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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 검색
- 불리안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
- CrossRef 검색
1. And / Or / Not 검색기호 사용
“Add Row” 로 키워드 입력공간
확보
2. 검색결과 제한
Favorite 저널 또는 구독 저널
로 한정하거나 타이틀별로 한정
3. 검색되는 날짜 지정
4. 결과 형식 지정

Search Tips
* Search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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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검색
“ A B” - A와 B가 동시에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는 아티클 검색
하나의 검색박스에 입력되면 구검색으로 인식됨
3. Wildcards(*)
입력한 키워드로 시작되는 키워드가 들어 있는 아티클 검색
우물라우트(ü)나 액센트(é) 같이 영문자가 아닌 경우 사용
예)child* 로 검색하면 child, childcare, children 등이 검색됨
3. 대, 소문자 구별 없음
4. 구두점 검색 안됨. 공백으로 처리됨
예외_괄호(), 별표(또는 와일드카드), 저자명에서의 하이픈(-)의 사용
예) “Ca2+-activated K+”

Search Results
* Search Results
1. 검색 범주와 키워드확인
2. 검색식 수정
3. 검색된 아티클 중 관심
있는 아티클을 선택한 후,
- 선택된 아티클의 서지
사항, 초록을 일괄적으로
확인,
- 이메일/다운로드/프린트
가능
4. 저널 아이콘 클릭하여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
5. 검색결과의 정렬방법
재설정 ( 검색 건수, 적
합도, 발행시기)
6. 주제별 검색/브라우즈
- 출판사 자체 주제분야 중
최소 2 개 이상 주제 나열
- 저자 검색, 원문 내에서
키워드 검색
7. MatchMaker: 해당
아티클의 주제 분석 후,
그 주제와 유사한 다른
아티클 검색

MatchMaker Screen-shot

Browse - Journals by Title

* Browse Journal
1. 저널별 알파벳 순으로 나열
인덱스가 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 가능
2. Favorite journals, 구독분에 대해서만 별도
브라우즈 가능
3. 브라우즈 결과 중 특정 저널의 타이틀 클릭
하여 해당 저널의 홈페이지로 이동

Browse - Articles by Discipline

* Browse Articles
1. Browse에서 “Article by Discipline”
을 클릭한 후 화면으로 Sage 출판사의
아티클이 5개의 대주제로 분류 되어
있으며, 특정 주제 선택
2. “Social Science” 중
“Management” 라는 주제로 브라우즈
한 화면으로, 다시 소주제 선택하여
브라우즈 요청
3. 소 주제로 분류되는 아티클 확인 및
초록, 전문 열람

Journal Homepage

* Journal Homepage
1. Browse the Archive-온라인으로 목
차, 초록, 전문 이용 가능한 연도와 이슈
확인
* 컨소시엄으로 1999년부터 원문제공
2. Search for Articles-해당 저널내에서
아티클 검색
3. Current Issue-가장 최신 이슈의 목
차 및 전문 열람
4. Article Statistics
1) Most-Read Articles: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열람된 아티틀
2) Most-Cited Articles: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
5. Quick Search-해당 저널 내에서 아
티클 검색
6-1. Alert service - 저널의 새로운 이
슈가 발행될 때마다 email로 목차 서비
스를 받기 위해 신청
6-2. RSS Feed – Alert 서비스의 일종으
로, 웹 상에서 실시간 정보 확인
7. 기타 관련 정보, ISSN 정보 등

Browse Archive

* Browse Archive
1. 저널 내 검색 메뉴 제공
- 고급검색으로 이동
- 검색 히스토리 확인 및 수정
2. Journal Navigation
- 저널 홈으로 이동
- 구독정보 확인 등
3. 주요 정보 안내
4.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5. 전체 온라인 이슈의 아카이브
정보 제공
6. 개인계정 관리

Current Issue

* Current Issue
1. 해당 저널의 Alert Service 등록
2. 해당 이슈에 아티클을 발표한
저자별 브라우즈 제공
3. 해당 이슈 내에서 아티클 검색
“Search ALL Issues” 선택 시,
일반 상세검색 화면으로 링크
4. Marked Citations를 통해 색인
정보 저장
- “My Marked Citation” 탭을 통해
저장된 정보 확인
5. 아티클의 초록, 전문, 참고 문헌 정
보 확인

Screen-shot of Abstract

* Abstract Home
1. DOI 정보 등 해당 아티클 서지 정보 제공
저자 정보, 이메일 주소 링크
2. 아티클의 전문 및 참고문헌 확인
3. Alert Service
- 해당 논문이 인용되는 경우
- 해당 논문이 수정되는 경우
4. 해당 저널과 내용이 유사한 아티클을 검색
5. 해당 저널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받고자 할
때 저널 Alert 설정
6. 색인 저장, 색인 관리자 다운로드
7. 개인 계정(My Marked Citations)에 저장
8. Google Scholar를 통해 동일 저자의 다른
아티클 검색
9. Social Bookmarking
- 출판처에 관계없이 모든 북마크된 정보를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Registration

* Registration
1. Main page에서 Sign In 클릭. 화면에 이메일 주소 등록
2. 개인 이용자 등록 정보 입력,
이때 출판사 컨택방법 결정해야 함(주로 이메일 선택)
3.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출판사로부터 등록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됨
“Log Me In” – 자동 로그인 여부 선택

Favorite Journals

* Favorite Journals
: 개인 계정에 관심 있는 저널 등록
1. My Tools 탭 선택, 로그인
2. Sage의 저널 중 관심 있는 저널 선
택
My Tools 의 Favorite Journal 탭에서
선택된 저널 확인 가능하며 추가,
삭제 가능.

Alert Service

* Alert Service (목차 서비스 신청)
1. My Tools 의 Alert 탭 선택한 후, Alert 등록
상태 확인 및 수정(Modify 클릭)
2. My Content Alerts - Sage 저널을 알파벳
혹은 주제별로 정렬한 후 관심 있는 저널을
선택하여 Alert Service(목차 정보, 신규이슈
발간상황, 특별안내관련 정보) 신청
3. SJO Search Alerts – 검색 식을 Alert
Service 로 신청하여 검색 식에 맞는 새로운
기사가 발행될 때마다 정보 제공됨

Saved Citations/Searches

* Saved Citations/Searches
1. My Tools 의 Saved Citations/Searches 탭
선택한 후, 저장된 서지사항, 검색식 확인
2. Folder는 Primary와 Deleted 로 구분
- 폴더 생성하여 폴더로 관리함
- 폴더명 재지정 가능
- 선택된 아이템을 지정된 폴더에 이동 또는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