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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pringerLink의 특징  

• 2배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  

• 12개 주제 → 24개 주제구분 확대 

• 검색결과 정렬 기능 강화 

• Google Logic 이용한 자동 검색어    
추천 기능 제공 

 

•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만 
검색 결과로 나오도록 설정 가능   
(노란색   박스 체크 해제) 

 

•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각 섹션별 
URL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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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최적화 서비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각각의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 제공 

새로운 SpringerLink의 특징  

• 모바일 기기 종류에 관계없이 최적화된 화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동일한 URL을 사용하면 됩니다.  

• iOS/안드로이드 App의 경우 자료 저장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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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구성 

1. 검색창  

2. 브라우징 영역 

3. 콘텐츠 영역 

 

검색창 

브라우징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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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영역 

화면 중앙 책표지 옆의 박스 색깔을 통해 
이용자  권한 인식여부 파악 가능  

자주색 – 권한 인식된 기관 이용자 

오렌지색 – 권한 인식 되지 않은 이용자 

 

Recent Activity 

•기관 이용자 

기관 내 다운로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 리스트 제공 

• 권한 미 인식된 이용자 

전체 다운로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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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기본 검색 

검색 창 

 

• 고급 검색 & 검색 팁 

검색 창 옆 ‘톱니바퀴’ 
모양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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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고급 검색 

• 키워드 검색  

• 특정 구 검색  

• 필수어 설정 

• 제외어 설정 

• 제목 포함어 검색 

• 저자/에디터 검색 

• 출판년도 검색 

• preview-only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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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 주제별 

• 24개 주제 구분  

• 결과값 내에서 소주제 별로 

재정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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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 콘텐츠 유형별 

하이퍼링크 텍스트  

• Journals 

• Books 

• Series 

• Protocols 

• Reference works 

주제 구분 하단 

콘텐츠 유형 제시  

• Articles 

• Chapters 

• References Work 
Entries 

•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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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 

검색결과 

기본값으로 라이센스 

콘텐츠와 Preview-only 

콘텐츠 모두 제시 

라이선스 콘텐츠만 확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만 검색하려는 경우, 

왼쪽 상단의 노란색 박스 

체크를 해제하면 라이선스 

컨텐츠만 검색결과로 제시 

Preview-only 결과는 
자물쇠 모양과 함께 
노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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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구조 

(1) 콘텐츠 유형 

(2) 타이틀  

(3) 설명 

(4) 저자 & 타이틀 

(5) 원문 PDF 다운로드 

 

콘텐츠 유형 구분 

• 대구분  

 Series / Book / 
Journal / Reference 
Work  

• 소구분  

 Chapter / Protocol / 
Article / Reference 
Work Entry 

 

 

(2)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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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 

검색결과 정렬 
• 관련성/ 최신순/ 오름 

및 내림차순 정렬 
 

• 출판년도 설정   
 

필터링  
• 왼쪽 메뉴에서 필터링 

옵션 제공 
 

• 옵션 선택하여 검색 
결과 정렬 가능  

 
필터링 옵션 
• 콘텐츠 유형 
• 주제 
• 소주제  
• 타이틀 구분 
•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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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페이지 

Look Inside 

미리 내용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옵션 

 

• 기관 이용자  

  원문 전체 브라우징 가능 

 

•권한 미 인식된 이용자 

  첫 2페이지 확인 가능 

파란색 bar  

항상 위에 위치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능 제공 

ex) Journal – Browse Volumes & Issues 

ex) Book chapter – Download PDF/ View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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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페이지 구성 

저널 페이지 기능  

(1) 권 & 호 브라우징 

(2) 저널 내 검색 

(3) 저널 타이틀  

(4) 저널 ISSN 

(5) 저널 설명 

(6) 권 및 호 내비게이션  

(7) 최근 아티클 목록  

(8) 저널 표지 

(9) 원문보기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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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페이지 

저널 내 검색  

오른쪽 상단 파란색 bar에 

위치한 검색창을 통해 저널 

내 검색 이용 가능  

 

 저널 내 검색 검색 결과 

상단에 검색 결과 수 / 

키워드 / 저널 이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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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페이지 

