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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터베이스 변경 및 여러 DB 동시검색 (Choose Databases)
 기본검색 (Basic Search)
 고급검색 (Advanced Search)
 검색결과보기 (Search Results) 및 활용
 상세레코드 (Detailed record) 보기 및 Email 발송, EndNote/Refworks 반출하기
 Text-to-Speech 기능 (HTML 원문을 읽어주는 음성서비스 및 MP3 다운로드)
 저널명 검색 (Publication)
 Journal Alert (저널목차 Email 알림 서비스) 설정하기
 My EBSCOhost 안내 – 폴더 생성, 기사 저장-관리
 Sample Q&A

EBSCOhost 이용안내 목차



 검색 DB 변경 및 2종 이상의 DB 동시 검색하기

• 키워드 입력창 상단의
Choose Databases를 클릭
하면 KERIS를 통해 이용 가능한
EBSCOhost DB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검색하고자 하는 이용을 원하는
DB에 check 후 OK버튼을 클릭
하면 검색대상 DB를 변경하거나
복수의 DB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Basic Search (기본 검색)
하나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어 입력 시, 기본 구(phrase) 검색을 지원

합니다. (순서대로 붙어 있는 구만 검색)

• 2개이상의키워드입력시, AND/OR/NOT 연산자를이용해조합할수있습니다.
예)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 : 순서에관계없이 global warming과 environment가모두포함된결과

global warming or environment : 순서에관계없이 global warming이나 environment 중하나이상포함된결과
global warming not environment : global warming은포함되지만 environment는제외된결과출력

• Wild Card(?/#) 및 Truncation(*) 사용 가능
- Wild card(?) : 하나의 문자 대체 (ne?t 입력 시, next, neat, nest 등 검색. 단, net은 검색하지 않음)
- Wild card(#) :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한 검색 수행 (colo#r 입력시, color, colour 검색)
- Truncation(*) : 여러 문자 대체 (nurs* 입력 시, nurse, nursing 등 검색) 

• 괄호( )를 이용한 키워드 그룹화 및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인용부호 “ “이용해 키워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Basic Search (기본 검색) – 검색 제한자 활용
키워드 입력 후, Search Option 의 검색 제한자 및 확장자를 활용하여 검색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한자 (Limit your results)

• Full Text : Full Text 수록기사만 검색
• Peer reviewed (Scholarly) Journals :         
학술저널 기사만 검색

• Reference Available : 참고문헌 색인
기사만 검색

• Publication Date from : 출판년월 제한

• Publication : 저널명 입력 시, 해당저널

에서만 검색 (1종의 저널명만 입력)

• Publication type : 출판물 Type 지정

• Image Quick View: 이미지색인 기사만

검색



 Advanced Search (고급 검색)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기사명/저널명 등 키워드 입력 후, 검색대상 필드를 지정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입력 후 “Select a Field” 메뉴에서 검색대상 필드를 선택합니다. (각 검색식을 AND/OR/NOT 조합)

(필드 미 선택 시, 기본 검색필드-기사명/저자명/저널명/주제어/키워드/초록 에서 검색 실행) 

• “Add Row” 버튼 클릭 시, 검색어 입력창 및 필드 선택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검색 제한자 및 확장자 선택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수행합니다. 



 Search Results (검색결과 보기)
검색결과화면을 통해 검색결과 제한 및 재검색,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대한 다양한 활용기능 이용 가능

검색결과 좁히기 (Narrow Results by)

• 검색결과 중 Full Text 수록기사, Peer-reviewed 저널 및 Date Slide를 통해 출판년도 조정 후, “Update” 클릭

• Source Types, Subject, Author, Publication (저널명) 등 다양한 Facet을 이용하여 검색결과 줄이기 가능.

