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A Illumina Collection:
Start here, finish here!

Natural Science Collection,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Database



Natural Science Collection
Contents Overview:
Natural Science Collection은 자연과학 및 생명공학, 환경공학, 해양학 분야 등 과학 분야의 글로벌 자료를
제공하며, 학술지, 매거진, 정부문서,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연구자료에 대한 색인과 초록 정보를 제공

Dissertations/theses

Conference papers & proceedings

Review articles

74,000 + in full text

13,00+ in full text

72,000+ in full text from scholarly journals

Trade journals

Reports:

Book (chapters)

And many other forms of diverse content... 

1,663,000+ in full text

217,000+

900+

Quality indicators

Active scholarly full text

1,700+ full text w/Citescores

1,700+ full text w/SJR indicators

1,700+ full text w/SNIP indicators

2,100+ including, 1,600+ indexed in Scopus.

Diverse content

Latest research 
findings and 
summaries

World class 
journals



Natural Science Collection
Collection Level Database Level A&I Databases

Natural Science 
Collection

Biological Science 
Database MEDLINE TOXLINE

Agricultural & 
Environmental Science 
Database

AGRICOLA TOXLINE

Earth, Atmopsheric, & 
Aquatic Science 
Database

ASFA: Aquatic Sciences 
& Fisheries Abstracts 

(ASFA)

Meteorological & 
Geoastrophysical 
Abstracts (MGA)

Natural Science Collection은 총 3개의 하위

데이터베이스 컬렉션으로 구성

각 Collection들은 세부 데이터베이스들로 구성됨.



Natural Science Collection
• 자료 제공 연도: 1946 – 현재

• 주제 분야(Coverage):

Agriculture Aquatic sciences Atmosphere Biology Climate Conservation Earth sciences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studies Fish and fisheries Food and food industries Forests and forestry Geography Geology Life sciences Meteorology

Natural hazards Natural sciences Physical sciences Public health and safety Sustainability Veterinary science Water resources Weather



Contents Overview:
재료공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자료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연구분야인 도시공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지진공학, 교통공학과 관련된 수백만 건의 학술지, 매거진, 보고서, 정부 자료 등의 원문(full-text) 및

서지/초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Database

Full text records

Publishers

Grey literature

Much more….

11 million+ full text records

800+ publishers

1.57 million grey literature documents in full text

Dissertations in full text
Conference papers:

Reports

And many other forms of diverse content... 

13,000+
61K+

1M+

Quality indicators

Scholarly full text

1,600+ ongoing full text

1,500+ full text w/SJR indicators

1,430+ full text w/SNIP indicators

2,300+ indexed in SCOPUS/1,600+ indexed in Web of Science

Diverse content

Broad scope &

coverage

World class journals



Materials & Engineering Databases

주제 분야(Coverage):

• Aerospace and aircraft engineering

• Automotive engineering

• Bonding, brazing, soldering, and welding

•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 Biomaterials and biomedical engineering

• Casting and molding

• Ceramics

•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 Chemical engineering

• Chemistry

• Civil engineering

• Composites

• Construction materials

• Copper

• Corrosion

• Earthquake engineering

• Electrical engineering

• Energy and fuel

• Engineered materials

• Environmental engineering

• Fuels and propellants

• Glass, including metallic glasses

• Health and safety

• Heat treatment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 Intermetallics

• Materials selection and substitution

• Mathematics

•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 Nanomaterials and nanoengineering

• New technologies

• Nonferrous metals

• Nuclear engineering

• Polymers, plastics, and rubber

• Powder technology

• Recycling

• Refractories

• Robots and automation

• Steels and alloys

• Surface finishing

• Sustainability

• Testing and quality control

• Theoretical mechanics and dynamics

• Thermal spray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Waste management

• Working and forming



기본 화면
검색 옵션
다양한 검색 유형 및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가능

검색 중인 DB 수 및 자료유형
확인
검색 중인 데이터베이스 종 수
수 및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
가장 많이 포함된 자료유형에
대한 설명

자료 유형 옵션
원하는 자료유형 또는
‘추가’ 메뉴에서 그 외
자료유형 선택 가능

개인화 기능
최근 검색 이력, 임시 저장 폴더,
인터페이스 언어설정, My 
Research(개인 계정을 이용한
개인화 기능) 활용

검색 Tips 제공
효과적인 기본검색 지원을
위해 검색 tips 제공 –
비디오 튜토리얼 및 Help 
링크



기본 검색

기본 검색창 - ProQuest 연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쉬운 검색식 이용 가능
1. AND/OR/NOT 검색 – 검색어 사이에 AND/OR/NOT 입력

예) food AND nutrition → 두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 검색
예) food OR nutrition → 두 검색어 중 하나 이상 포함된 문서 검색
예) food NOT nutrition → food는 포함되나 nutrition은 제외된 문서 검색

2. 구문 검색 – 정확한 검색을 위해 “  “ 이용
예) “healthy eating” → 하나의 구문으로 검색

3. 와일드카드(?), 절삭 문자(*) 검색- 검색어의 시작이나 중간, 끝에 사용
예) effect* → effects, effective, effected, effecting, effectively 등 여러 문자를

