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A ILLUMINA CSA ILLUMINA 

● 데이터베이스 소개 

-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최신 색인과 초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 CSA Materials Research Database with METADEX 

CSA High Technology Research Database with Aerospace 

CSA Engineering Research Collection 

CSA Life Sciences and Environment Collection 

CSA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 제공종수 : 5개 주제분야 70여종 색인정보



Materials Research Database with METADEX 

u Materials Science Collection with METXDEX는 철 금속, 비철금속, 중합체, 세라믹, 

플라스틱, 폴리머,공학분야에서 응용되는 합성물질 등 재료공학분야의 세계적인 정보원. 

금속의 처리과정, 용접, 합금 등의 이론 및 응용과 열처리 과정과 냉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료공학 분야의 유일한 정보원. 

q 수록기간 : 1966년 ~ 현재 

q 저 널 수 : 3,000여종 이상의 주요 저널, 특허문헌, 논문, 정부 보고서, 회의록 

q 관련학과 : 금속재료공학전공,  세라믹공학전공,  나노.신소재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등 

q 하부 데이터베이스 

• Aluminum Industry Abstracts 

• Ceramic Abstracts/World Ceramics Abstracts 

• Copper Data Center Database 

• Corrosion Abstracts 

• Engineered Materials Abstracts 

• Materials Business File 

• METADEX 
• WELDASEARCH



High Technology Research Database with Aerospace 

u 우주과학, 항공학, 우주 비행학, 천문학, 컴퓨터/정보/전기 공학, 커뮤니케이션 등 분야의 

저널 서지정보 및 NASA, 미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실제 응용 과학 정보도 포함 

q 수록기간 : 1962년 ~ 현재 

q 저 널 수 : 1,000여종 이상의 주요 저널, 특허문헌, 논문, 정부 보고서, 회의록 

q 관련학과 :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등 

q 하부 데이터베이스 

• Aerospace & High Technology 
• Computer & Information Systems Abstracts 

• Electronics & Communications Abstracts 

• Solid State & Superconductivity



Engineering Research Database 

u 기계, 기계역학, 운송공학, 지질학에 관련된 3,000여종의 저널기사에 관한 상세 초록정보 

및 논문의 인용문헌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학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이론 뿐만 아니라, 

design, construction, technological and engineering aspects of air and water quality, 

environmental safety, energy production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관한 정보 수록 

q 수록기간 : 1966년 ~ 현재 

q 저 널 수 : 3,000여종 이상의 주요 저널, 특허문헌, 논문, 정부 보고서, 회의록 

q 관련학과 :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등 

q 하부 데이터베이스 

• ANTE: Abstracts in New Technologies and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Abstracts 
• Environmental Engineering Abstracts 

• Mechanical & Transportation Engineering Abstracts 
• Earthquake Engineering Abstracts



Biological, Aquatic & Environmental Sciences 
u Biological Sciences Database 
- 생물학, 미생물학, 세균학, 동물학, 생태학, 생명공학, 의학 등 Biological & Medical Science 전 분야 

u Environmental Sciences & Pollution Management Database 
- 농학, 박테리아, 생태학, 에너지자원, 환경공학, 위험물질, 산업위생학, 미생물학, 토지.공기.물오염, 소음 
공해, 독극물학, 페기물관리, 수자원관리 등 Environmental Sciences 전분야 

u Aquatic Sciences & Fisheries Abstracts (ASFA) Database 
- 해양, 수산, 해양오염, 환경, 양식, 정책, 해양생물 등 해양과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u Meteorology and Geoastrophysical Abstracts 
- 대기, 기상학, 기후학, 수문학, 빙하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u Aqualine – 수자원, 수질오염, 폐수처리, 산업처리 등 Water 전분야 

u Agricola – 농학, 동물학, 원예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u Medline - 의학 전분야 데이터베이스 

u Conference Papers Index 
-생명공학, 환경, 해양, 화학, 공학 등의 과학기술 분야 회의록정보 전문데이터베이스 

관련학과 관련학과: :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 환경공학부 환경공학부, , 시스템생명공학부 시스템생명공학부 등 등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u Sociological Abstracts 
- 사회개발, 문화, 사회구조, 인구, 가정, 역사, 사회학 이론, 정치학, 정책, 경제개발, 법률, 종교학, 

여성연구 등 사회과학 전분야 

u ERIC (Free ED Full text ) - 교육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u ASSIA : Applied Social Sciences Index and Abstracts 
- 커뮤니케이션, 교육, 가정학, 건강, 이민 등 사회과학 전반분야 

u Physical Education Index - 체육교육, 레크레이션, 스포츠, 건강 등의 분야 

u Linguistics and Language Behavior Abstracts 
- 음성학, 문법형태론, 어형론, 구문론 등 언어학 전분야 

u NCJRS :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Abstracts Database 

- 범죄 경향, 방지와 제지, 미성년 비행, 판사, 경찰, 처벌, 판결을 포함 

u Worldwide Political Science Abstracts 

- 국제관계,국제법, 국제통치, 정책 등 국제 정치과학의 전분야



COS Scholar Universe – KESLI 무상 DB 

u 전문 연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 주제 분야에 걸친 연구자 정보와 연구 공동체 정보를 

수록. 200개가 넘는 학술 주제분야에 대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8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q 연구자들의 활동분야, 학위수여, 이력사항 및 발행한 저작물, 개인 웹사이트, 이메일 