가장 인기있는
제한자를 통해
검색결과 제한

Source Type, 
Publication, 

Author 등 Facet 
이용으로 결과

줄이기



 Search Results (검색결과 보기)
검색결과화면을 통해 검색결과 제한 및 재검색,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대한 다양한 활용기능 이용 가능

• 검색결과는 페이지당 50건씩 출력

• 검색결과는 Relevance에 의해 기본 출
력되며, Date/Author/Source에 따라 재정
렬 가능

• 각 레코드의 에 마우스를 올리면 미
리보기 (Preview) 기능을 통해 페이지 이
동 없이 기사의 주제어/초록 열람 가능

• 이미지 바로보기 (Image Quick View)

원문에 포함된 사진/도표/그래프/그림
등 모든 이미지를 별도로 색인하여 PDF
원문을 열지 않고도 개별 이미지 확대, 
열람 및 다운로드, 인용 가능 (Native PDF
수록 Peer-reviewed 저널에 한함.)

• 인용/피인용문헌 보기 (Cited  References / 
Times Cited in this Database) 

해당 기사의 참고문헌 및 피인용 문헌에
대한 정보 제공 (참고문헌의 원문이 있을
경우, 자동 원문링크 제공)

이미지 바로보기
(Image Quick View)

인용/피인용문헌 정보

기사 미리보기
(Preview)

폴더에 담기



 Detailed Record (상세레코드 보기)
상세레코드 페이지에서 해당 기사의 저자정보, 주제어, 저자키워드, 초록 등 상세정보 열람 가능

• 우측 프레임의 Tool을 이용하여 인쇄/Email/저장/인용/반출/메모작성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원문보기

활용 툴

폴더에 담기 인쇄 Email 발송 저장 인용하기 반출하기 노트/메모하기 북마크



 Text-to-Speech 활용하기
Text-to-Speech 기능은 수록중인 HTML Full Text를 읽어주는 음성서비스로서 비영어권 이용자들에게는 어학
학습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기능입니다.

2011년 1월부터는 HTML 원문을 읽고 MP3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Time, Newsweek…& Tex-to-Speech 기능 EBSCOhost로 이제 영어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액센트 및 읽기속도 선택
후, Listen 아이콘 클릭

마우스로 문장, 단락을 블
록 지정한 후, Listen 버튼
을 클릭하면 지정된 문장/
단락만 읽기 실행합니다. 

• Text-to-Speech 기능은 HTML Full Text에 대해서만 구현됩니다. (주로, 신문이나 매거진 원문) 



 Detailed Record (상세레코드 보기) – Email 보내기 및 EndNote/Refworks 반출하기

• 받는 사람 Email 주소 입력

• 제목(Subject) 입력

• 내용(Comment) 입력

• Citation Format 등 설정

• Save 버튼 클릭

• PDF원문은 첨부파일로 발송됨

• 자신이 이용중인 서지관리툴
(EndNote, RefWorks…) 선택

• Save 버튼 클릭

■ 여러 건의 기사를 한번에 Email 발송 또는 반출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Search Results) 화면 또는 상세화면

(Detailed Record) 화면에서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기사를 폴더에 저장한 후, 폴더로 이동하여

Email 및 Export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화면에서 기사 폴더담기 및 활용

• 활용하고자 하는 기사를 선택,

폴더에 저장

-저장 후 아이콘변경

• 페이지 전체기사 (50건)를 한번에
폴더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의 Add to Folder: 항목
의 클릭

• 폴더 저장 후, 화면 우측 상단의

또는 우측 우

을 통해 폴더로 이동

• 폴더에서 Select 체크 후, 오른쪽
Tool 박스에서 Email/Export 등 기능
활용

• 영구적으로 자신의 폴더에 저장하
기 위해서는 MyEBSCOhost 계정생
성 후 로그인- 저장/관리 가능



 Publication (출판물/저널명 검색)
각 EBSCOhost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수록 출판물에 대한 알파벳순 탐색 및 저널명/주제 검색을 통해 수록

유무 및 수록기간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편리한 발형연도/권/호별 접근이 가능

저널명 입력 후
Browse

• 원문제공 여부 및 제공연도, 원문
포맷 정보 확인
• 저널명 클릭 시, 저널상세정보 및
발행연도/권호 단위 기사열람 가능

• DB에 수록된 특정 주제분야 저널을 모두 열람하고자 할 경우, 주제명 입력 후 아래 옵션에서 “By Subject & 
Description” 선택합니다.  (Education 입력 시, 저널명에 관계없이 주제가 Education 인 모든 저널 검색)  



