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Platform Training 

ABI/INFORM Complete 

ProQuest Environmental Science Collection 



ABI/INFORM Complete 란? 

다양한 레벨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경제/경영 데이터베이스로, 경제/경영 이론, 기업 전략, 경영 트랜드,  

경쟁력 확보 전략, 인력관리 등의 주제분야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 

 

 6,850 여종의 학술저널(5,550여종 원문) 제공 

 EIU ViewsWires: 보고서 형식으로 약 250 여개 국가의 빠르게 변화하는 마켓에 대한  

    예측/ 평가 브리핑 정보 제공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약 30,000 종(PDF) 

 기업체 정보: Hoover’s Online 45,000여 이상의 기업체 정보 

 SWOT Analyses: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제공 

 SSRN Working Papers: 15,000건의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SSRN)에서  

    제공되는 Working Paper를 통해서 최신 연구 동향 및 경제/경영학 관련 연구정보를 확인 

 Business Case: Harvard Business Review, Ivey, Thunderbird, Idea Group, Darden,  

    HEC Montreal 등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스쿨의 비즈니스 사례 제공 (원문 600건, 색인/초록 6,000건) 

 Annual Reports: 다양한 산업 분야의 800여 북미 회사의 7,200건 이상의 연간 보고서, PDF 

 BMI Industry Report: 680건 이상의 국가별 산업 보고서 제공 

 EIU Country Data Report: G20 국가의 370개가 넘는 경제변수(economic variables), 

   1980년에서 2030년까지 50년 이상의 기간 예측 정보를 연간, 월별, 분기별로 제공  



ProQuest Environmental Science Collection 란? 

환경공학 분야 서지초록 DB(Environmental Sciences & Pollution Management,  

Toxlin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Full-Text)  + Deep Indexing(이미지)  

+ 원문(Full-text) 형태로 제공하는 신개념 데이터베이스 

 

권위 있는 서지/초록 자료와 ProQuest 만 제공하는 Deep Index 자료에  

1,000여 종의 원문 저널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Deep Index 자료는 관련 중요 출판사의 다양한 저널에서 제공되며, 일부에  

대해서는 원본과 동일한 크기 및 해상도의 이미지 원본이 제공됨. 이는 이미지  

객체에 관한 분류 및 기술어 정의를 통해 연구 분야의 관련된 방대한 이미지  

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검색할 주제분야 및 데이터베이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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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주제분야 명 혹은 이미지를 클릭하여 검색할 분야 선택  
      (*선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검색됩니다. 
        주제분야 리스트는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주제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확인 및 선택하여 검색          



ABI/INFORM Complete 선택 시  

선택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및 검색 환경 지원 
 

 Basic Search: 간단하고 빠른 검색을 통해 폭넓은 검색결과를 얻는 검색 
 Advanced: 검색하고자 원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상세하게 검색 
 Data & Reports: 회사, 산업, 마켓과 관련된 데이터 검색 
 Publications: 저널 및 출판물 검색 
 Browse: 다양한 저널 및 비저널 자료를 쉽고 빠르게 확인* 



Main Search : 기본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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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키워드 입력박스에 단어나 구를 간단히 입력하여 빠르고 쉬운 검색 
 

    - 검색어 자동완성(Autocomplete) 기능 제공 
    - 각 키워드 사이에 AND / OR / AND NOT …연산자 이용 
      예: Corporate governance AND Strategic management 
    -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     “ 이용  
      “Innovating Our Way to a Meltdown” 
    - 와일드카드 절단기호 (*) – 검색 용어의 시작, 끝 또는 중간에 절삭문자 이용  
      예: *taxa → taxa, supertaxa; econ* → economy, economics 
    - 와일드카드 문자기호 (?) – 하나 이상의 문자를 나타내는데 이용 
      예: Sm?th → Smith or Smyth 

 

2. Full text: 원문을 제공하는 기사만 검색  

   Peer reviewed: 상호 심사 저널로 제한하여 기사 검색 



Advanced Search : 상세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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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 항목(논문 제목, 초록, 저자명, 저널명, 소속 등)을 지정한 후, 
해당되는 단어 또는 문구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검색 