대체하여 사용됨 (검색어의 여러 단어 변형 검색 시 활용)
예) Sm?th → Smith or Smyth 한 문자를 대체하여 사용됨

제한 검색 옵션
• 전문(Full text): 원문이 제공되는

문서 검색
• 동료 심사(Peer reviewed): 동일

주제분야 내 전문가의 상호
심사가 완료된 문서 검색



고급 검색
필드 지정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 지정

- 문서 제목, 본문, 저자, 주제명, 출판물 제목

등의 필드를 선택하여 필드 검색 가능

제한 조건 및 출판 날짜

원문(Full text) 제공 및 동료 심사

(Peer reviewed) 저널로 제한,

출판 날짜 제한하여 검색



고급 검색

추가 검색 옵션

자료를 원본유형/문서형식/언어별로 제한하여 검색

(※ 추가 검색 옵션은 이용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음.)



검색결과 페이지 활용 Ⅰ
2

4

1 3

1. 검색 결과 – 검색어에 대한 총 검색 결과 개수를 제시

2. 검색 필터(결과 한정 목록) – 검색 결과를 관련성/최신성으로

정렬하거나, 원본 유형, 출판 날짜, 주제 등의 여러 필터

옵션으로 검색 결과를 한정하여 재검색 가능

3. ProQuest 플랫폼 기능 - 선택한 자료에 대한 인용정보 생성,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My Research에 추가,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도구로 내보내기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4. 미리보기 – 원하는 자료의 ‘미리보기’를 통해 초록, 주제, 

검색된 DB 등의 정보 확인 가능



1. 본문 사이드바 메뉴 – 본문페이지 내 사이드바 메뉴를 통해 원문(Full text), 초록/세부사항, 참고 문헌 등 여러

형태로 해당 자료 활용 가능

2. 번역- 초록 및 본문 번역 가능

(※ 번역기능은 웹에서 이용 가능; 자료에 따라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3. PDF 다운로드 - PDF로 원문이 제공되는 경우, ‘PDF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PDF 형태로 즉시 다운로드 및 활용

4. ProQuest 플랫폼 기능 - 해당 자료에 대한 인용정보 생성, 이메일로 보내기, 인쇄, My Research에 추가,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도구로 내보내기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5. 피인용 자료 및 공통 참고문헌 자료 - 해당 자료를 인용한 자료와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진 다른 자료 정보 제공

6. 관련 항목 - ProQuest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자료와 관련성이 높은/유사한 자료 추천

1

본문 페이지 활용 Ⅰ
3 4

5

62



본문 페이지 활용 Ⅱ

1

2

1. 참고 문헌 – 해당 자료의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를 웹페이지로 제공

2. 꼬리물기 검색 – 참고문헌 리스트의 내 자료의 본문/초록이 ProQuest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될 경우 링크로 연결



출판물 검색 Ⅰ

1

2

3

1. 특정 출판물 검색 – 원하는 검색 필드를 지정하여 특정 출판물

이름 등 원하는 검색어로 검색

2. 알파벳으로 찾아보기 – A to Z 순서로 출판물 이름 찾아보기

3. 출판물 필터(결과 한정 목록) – 출판물 검색 결과를 원본 유형, 

출판물 주제 등의 여러 필터 옵션으로 검색 결과를 한정하여

재검색 가능



출판물 검색 Ⅱ

출판물 정보

해당 출판물의 최신 발간일, 자료

수록 기간, 출판물명 제목 기록(변경

이력), 출판사 정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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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이 출판물 결과 내 재검색

원하는 검색어로 선택한 출판물 내

재검색 가능

특정 호 찾아보기

해당 출판물의 특정 권/호를

선택하여 자료 목록 확인 및 활용

(+, - 로 목록 열기 & 닫기)



데이터베이스 변경
2

1

데이터베이스 - 구독 중인 ProQuest 데이터베이스 중 교차

검색 또는 단독 검색을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가능

1. 전체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검색을

원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선택

2.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버튼 클릭



최근 검색(Recent Searches)

최근 검색(Recent Searches)

최근에 검색했던 검색에 대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 

결과 등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원하는 자료 선택 후 ‘선택된 항목(Selected Items)’에서 확인

선택된 항목(Selected Items)

체크박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 선택 후 ‘선택된

항목’에 대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사용



선택한 자료의 서지정보(Bibliography) 확인

인용(Cite)

ProQues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용

형식(출력스타일)을 통해 인용 정보 생성 및 활용



선택한 자료를 RefWorks에 저장(Save)

저장(Save)

ProQues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저장 옵션

활용 –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도구로 내보내기 등



My Research 이용하기

My Research 계정 생성 및 로그인

ProQuest 플랫폼 내의 My Research 계정을 생성하여 원하는

자료를 저장, 검색, 알림 등의 기능 활용 가능



LibGuides 및 도움말

• ProQuest 플랫폼 LibGuide: 

http://proquest.libguides.com/proquestplatform

• Natural Science Collection LibGuide: 
http://proquest.libguides.com/naturalsciencecollection/about

•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Collection LibGuide: 
http://proquest.libguides.com/msed/about

• ProQuest Support Center: https://support.proquest.com

• 기타 문의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korea@asia.proquest.com)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roQuest 한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