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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y Index to Architectural Periodicals란? 

▪ DB 주제 분야

• Archaeology

• Architecture

• Architectural design

• City planning

• Furniture and decoration

• Historic preservation

• History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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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University의 “The Avery Architectural and Fine Arts Library”에 의해 제작되는 데이터베이스로 77만 여건

의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American Architect, Domus, Dwell, and El Croquis, Burlington Magazine, Journal of Green 

Building, Metropolitan Museum Journal, Urban Land 등 건축사/디자인/조경/도시계획/실내디자인 등의 학술 참고자

료와 미국,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호주 등 다양한 지역의 유관분야 연구자료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Architect (1876), Architectural Forum (1892), Architectural Record (1891), Progressive Architecture (1920) 에 실린 건

축가 13,000명 이상의 부고자료도 인덱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기간: 1934년- 현재



기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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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화 기능- 최근 검색 이력, 원하는 자료 임시 저장 폴더 인터페이스 언어 설정 및 변경, My Research(개인화
기능)와 같은 개인화 기능

2. 검색 방법 옵션- 기본 검색 (Basic search), 고급 검색(Advanced Search)으로 원하는 자료 검색
3. 연산자 안내 -ProQuest 연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쉬운 검색 결과 식 이용 가능

▪ AND/OR/AND 검색 –
키워드 사이에 AND/OR AND NOT 입력
예-> natality AND social problems 를 natality 과 social problems 두개의 키워드로 검색
▪ 2. 구문 검색 -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  “ 이용
예-> “low birth rate”를 하나의 구문으로 검색
▪ 3. 절단 연산자(*) 검색- 검색의 용어 중간이나 끝에 절삭문자 이용
예-> econo*-> economico, economic, economics, economy 검색
▪ 4. 와일드카드 연산자(?) 검색- 단어의 중간에 문자 기호 이용
예 ad??-> adult, adults, adult’s, adam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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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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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R/NOT(guggenheim AND bilbao) 의 연산자의 예
AND 연산자 이용 시 검색 guggenheim과 bilbao 를
각각의 키워드로 인식한 검색된 검색결과 제공

구문 검색 ”guggenheim AND bilbao “(큰 따옴표)의 예
구문 검색 연산자 이용 시 ”guggenheim AND bilbao “을
단일 키워드로 인식한 검색 결과 제공

절단 연산자 (Architect*)의 예
절단 연산자 (*)검색 이용 시 어미변화를 일으키는
architecture, architectures, architectural 와 같이 유사어나
복합어 검색 결과 제공

와일드카드 연산자 (Arch?)의 예
와일드카드 연사자(?)검색 이용 시 archa, L’Arche 와 같은
중간 문자 변경 검색 결과 제공

연산자의예



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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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드 지정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 지정

ex.문서 제목, 본문, 저자, 

주제명, 출판물 제목 등을

선택하여 지정

2. 제한 조건: 동료 심사 (Peer 

reviewed): 저널로

제한하여 기사 검색

3. 출판 날짜: 날짜를

지정하여 검색

4. 추가 검색 옵션:자료의

원본유형/문서형식/언어별

로 제한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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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한정 목록: 검색된 결과를 관련성/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출판물 유형, 키워드, 주제, 

데이터베이스 등 옵션들을 제한하여 재 검색하기

2. 자료 유형: 초록/상세정보, 전문(full-text) 및 PDF로 제공

3. 검색 결과 리스트 아이콘: 서평, 인터뷰,저널 아티클 등 다양한 검색 결과물을 아이콘을 통해 출판물

종류를 구분

4. 선택한 자료 활용: 인용정보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개인 계정(My Research)에 저장,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프로그램으로 보내기 등 다양한 활용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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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페이지활용 I



본문보기-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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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 서비스: 서지초록/ 본문 한글로 번역 기능

2. PDF 다운로드: PDF원문이 제공되는 경우, PDF원문 다운로드

3. 선택한 문서 활용: 인용정보 보기,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My Research에 추가, 서지반출 등 다양한 활용

4. 관련항목: 선택한 문서와 유사한 자료 보기

5. 인덱싱 용어 검색 : 선택한 문서의 주제와 관련 주제 분야의 인덱싱 텀으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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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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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PDF) 본문보기: 고해상도 원본을 웹 버전의 PDF로 본문보기

Abstract/Details:  초록 (번역기 이용 가능)  및 자료의 주제, 지역, 제목, 출판물 등의 세부사항 확인하기



검색이력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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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히스토리: 검색 히스토리 저장

2. 선택한 검색결과 확인(회원 가입 불필요): 저장한 검색 결과 자료 확인

3. My Research 로그인

4. My Search 로그인: 계정이 있는 경우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5. My Research 계정 생성: My Research 계정 생성 안내 (계정 생성 후 즉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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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earch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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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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메모를 추가하여 폴더에
추가, 인용하기, 이메일, 프린트 및 서지사항 반출 등의 기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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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Korea@asia.proquest.com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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