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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Political Science Abstracts란?  

• Worldwide Political Science Abstracts는 국제관계/정치/외교/법/행정 등 사회 과학 분야 전문 문헌에

대한 서지, 초록을 제공하는 데이타베이스로써, 정치 분야의 주요 학술 저널을 포함하여 약 1500여종의

관련 연속 간행물, 단행본, 논문, 서평 등 색인 정보와 북미 지역에서 발간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60% 이상의 자료는 기타 외국 지역에서 출간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이 중 약 20% 자료의 출판 언어

는 프랑스어, 독일어 등 영어 이외의 출판언어 자료도 함께 제공되며 연간 약 2만 건의 레코드를 업데이

트하여 1975년부터 현재까지의 최신자료를 제공하는 정치 사회 과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IFI / Plenum, 1975-2000 및 ABC-CLIO (1984-2000)에 의해 출판된 ABC POL SCI의 Political Science 

Abstracts의 백파일의 내용에 기초로 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국제적인 사회,과학 분야까지 함께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DB 주제 분야: 

• Comparative politics

• Developing nations

• Disarmament

• Economic policy

• Electoral systems

• Government/Political systems

• History and theory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trade

• Political behavior

• Political economy

• Political psychology

• Politics and law

• Politics and society

•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defense

• Welfare systems



기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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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화 기능- 최근 검색 이력, 원하는 자료 임시 저장 폴더 인터페이스 언어 설정 및 변경, My Research(개인화
기능)와 같은 개인화 기능

2. 검색 방법 옵션- 기본 검색 (Basic search), 고급 검색(Advanced Search)으로 원하는 자료 검색
3. 연산자 안내 -ProQuest 연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쉬운 검색 결과 식 이용 가능

▪ AND/OR/AND 검색 –
키워드 사이에 AND/OR AND NOT 입력
예-> natality AND social problems 를 natality 과 social problems 두개의 키워드로 검색
▪ 2. 구문 검색 -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  “ 이용
예-> “low birth rate”를 하나의 구문으로 검색
▪ 3. 절단 연산자(*) 검색- 검색의 용어 중간이나 끝에 절삭문자 이용
예-> econo*-> economico, economic, economics, economy 검색
▪ 4. 와일드카드 연산자(?) 검색- 단어의 중간에 문자 기호 이용
예 ad??-> adult, adults, adult’s, adam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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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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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R/NOT(Political AND right) 의 연산자의 예
AND 연산자 이용 시 검색 Political 과 right 를 각각의
키워드로 인식한 검색된 검색결과 제공

구문 검색 ”human right “(큰 따옴표)의 예
구문 검색 연산자 이용 시 ”human right “을 단일
키워드로 인식한 검색 결과 제공

절단 연산자 (politi*)의 예
절단 연산자 (*)검색 이용 시 어미변화를 일으키는politics, 
politicians, politic 와 같이 유사어나 복합어 검색 결과 제공

와일드카드 연산자 (Political?)의 예
와일드카드 연사자(?)검색 이용 시 politicals, politicaly 와
같은 중간 문자 변경 검색 결과 제공

연산자의예



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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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드 지정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 지정

ex.문서 제목, 본문, 저자, 

주제명, 출판물 제목 등을

선택하여 지정

2. 제한 조건: 동료 심사 (Peer 

reviewed): 저널로

제한하여 기사 검색

3. 출판 날짜: 날짜를

지정하여 검색

4. 추가 검색 옵션:자료의

원본유형/문서형식/언어별

로 제한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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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한정 목록: 검색된 결과를 관련성/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출판물 유형, 키워드, 주제, 

데이터베이스 등 옵션들을 제한하여 재 검색하기

2. 자료 유형: 초록/상세정보, 전문(full-text) 및 PDF로 제공

3. 검색 결과 리스트 아이콘: 서평, 인터뷰,저널 아티클 등 다양한 검색 결과물을 아이콘을 통해 출판물

종류를 구분

4. 선택한 자료 활용: 인용정보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프로그램으로 보내기 등 다양한 활용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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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페이지활용 I



검색페이지활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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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내 이미지 자료 제공: 

본문 내 이미지, 도표, 차트

포함 시 이미지 자료 제공

2. 피인용 문헌 리스트 및 전체

레퍼런스 리스트: 해당 자료의

피인용건수 제공과 참고 문헌

리스트 제공

3. 자료 유형 포맷: 

서지/상세정보,웹페이지 형식의

전문(full-text), 전문 PDF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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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기I

8

1

2

2
3

4

1. 번역 서비스: 서지초록/ 본문 한글로 번역 기능

2. PDF 다운로드: PDF원문이 제공되는 경우, PDF원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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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항목: 선택한 문서와 유사한 자료 보기

5. 인덱싱 용어 검색 : 선택한 문서의 주제와 관련 주제 분야의 인덱싱 텀으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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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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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PDF) 본문보기: 고해상도 원본을 웹 버전의 PDF로 본문보기

Abstract/Details:  초록 (번역기 이용 가능)  및 자료의 주제, 지역, 제목, 출판물 등의 세부사항 확인하기



본문보기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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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에 있는 아티클의 본문 및 초록이 구독하고 있는 다른
ProQuest DB에서 제공될 경우 본문 및 초록 페이지로 연결



검색이력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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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히스토리: 검색 히스토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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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y Research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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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y Research 계정 생성: My Research 계정 생성 안내 (계정 생성 후 즉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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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earch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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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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Korea@asia.proquest.com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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