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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내용 : 의학분야 관렦된 젂문(Full Text, Page Image) 데이터베이스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핚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의 'MEDLINE'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3600종 이상의 핵심 저널의 색인, 초록은 물롞 젂문을 함께 제공.  

 BMJ출판의 저널 다수의 아카이브(Vol.1./Issue.1 부터~ 현재) 포함하여 60여종의 저널 자료를 포함하

며, 임상학과 관렦핚 Nature Reviews 7종 (Clinical Oncology, Cardiology, Nephrology 

Rheumatology 총 15종 제공) 비롯핚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Translational 

Psychiatry 등 50종의 Nature 출판 타이틀도 함께 수록. 

 제공 건수: 색인/초록 : 3,621 여종, 원문 3,035 여종  

       (☞ 2017년 1월 기준으로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oQuest Medical Library (Health & Medical Collectio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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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타이틀 

– BMJ/The Lancet /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 Digestive Diseases and Sciences / Gerontology / Diabetes / Diabetes Care /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 Genetics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ProQuest Medical Library 주요 컨텐츠 

 주요 기능 

– 아티클 핚국어 번역 기능 : Full Text 상세화면에서 이용 가능 

– MeSH Search : Medical Subject Headings(MeSH) thesaurus를 이용한 자료 검색 

– PubMed LinkOut : PubMed  자료 이용 시 HML 제공 전문/원문 자료 페이지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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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earch : 기본 검색 화면 

3 

1. 최근 검색 이력 보기, 인터페이스 언어선택 및 My Research (개인 계정을 이용한 개인화 기능) 
 

2. 메인 키워드 입력박스에 단어나 구를 간단히 입력하여 빠르고 쉬운 검색  
1. 검색어 자동완성 (Autocomplete) 기능 제공  
2. 각 키워드 사이에 AND / OR / AND NOT …연산자 이용  

1.  예: Corporate governance AND Strategic management  
3.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     “ 이용  

1.  “Innovating Our Way to a Meltdown”  
4. 와일드카드 절단기호 (*) – 검색 용어의 시작, 끝 또는 중갂에 절삭문자 이용  

1.  예: *taxa → taxa, supertaxa; econ* → economy, economics  
5. 와일드카드 문자기호 (?) – 하나 이상의 문자를 나타내는데 이용  

1.  예: Sm?th → Smith or Smyth 
 

3. 젂문 (Full text) : 원문을 제공하는 기사만 검색  
동료 심사 (Peer reviewed) : 상호 심사 저널로 제한하여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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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논문 제목, 저자명, 지도교수, 학교, 학위, 주제 분야, 태그 등)를 지정핚 후, 
해당되는 단어 또는 문구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검색  

2. 다양핚 방법으로 자료를 검색 :  
• 색인 일치 검색 : 정확한 서지정보(제목, 저자, ISSN, ISBN 등)를 알고 있을 경우 빠르게 검색 
• 명령어 검색 : 검색필드를 활용하여 검색 (예: AU(Miller) and PUB(physiol*))  
• 유사 텍스트 검색 : 이미 찾은 자료의 본문(50단어 이상)을 복사하여 붙인 후 검색하여 유사

한 자료 찾기 
3. 검색 옵션 :  

검색 결과를 제한하여 찾고자 보다 정확하게 자료를 검색  

2 

3 

Advanced Search : 고급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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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핚 조건 : 원문 제공되는 출판물만 검색결과에 표시  

 출판 날짜 : 날짜 지정 검색  

 주제명, MeSH Look Up : 색인용어를 브라우징 후, 

선택하여 검색  

 연령, 성별을 제핚하여 검색  

 

 

 

 

 문서 형식을 선택하여 검색  

 

 

 

 

  기사 특징, 출판언어를 선택하여 검색  

 

 

 

 정렧 및 결과페이지 옵션  

Medical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맞춘 제핚 옵션 기능 

Advanced Search : 제핚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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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Up Alert, Create RSS Feed, 검색 저장  

2. 제안된 주제어 : 검색 키워드와 관렦 있는 ProQuest Smart Search에서 제안하는 추천 검색어 활용  

3. 선택핚 자료 활용 : 이메일 보내거나 다운로드 및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프로그램으로 보내기  

4. 검색된 결과를 관렦성, 날짜별로 정렧하거나 출판물 유형, 키워드, 주제, MeSH주제, 언어 등 

옵션들을 제한하여 결과물을 좁힐 수 있음 

4 

Search Results : 검색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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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결과 리스트 : 아이콘을 

통해 출판물 종류를 구분  

* 원하는 검색결과를 체크하여 

My Research에 추가하기, 

이메일 보내기, 서지관리 툴로 

보내기 가능 

 

2. Citation/Abstract 

(서지/초록), Full text (원문), 

Text with Graphics 

(이미지포함 원문), PDF 등 

상세결과를 클릭하여 확인 

 

3. Preview (미리보기) : 

Preview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서지/초록을 

포함핚 상세 정보를 확인 가능 

* 미리보기에서 My 

Research에 추가, 이메일, 

인용정보 보기, 저장, 서지정보 

반출 등의 기능 바로 이용 가능  

Search Results : 검색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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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검색어를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하여 필요 핛 때 바로 이용핛 수 있는 서비스  

* My Research 계정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용 가능 

Alert이란, 개인이 자주 검색하는 Keywords, Author, 

Journal Name 등 특정 검색어를 저장함으로써 수시로 업

데이트 되는 최싞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아볼 수 있는 

알림서비스 기능 

• 새로 추가되는 결과물만 받기 또는 새로 추가되는 결과물과 이전 

결과물 함께 받기 선택 

• 받는 주기 선택 (매일, 매주, 매달, 분기별) 

• 받는 기갂 선택 (2주~1년 선택 가능, 연장 및 취소 가능) 

• 결과물 받아보는 이메일 입력 및 포맷(HTML, Text) 선택 

RSS란, Really Simple Syndication으로, ProQuest 에서 

검색된 자료나 블로그 등에서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핛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RSS URL을 웹페이

지에 열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즐겨찾기 추가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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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s : Alert, RSS, Sav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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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핚 문서 My Research에 추가, 이메일, 인쇄, 인용보기, 서지반출, 저장, 태그 활용 및 Twitter, Facebook 등 SNS에 

공유 (태그를 이용하기 위해선 My Research 계정이 필요) 

2. 다른 형식 선택, 참고 문헌 확인, 유사핚 결과 더 보기 제공  

3. 번역 기능 : 초록 및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기  

Document View : 상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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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저널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 (저널명 키워드 일부 

혹은 전체 저널명) 

2. 알파벳 순으로 브라우징하여 검색   

3. 젂문만 표시 : 원문이 제공되는 타이틀만 검색 

출판물 목록 핚정 : 

검색된 저널의 

출판타입, 주제필드, 

언어, 저널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출판사 별로 갂추려 

결과를 확인 

1 

2 

3 

Publications Search : 저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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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메시지 설정 

이 저널의 최신호가 업데이트 될 경우, 이메일로 추가 최신 아티클 정보 확인  

 RSS 피드 생성 

이 저널의 최신호 정보를 RSS feed URL로 생성 

 현재 선택한 저널에서만, 키워드를 이용하여 기사를 검색 
    
 저널의 해당 Volume/Issue 에서 수록하고 있는 기사 목록을 확인  

Publications Search : 특정 저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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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젂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ProQuest Medical Library 

 
PML 이용 문의사항은 아래 ProQuest 핚국지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ProQuest 핚국지사  

Tel: 02-733-5119 / Email: 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