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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소개

 아래 20개 주제 분야를 포괄
 Academic monographs 
 Perpetual Access or Subscription
 Front-list publishing
 대학 출판부로서는 최대의 모노그래프 컬렉션으로 현재

16,000+이상 제공 (기관마다 구입에 따라 이용가능 이북
수는 다름)
 500권 이상 노벨상을 포함한 유수의 권위 있는 수상자들
을 저자로 함. 
 원 저자에 의한 Chapter level 요약문 : Discoverability

경영학 사회복지학 역사학
경제학/금융학 사회학 완화치료

고전학 생물학 음악
공중위생학 및 역학 수학 정치학

문학 신경학 종교학
물리학 심리학 철학
법학 언어학



Main page

A. 주제별 브라우징

B. 아래의 Scholarship Online을 포함 또는 Oxford Scholarship 
Online 만으로 한정하여 검색

- Oxford Univ Press / The American Univ in Cairo Press

- Univ of Chicago Press / 

- Univ of California Press / Edinburgh Univ Press

- Univ Press of Florida / Fordham Univ Press

- HongKong Univ Press / The Univ Press of Kentucky

- Manchester Univ Press / Policy Press 

- The MIT Press / Stanford Univ Press  (Launching 2013)

C. 고급 검색

D. 기본 검색 - Chapter abstract, book level 에 한정

E. 검색 대상이 되는 주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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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A. 현재 검색 결과 내에서 재 검색
B. 정렬 – 관련도, 타이틀, 연도, 저자
C. “서지사항 보기” - 3 단계 (간략, 보통, Full)
D. 인쇄, 저장, 메일 보내기, 북마크, 글자 크기 조정
E. 검색 결과를 PDF 로 다운로드
F. 검색 결과 확장 또는 제한하기

- Unlocked (자 관에서 구입한 이북), Free, OA 등으로 정렬
- 가장 최근 타이틀
- 검색 확장 (OSO 외 5 개 Scholarship 타이틀도 포함)
- 대학출판부별로 보기
- 주제별로 보기
- 발행연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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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age

A. 서지 사항과 초록
B. 관련 주제 분야
- 해당 주제 분야 타이틀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 관련 타이틀이 있는 경우 리스트되어 나타남
C.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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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Page

A. 목차와 챕터
B. 참고 정보원
C. 초록, 키워드, 챕터 원문
D. PDF 로 해당 챕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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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A. 검색 대상 지정
B. 검색 박스 삭제 또는 추가 가능
** Tip 검색 대상과 키워드를 여러 개 지정하길
원할 경우, “add”를 클릭. 
C. 발행 날짜 지정 (인쇄 버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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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by Subject

A. 가장 최근에 발행된 타이틀
B. 하부 주제와 타이틀 수
C. 해당 주제 분야에 포함되는 타이틀 리스트
다운로드
D. 검색결과 재정렬
- 건 수, 알파벳 또는 발행 날짜, 시작 문자
- 서지사항 보기 3 단계 (간략, 보통, Full)
E. 타이틀 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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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www.ebsco.co.kr
Tel. 02-59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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