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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LC FirstSearch 

 

- 세계 유수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15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참고서비스. 

 

- 주제 분야  : 인문학, 경영/경제, 교육, 공학/과학기술, 기초과학, 
생명과학, 의학, 법, 사회과학, 신문/뉴스, 예술  

FirstSearch 란 



주요 DB구성 

DB명 내용 제공건수 제공년도 갱신주기 

OCLC 
Article 
First 

전 주제분야의 저널
색인 및 초록정보 

저널수: 16,000+종,  
레코드수: 
27,000,000+건  
 

1990년 - 현재 
 

매일 

OCLC 
eBooks 

전 세계 도서관을 통
해 이용 가능한 전자
책의 서지정보  
 

675,000+권  현재  
 

매일 

OCLC 
ECO 

전 세계 70여 출판
사에서 발행하는 전 
주제 분야의 전자저
널  
 

저널수:5,000+종,  
레코드
수:4,200,000+건   

1995년 - 현재  
 

매일 

OCLC 
WorldCat 

전 자료유형을 다루
는 세계 최대의 온라
인 종합 목록 및 참
고 DB  
 

레코드수: 
258,000,000+건
(1971년 이후)  

BC 1,000년 - 
현재  
 

매일 



 

1. OCLC FirstSearch 는 전 세계 18,747 기관에서 이용 

 

2.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 가능 

 

3.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오픈 액세스 원문으로의 링크 가능 

 

4. 한국어, 영어를 비롯하여 7개 국어 인터페이스 제공 

 

5. ILL, DDS로 링크 가능 

특징 및 장점 



 
이용 방법 안내 

OCLC FirstSearch 



Log-in 화면 

1 

2 
3 

1. 로그인 계정 입력 
2. Password 입력 
3. FirstSearch 메인 페이지로 이동 



Main Page  

1 

2 
3 

4 

1. 구독중인 모든 DB 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검색어를 입력하여 관련 DB를 검색합니다. 
3. 주제분야나 DB명을 클릭하여 특정 DB내에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4. DB명을 클릭하여 해당 DB의 고급 검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구독 DB 목록 화면 

1. 검색할 DB를 선택하고(최대 3개) 선택버튼을 누르면 고급검색 
화면으로 이동하며, 선택한 DB내에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2. DB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2 



기본 검색 화면 

1. 검색할 DB를 선택하여 해당 DB내에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2. 다양한 검색어를 이용해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1 



고급 검색 화면 

1 

2 

1. 검색어와 연산자를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해당란을 선택하여 검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1 

2 

3 

1. 해당 검색어로 검색한 총 결과값의 레코드 수를 알려줍니다. 
2. 간략 서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상세 서지 정보창으로 이동합니다. 
3. 관련 자료 찾기를 통해 검색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다른 DB에서 찾은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 화면 

 

 

1. 검색 결과 화면에서 원하는 레코드를 체크해 두었다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 저자, 주제, 연도, 언어 
자료유형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1. 검색한 주제분야와 관련이 있는 주제분야 혹은 저자를 보여줍니다. 
원하는 주제분야나 저자를 선택함으로써 쉽게 관련분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 간략 서지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검색 결과 화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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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검색결과와 새로 입력한 검색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하고, 

2. 새로운 DB를 선택하십시오. 

3. 다음을 사용하여 결합:  
원하는 연산자를 지정하십시오. 

4. 이전 검색결과를 선택하십시오. 



1 
2 

선택한 레코드에 관한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1. 해당 자료 소장기관 
리스트를 알 수 있습니다. 
2. 출처와 소장처 외에도 
자료의 표준번호(ISSN), 
언어, 제공형태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서지 화면 



 1 

2 

1. 원하는 출판사나 주제분야별로 저널을 볼 수 있습니다. 
2.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저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ECO에서 제공하는 
저널의 타이틀리스트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널, 제목 브라우징 



1 2 

선택한 저널의 간략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1. 선택한 저널의 최신 이슈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선택한 저널의 전체 이슈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검색어를 입력해 원하는 이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저널 정보 화면 



 
유 의 사 항 

OCLC FirstSearch 



- 동시 이용자수를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FirstSearch는 10분간 아무런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 다시 사용하고 싶으시면 재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 사용이 끝나고 나면 익스플로러를 
그냥 닫지 마시고 반드시 Exit(나감)을 
클릭하셔서 정상적으로 종료해 
주세요. 

이용 시 유의사항 



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