 Publication (출판물/저널명 검색)
저널 상세정보 페이지를 통해 발행연도, 권/호단위 별 기사열람이 가능하며 Journal Alert 설정 가능
Journal Alert : 저널의 새로운 호(Issue)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Email로 목차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

저널 상세정보
색인-원문 Coverage, 주
제분야, 발행사항 등

발행연도, 권/호 단
위 기사 열람

Journal Alert 설정
및 북마크 URL

• Journal Alert 설정을 위해서는 Alert/Save/Share 메뉴의 E-mail Alert 클릭 후 MyEBSCOhost 로그인



 Journal Alert 설정하기
Journal Alert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MyEBSCOhost에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 해야 함.

• 저널 상세페이지에서 Alert/Save/Share 메뉴의

E-mail Alert 선택

• Email(You must sign in to send email alerts: Sign In) 선택

• MyEBSCOhost 로그인 (개인 계정생성 필요)
• 제목(Subject) 입력

• Alert 서비스 받을 Email 주소 입력

• Email Format 선택 (HTML 권장)
• Results Format 선택 (Detailed 권장)
• Save Alert 버튼 클릭

Create a New Account
계정 생성하기



My EBSCOhost

•  My EBSCOhost는 모든 EBSCOhost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개인단위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개인단위 폴더 서비스 입니다. 

* 누구나 간단하게 My EBSCOhost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폴더 단위 기사(Articles) 저장 및 관리 가능

- Journal Alert 및 Search Alert 수정/관리/삭제 가능



 My EBSCOhost 로그인 하기
MyEBSCOhost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Create a New Account
계정 생성하기

저장된 Content 보기
- Articles 보기
- Notes보기
-Journal Alerts 관리
등

로그인 후 Folder로 이동

하부 폴더 생성
및 데이터 관리



 하부 폴더 생성 및 데이터 관리
MyEBSCOhost에 저장된 기사를 다시 하부 폴더를 생성하여 그룹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폴더 만들기

• MyEBSCOhost에 저장된 기사를 생성한 폴더로 이동/복사합니다.

이동/복사할
기사 선택

Coty To 또는 Move To 메
뉴에서 저장할 폴더 지

정



Sample Q&A



Q 1. 아래 신문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세계 각국의 환율 및 구매력평가를 위해

가장 최근 발표된 빅맥지수(big mac index)에 대한 기사원문을 찾고 싶습니다. 



A. 단순 키워드 검색만 실행할 경우, 너무 많은 인용 및 관련 데이터가 출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색대상을 원 출판물인 “Economist” 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
인 방법입니다. 

Search Option에서의 Publication 제한자 활용:  해당 저널에서만 키워드 검색 실행 (검
색결과에서 정열순서를 날짜/최신 순으로 정열)



Q 2. 아래 논문의 참고문헌에 대한 원문을 검색하고 싶습니다. 



A.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와 같이 저자명, 기사명, 저널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Advanced Search (고급검색)을 이용한 필드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수록저널 : Child Development. 2000. Vol. 71. No. 5. Page 44-56
기사 명 : Close Interrelation of Motor Develop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and of   

the Cerebellum and Prefrontal Cortex.
저자 명 :  By: Diamond A, 



• 동의어, 약어 등의 검색 키워드 처리에 관한 건

Q 3. 태국의 부실자산, 부실채권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문헌에 non performing loan 뿐만 아니라 약어/두문자인 npl 으로도 종종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약어와 전체 단어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A.동의어또는약어검색의경우, AND/OR와같은연산자를잘활용해서키워드를조
합해야합니다. 불리언연산자뿐만아니라 EBSCOhost에서는괄호( )를이용해효과
적으로검색결과를조절할수있습니다.

(NPL or non performing loan) and thailand

• 위검색식에서 OR를중심으로한괄호( )를생략하고검색을실행하면부정확한검색이실행됩니다

• 즉, 동의어나약어를같이입력하여검색하고자할경우, 동의어나약어를 OR 조합으로연결한다음, 

OR 조합전체를괄호( )로묶어주면가장정확한검색을수행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