     Document title(논문제목) –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Downsizing and Layoffs”  
      Publication title(저널 명) -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2. Look up 기능: 알파벳순으로 저널명, 주제, 회사명, 저자명, 산업분류 코드를 브라우저 하여 
검색키워드 선택 가능  

 

3. 그 외 검색 옵션: 인용정보, 명령어 검색, 유사 문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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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제한 검색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맞춘 제한 옵션 기능 

 원문/ 학술저널로 제한 

 날짜 

 Look Up: 해당 항목 용어리스트 

    브라우저 하여 확인 

 소스, 문서 타입, 문서 특성 

 출판언어 

 정렬 및 결과페이지 옵션  



Data & Reports Search 

회사, 산업, 마켓과 관련된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음 



Figures & Tables Search: 이미지 상세검색 

아티클이 포함한 다양한 이미지(도표, 사진, 그래프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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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검색필드(Geographic/ Statistical/ Taxonomic/ Subjects 

terms) 선택 후, 검색용어 입력  

2. 이미지 타입 선택 및 제한 

# 메인 통합 검색 화면  Advanced Search에서 제공 됨 



Figures & Tables Search: 관련 이미지 검색 

1. 선택한 이미지를 포함한 아티클 및 이미지 정보 확인 

   (상세정보는 타이틀을 클릭하거나 Preview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인 가능) 

2. 아티클 제목 클릭시, 상세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미지 정보 확인 

3. 검색결과를 이미지 타입/ 주제어/ 지역/ 출판날짜로 제한하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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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 Tables Search: 관련 이미지 검색 



Advanced Search : 그 외 검색옵션 
   (*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상세검색 화면에서는 하부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Command Line: 검색필드를 활용하여 검색(예: AU(Miller) and PUB(physiol*)) 

 Find Similar: 이미 찾은 자료의 본문(50단어 이상)을 복사하여 붙인 후 검색하여 유사한 자료 찾기 

 Look up Citation: 정확한 인용정보(제목, 저자, ISSN, ISBN 등)를 알고 있을 경우 빠르게 검색 

 

     *기타 Figures & Tables Search, Obituaries 등의 옵션은 전체 이용 DB에서 제공됨 



Search Results: 검색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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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Up Alert, Create RSS Feed 검색 식에 대한 알림 기능(최신 검색 결과를 이메일로 발송) 

2. 결과 내 재검색(Search within) 및 관련된 표&테이블 결과 보기(find related figures & tables) 

3. Smart Search 검색 키워드와 관련 있는 ProQuest Smart Search에서 제안하는 추천 검색어 활용 

4. 선택한 자료 활용: 이메일 보내거나 다운로드 및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프로그램으로 보내기 

5. 검색된 결과를 관련성, 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출판물 유형, 키워드, 주제, 데이터베이스 등 옵션들을 

제한하여 결과물을 좁힐 수 있음 

4 

5 



Search Results: 검색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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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색 결과 리스트: 
아티클, 단행본, 논문, 뉴스 등  
다양한 검색 결과물을 아이콘을  
통해 출판물 종류를 구분 
 
7. Citation/Abstract(서지초록), 
Full text(원문), Text w/Graphics 
(이미지포함 원문), PDF,  
References(참고문헌),  
Cited by(인용정보) 등 
상세결과를 클릭하여 확인 
Find it @ KEEI Lib: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른  
정보원으로 확인하기 
 

8. Preview(미리보기):  
Preview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서지/초록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 
 
My Research에 추가, 이메일, 
인용정보 보기, 저장, 서지사항 
반출 등의 기능 바로 이용 



Search Results: 검색 결과 페이지 

원하는 검색결과 선택하여,  

My Research에 추가하기, 이메일 보내기, 서지관리 툴(스칼라스에이드)로 보내기 가능 



Search Results: Alert, RSS, Save search 

Alert이란, 개인이 자주 검색하는 Keywords, Author, 

Journal Name 등 특정 검색어를 저장함으로써 수시로 업

데이트 되는 최신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아볼 수 있

는 알림서비스 기능 

- 새로 추가되는 결과물만 받기 또는 새로 추가되는 결과물과 이전의 

결과물 함께 받기 선택 

- 받는 주기 선택 (매일, 매주, 매달, 분기별) 

