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Database Search 서비스 이용안내

▶ Multi-Database Search란?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Web DB, e-book, 백과사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원을 통합적으
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타검색 시스템입니다. 즉,
한 번의 질의어로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검색한 후, 그 결과를 주제별,
연도별, 저자별, 데이터베이스별로 재분류하여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Multi-Database Search 활용하기
① Quick Search (간편검색)
특정 DB를 각각 선택하지 않고도 도서관이 미리 주제별로 지정해 놓은 ‘Quick Set’을 선택
하여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Set에 포함된 DB는 화면 아래 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
다. 하나의 검색어로 수행할 경우는 'Simple'에서, 두 개의 검색어로 수행할 경우는
‘Advanced'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Multi-Search (고급검색)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한 후 검색을 실
행시키면 됩니다. 각 DB를 클릭하면 해당 DB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정된 ‘Quick
Sets’에서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데이터베이스 검색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BC/가나다 리스트를 제공하며
'Category' 탭에서는 주제별 카테고리로 DB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Multi Search에서 제공
되지 않는 DB리스트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Web DB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④ 검색결과 화면 활용

⑤ My Space (개인서비스)
■ eShelf
개인 폴더에 원하는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폴더의 생성, 삭제, 폴더간 레코드
의 이동 및 복사, 폴더내 레코드의 순서 등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My Database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그룹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가 담긴 폴더를 생성, 삭제, 폴더간 레코드의 이동 및 복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검색이력 (History)
로그인 후, 이용자가 수행한 모든 검색을 저장하면 ‘이전 검색’을 통해 검색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정의한 일정 및 검색 식에 따라 검색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결과를 이용
자가 지정한 메일로 발송하는 기능(SDI)도 있습니다.

■ 환경설정 (Preference)
기본(default) 이용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 언어, 디스플레이 형식,
페이지당 검색 결과 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인증정보

ü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더라도 메타서치 개인서비스 기능 이용을 위해 별도의 로그
인 필요
ü But, 메타서치 로그인시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를 위한 로그인 필요 없음 (자동연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