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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ARCHING AND BROWSI NG ON CAB DIRECT 

CAB Direct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은 4가지 입니다 :  
 1- 키워드(Keyword) 검색 2- 고급(Advanced) 검색 3- 브라우징 4- CAB Thesaurus. 

Keyword : 키워드 검색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두르면 됩니다. 키워드 검색은 CAB Direct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된 모든 필드를 검
색해 줍니다. 

Advanced : 반면 고급 검색은, 당신의 검색이 색인 필드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결과값을 
좁혀줍니다. 당신의 검색을 데이터베이스 필드(논문 제목, 저자명, 출판사 등), 날짜, 문서 종류, 
CABI 품목 등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Browse : 브라우징은 CAB Direct 레코드를 주제(CABI code를 사용하여), 저자명, 저널명 등
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CAB Thesaurus : 순수, 응용과학, 기술, 사회 과학 등의 주제를 커버하는 CABI의  통제어휘를 검색하기 
위해 CAB Thesauru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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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WORD SEARCHING 

키워드 검색은 단일어, 구, 복합질의를 입력함으로써 검색을 수행합니다. 

CABI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제목, 초록, 출판사 명 등과 같은 개별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키워드 검색 박스에서 단어나 구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누르면, CAB Direct는 전체 레코드, 
모든 색인 필드, 초록, 레코드의 상세 서지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를 “자유 텍스트” 검색이라고 합니다. 

단일어 검색 
단일어란 cattle과 같은 하나의 단어입니다.검색 박스에 입력된 다중어는 단일어로 취
급되며 보이지 않는  AND로 결합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cattle breeds는 cattle AND breeds 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구 검색 Phrase Searching 
구 검색은 반드시 "cattle breeds"처럼 구가 “   ” 기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mple: 
이용자는 "cattle breeds" "milk production" europe 처럼 단일어와 구같은 
다중어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AND로 결합되어 "cattle breeds" AND "milk production"  AND europe 
과 같습니다.    

검색을 더 통제하고, 복잡한 질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ND, OR, NOT) 같은 Boolean 연산자를 결합
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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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VANCED SEARCHING 

고급검색은 여러 개의 검색 박스에서 복잡한 검색 질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Boolean연산자
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위해 적절한 필드를 선택함으로써 고급 검색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색인 필드의 드롭 다운 리스트를 사용하십시오. 

 
검색어를 검색 박스에 입력한 후,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추가 필터를 적용하여 당신의 검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Published between 원문의 출판 년도 설정 

Added since 직전 검색 이후로 추가된 레코드 

Document type 단행본, 컨퍼런스 proceedings 같은 특정 문서 타입 

Only search for • CABI Hosted Full Text. CABI가 호스팅하고 있지만, CABI에서  출판한 것이 
아닌 자료. 예, 컨퍼런스 proceedings, 소형 출판사의 저널 등. 이러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회색 문헌으로 통칭.  

• Evidence Based Research. 체계적 문헌(systematic review)과 메타 
분석(meta-analyses)을 검색하기 위해 고안된 기능으로, 출판물의 제목과 
초록의 일부분에서 검색 가능. 

• Open Access Journals. Gold Open Access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기능. 현재 CAB Direct는 2015년 이후부터 출판된 
데이터만 검색 가능. 

Search in CABI products 하나 이상의 품목에서 검색하고자 할 때 이용 가능 

ADDITIONAL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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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OWSING CONTENT 

브라우징은 3가지 다른 방법으로 CABI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주제별:  CABICODE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관심있는 주제를 브라우징 

저자별: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저자명을 선택하여 브라우징  

• 

• 

• 저널별:  출판된 저널명으로 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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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ARCH RESULTS 

검색 결과(Search Results) 탭은 이용자의 검색과 브라우징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검색 결과
는 메인 레코드의 축약판으로 보여지며, 레코드 제목, 초록의 도입부, 주요 서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검색 결과를 프린트, 
이메일, 다운로드 하거
나, MY CABI에 저장하
고,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Actions 기능 

  선택한 결과는 자동적
으로 Selected  records 탭
에 리스팅 됩니다. 
 

초록을 열기 위해 제목을 
클릭하십시오. 
 
 
 

중요한 표목에 따라 결과
를 재정렬 하십시오. 
 