권 및 호 내비게이션  

(1) 상단 파란 막대 바에 

“Browse Volumes & 

Issues” 이용 가능  

(2) 권/호 검색 

(3) 모든 권/호 검색 

• 최신 순으로 정렬된 

Volume 리스트 제공 

• Online First 

아티클을 포함한 최신 

콘텐츠 제공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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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페이지 

저널 정보 

저널 페이지 하단에서   

저널 상세 정보 확인 가능 

 

(1) 저널 서지 정보  

(2) 링크 정보(Additional Links) 

• Register for Journal 

Updates 

• Editorial Board 

• About This Journal 

• Manuscript Submissio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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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Issue 페이지 – 특정 주제 컬렉션 아티클 제공   

• 저널 issue 페이지에서 특정 

주제 컬렉션에 포함된 

아티클은 Topic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다. 

 

•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갖다 

되면 팝업 알림창이 

나타난다. 해당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주제 컬렉션 

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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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아티클 페이지 구성 
(1) 원문 PDF 다운로드 및 

아티클 보기 (HTML) 

(2) 저널 타이틀 / 출판 년도     

/ 권호 / 페이지 

(3) 타이틀 

(4) 저자 

(5) 원문 PDF 다운로드 및 내용 

보기 (HTML) 

(6) 초록 

(7) 원문보기 

(8) 해당 아티클 보기 링크 

(9) 서지정보 반출 

(10)저널 업데이트 

(11)저널 정보(springer.com) 

(12)자료 이용권한 요청 

(13)Papers 등록 

(14)해당 아티클 관련 자료 

(15)보충자료 

(16)참고자료 

(17)아티클 정보 

(1) 

(2) (3) 

(4) 

(5) 

(6) 

(8) 

(7) 

(9) 

(14) 

(16) 
(17) 

(15)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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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아티클 페이지 구성 

아티클 정보 

 

(1) 아티클 서지 정보 제공 

(2) 링크 정보(Additional Links) 

• Register for Journal Updates 

• Editorial Board 

• About This Journal 

• Manuscript Submission 

(3) 주제 / 키워드 

(4) 저자 정보 및 소속 기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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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아티클 metrics: Altmetric 지표 제공 

• Altmetric 지표가 아티클 

Abstract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공유된 횟수가 Share button에 

표시됩니다. 

• Share 링크를 클릭 시, 

해당 아티클에 대한 

Altmetric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세한 commen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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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페이지 구성 

(1) 도서 내 검색 

(2) 출판 년도 

(3) 제목 

(4) 저자 

(5) ISBN 

(6) 목차 

(7) 책 정보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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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페이지 

(1) 
(2) 

(3) 
(4) 

북 챕터 별 브라우징 

목차를 통해 각 챕터별로 

브라우징 가능 

 

목차의 각 챕터 항목은  

아래의 정보를 함께 제시 

(1) 콘텐츠 유형 

(2) 챕터 타이틀 

(3) 저자정보 

(4) 해당 챕터 다운로드 

(5) 전체 챕터 다운로드 

도서 내 검색  

상단 파란 막대 검색 창을 

통해 책 내 검색 이용 가능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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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챕터 페이지 구성 

 

(1) 전체 챕터 PDF 다운로드 

(2) 해당 챕터 PDF 다운로드 

(3) 미리 보기  

(4) 초록 

(5) 해당 챕터 보기 링크 

(6) 서지정보 반출 

(7) 해당 북 정보(springer.com) 

(8) 자료 이용 권한 요청 

(9) Papers 등록  

 
 

(3) 

(4) 

(8) 

(5) 

(6) 
(7) 

(2) (1) 

(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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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챕터 페이지 

책에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1) 상단 파란색 bar 아래 

노란색 표시  

(2) 원문 다운로드 대신 

“Look inside” 와  “Get 

Access” 아이콘 표시 

(3) 책 표지 아래  “Within 

this Chapter” 링크 

비활성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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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pringer Korea Limited 

이상민 대리 

T. 02-3143-3542 

E. simon.lee@springer.com 

M. 010-8765-0184 

mailto:simon.lee@spring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