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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ide Web – Millions of web pages! 

 

Web pages containing search tools (DATABASES)  

 

Web Search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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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AND" Queries – 입력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제공 

• Enter keywords in order of importance – 중요한 키워드를 더 앞에 입력하기 

• Use parentheses – 괄호( )를 사용하여 검색 키워드 사이의 우선순위 설정 가능 

• Automatic Exclusion of Common Words – a, the, of 등 평범한 단어 검색 키워드에

서 제외 

• NOT case sensitive –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음 (연산자 OR는 예외!!!) 

• Spell Checker – 자동으로 철자 오류 수정 후 검색 

• '+' 연산자는 Google 검색 기술이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공통 단어, 문자 또는 숫자를 

결과에 포함 (예: +de knuth) 

• '-' 연산자는 이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결과를 모두 제외 (예: flowers -

author:flowers) 

• 구문검색은 정확히 일치하는 구문을 포함하는 결과만 반환 (예: "as you like it“) 

• 'OR' 연산자는 검색어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결과를 반환 (예: stock call OR put) 

• 'intitle:' 연산자는 검색어가 자료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만 반환 (예: intitle:mars) 

• ‘author:' 연산자는 검색어가 자료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만 반환 (예: 

author:Dew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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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찾을 땐? 

 ”African-American Museums, History, and the 

American Ideal” 

 intitle:”American Museums” 

저자 이름으로 찾을 땐? 

 author:”J Flemingdeal” OR author:”John E 

Flemingdeal” OR author:”JE Flemingdeal” 



주제 키워드로 찾을 땐? 



주제 키워드로 찾을 땐? 



주제 키워드로 찾을 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