물음표 마크를 클릭하면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연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 슬라이더를 사용하
십시오. 
 
 

출판 년도에 따라 검색 
결과를 재정렬 하십시오. 
 

검색식을 저장하기 위해 
My CABI에 로그인 하십
시오.  
 
 
 

검색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위해 외부 사
이트가 링크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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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ING SEARCH RESU LTS 

만약 키워드, 고급검색 결과 값이 너무 많이 도출됐다면, 다음의 두 가지 검색 도구를 사용하
여 가장 연관성이 높은 레코드로 결과값을 좁힐 수 있습니다: 

연도별 결과(Results by Year).  
가장 초기부터 가장 현재까지 출판된 초록의 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슬라이더 컨트롤을 사용하여 
연도 범위를 설정해 보십시오. 

 
 
 
 

Facets 
Facets은 주제, 유기체 디스크립터, 저자, 출판년도 
등과 같은 중요한 표목에 따라 각각의 초록에 적용된 
색인어입니다. 더 상세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 
레코드 안에서 어떤 색인어가 사용되는지 
확인하려면 facets을 사용하십시오. 
 

검색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중요한 주제 표목), 검색 결과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Refine by의 
facet을 선택하십시오. 

 

Facet창은 ‘tree map’이라 불리는 차트의 상자로 중요한 용어를 시각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다
음의 Topics facet 예에서 보듯, 용어 상자의 크기는 검색 결과의 초록에서 발생한 용어의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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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모든 용어 및 빈도를 선택 가능한 목록으로 보려면 더보기 (Show more + )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Facet으로 검색 범위를 좁히려면: 

1. 검색한 범위를 좁히기 위해 Topics 같은 facet을 선택하십시오. 

2.  Facet 창에서 하나 혹은 이상의 용어를 선택하십시오. 

3. 기본으로 설정된 Boolean 연산자는 OR 이며 필요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여러 개의 facets을 결합하여 검색 범위를 좁힐 경우, 간단하게 닫기 버튼을 눌러서 
facet을 닫고, 새로운 facet을 열면 됩니다. 아직 Refine results 버튼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결합된 facets은 각 facet 창에서 나타납니다. 

4. 선택이 완료 되면, 검색 결과 페이지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Refine results 버튼을 누르십
시오. 이용자의 facet 용어들은 검색 결과 탭의 상단에 Refined by:  필드에 나열 됩니다. 

Tip. 초기 검색(키워드 또는 고급) 및 후속 상세 검색을 포함하여 구문 형식의 검색어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Edit Search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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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SEARCH 

검색어를 세분화하고 편집 할 수 있는 클릭 가능한 검색 필터뿐만 아니라, CAB Direct 검색 엔진에서 사용
하는 ‘behind the scenes‘ 질의문을 직접보고 편집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CAB 직접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하려면 Edit Search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Note.  Edit Search 는 CAB Direct의  고급 기능으로  검색 구문을 성공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주의를 요합니다.  

MANAGING RECORDS 

검색 결과를 관리 가능한 목록으로 수정하면 가장 관심이 있는 레코드를 그룹화 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레코드를 선택하려면 제목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십시오. 

Note. CAB Direct는 이용자가 선택한 레코드를 자동적으로 Selected Records 탭에 복사합니다. 이 
레코드들은 현재의 CAB Direct 세션 동안 만 시스템에 유지됩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결과를 저장하려면 먼저 My CABI에 로그인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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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Direct는 검색 결과에 대해, 인쇄, 다운로드 등이 가능한 Actions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AB Direct 세션에서, 검색결과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레코드들은 체크박스에 선택함으로써 자동적
으로 Selected Records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검색 기록을 하나의 목록으
로 누적하여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My CABI 에 로그인하면, 레코드를 저장하거나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레코드탭은 
선택한 레코드와 저장한 레코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의 기능은 아래의 목록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earch results(검색 결과) 
• Selected records(선택된 레코드) 
• Saved records(저장된 레코드) 
• Project records(프로젝트 레코드) 
• Abstract page(초록 페이지) 

PERFORMING ACTIONS ON YOU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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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은 My CABI 계정을 필요로 합니다: 

 기능  설명 
Print records 
(레코드 출력) 

• 레코드를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Print(출력)을 누르십시오 
• a) 인용 b) 인용과 초록, 혹은 c) 전체 레코드 중 선택하십시오.  

