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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Health & Medical Collection란?
❖

제공 내용 : 의학분야 관련된 전문(Full-Text, Page Image) 데이터베이스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의 'MEDLINE'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4,000종 이상의 핵심 저널의 색인, 초록은 물론 원문을 함께 제공

❖

BMJ출판의 저널 다수의 아카이브(Vol.1./Issue.1 부터~ 현재) 포함하여 100여종의 저널 자료를 포함하며,
임상학과 관련한 Nature Reviews 7종 (Clinical Oncology, Cardiology, Nephrology Rheumatology 총 15
종 제공) 비롯한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Translational Psychiatry 등 50종의 Nature 출판
타이틀도 함께 수록

❖

주제 분야 :
Anatomy

Physiology

Biochemistry

Pharmacology

Microbiology

Immunology

Parasitology

Pathology

Musculoskeletal diseases

Respiratory diseases

Hemic diseases

Lymphatic diseases

Digestive diseases

Urogenital diseases

Endocrine diseases

Nervous system

Psychiatry

Surgery

Gynecology

Obstetrics

Dermatology

Pediatrics

Geriatrics, Dentistry

Otolaryngology

Ophthalmology

Communicable diseases Cardi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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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타이틀
– BMJ/The Lanc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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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ls of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Bulletin of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Faculty Dental Journal/ Journal of Food
and Drug Analysis/Journal of Obesity/ Journal of Pregnancy/ Journal of Stem Cells/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

주요 기능
– 한국어 번역 기능: Full-Text 상세화면에서 이용 가능

– MeSH Search: Medical Subject Headings(MeSH) thesaurus를 이용한 자료 검색
– PubMed LinkOut: PubMed 이용 시 HMC 제공 전문/원문 자료로 바로 가기

기본 화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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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화 기능 - 최근 검색 이력, 임시 저장 폴더, 인터페이스 언어 설정 및 변경, My Research(개인화 기능)

2. 검색 옵션 - 기본 검색(Basic search),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출판물(Publication)검색으로 원하는 자료 검색
3. 기본 검색 창 - ProQuest 연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쉬운 검색 결과식 이용 가능
• AND/OR/NOT 검색 – 검색 키워드 사이에 AND/OR/NOT 입력
예) food AND nutrition → 두 검색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문서 검색
예) food OR nutrition → 두 검색 키워드 중 하나 이상 포함된 문서 검색
예) food NOT nutrition → food는 포함되나 nutrition은 제외된 문서 검색
• 구문 검색 - 정확한 구문 검색을 위해 “ “ 이용
예) “healthy eating” → 하나의 구문으로 검색
• 와일드카드 문자(?), 절삭 문자(*) 검색- 검색 키워드의 시작이나 중간, 끝에 사용
예) effect* → effects, effective, effected, effecting, effectively 등 키워드의 변형을 모두 검색
예) Sm?th → Smith or Smyth 단일 문자를 대신하여 사용됨

고급 검색
필드 지정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 지정
예) 문서제목, 저자, 주제명, 출판물
제목 등을 선택하여 지정

제한 조건 및 출판 날짜
원문(Full text) 제공 및 동료 심사
(Peer reviewed) 저널로 제한,
출판 날짜 제한하여 검색

추가 검색 옵션 - 검색 결과를 제한하여 찾고자 하는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검색
•

Mesh 주제 찾기: Medical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맞춘

제한 옵션 기능

검색 페이지 활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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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결과 - 검색 키워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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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총 검색 결과 개수를 제시
2. 결과 한정(필터) 목록 - 검색된
결과를 관련성/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원본 유형, 출판
날짜, 주제, 데이터베이스 등의
여러 옵션들로 제한하여 검색
결과 내 재검색 가능

3. 원본 유형 아이콘 - 아이콘을
통해 학술지, 보고서, 논문, 신문
등 다양한 원본 유형으로 검색
결과물을 구분
4. 선택한 자료 활용 – 인용정보

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등
다양한 자료 활용 옵션 제공

검색 페이지 활용 Ⅱ

검색과 일치하는 도서 및 영상 – 기입한 검색 키워드에 따라 검색 페이지
우측에 검색과 일치하는 도서 또는 영상 콘텐츠를 제안하며, 해당 제안
항목 클릭 시 관련 도서 및 영상 확인 가능

(※ 결과 한정 목록 내 원본 유형에서 Scholarly Journal이나 신문과 같은
특정 항목으로 검색 결과를 제한할 시 해당 항목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검색 페이지 활용 Ⅲ

