출판물 목록 한정 - 검색된 출판물의 원본 유형, 출판물 주제, 언어,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별로 목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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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검색

출판물 정보

출판물 최근 발간일, 자료 수록

기간, 출판물명 제목 기록(변경

이력), 출판사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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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내 재검색

특정 호 찾아보기

저널의 해당 권/호 에서 수록하고

있는 기사 목록을 확인

(+, - 로 목록 열기 &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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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검색

산업 및 시장조사 보고서 – BMI, First Research 등 산업 및 시장조사 리포트를 주제별, 지역별로 제공

상품 보고서 - EIU의 식자재,원자재 보고서 및 oxford Economics Commodity price forecasts 제공

회사 보고서 - Hoovers 및 ProQuest Annual report 등 회사 보고서 제공

국가 보고서 - EIU의 국가 및 경제 동향 등 국가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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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이력 확인하기
1

1. 최근 검색 - 최근 검색 히스토리 저장 및 확인

2. 선택한 검색결과 확인(회원 가입 불필요) - 선택한 검색 결과 확인

3. My Research 로그인

4. My Search 로그인 - 계정이 있는 경우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5. My Research 계정 생성 - My Research 계정 생성하기 (계정 생성 후 즉시 이용 가능)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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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earch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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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폴더에 추가, 인용하기, 이메일 보내기, 안쇄 및

서지사항 내보내기 등의 기능 이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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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한국지사

Korea@asia.proquest.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