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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P Main Homepage

Location) http://www.oxfordjournals.org/

* OUP Main Page
A: 저널별 브라우즈
B: 주제별 브라우즈
C: 간략 검색 - Search Articles
D: Advanced Search
E: My Account – 계정 관리(관

리자 또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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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Location) Main Page Advanced Search

*Advanced Search
- 불리안 연산자: and, or, not, (, ) 지원
A. 이슈정보로 검색 제한
B. DOI로 기사 찾기
C. 키워드로 검색: 검색범위를 제목, 초록, 
원문으로 확대 및 제한 가능
D. 저자명 검색
E. 특정 저널로 검색범위 제한 (다수 저널도
선택 가능: ctrl키 이용
F. 주제분야로 검색범위 제한
G. 날짜 및 기사 형태로 결과 제한
H. 검색 결과 정렬 방법 설정



Search Tips 1

1.불리안 연산자
A and B  -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아티클 검색
A or B - A와 B중 적어도 하나는 만족하는 아티클 검색
A not B -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아티클 검색
A B - 공백은 or로 인식

2. 구검색
: “ A B” - A와 B가 동시에 순서대로 포함 되어 있는 아티클 검색
3. Wildcards(*)

: 입력한 키워드로 시작되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아티클 검색; child* 로 검색하
면 child, childcare, children 등이 검색됨

4. 대, 소문자 구별
: 대문자로 검색한 경우, 소문자로 표시된 키워드는 검색되지 않음



Search Tips 2

- 전체 기사명이나 제목의 일부로 검색하고자 할 때는 인용기호(“,”)를 표
시하거나 ‘phrase’ 부분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검색
이 가능합니다.

- Wild Card (*)를 이용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hospha*를 입력하시면 phosphatase와 phosphate가 들어간 결과
를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 Search Errors
1. 검색엔진 자체의 문제
2. 키워드와 매치되는 아티클이 없는 경우: 

“ Your search retrieved zero articles” 메
시지 확인



Search Result 1
정렬 방법 변환 가능

해당기사가 수록된
저널의
homepage로 이
동

해당기사의 초록, 
원문 이용(html, 
PDF)



Search Result 2: condensed format

A. 해당 검색식을 개인 계정에 저장

B. 선택한 기사의 초록을 새창에서 열기

C. Citation Manager 이용해 다운로드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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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 Article

* Abstract Home
A. Full text: 해당 초록의 기사 전문(Full text) 보기
B. 해당 아티클이 인용되면 이메일로 알려주도록 신청
C. 해당 아티클에 수정된 부분이 생기면 이메일로 알려주도록 신청
D. 해당 아티클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추천
E. 유사한 아티클을 해당 저널 내에서 찾아보기
F. 유사한 아티클을 PubMed에서 찾아보기
G. 해당 저널의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알려주도록 신청
H. 개인 계정 리스트에 추가
I. Citation Manager 이용하여 서지정보 다운로드 받기
J. 해당 기사를 다른 저작물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메뉴
K. Google Scholar에서 관련 기사 찾기 (동일 저자 논문 등)
L. PubMed에서 관련 기사 찾기 (동일 저자 논문 등)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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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of Article (HTML)



Full text of Article (PDF)



A

B’

B

Browse (by Title)

Location) Main page – 오른쪽 중간의 Journals A-Z

* Browse (by Title)
A. 홈페이지 main 화면에서 해당 저널
찾아서 바로 해당 저널 페이지로 이동
B. 저널명에 해당하는 알파벳 클릭하면
넓은 화면에서 저널 브라우징 가능
(B B’)



Browse (by Subject)

Location) Main page 왼쪽 중간 부분의 “Journals by Subject”

* Browse (by Subject)
: 5개의 주제별로 브라우즈
1. 주제의 알파벳 두문자별 브라우즈
2. 주제별 홈으로 이동: 저널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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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Homepage 1

* Journal Homepage
A. View Current Issue: 가장 최신
이슈의 목차 및 전문 열람
B. Advance Access: 바로 이전 이
슈의 목차 및 전문 열람
C. Search This Articles: 해당 저널
내에서 아티클 검색
(C’ – 상세 검색)
D. IATEFL
E. OUP’s “Journal” website
F. CD-RO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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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Homepage 2

* Journal Homepage (2)
A. About this journal: 저널 소개
B. Publisher’s Books for Review
C. Key Concepts in “Journal”
D. Editor: 편집진 소개
E. Instructions to authors
F. Email table of contens
G. CiteTrack
H. XML RSS feed

Alerting



별도의 아카이브 구독
없이 이용 가능한
Back Issue 범위 표시

Journal Homepage 3: Browse the Archive

* Browse the Archive
: Online으로 제공되는 모든
Back Issue 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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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Homepage

Location) 저널 홈페이지 특정 이슈 선택

* Current Issue
A. 해당 저널의 alert 서비스 등록
B. 해당 이슈 내에서 저자별 브라우즈
C. 해당 이슈 내에서 아티클 검색
D. 모든 이슈 범위에서 검색
E. 관심 있는 아티클에 체크 표시하고
“Get All Checked Absract(s)” 클릭하면
선택한 아티클의 초록 한꺼번에 열람
F. 아티클의 초록 및 전문 열람



Get all checked Abstract

Location) 저널 홈페이지 이슈 선택 기사 제목에 check 표시 Get all checked Abstract

* Get all Checked Abstract
: 선택한 아티클의 초록을 한꺼번에 열
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록을 열람하
는 편리한 기능
1. 아티클의 서지사항
2. 선택한 아티클의 초록 열람하고,  원
문 포맷 (HTML, PDF) 선택하여 전문
열람



Location) 저널 이슈 홈페이지 동일 저널 내 아티클 검색 메뉴에서 “Search ALL Issues” 클릭

Search ALL Issues within the journal

* Articles Search
A. 서지사항으로 아티클 검색
(정확한 접근점 연도, 볼륨, 페이
지 정보 등을 알고 있어야 함)
B. DOI 번호로 아티클 검색
C. 저자 이름으로 검색
D. 아티클의 타이틀, 초록, 전문
에서 검색
E. 기간 제한
F. 주제 제한
G. 기사 검색 범위: 모든 기사 또
는 리뷰 기사만 검색
H. 검색결과의 정렬방법 선택: 
한 페이지의 표시건수, 정렬순
서(적합도, 발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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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lerting 1: e-TOC alerts (A)

* Content Alerting
: OUP 홈페이지에서는 3가지 종류의
alerting service 제공
1. e-TOC alerts (Table of Contens)
2. RSS Feed
3. PDA Alerts



Content Alerting 1: e-TOC alerts (B)

TOC 받고 싶은 저널을 선택한 후
“Save e- TOCs” 클릭! (등록한
alerting 없애고 싶을 때는 선택된 것 체
크 해제하고 클릭)



Content Alerting 1: e-TOC alerts (C)

Email alerting 화면



Content Alerting 2: XML RSS Feeds (A)

* RSS Feeds
: email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RSS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RSS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windows 상에서
alerts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 Alerting 2: XML RSS Feeds (B)

* RSS Feeds
: alert가 windows 상에 나타나
해당 이슈 page로 이동할 수 있
도록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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