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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RGER에서 출판하는 저널 및 컨소시엄 타이틀 브라우즈

2

검색

3

주목할 만한 저널 및 단행본 안내



Journals – Current 

저널 리스트 알파벳 순으로 브라우즈 가능

Archive 로 이동



Journals – Archive 

Active와 Discontinued 
로 구분되어 있어

아카이브 자료를 효율
적인 브라우즈 가능

Current로 이동



Browse -Journal Home 
1

해당 저널의 제공연도 및
발행 이슈 안내

2 Alerts 및 RSS Feed 서비스
설정

3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지난
달의 Top 5 아티클



Browse - Issue Page 

브라우즈 이슈 확인

1

해당 저자의 아티클 및 출판물 찾기

3 해당 아티클의 초록 및 원문 제공

2

4

해당 이슈 내 검색

5

해당 저널의 Impact Factor 
확인 가능



Browse - Author Article

해당 아티클의 저자를 클릭하여 동일
저자의 다른 기사나 출판물 확인 가능

Click



Browse – Abstract (1)

1

아티클 저자 소개

2

- PubMed에서 브라우즈

- Citation 다운로드

- 해당 아티클을 추천하기



Browse – Abstract (2)

3

4

5

6

아티클의 키워드

초록

저자 연락처

아티클 정보



Browse – Full Text (HTML)



Browse – Full Text (PDF)



Search 
1. 간편 검색(Quick Search)

2. 상세 검색(Advanced Search)

1 갖고 있는 검색 조건에 따라
Keyword 입력

2

찾을 페이지 선택

3

정렬방법

단행본/저널 타이틀 선택/ 4
5 1998년 이전 자료/1998년 이후 제한검색



간편검색 - Search results 1

검색 키워드 확인

2

구체적인 Keyword를 통해
검색결과 좁히기

3

정렬방법선택

입력한 Keyword 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검색



상세검색 - Search results 

상세검색을 통해 컨텐츠나 발행
년도 등에 따라 검색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아티클 검색 가능



What is RSS Feed & Alerts Service ?

ü Alerts : 해당 저널의
새로운 이슈가 발행될
때마다 Email로 전송
되는 서비스

ü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Feed 는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저널의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정 후 피
드탭에서 확인 가능



RSS Feed 

1

새롭게 출시되는 단행본에 대한 RSS Feed 설정
2 관심 있는 저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RSS Feed 설정



TOC Alerts Service
Registration : Email Address 입력

1 Email 주소 변경 및 Alerts 주기 변경

주제/저널/단행본 중 Alerts 을 원하는 컨텐츠 선택

2

3

Alerts 관련하여 설정한 내용 Email 로 전송



TOC Alerts Service

Email Address

Email Address



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