- 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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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RSS URL을 웹페이

지에 열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즐겨찾기 추가하여 이용 

자주 이용하는 검색어를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하여 필요 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My Research 계정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용 가능 



Document View : 상세정보 확인 

1. 선택한 문서 My Research에 추가, 이메일, 프린트, 인용보기, 서지반출, 저장, 태그 활용 및 Twitter, 

Facebook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하기 (*태그를 이용하기 위해선 My Research 계정이 있어야 함 ) 

2. References: 선택한 자료가 참고한 참고문헌 리스트 및 참고문헌을 함께 공유한 리스트 보기 

   More like this: 선택한 문서와 비슷한 자료 보기 

3. Turn off hit highlighting: 검색한 용어 본문 등장 부분 확인하기 

4. Translate: 초록 및 본문 한글로 번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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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Search : 저널 찾기 

특정 저널명을 직접 입력하여 저널 검색  

(저널명 키워드 일부 혹은 전체 저널명) 

Show full text only:  

원문 제공한 타이틀 내에서만 검색 

View list as:  

Summary - 저널 상세정보 보기 

Title only - 타이틀만  

Narrow Publications List 

검색된 저널의 출판타입,  

저널 주제필드, 

언어, 

저널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출판사 별로 간추려 결과를 확인 



Publications Search : 특정 저널 보기 

 Set up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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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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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wse : 주요 문서 리스트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Industry Report 
 - 국가별 산업리포트 (SWOT analysis, market trends, forecasts, competitive data) 제공 
 

FirstResearch 
- 300개의 광범위한 산업분야 정보를 다루고 잘 알려져 있는 산업보고서 
- 각 산업별 Products, Operations, Technology, Competition, Indicators, Finance,  
  Regulation, News 등의 데이터를 10-15페이지의 PDF로 제공 

 
Just-Series Industry Reports  
- 각 산업별 아티클, Company profiles, SWOT analysis 제공 

Commodity Reports – EIU에서 제공하는 원자재관련 리포트 

 

ProQuest Annual Reports Collection 
- 다양한 산업 분야의 800여 북미 회사의 7,000건 이상의 연간 보고서, 원문 PDF 제공 



Browse : 주요 문서 리스트 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Data  

- 세계 경제 정치와 시장의 선두에 있는 20개 국가(G20)의 370개가 

넘는 경제변수(economic variables), 1980년에서 2030년까지 50년 

이상의 기간 예측 정보를 연간, 월별, 분기별로 제공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ViewsWire  

- 250개 이상의 정치, 경제, 금융 그리고 시장의 발전 상황을 다루며, 

일일 또는 주관 동향과 단기 전망 및 경제지수 제공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 전략과 정책분석 - 세계적인 비즈니스와 경제 시사: 취지, 분석, 결론 
 

Oxford Economics Country Briefings  
- Oxford Economics에서 제공하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싱
가포르 등 175개 국가의 Economic, Political developments, Prospects 
브리핑 자료를  

Dissertations - 경영�경제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25,000건 이상 원문(PDF) 제공 

Working Papers -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SSRN)에서 제공되는  

Working Paper를 통해서 최신 연구 동향 및 경제/경영학 관련 연구정보를 확인 

Topic Paths – 해당 주제별 브라우징하여 결과 보기/ + 버튼 클릭하면 관련된 

토픽 살펴 보기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한 My Research 

My Research: 검색 히스토리 확인 및 검색 결과 이용 

 개인 계정 이용 하지 않은 My Research 

My Research 이용 시, 개인 계정을 생성하여 이용하면, 검색

한 자료 및 검색어 저장, 태그(Tag), Shared List(공유 기능), 

RefWorks 연동 등 더 추가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한 섹션 동안 My Research에 추가한 

자료에 메모를 추가하여 이메일, 프린

트, 인용보기, 서지사항 반출 등의 기능 

이용 



My Research: 개인 계정 만들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 Research나 Sign In을 클릭하여 My Research 이용을 위한 개인 계정 생성  

 개인 계정을 만들면 My Research의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기관 외부 이용 시, My Research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검색 및 이용 가능함 

  RefWorks 이용자의 경우, RefWorks 계정을 입력하여 저장한 정보를 싱크하여 이용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