Email record/s 
(레코드 이메일로 보내기) 

• 레코드를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Email(이메일)을 누르십시오.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a) 인용 b) 인용과 초록, 혹은 c) 전체 레코드 중 선택하십시오.  

Download record/s 
(레코드 다운로드) 

• 레코드를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Download/export(다운로드/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 ‘Download to file’ 혹은 RefWorks를 누르십시오. 
     ※ ‘Download to file’ 클릭 시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RefWorks 클릭 시 RefWorks 계정을 입력하십시오.  
•   a) 인용 b) 인용과 초록, 혹은 c) 전체 레코드 중 선택하십시오.  
      ※ 주석과 하이라이트를 포함한 레코드는 My CABI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ave record/s 
(레코드 저장) 

• 레코드를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Save(저장)을 누르십시오.  
• My CABI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계정을 새로 만드십시오.  
• 프로젝트를 생성하셨다면 해당 파일에 레코드가 저장됩니다.  
• 레코드는 My Records 탭에서 Saved records에 저장 돼 있습니다.  

※ 저장된 레코드는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Add to Project 
(프로젝트에 추가하기) 

• 레코드를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Add to Project(프로젝트에 추가하기)를 
누르십시오.  

• My CABI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계정을 새로 만드십시오.  
•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Add to projec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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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일부를 하이라이트하기 

• 초록에 주석 달기 

하이라이트 방법:  

• 하이라이트 도구와 색깔을 선택하십시오. (My CABI 로그인 필수) 

• 하이라이트 하고자 하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하시고 하이라이트 아이콘을 클릭 하십시오.  

• 저장 버튼을 누르십시오.  

참고. 하이라이트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켜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주석 달기 방법:  

• 주석 달기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My CABI  로그인 필수) 

• 주석을 달고자 하는 문서의 일부를 선택하시고 주석 달기 아이콘을 클릭 하십시오.  

• ‘Add annotation’ 창에서 주석의 제목과 문구를 입력하십시오.  

•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참고. 주석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켜 Annotation 창을 찾으십시오.  
             해당 창에서 주석을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HIGHLIGHTING AND ANNOTATING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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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용어 기반의 검색 
 
열람하고 있는 초록의 색인 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색인 용어는 CABI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태그를 지정한 키워드입니다.  
색인 용어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복합 색인 용어 선택 
 

이용자들은 여러 항목에서 색인 용어를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rganism Descriptors에서 용어를 선택하고 닫은 후 Identifiers 창을 열어 검색에 포함할 
용어를 추가적으로 선택합니다.  Close(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창을 닫고 마지막으로 추가 
작업을 마친 후 Search(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진행합니다.  

MANAGING YOUR SEARCHES 

검색한 내용(키워드 및 고급)은 자동적으로 Search history(검색 기록 목록)에 추가됩니다.  
사용하신 검색어와 상세 검색 기록은 CAB Direct를 이용한 기간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My CABI에 로그인 한 경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 내용을 저장하거나 프로젝트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My Searches 탭에 검색 기록 및 저장된 검색이 보관됩니다.  

PERFORMING ACTIONS ON YOUR SEARCHES 

다음 표의 기능은 아래의 목록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earch history(검색 기록) 
• Saved searches(검색 저장) 
• Search results(검색 결과) 
• Project searches(프로젝트 검색) 

BUILDING SEARCHES FROM INDEX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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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설명 
Save search 
(검색 저장) 

결과 탭의 Save search 버튼, 혹은 Search History(검색 기록)을 통해 검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검색을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Save(저장)를 누르십시오. 
• My CABI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계정을 새로 만드십시오.  
• 프로젝트를 생성하셨다면 해당 경로로 저장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 검색은 My Searches 탭의 Saved searches에 저장됩니다.  

Create an email alert 
(이메일 알람 설정) 

• 저장된 검색이나 검색 기록에서 검색을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Email alert(이메일 
알람 설정)을 누르십시오. 

