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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Started:
IGI Global은 학술서적, 학술지, 사례, 백과사전, 연
구 핸드북 등 최고 품질의 전자자원 출판에 전념하
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출판사로서 IGI
Global은 학문적 우수성의 촉진과 혁신적인 지식
의 전세계 보급을 도모합니다.
개별 e-books, e-journals을 포함한 모든 IGI
Global의 전자자원은 우리의 최첨단 XML 기반 플
랫폼과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foSci® 플랫폼은 단일, 중앙 집중식, 개인화된 게
이트웨이 중 하나입니다.
본 이용자 가이드는 해당 기관이 소유한 IGI
Global 전자 자원의 이용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
며, 해당 자료는 InfoSci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igi-global.com/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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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ci-Platform Customization and Resources
www.igi-global.com/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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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용자 리소스

사용자 지정

3 InfoSci® 플랫폼은 연구자, 저자, 그리고 도서관 담당자들
에게 도움이 될 많은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IGI Global은
특정한 검색 페이지 요구를 제공합니다.

1 InfoSci® 플랫폼은 기관별 맞춤화를 제공합니다. 도서관
은 해당 기관 로고, 기관명 및 추가적인 개인 설정을 플
랫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resources@igi-global.com에 연락함으로써 IGI Global의

연구자 페이지

E-Resources 팀에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IGI 글로벌 e-리소스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유
용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저자 페이지

리서치 툴

당신의 다음 출판물을 준비, 제출, 출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
해 자원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nfoSci®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툴이 있습니다.

도서관 페이지
IGI Global e-resource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지원을 제공

Help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보고서, 정보 및 마케팅 자료를 사서들에게

일반적인 질문과 E-Resources 연락처 정보에 대한 답변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ser Guide
본 nfoSci® 플랫폼 이용자 가이드에 대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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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브라우징하기
1

3

4

2

5

6

브라우징 옵션

검색 기능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려면 검색창에 전체 텍스트 용어,
작성자, ISBN 또는 DOI를 입력합니다. 검색대 아래에는
참고서, 연구저널, 비디오 강의에 액세스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InfoSci® 플랫폼은 연구자, 저자, 그리고 도서관 담당자들
에게 도움이 될 많은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IGI Global은
특정한 검색 페이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검색 바

3 모두 찾아보기
원하는 제목을 찾으려면 전체 텍스트 용어, 제목, 작성자, ISBN 또

원하는 제목을 찾으려면 전체 텍스트 용어, 제목, 작성자,

는 DOI를 입력하십시오. 또한 모두 찾아보기 또는 고급 검색을 선

ISBN 또는 DOI를 입력하십시오. 또한 모두 찾아보기 또는 고

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급 검색을 선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4 제품별 찾아보기

2 고급 검색

IGI Global의 참고서, 연구 저널 및 비디오 강의 목록을 보십시오.

원하는 제목을 찾으려면 전체 텍스트 용어, 제목, 작성자,
ISBN 또는 DOI를 입력하십시오. 또한 Browse All 또는

5 신규 출간

Advanced Search를 선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목을 볼 수

새롭게 출간된 책과 저널에 따라 필터

있습니다.

6 주제분야 별 브라우징
11개 분야별로 IGI Global 자료 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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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능 페이지

2

3

4

1

검색 기능
"E-Database Tools" 메뉴 아래에서
다음 검색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검색

2

기본 검색

3

고급 검색

4

전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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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페이지

1

2

7

6

기본 검색
1 기본 검색은 입력된 키워드나 구를 기반으로 관련 검색
매칭을 반환하는 XML 기반 전체 텍스트 검색 엔진입니
다.
예시:
1

당신이 Data Mining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면,
Data Mining을 기본 검색 상자에 입력하고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2

4
5

결과 구체화
2 오른쪽에 있는 Refine Results 메뉴 탐색을 사용하여 결
과를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 옵션에는 컨텐츠 유형,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연도, 주제분야 등을 포함합니다. Refine Results 메뉴

컨텐츠 표시

는 기관이 소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간 출간
새롭게 출간된 혁신적인 책과 저널의 제목을 보여주기 위해 디
자인되었습니다.

6 검색 결과에서 Show Contents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
다. Show Contents 기능은 목차의 스크롤 메뉴와 함께
주 검색 결과 페이지를 떠나지 않고 제목 전체 텍스트를
검색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4 오픈 엑세스
우리의 책, 저널 및 비디오에 주제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5 곧 출시될 타이틀
미래의 책, 저널 및 비디오에 대한 주제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결과의 하이퍼링크 제목을 클릭하여 특정 검색 결과에
7 대한 랜딩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는 인용문, 즐겨찾기로 태그 지정, TOC 보기, 보조 자료
액세스 등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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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검색 페이지

1

1

고급 검색
고급 검색은 주로 처음 검색에서 검색 필드를 빠르고 쉽게 좁
히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전체 텍스트, 작성자, DOI, 제
목, ISBN/ISSN 및 저작권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Full text 검색 박스에 Database를 입력,
Author 검색 박스에 Smith 입력,
Copyright 필즈에 2014부터 2017까지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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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색 페이지

1

2

전문 검색
2 가중치 매칭: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검색 엔진에 입력된 각 용어에 부여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텍스트 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한 가중치
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반환된 결과의 순위를 지정하
고 등급을 매깁니다.
검색 상자에 database management systems를 넣고,
linux를 제외하고, women을 추가합니다.
Database management systems의 가중치를 60%로
설정합니다. women의 경우 검색어를 40%로 설정합니
다. 검색을 수행할 때 할당된 총 중량은 100%여야 합니
다.

