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Platform Train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LISA는 문헌정보학 교수님과 정보전문가를 위해 디자인된 국제적인 초록, 

색인 서비스로, Librarianship, Information science, Online retrieval, Publish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등에 관한 주제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서지정보를 

제공. 60여 국가로부터 440여 종의 연속간행물 정보 커버.  

 

 Dates of Coverage: 1969년 ~ 현재 

 Update Frequency: 격주 (업데이트 될 때 마다 500+ 이상 추가 됨) 

 Subject: 

 

 
 

 

Library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Cataloguing and classification 

Library technology 

Information retrieval 

Digital libraries 

Evidence based librarianship 

E-learning 

Knowledge management 

Information literacy 

Freedom of information 

Electronic publishing 

E-government 

Taxonomies and ontologies 

The semantic web 

Scholarly communication 

Open access 

Digital preservation 

Search engines 

Social inclusion  

E-commerce 

Copyright 

Digital rights management 

Consumer health information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Professional development 



Main Search : 기본검색 화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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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ianship AND Library management 
    -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     “ 이용   “Evidence-based management as a tool for special libra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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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reviewed: 동료 평가받은 저널로 제한하여 기사 검색 



Advanced Search : 고급검색 화면 

1 

1. 검색하고자 하는 인덱싱 필드(논문 제목, 저자명, 저널명 등)을 지정한 후,  해당되는 단어 또는 
문구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검색 

     Document title(논문제목) – “Internet Archive to host Open-Access Text Archive”  

       Publication title(저널 명) - “Advanced Technology Libraries” 

        

2. Look up 기능: 알파벳순으로 저널명, 저자명, 주제어, MeSH를 브라우징 하여 검색키워드 선택 가능  
 
3. 그 외 검색 옵션: 인용정보, 명령어 검색을 통한 검색 

2 

3 



Advanced Search : 제한 검색 
LISA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맞춘 제한 옵션 기능 

 Peer reviewed/ 최신 업데이트 된 정보만 

 출판연도 

 소스, 문서 타입 

 언어 

 정렬 및 결과페이지 옵션  



Advanced Search : 그 외 검색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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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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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s & Tables Search: 이미지 상세검색 
아티클이 포함한 다양한 이미지(도표, 사진, 그래프 등) 검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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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검색필드(Geographic/ Statistical/ Taxonomic/ Subjects 

terms) 선택 후, 검색용어 입력  

2. 이미지 타입 선택 및 제한 
Deep indexing 미국특허(U.S. Patent No. 5,950,196)  획득한 기능!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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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Results: 검색 결과 페이지 

1 

2 

3 

1. Alert, Create RSS Feed 검색 식에 대한 알림 기능(최신 검색 결과를 이메일로 발송) 

2. 검색결과 내 재검색, 검색결과 내 figures & tables 검색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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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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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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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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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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번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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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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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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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 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