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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간된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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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등록된 리뷰
2.  베스트셀러 타이틀
3.  주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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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rowse –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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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제별 선택 시
1.  출판 종류: 책, 책 시리즈, 저널
2.  출판 연도: 작년, 6개월/3개월/한 달 전
3.  세부 주제: 건축/건축 경영, 아시아 연구 등
4.  책 종류: 교재
5.  결과 나열 방법: 한 페이지 당 결과 수, 정렬 방법



2-1. Browse –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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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주제 선택 시
1.  세부 주제
2.  해당 저널
3.  새로 출간된 타이틀
4.  새로 등록된 리뷰
5.  베스트셀러 타이틀
6.  교재
7.  북 시리즈



2-2. Browse – by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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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항목 선택 시
1.  검색창
2.  새로 출간된 저널
3.  주제별 브라우징
4.  최신 원문



2-3. Browse – by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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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항목 선택 시
1.  새로 출간된 타이틀
2.  새로 등록된 리뷰
3.  주제별 브라우징
4.  베스트셀러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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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earch – Basic Sear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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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검색 시
1.  돋보기 아이콘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인용구 중 선택, 
단어/구절/DOI/ISBN/키워드/저자 등을 입력, 엔터 및 돋보기 아이콘 클릭

2.  고급검색: 보다 복합적인 검색 가능



3-1. Search – Basic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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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
1.  출판 종류, 원문 종류, 출판 연도, 저자, 출판물, 키워드, 주제, 책 종류로 결과 필터
2.  원문 및 챕터, 혹은 책 제목에 한하여 검색 결과 나열
3.  검색 결과 저장(개인 계정 필요) 및 RSS 설정
4.  고급 검색, 검색 기록, 검색 저장소를 이용하여 검색 구체화
5.  한 페이지 당 결과 수, 정렬 방법 지정하여 결과 나열 방법 선택



3-2. Search – Advanced Search

 고급 검색 팁
1.  불리언 연산자 검색: AND, OR, NOT의 불 연산자 이용(미 지정 시, AND로 자동설정)

2.  저자 검색: 여러 저자 검색 시 AND와 OR 응용 가능
3.  구문 검색: “”(따옴표) 활용으로 해당 구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검색 가능
4.  와일드카드: ? 사용 시 하나의 특징에 제한, * 사용 시 그 이상의 특징에 제한하여 검색

예) Europe* -> Europe and European, Europe? -> Europe
(단, 검색어 시작과 인용 부호로 된 구문 검색 시 사용 불가능)

5. DOI 검색: 10.3366/code.2016.0000 형식을 사용하여 DOI 검색

인쇄본 출판 이전에
출간된 원문들 포함 여부

검색 기록 및 검색 저장소



4-1. Acces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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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저널 선택 시
1.  온라인 제공 가능: 검토가 끝난 최종 버전, Volume/원문/DOI로 검색 및 인용 가능
2.  최근 Issue: 가장 최근에 발행된 Issue
3.  저널 Issue: 저널에서 제공 가능한 Issue
4.  도구 및 공유:기관 도서관에 추천/RSS 외 다양한 SNS 공유 기능
5.  개요: ‘here’ 클릭 시, 명시된 연도에 대한 모든 원문 개요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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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cces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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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저널 선택 시
1.  최신 원문
2.  가장 많이 열람된 원문
3.  가장 많이 인용된 원문



4-1. Access Jour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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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원문 선택 시
1.  열람 가능 여부
2.  표, 참조, 관련 원문, 세부 정보
3.  원문 열람: PDF/PDF Plus
4.  초록



4-1. Access Journal Article



4-2. Access Book

 특정 책 선택 시
1.  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  챕터별 설명
3.  책에 대한 리뷰
4.  보조 자료



4-2. Access Book Chapter

 옵션
1.  오프라인 열람을 위해 저장
2.  문서 다운로드
3.  문서 인쇄
4.  디스플레이 옵션

1.  북마크 공유
2.  다운로드
3.  인용구 내보내기

저장된 오프라인 파일



THANK YOU!

㈜제이알엠
02-2038-8519 

www. jrm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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