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

e-article 학술 Database 소개

II

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I

e-article 부가 기능 안내

e-article 학술 Database 소개

I

1 개요
㈜학술교육원 e-article Database는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학술단체의 학술자료를 검색,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단체 및 간행물 소개, 저자소개 등 다양한 정보제공 을 통해 학술단체 관리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서비스 현황
㈜학술교육원 e-article Database는 인문,사회,자연,공학,의학,예체능 등 학문 전 분야에 걸쳐 학술지, 학술대회 자료,
학회 단행본 등 학술단체의 간행물 전체에 대해 창간호~최근호까지의 기사검색 및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ISS, 네이버 전문정보, google 스칼라 등과 e-article 제휴 서비스 중
분야

제공 학술단체 수

분야

제공 학술단체 수

인문학

208

의/약학

49

사회과학

364

농/수/해양학

47

자연과학

27

예술/체육학

88

공학

67

복합학

20

계

1

2018년 현재 580여 학술단체의 870여종 간행물 원문서비스 중

e-article 학술 Database 소개

I

3 주요서비스학회
인문사회계열 : 대한영어영문학회, 한국광고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서울학연구소 등
자연과학/공학계열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ITS학회 등
예술/체육계열 :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트랜드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 한국스포츠학회 등
기타계열 :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응급구조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임상약학회 등

4 기대효과
파일형태의 자료 구입 및 보존, 정리, 이용을 통한 도서관 업무의 개선
인터넷을 통한 시공간의 제한 없는 자료 이용 기능.
연속간행물 관리의

전공관련 전문 논문의 활발한 이용을 통한 학습기능.

편의성 증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원문서비스 제공기능.
서가 공간 문제 해결
과월호 학회지 수집의 어려움 해결.
학술자료의 손실 문제 해결

2

이용자의 요구에

특정학회의 간행물을

맞는 학술자료 검색의

창간호~최근호까지

효율성 극대화

검색 및 다운

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

1 e-article 접속(서울도서관, 서울시청 관내에서 접속 시)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한 직접 접속

- “자료검색” 메뉴의 “구독 DB” 의 4번 “E-article” 선택

- 포털사이트에서 “학술교육원” 검색 후 접속(관내 자동인증)

Clic
k

check

Cli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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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

e-article 메인 페이지(http://www.earticle.net)로 연결 및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자동 인증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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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

2 e-article 접속(서울도서관, 서울시청 관외에서 접속 시)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한 직접 접속

- “자료검색” 메뉴의 “구독 DB” 의 4번 “E-article” 선택

- 포털사이트에서 “학술교육원” 검색 후 접속

Clic
k

Cli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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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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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메인 페이지(http://www.earticle.net)로 연결

입력
기관회원 메뉴에서
“서울도서관”선택
ID : seoul2017(소문자)
PW : webdb2017!(소문자)
또는
ID : seoul2018(소문자)
PW : webdb2018+(소문자)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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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

e-article 메인 페이지(http://www.earticle.net)로 연결 및 인증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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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

3 e-article 접속(모바일로 관내, 관외에서 접속 시)
모바일에서 http://m.earticle.net 접속 또는 모바일 내 포털사이트에서 “학술교육원” 검색 후 접속

4
1

2
3

1 모바일 페이지내의 “로그인” 클릭

2

“기관회원”에서 “서울도서관” 선택 후

3

ID : seoul 2017 PW : webdb2017!

4 “서울도서관” 인증 확인 후 이용

또는 ID : seoul 2018 PW : webdb20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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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

e-article 검색은 크게 기본검색, 분야별 검색, 상세 검색, 기관별 검색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4 기본검색 (BASIC SEARCH)
찾고 있는 자료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을 때 원하는 정보를 한 번의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세검색 (ADVENCED SEARCH)
보다 자세한 서지사항을 폭 넓고 정확하게 검색하여 결과를
제공합니다.
① 상세검색은 크게 검색범주설정과 검색결과설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② 검색범주는 제목, 저자, 키워드, 기관명&간행물명, 초록이며 각각의
항목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③ 검색결과는 발행년도, 정렬방법, 검색결과의 갯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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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II

6 분야별 검색
원하는 분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를 기준으로 발행기관을 분류하였습니다.

① 하나이상의 분야를 선택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지정범주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② 해당분야에 속한 발행기관의 자료를 트리구조로 보실 수 있습니다.

7 간행물 검색
가나다 또는 분류별 간행물 검색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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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접속, 인증, 검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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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행 기관별 목차 검색
찾고자 하는 기관의 발행 자료를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맞춤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발행기관은 콤보상자를 열어 선택하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발행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간행물을 선택한 후 권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발행기관, 간행물, 권호가 선택되면 해당 기사를 페이지 순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⑤ 검색범주를 발행기관, 간행물, 권호로 한정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11

e-article 부가기능

III

- 내서재 서비스는 e-article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서재, 관심저널등록, 책장관리, 검색 히스토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공간입니다.
- 내 서재 서비스는 별도 개인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원문이용은 가능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1

회원가입 후 “내책장”을 로그인 하시면 서지정보 저장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여부 및 로그인은 원문다운로드와
관계가 없습니다. 원문이용은 원문이용계약이 맺어있는 기관,단체의
구성원에 한하여 서비스됩니다.

2

서재관리
기본책장이 하나 주어지면 추가로 5개의 책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각 책장에는 최대 30개까지 논문목록을 저장하실
책장을 새로 만들거나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3 관심저널
즐겨 찾으시는 학회나 소속된 학회를 관심저널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최대 15개 학회까지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의 SDI(최신자료서비스)를 허락하시면 관심저널의
신착자료 소식을 e-mail로 전해드립니다.

4 검색 히스토리
로그인해서 로그아웃까지 이용자가 검색하신 기록이 임시
저장됩니다. 로그아웃 하시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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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최근업데이트 및 신규간행물 안내
최근업데이트 간행물 및 새롭게 추가된 간행물에 대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의 “e-article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권,호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6 주간인기논문 안내
한주간에 e-article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이용된 논문을
보여줍니다.
MORE를 클릭하시면 1위부터 10위 까지 주간별 인기논문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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