전문 검색은 IGI Global에서만 수행되며 사용자에게 자세
한 검색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결과에서 제외, 포함
또는 가중치를 가진 특정 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예시:
1

제외 단어: 이 검색 옵션을 사용하면
검색 결과에서 제외해야 하는 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검색을 수
행하지만 리눅스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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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페이지

1

2

5

3

Features

Available Citations

InfoSci® 플랫폼의 각 책, 저널, 기사 및 장에는 고유한 개
별 웹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웹 페이지에는 제목, 개별
책장 또는 저널 문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MLA, ALA, Chicago 등 연구물을 인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
이 있습니다.
InfoSci® 플랫폼은 RefWorks, EasyBib, EndNote 및 Mendely
와 협력하여 연구자를 위한 인용문 내보내기 도구를 제공합
니다. IGI Global 플랫폼에서 참조에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인용문을 내보내려면 해당 파트너와 자신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시:
1 텍스트를 인용합니다.
2 당신의 Profile에서 즐겨찾기로 표시합니다.
3 표시된 출판물의 내용만 검색하며, 전체 책 또는 저
널 이슈에만 검색 컨텐츠 기능이 적용됩니다.

4 Cite Book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책 전체 다운로드
InfoSci® 플랫폼의 책, 저널, 기사 및 챕터를 개별적으로 구입
하면 자체 non-DRM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5 Full-Book Download(전체 북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책 전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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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Profile 생성의 이점
1
2
3

3

프로필, 즐겨찾기,
검색 저장
이용자 프로필 만들기: InfoSci 플랫폼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면 개인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 필
을 만들고 InfoSci 플랫폼에 로그인하면 프로필, 즐겨찾기 및
저장된 검색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이메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1

Profile
여기에 모든 관련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Favorites
여기에서 저장된 즐겨찾기 책, 저널, 장 또는 기사를 보고 필터링 및 표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즐겨찾기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PDF 버전을 전자 메일로 보내거나 선택한 콘텐츠의 정보와 링크를 전자
메일로 보내거나 즐겨찾기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Saved Searches
저장된 검색은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
그인하면 저장된 검색은 오른쪽 탐색 메뉴의 Refine Results(결과 새
로 고침) 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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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페이지

1

1

2

3

For Researchers
InfoSci® 플랫폼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지원 기능
을 제공합니다. 'User Resources' 아래에 연구원들을 위한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For Researchers' 페이지는 IGI
Global e-resources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
원을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 How to use IGI Global Online Resources
사용자 가이드 및 교육 비디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주요 기능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2 Gain Access to IGI Global Resources
이 섹션에서는 모든 연구자에게 동료 검토된 오픈
액세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IGI 글로벌 타이틀을 취
득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3 Key Information About IGI Global Research
IGI Global 인덱싱 및 동료 검토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무료
IGI Global 뉴스레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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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페이지

1
2

1

3

For Authors
InfoSci® 플랫폼은 저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기능
을 제공합니다. User Resources에 For Authors 페이지 링
크가 있습니다. 'For Authors' 페이지는 다음 연구물을 준비,
제출 및 출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 및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Newsletter Sign Up
최신 연구 및 그것이 현재 사건의 추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여부
Research Trends Newsletter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

2

Publish With IGI Global

당신의 연구물을 출판하실 생각입니까?

IGI Global로 출판하는 주요 정보와 주요 내용을 보려면 이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3 Your IGI Global Contribution
IGI Global 출판물에 이미 기여했습니까?
콘텐츠에 액세스하려면 이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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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페이지
https://www.igi-global.com/gateway/librarians/

2

1

3

For Librarians
InfoSci® 플랫폼은 사서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리소스 아래에서 Librarian에 대한 페이
지 링크가 있습니다. 'For Librarisors' 페이지는 IGI Global e리소스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홍보 및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보고서, 정보 및 마케팅 자료를 사서들
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 Librarian Tools

최신 연구 및 이 연구가 Research Trends Newsletter(연구 트렌드 뉴스레터)
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최신 이벤트 추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2 Database Information

당신의 연구물을 출판할 생각입니까? IGI Global로 출판하는 주요
정보와 주요 내용을 보려면 이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3 Marketing Materials
IGI Global 출판물에 이미 기여했습니까? 컨텐츠에 액세스하려면
이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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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an Tools

1

4

5

Librarian Tools
Provides access to MARC records, usage
reports, URLS, title recommend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features.

2

1 Counter Reports

모든 IGI Global e-리소스에 대한 COUNTER4 보고서 무료 다운로드

2

MARC Records
무료 MARC 레코드를 다운로드하여 검색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3 Institution Holdings
기관이 소유한 컨텐츠 리스트를 다운로드

4 Institution Settings
기관에서 소유되지 않은 타이틀과 이용 가능한 타이틀을 검색 리소스
에서 표시하는 등의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

5 Persistent URL’s
IGI Global은 DOI 기반 영구 URL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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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필요하십니까?
Thank you for being an IGI Global customer!
We’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의견, 문의사항, 또는 IGI Global의 전자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GI Global E-Resources 팀( eresources@igi-global.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701 E. Chocolate Avenue, Hershey, PA 17033, USA
Phone: 717-533-8845 x100
Toll Free: 1-866-342-6657
Fax: 717-533-8661 or 717-533-7115

IGIGlobal
www.ig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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