1. 첨부자료 제공 - 본문 내 도표, 차트,

동영상 등 첨부자료 포함 시 제공
2. 참고문헌 리스트 및 피인용 문헌 리스트 –
해당 자료의 참고문헌 리스트와 피인용 건
수 제공
3. 자료 유형 및 원문 보기- 초록/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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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형식의 원문(full-text), PDF로
원문 제공 등 자료 유형 확인
4. 미리보기 – 해당 자료의 미리보기를 통해
초록/세부사항, 주제어, 검색된 DB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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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할 다른 검색 – 검색 결과 하단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관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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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천 검색 키워드 제시
6. 페이지 이동 – 검색 결과 페이지 이동 및 페이지당 제시되는
항목 수 조정 가능

본문 페이지 활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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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 - 초록 및 본문 번역 기능

(※ 번역기능은 웹에서 이용 가능; 자료에 따라 번역기능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2. 검색창 - 새로운 자료 검색을 원하는 경우, 키워드 입력
3. PDF 다운로드 - PDF원문이 제공되는 경우, PDF원문 즉시 다운로드
4. 문서 활용 - 인용정보 생성,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My Research에 추가, 서지정보 반출 가능
5. 피인용 자료 및 공통 참고문헌 자료 – 해당 자료의 피인용 자료와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진 다른 자료

리스트 제공
6. 관련항목 - 선택한 문서와 유사한 자료 보기

본문 페이지 활용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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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ll Text (PDF) 원문 보기 - 웹 버전의 PDF로 고해상도의 원본 자료 제공

4. 초록/세부사항 – 초록(번역 이용 가능) 및

2. 페이지 안내 - 현재 페이지 및 총 페이지 안내

자료의 주제, 지역, 제목, 출판물 제목 등의

3. 페이지 활용 - 페이지 회전, 다운로드, 인쇄하기 버튼 제공

세부사항 확인

본문 페이지 활용 Ⅲ
1. 참고 문헌 페이지 -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를 웹페이지로 제공
2. 꼬리 검색 가능 - 참고문헌 리스트의 내 자료의 본문 및 초록이

1

2

구독 중인 다른 ProQuest DB에서 제공될 경우 링크로 연결

출판물 검색
1
3
2

1. 특정 저널 검색 - 원하는 검색 필드를 지정하여 특정 저널명 등 원하는 검색 키워드 입력하여 검색
2. 알파벳 순서로 검색 - A to Z 순서로 검색, 출판물 타이틀 찾아보기
3. 출판물 목록 한정 - 검색된 출판물의 원본 유형, 출판물 주제, 언어,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별로 목록 한정

출판물 검색
알림 메세지 및 RSS 피드 설정
•

알림 메시지 설정: 해당 저널의 최신 권/호가
업데이트 될 경우, 이메일로 추가된 최신 자료
정보 확인

•

RSS 피드 생성: 해당 저널의 최신 권/호 정보를
RSS feed URL로 생성
출판물 정보
출판물 최근 발간일, 자료 수록
기간, 출판물명 제목 기록(변경
이력), 출판사 정보 등 제공

이 출판물 결과 내 재검색
원하는 검색어로 선택한 저널 내 재검색
특정 호 찾아보기
저널의 해당 권/호 에서 수록하고

있는 기사 목록을 확인
(+, - 로 목록 열기 & 닫기)

검색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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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검색 - 최근 검색 히스토리 저장 및 확인
2. 선택한 검색결과 확인(회원 가입 불필요) - 선택한 검색 결과 확인
3. My Research 로그인
4. My Search 로그인 - 계정이 있는 경우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5. My Research 계정 생성 - My Research 계정 생성하기 (계정 생성 후 즉시 이용 가능)

My Research 이용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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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research 위젯 - My Research 개인 계정 활용을 생성하여 검색한 자료 및 검색어 저장, 검색 항목, 알림
메시지, RSS 피드 등 저장한 검색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

2. 추가 기능 활용 - 한 섹션 동안 My Research에 추가한 자료를 폴더에 추가, 인용하기, 이메일 보내기, 안쇄 및
서지사항 내보내기 등의 기능 이용

My Research 이용하기
ProQuest Health & Medical Collection LibGuides
ProQuest Website - ProQuest Medical Library (PML)
ProQuest Support Center
ProQuest Korea – korea@asia.proquest.com
기타 문의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roQuest 한국지사
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