• Select search(es) from either Saved searches or Search history and 
press Email alert from the Action toolbar 

• My CABI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계정을 새로 만드십시오.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최대 10가지의 새로운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이메일에서 CAB Direct로 즉시 연결해주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Add to Project 
(프로젝트에 추가) 

• 검색을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Add to project(프로젝트에 추가)를 누르십시오. 
• My CABI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계정을 새로 만드십시오.  
•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Add to 

project(프로젝트에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Combine searches 
 (검색 조합) 

• 조합하고자 하는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 불리언 연산자인 AND, OR 혹은 NOT 중 선택하십시오.  
• Combine searches(검색 조합)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ort by project 
 (프로젝트별로 나열) 

 Show Searches(검색 보기)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에 저장한 검색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Saved Searches(저장된 검색) 옵션은 프로젝트에 추가되지 않은 검색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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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은 CAB Direct를 통해 검색 활동을 프로젝트로 정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레코드를 저장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검색할 수 있는 폴더입니다.  

MyCABI로 로그인 한다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보를 정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와 검색을 프로젝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CSV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인용문을 다른 프로젝트 회원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활성화 된, 혹은 완성된 
프로젝트만 열람하기 

프로젝트의 상태를 완성, 
혹은 아카이브로 전환 

프로젝트를 ‘card view’ 혹은 
‘list view’로 나열하기 

6. MY PROJECTS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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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jects(나의 프로젝트) 탭에서는:  

 Create new projects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1. Create New project(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여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만들기) 창을 엽니다.  
 
 
 
 
 
 
  2. 프로젝트의 이름과 설명을 기입하고 Create project(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Complete a project 
 (프로젝트 완성하기) 

  프로젝트의 목적이 달성 되었다면(예. 조직 검토),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Action 툴바에서 Complete Project 버튼을 눌러 Complete(완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Change view 
 (나열 방법 바꾸기) 

  Change view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grid’에서 ‘list’로 바꿀(혹은 반대로) 수 있습니다. 

 Change a project name 
 (프로젝트 이름 변경하기)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Activity Summary 목록을 여십시오. 
 

  2. Edit(편집)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3. 내용을 편집하고 Save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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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ROJECT CONTENTS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저장된 레코드와 검색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Log tab 
(Activity 기록 탭) 

   프로젝트에 추가 및 삭제했던 레코드와 검색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Records tab 
(레코드 탭) 

   프로젝트에 추가했던 레코드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기재 돼 있습니다.  
   (아티클 제목, 저널 제목, 저자와 출판사) 

 
Searches tab 
(검색 탭) 

   프로젝트에 추가했던 검색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기재 돼 있습니다.  
   (검색 용어, 날짜, 검색 결과 건수) 

ACTIVITY LOG TAB 

Activity Log(Activity기록)는 프로젝트에 추가됐던 레코드와 검색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하이라이트한 부분과 주석을 보여줍니다.  

Add(edit)project  summary text 
(프로젝트 요약 문구 추가하기) 

Edit Summary(요약 편집) 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한 후, Save(저장) 를 누르십시오.  

Add an activity note 
(Activity 메모 추가하기) 

Activity note(Activity 메모)에서 Add note(메모 추가하기) 링크를 클릭한 후 
메모를 입력하고 Add note(메모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Edit an activity note 
(Activity 메모 편집하기) 

Activity note(Activity 메모)에서 Edit note(메모 편집하기) 링크를 클릭한 후 
내용을 편집하고 Edit note(메모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Activity 기록 csv 
파일로 내보내기 

프로젝트 제목 

프로젝트에 저장된 검색 프로젝트에 저장된 레코드 

프로젝트 
Activity 
기록 

Change a project name 
(프로젝트 명 바꾸기) 

  1.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Activity Summary 목록을 여십시오. 
 

  2. Edit(편집)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3. 내용을 편집하고 Save 버튼을 누르십시오.  

Export project activity as CSV file 
(프로젝트 Activity CSV 파일로 
내보내기) 

 Export Activity(Activity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CSV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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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TAB 

Project Records(레코드 탭)에서는 프로젝트의 레코드 세부 사항이 표시되며 특정 레코드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및 이메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SEARCHES TAB 

검색 탬에는 프로젝트의 검색 세부 사항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검색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만들거나, 
검색들 간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에 대한 별도의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 1
	CONTENTS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