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Quest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이용매뉴얼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korea@asia.proquest.c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PQDT Global은 미국의회도서관의 공식 지정 학위논문 저장(Repository) 데이터베이스로서 북미지역(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중국, 유럽지역 대학의 학위논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제공합니다.
북미지역 학위논문 중 박사 학위논문 147만 여권을 포함한 총 200만권의 원문(PDF)을 제공하는 최대의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상위 대학 Harvard University,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Duke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외 주요 대학기관의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제공 합니다.

PQDT Global
제공연도
제공건수
주제분야

서지/초록 : 1630년 ~ Present
원문 최대 : 1743년 ~ Present
서지/초록 : 410 만건
원

문 : 193만건 ( 석사 : 44만건, 박사 : 141만건 )

전 주제 분야

•

410만 이상의 석,박사 논문을 서지/초록

•

200만 이상의 원문( Full Text – PDF )제공

•

최대 1700년대 부터의 학위논문 원문 제공

•

연간 13만 건의 학위논문 업데이트

•

다양한 첨부자료(Supplemental files : 동영상, 데이터, 설문 등) 이용 가능

전 학문 분야

학위논문이 연구자들에게 선호되는 이유…..

ARTS, BUSINESS,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학위논문의 특성상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 되었거나, 새로운 논문 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성과를 제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최신 연구에 대
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 기존 연구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는 결과물로서 이미 엄밀한 평가를 받은 질적 가치가 높은 연구
결과물 입니다.
• 연구관심 분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방법적 접근 모두 가능하게 하는 다
양한 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 학위논문은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학술저널 연구논문(기사)들 보다 포괄
적인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긴 시간( Deep-Coverage )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이론 등에 대한 주제 선정이 각 분야 연구
자들에게 보다 폭 넓은 참고자료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Area, Ethnic and Gender Studies
Business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Fine and Performing Arts
Education

HUMANITIES







History
Language & Literature
Philosophy and Religion
Law and Legal Studies
Social Sciences
Interdisciplinary

BEHAVIORAL,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Agriculture
Architecture
Behavioral Sciences
Biological Sciences
Ecosystem Sciences
Engineering
Environmental Sciences
Geosciences
Health and Medical Sciences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메인 화면
3

1

2

1.기본 검색 창 및 검색 옵션 선택 가능
2.기본 검색 창: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빠르고 쉬운 검색
전문 (Full text) : 원문을 제공하는 기사만 검색
박사학위 논문만: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한하여 논문 검색
3.최근 검색 이력 보기, My Research(개인 계정을 이용한 개인화 기능) 및 인터페이스 언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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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검색
1
2

3
1.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문서 제목, 본문, 저자, 주제명, 출판물 제목 등)를 선택하여 지정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해당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검색

 각 키워드 사이에 AND / OR / AND NOT …연산자 이용
예: Corporate governance AND Strategic management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
“ 이용
“Innovating Our Way to a Mel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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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조건: 원문 제공되는 출판물만 검색결과에 표시
전문 (Full text): 원문을 제공하는 논문만 검색
3. 출판 날짜: 날짜를 지정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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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색 옵션 – 제한 검색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맞춘 제한 옵션 기능

원본 유형을 제한하여 검색

출판언어를 선택하여 검색

검색 결과 정렬 및 결과페이지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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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리스트 I
1
2
3

4

1.

결과 내 재 검색

2.

선택한 자료 활용: 인용정보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프로그램으로 보내기 등 다양한 활용 옵션 제공

3.

결과 정렬 방법 및 결과 한정 기준: 검색된 결과를 관련성 혹은 최신순으로 정렬하거나 출판물 유형, 키워드, 주제,
데이터베이스 등 옵션들을 제한하여 결과물을 좁힐 수 있음

4.

본문보기-참고문헌, 인용된 논문, 초록 세부사항, 전문보기, 본문 미리보기, 논문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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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 논문 읽기 I

제공되는 유형별로 선택한 문서보기
 Full-text: 모든 원문 자료 제공( 본문, 참고 문헌 목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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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 논문 읽기 II

제공되는 유형별로 선택한 문서보기
 초록/세부사항: 논문에 대한 세부사항 (주제, 본문, 학위 유형 등)및 번역기능 제공
 참고문헌- 논문의 참고 문헌 정보 제공
 참고문헌 사용된 다른 논문 리스트들을 HTML 페이지 형식으로 제공. 참고된 논문 리스트 정보 및 교차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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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 활용
1

2

3
4

1.
2.
3.
4.

PDF 다운로드: 본문 PDF 다운로드 혹은 다른 문서 형식 ( PDF, Unbound, Microfilm/Microfiche) 문서 주문가능
선택한 문서 인용 문헌 만들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My Research에 추가, 서지반출 등 다양한 활용
관련항목: 선택한 문서와 유사한 자료 보기
주제: 선택한 문서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의 다른 문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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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earch – 개인 계정
3

1
2

1. 기존에 My Research 계정을 생성한 경우, 기존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이용
2. My Research 계정이 없는 경우, 새 계정 생성하여 바로 이용 가능
3. 검색 히스토리, 선택한 검색결과를 자동으로 저장- 회원가입 불필요 및 My Research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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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earch – 개인 계정 만들기

My Research 이용을 위한 개인 계정 생성


개인 계정을 만들면 My Research의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기관 외부 이용 시, My Research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검색 및 이용 가능함



RefWorks 이용자의 경우, RefWorks 계정을 입력하여 저장한 정보를 sync하여 이용 가능함
11

My Research – 개인 계정 이용
2

1

1. 한 섹션 동안 My Research에 추가한 자료에 메모를 추가하여 이메일, 프린트, 인용보기, 서지사항 반출 등의 기능 이용
2. My Research 개인 계정을 생성하여 이용하면, 검색한 자료 및 검색어 저장, 폴더에 저장, 위젯, RefWorks 연동 등 더 추가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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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주문하기-계정생성 I

1

2

1.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생성 후 원하는 자료 유형( PDF, Hardcover, Softcover, Unbound, Microfilm &

Microfiche) 으로 논문 구매 가능
2.

가격정보 안내페이지에서 자료 유형별 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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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주문하기-계정생성 I
2

1

1.

Create Personal Account 를 클릭

2.

계정 생성에 필요한 정보 ( 이름, 이메일, 모바일 번호)등을 넣은 후 계정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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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주문하기

1

2

3

1.

원하는 자료 유형을 선택 ( 각 유형의 가격 제공)

2.

Shopping Cart에서 선택한 자료 확인

3.

Check out 버튼을 눌러서 결제- 구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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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