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为了使贵校读者能够更好的利用外文电子资源，进一步提高贵校电子资源的使用率，ProQuest推出了“ProQuest

网络课堂“。 

귀교 이용자 분들의 원활한 외국어 전자 자원 이용과 사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ProQuest 에서는 온라인 

이용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每场培训均为网络实时进行，无 IP限制，无需注册。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이며, IP 제한이나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期间可针对 ProQuest 产品提出问题并与 ProQuest培训师及其他用户进行实时交流。 

교육 시간 중에 ProQuest 제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ProQuest 교육 담당자와 이용자 간에 실시간 

소통이 가능 합니다.  

 

请注意：为了保障培训质量，每场培训仅提供 19个参与名额，培训机会先到先得， 

以登录时间先后为准。 

주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수업 당 19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首次登陆可能需要较长时间（建议提前 10分钟登陆）来测试及进行初始化配置。 

처음 온라인 교육에 접속 시,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분 정도 미리 접속하시어 초기 설정 

및 사양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장 합니다.  

 

读者需要扬声设备如耳机或音箱来接收培训音频。 

교육 신청자 분들은 이용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이어폰이나 스피커와 같은 전자 장비가 필요 합니다.  

 

注：请使用 IE或 360浏览器等进行登陆，部分火狐或 Chrome用户会遇到插件无法安装情况。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360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파이어폭스나 크롬 사용시 플러그인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18年 1-2月网络培训课程安排如下（或关注 ProQuest LibGuides）： 

2018 년 1-2 월 온라인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ProQuest LibGuides 참고) 

 

参加方法：请于每场培训开始前点击登陆链接：http://cc.263.net/quickLogin 在快速入会页面下输入 

您的姓名及参会人密码：233215439 

참여 방법: 교육 시작 전 클릭하여 링크 접속: http://cc.263.net/quickLogin, 페이지가 열리면 신속히 성함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다음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233215439 

 

您还可以下载 263网络会议 APP，用移动设备参与培训。 

263 웨비나 APP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모바일용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读者对培训课程有任何建议或培训当中遇到任何技术问题，可发邮件至： chris.guo@proquest.com 或 

jim.wang@proquest.com 进行咨询 

이용자 교육 및 교육 중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hris.guo@proquest.com 혹은 jim.wang@proquest.com 

 

http://china.pq.libguides.com/home
http://cc.263.net/quickLogin
http://cc.263.net/quickLogin
mailto:chris.guo@proquest.com
mailto:jim.wang@proquest.com
mailto:chris.guo@proquest.com
mailto:jim.wang@proquest.com


   

1 월 

序号 

번호 

日期 

날짜 

时间 

한국 시간 

讲座主题 

강좌 제목 

主要涉及产品 

주요 제품 

1 2018/1/15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农业

环境、生物学文献 

ProQuest 플랫폼을 이용한 농업, 

생물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Agricultural & Environmental 

Science Database 

Biological Science Database  

2 2018/1/15 16:00-16:30 

利用 PAO获取经典期刊的早期文献 

Periodicals Archive Online 

PAO 를 통한 고전 정기간행물의 

조기 문헌 취득 

Periodicals Archive Online 

人文社科回溯期刊数据库 

Periodicals Archive Online 

3 2018/1/16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表演

学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공연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Music Periodicals Database 

Performing Arts Periodicals 

Database 

4 2018/1/16 16:00-16:30 

利用 DNSA获取美国对其他国家外交、

军事政策的第一手资料 

DNSA 를 이용한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외교, 대외정책 등 

전반적인 자료 획득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解密后的美国国家安

全档案 

-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미국 국가안보 기밀 

해제 문서 

5 2018/1/17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医学

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의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PML - Health and medical 

collection 

6 2018/1/17 16:00-16: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历史

与政治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세계 역사 

및 정치 문헌 검색 방법 

ProQuest History Vault 历史

档案资料专题数据库 

- ProQuest History Vault 

7 2018/1/18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商业

文献 

ABI Inform 이용방법  

ABI/INFORM Collection 

- ABI-경제 경영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8 2018/1/19 10:00-10:30 

利用 Ebook Central高效检索和利用电

子书文献 

Ebook Central 을 이용한 효율적 

전자책 & 문헌 검색방법 

ProQuest Ebook Central  

9 2018/1/19 16:00-16:30 

高效利用 APA美国心理学会权威信息

资源 

APA 미국심리학회 자료 이용방법 

PsycARTICLES & PsycINFO 

10 2018/1/22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知名高校

学位论文 

ProQuest 플랫폼을 이용한 

학위논문의 효율적 검색 

PQDT A&I 



   

