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COhost 데이터베이스 이용 안내 (1)
Basic Search (기본검색)


Basic Search (기본검색)

-두 단어 이상 입력 시, 기본 구(Phrase) 검색
예) global warming 입력 시, 순서대로 붙어있는 결과만 검색
-두 단어 이상 입력 시, 연산자(AND/OR/NOT) 조합 가능
AND : 입력된 모든 단어가 포함된 결과 찾기
OR : 입력된 단어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결과 찾기
NOT : 앞 단어는 포함하면서 NOT 뒤의 단어는 배제
검색제한자 활용

고급검색

- Wild Card (?) 및 Truncation symbol(*) 사용 가능

검색제한자 활용 : Basic Search에서 Full Text / Scholarly Journal / Published Date / Publication 등 제한자 적용 가능
고급검색 : 입력 키워드와 검색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필드조합검색 가능 (보다 정확하고 빠른 검색 지원)

Search Results (검색결과 보기 및 활용)

제한자를 이용하여
결과내 재검색

다양한 Facet을 이용하여
검색결과 좁히기

Image Quick View
개별 이미지
열람/인용/다운로드 가능
인용/피인용정보 확인

기사 미리보기 : 기사 상세결과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해당 아이콘 마우스 오버만으로 주제어/초록 등 미리보기 가능
폴더 담기 : 여러 건의 기사를 동시에 인쇄/Email/저장/반출 하고자 할 때, 폴더에 담은 후 한꺼번에 활용 가능

Detailed Result (상세결과 / 활용)
검색결과의 활용 : 인쇄/Email/저장/반출하기 등..

PDF
원문보기

●인용하기 : AMA, APA, Chicago, MLA 등 유명 서지작성
양식에 따른 기사 서지출력. (복사 후 활용)
● 반출하기 : EndNote, RefWorks 등 서지관리툴로 검색된
기사 반출 가능
● 폴더담기 : 여러 건의 기사를 폴더에 담아 저장, 출력,
Email, 반출 가능
● Bookmark : 관심기사 즐겨 찾기 등록

EBSCOhost 데이터베이스 이용 안내 (2)
Publication Browse (수록 출판물-저널 탐색)
Journal Alert
설정

Bookmark 즐겨찾기 등록

저널명
입력

알파벳순 탐색
연도/권호 별
목차,원문보기

저널
RSS
원문제공 기간
및 포맷 확인

 Journal Alert 설정 (Create an Alert)

Journal Alert : 해당 저널의 새로운 Issue가 발행될 때마다 등록된 Email로 목차정보를 수신함으로써 최신 정보에
대한 자동입수 가능
• 설정방법 :
Publication에서 저널 탐색  저널 상세정보 페이지  우측 상단의 Share 선택  메뉴 중 E-mail Alert 선택  My
EBSCOhost 로그인 후 Email 입력 및 환경설정  저장
☞ My EBSCOhost는 ID/Password 생성 후, 사용 및 관리 가능

My EBSCOhost 활용 (개인별 맟춤기능)
 개인이 검색한 기사를 저장하거나 폴더단위로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Journal Alert (저널목차 Email

알림서비스), Search Alert (자동검색 알림서비스) 등 개인단위 맞춤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D/Password 생성 후, 로그인

신규 이용자
ID/PW 등록

기본서비스
(Journal Alert..) 관리

저장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