정보 등을 제공 

q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멤버 리스트 및 공저자 정보 확인 

q 최근 저자가 쓴 아티클의 서지,초록 정보 제공 및 기관 구독 원문(fulltext) 링크 제공 

q COS Scholar Universe 이용 

 교내 IP 인증을 통하여 직접 이용 가능 

 NDSL (www.ndsl.or.kr)홈페이지를 통해, NDSL 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Step1. 검색할 주제분야 혹은 데이터베이스 선택 

Step2. 검색 연도 지정 / Step3. 검색어 입력 후 “검색” 클릭 

검색 할 데이터베이스 

DB 및 주제분야 재 선택 가능 

국민대학교 도서관 

키워드: KW= 

타이틀: TI= 

저널명: JN= 

저자명: AU= 

초록: AB= 

ISSN: IN= 

ISBN: IB= 

출판사: PB= 

Classification: CL= 

Affiliation: AF= 

Description: DE= 

출판연도: PY= 

Quick Search



Quick Search – 검색연산자 

ü 절단 검색: 단어의 모든 유형(단수, 복수)을 검색하고자 할 때 

?: 한 글자 예) wom?n à woman, women 

*: 0개 이상의 모든 글자 예) Patent* à Patent, Patents, Patentable, Patented 

ü AND: 모든 단어가 함께 검색되어야 할 때 

예) bioremediat* and groundwater 

ü OR: 검색어 중 한 개만 포함되어도 검색됨 

예) Saccharomyces cerevisiae or yeast 

ü NOT: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만 검색 됨 

예) lactobacillus not acidoph* 

ü 저자명 검색 시: 성, 이니셜(Lastname, AB Lastname, A B) 

예) Renshaw, JC / Kim, H.C. / Mendis, E



검색 데이터베이스 안내 및 선택 

Select Databases ( Select Databases (특정데이터베이스 특정데이터베이스 선택 선택) ) 

ü ü DB DB 리스트 리스트 전체 전체 선택 선택/ /제거 제거 기능 기능 추가 추가 

ü 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 주제분야 확인 확인 및 및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확인 확인 

저널리스트 확인



Advanced Search 
ü 검색필드와 불리언 연산자를 쉽게 이용하기 위한 drop-down 옵션 

ü 검색결과 제한 가능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 저널 아티클, 영어자료) 

Search rows 추가 

검색결과 제한



Search Results (DB별, 문헌형태별 검색결과 보기) 

ü Multiple Multipl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통합 통합 검색 검색 시 시 데이터베이스별 데이터베이스별 검색결과 검색결과 보기 보기 

ü 특정 특정 출판 출판 형태별 형태별 검색결과 검색결과 보기 보기 

DB별 검색결과보기



Search Results 
ü ü Web Resources Database Web Resources Database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web 자료를 자동 검색하여 각 URL이 제공 

ü ü Recent Recent Reference Database Reference Database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최근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



Search Results 
ü ü 각 각 레코드의 레코드의 주제어 주제어 확인 확인, , 검색 검색 가능 가능 

ü ü 레코드 레코드 상세서지사항 상세서지사항 확인 확인 및 및 원문입수 원문입수 확인 확인 

ü ü 검색식 검색식 수정 수정 - - 각 각 검색화면으로 검색화면으로 검색식 검색식 수정 수정, , 추가하여 추가하여 검색하기 검색하기 

각 레코드의 주제어로 
재 검색 가능 

“상세서지정보 확인” 

“전자저널 원문확인”



Search Results  Scholars 1 

Biographical Content: 

Linked Documents 
& CoScholars



선택한 연구자의 프로파일 확인: 저자이력, 공저자, 저작물, 이력서(CV) 링킹, 

개인웹사이트, 이메일 정보, 관심 연구분야정보 

Search Results  Scholars 2



Search Results   Save, Print, Email, QuickBib 

Quick QuickBIB BIB는 는 CSA DB CSA DB에서 에서 검색하여 검색하여 선택한 선택한 레 레 

코드를 코드를 각 각 학회나 학회나 출판사의 출판사의 형식으로 형식으로 쉽고 쉽고 빠 빠 

르게 르게 자동생성 자동생성 이메일 보내기 

저장 하기 

프린트 하기 

출력사항 선택



Search Tools   Combine Searches 
Combine Searches Combine Searches 

검색 검색 히스토리 히스토리 확인 확인 및 및 검색 검색 세트끼리의 세트끼리의 간단한 간단한 조합 조합 검색 검색 

검색결과 검색결과 제한 제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선택 선택 

검색 히스토리 및 검색세트 번호 확인



Search Tools   Thesaurus / Indexes 
Thesaurus Searching Thesaurus Searching 

Browes Browes Indexes Indexes 

Browse Index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리스트. 

저자명이나, 저널명, 출판 형태를 
브라우징 해서 검색을 도와줌 

검색 용어에 대한 관련된 주제어의 계층적 구조와, 관련 용어 리스트, 관계어 색인 
을 탐색하여 쉽게 전문적인 키워드로 검색. 

전문적인 키워드를 모를 경우 일반적인 키워드로 주제어 목록을 탐색 한 다음 해당 
용어에 대한 분류 어휘 목록과 계층적 구조를 탐색하여 쉽게 원하는 결과를 확인 

* 시소러스나 Index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Search Tools   Alerts 
언제든지 언제든지 접근 접근 가능한 가능한 Alert Alert 기능 기능 

개인이 자주 검색하는 Keywords, Author, Journal Name 등 특정 검색어를 
저장함으로써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아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