11 2018/1/22 16:00-16: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全面

的教育心理学期刊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심리학 저널 자료의 효율적 검색 

ProQuest Psychology 

Database & ProQuest 

Education Database 

12 2018/1/23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农业

环境、生物学文献 

ProQuest 플랫폼을 이용한 농업, 

생물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Agricultural & Environmental 

Science Database 

Biological Science Database  

13 2018/1/24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表演

学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공연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Music Periodicals Database 

Performing Arts Periodicals 

Database 

14 2018/1/25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医学

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의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PML - Health and medical 

collection 

15 2018/1/26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商业

文献 

ABI Inform 이용방법  

ABI/INFORM Collection 

- ABI-경제 경영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16 2018/1/29 10:00-10:30 

利用 Ebook Central高效检索和利用电

子书文献 

Ebook Central 을 이용한 효율적 

전자책 & 문헌 검색방법 

ProQuest Ebook Central  

17 2018/1/30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知名高校

学位论文 

ProQuest 플랫폼을 이용한 

학위논문의 효율적 검색 

PQDT A&I 

18 2018/1/31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农业

环境、生物学文献 

ProQuest 플랫폼을 이용한 농업, 

생물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Agricultural & Environmental 

Science Database 

Biological Science Database  

 

 

2 월 

序号 

번호 

日期 

날짜 

时间 

한국 시간 

讲座主题 

강좌 제목 

主要涉及产品 

주요 제품 

1 2018/2/1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表演

学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공연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Music Periodicals Database 

Performing Arts Periodicals 

Database 

2 2018/2/1 16:00-16:30 

利用 DNSA获取美国对其他国家外交、

军事政策的第一手资料 

DNSA 를 이용한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외교, 대외정책 등 

전반적인 자료 획득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解密后的美国国家安

全档案 



   
-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미국 국가안보 기밀 

해제 문서 

3 2018/2/2 10:00-10: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医学

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의학 문헌의 효율적 검색 

PML - Health and medical 

collection 

4 2018/2/2 16:00-16: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历史

与政治文献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세계 역사 

및 정치 문헌 검색 방법 

ProQuest History Vault 历史

档案资料专题数据库 

- ProQuest History Vault 

5 2018/2/5 16:00-16: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各领域学

术期刊 

ProQuest 플랫폼을 이용한 각 분야 

학술지의 효율적 검색 방법 

ProQuest Research Library 

6 2018/2/6 16:00-16:30 

利用 LION获取英语文学作品、文学批

评与参考、教研资料等 

LION 을 이용한 영어문학작품, 

비평자료, 참고문헌, 교육 연구 자료 

Literature Online英语文学在

线 

- Literature Online (LION) 

영어 문학 온라인 

7 2018/2/7 10:00-10:30 

利用 EEBO检索 1473年 – 1700间英

文书及文献 

EEBO 를 이용한 1473-1700 년 사이 

출판된 영문 고서 검색 방법 

Early English Books Online 

早期英文图书 

- Early English Books Online 

8 2018/2/7 16:00-16:30 

利用 PAO获取经典期刊的早期文献 

Periodicals Archive Online 

PAO 를 통한 고전 정기간행물의 

조기 문헌 취득 

Periodicals Archive Online 

人文社科回溯期刊数据库 

Periodicals Archive Online 

9 2018/2/8 10:00-10:30 

高效利用 APA美国心理学会权威信息

资源 

APA 미국심리학회 자료 이용방법 

PsycARTICLES & PsycINFO 

10 2018/2/8 16:00-16:30 

利用 ProQuest平台高效检索全球全面

的教育心理学期刊 

ProQuest 플랫폼 이용한 전 세계 

심리학 저널 자료의 효율적 검색 

ProQuest Psychology 

Database & ProQuest 

Education Database 

11 2018/2/9 10:00-10:30 

利用 ProQuest科技期刊包库（原剑桥

科学文摘）高效检索全球科技信息 

ProQuest 과학기술 저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과학기술정보 검색 방법 

ProQuest科技期刊包库（原

剑桥科学文摘） 

ProQuest 과학기술 저널 

데이터베이스 (케임브리지 

과학 발췌) 

12 2018/2/9 16:00-16:30 

利用 Safari检索最新的 IT行业电子书 

Safari 전자책을 이용한 IT 업계 최신 

자료의 효율적 검색 

Safari 电子书 

Safari 전자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