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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ford Reference는
인문사회과학계에서부터
의과학계까지
옥스포드대학출판부에서
출판하고 있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레퍼런스포탈입니다.
Oxford Reference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가지 컬렉션을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콘텐츠는 각 기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록 컬렉션

특징

Oxford Quick Reference: 160 타이틀
이상의 레퍼런스로 구성하여 간략한
주요사실과 정보들을 조사하는 데
유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교차검색이 가능하여
흥미롭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사실들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Oxford Reference Library: 전문성이 높은
레퍼런스나 companion 시리즈 등 보다
깊이있고 상세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220 종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그림, 지도, 표 등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풍부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270 종류의 연표나 30만 이상의
오버뷰 페이지(개요 페이지)로부터
관련기사의 다이렉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영사전의 사전기능을 탑재하여
기사내의 단어 의미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간편검색 및 열람
Œ 홈 화면상에서 키워드에 의한 간편검색
� 예술, 건축, 음악에서부터 과학, 테크놀로지까지
20분야 이상을 분야별로 열람

Œ
�

Ž

Ž
콘텐츠를 타입별로 열람
		
� full text가 가능한 결과만 표시

�
� 분야별 랜딩 페이지 제공
‘ Oxford Reference 의 최신정보

�
‘

2. 상세검색
Œ 키워드를 적절한 검색대상 항목에 선택하여
입력

� 키워드 입력

Ž 보다 관련성 높은 결과를 위하여 기사의
종류를 선택

Œ
Ž

�

편리한 기능
기사내 의미를 알고자 하는 단어를
더블클릭하면 단어의 의미가 팝업창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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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결과
Œ 검색결과 상에서 다른 키워드로 재검색

Œ

� 결과표시를 하나의 페이지에 결과표시수, 관련성이
 높은 순서, 출판일순 등으로 정렬하여 등으로
조절할 수 있음.
						
Ž
검색결과는 저장, 인쇄, E-mail 송신 등 가능

Ž
� 검색결과내 재색

‘

�

분야, 콘텐츠 타입, 수록 컬력센(Oxford Quick
�		
Reference/Oxford Reference Library)으로 결과를
		

�

필터링

�
‘ 키 마크(열림)전문 열람이 가능한 콘텐츠
Free: 무료 공개 콘텐츠
키 마크: 닫힘접속권이 없는 콘텐츠		

4. 타이틀별 열람
Œ 텍스트내 검색
� 'All Contents'에서는 저서의 전문/후문의
열람이 가능

알파벳순으로 표제어 확인
Ž

Œ

�

� 1페이지의 결과 수 변경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Ž
�

� 표제어를 선택하여 기사를 표시

표제어의 알파벳을 입력

�

검색의 : 검색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제한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구문검색

: 특정 구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문을 인용부호" " 로 표시합니다.(예:"united nations")

불 연산자

: 검색어 사이에 AND, OR, NOT을 넣어 검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D로 묶인 모든 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 business AND finance)
OR로 묶인 어느 하나의 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global OR international)
NOT은 나중에 지정하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literature NOT romanticism)

와일드 카드 : 단어의 스펠링을 모르는 경우나 검색의 폭을 넓히고자 할 때에 ?나 *로 문자를 대용할 수 있습니다.
? 로 1문자분의 대용이 가능(예:wom?n은, woman, women 등을 검색)
* 는 복수분의 문자 대용이 가능(예:music*은, music, musician, musical, musicology 등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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