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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검색이용안내



전자자료통합검색 (EDS)

전자자료통합검색이란?

도서관의다양한국내∙외전자자원및학술컨텐츠 (학술 DB, 학술저

널, 해외 eBook, 해외학술 Open Access 등) 를통합하여한번에탐색-
이용-활용까지할수있는 One-stop 통합검색서비스

주요 해외 학술 DB 및 저널 출판사

주요 국내 학술 DB

해외학술
DB / eBooks

국내학술
DB

국내 / 외
학술저널

주요인용
DB

Open 
Access

국외
학위논문

주요해외학술출판물의색인/초록제공및원문링크제공
(계속증가중)

주요국내학술출판물의색인/초록제공및원문링크제공 (계속추가) 



Clarivate사의인용색인 DB (구독기관에한하
여제공)

전세계 5,000여출판사발행 22,790종이상
학술지의초록, 참고문헌, 피인용건수정보
수록

질병및약품관련문헌검색 : EMBASE(1947
년~ )와 MEDLINE(1966년~ ) 통합검색

전세계에서가장큰저널단위 Open Access 관
리서비스로기사단위색인및 OA 원문제공

1,600여종의일본저널에대한 OA 원문 (일부
유료)

STM분야의전자저널색인제공 (BioOne I -100
여종 BioOne II -70여종), Open Access 
Collection – 13 종)

전자자료통합검색 (EDS)

주요 OA 및 인용색인 DB, 학위 논문 DB 학술 Open Access 컨텐츠및학위논문자료계속증가중

통합검색 접속 방법
21

의학도서실 >      KUH Discovery >    키워드검색후오른쪽 “소장자료” 또는
“전자자료” 더보기확인



전자자료통합검색 (EDS)

1 의학도서실통합검색 (도서관검색화면그대로사용가능)

키워드에따른기사단위검색결과

원문(Full Text) 링크

제한자 별 Top 50 

리스트 제공

출판물일치검색결과제공
저널의제공연도와 접속링크제공

* 결과내 제한 검색 가능

검색결과
제한자

키워드에따른기사단위검색결과

WOS / SCOPUS 등재확인원문(Full Text) 링크

제한자 별 Top 50 

리스트 제공



: 바로 PDF Viewer를 통해 원문 확인 가능

1. 원문(Full-text) 제공 여부, 출판연도 제한에서부터 자료 유형, 출판물, 출판사, 주제, 언어 구분,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분 제한자 제공

2. 모든 제한자는 더보기 제공: 더 보기 클릭 시 상위 50건을 팝업으로 제공-제한 가능

주요 패싯/제한자

출판물 검색 결과

* 검색한 키워드가 정확하게 포함된 출판물을 제공 연도와 원문 이용가능 링크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

*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출판물만 제공

기사 레코드 확인

: WOS 인용 정보 링크 또는 Scopus 등재 저널 표시

: JCR Impact Factor 값 여부 확인 (로고 제공 시 IF 값이 있는 출판물)

검색결과화면 – 상세설명

: 원문 제공이 되지 않을 시 원문복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

전자자료통합검색 (EDS)

: Wiley와 같이 제공사(출판사) 명이 있는 경우, 제공사 홈페이지로 이동-

원문 확인



기사 (레코드) 상세정보및기본도구전자자료통합검색 (EDS)

기사 제목 클릭 시 해당 레코드의 상세한 서지정보(저자 정보, 주제어, 초록 전문 등)를 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상세 정보

이메일로서지사항을반출하기

서지사항을인쇄하기

서지사항을반출하기

내폴더내해당레코드저장하기

서지사항을파일로저장하기

기본도구설명

원문링크

상세서지사항

기본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