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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Y
• 1807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과학 기술 분야의 선구적인 출판사.
• 원문 정보 구축년도 & 제공년도: 최대 1997 ~ current
• 주제분야
– 화학, 물리학, 의학, 생명공학, 농업, 경영/경제, 교육, 심리학 등
– 전 주제 분야
• 저널종수 : 제안서 및 구독 컬렉션별 타이틀리스트 참고
• 저널이용 홈페이지: https://onlinelibrary.wiley.com/

Feature of New Platform
• 학생, 연구자, 전문가, 교수 등 이용자가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쉽게
발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
– 콘텐츠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검색 기능과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새로운 기능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유기적이고 직관적인 플랫폼 경험 제공
– 향상된 도서관 브랜딩 기능을 통한 관리자의 편의성 증대

• 사이트 보안 강화를 위해 도메인 주소에 “HTTPS” 사용
• 브라우저 호환성
–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
–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최신 안정화 버전)

• WOL의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
–
–
–
–

1,600종 이상의 peer review를 거친 학술 저널 (400만 건 이상의 아티클)
22,000권 이상의 온라인 도서, 225종 이상의 전집으로 구성된 참고자료 및 핸드북
18종의 Current Protocols (18,000개 이상의 주요 프로토콜이 포함된 실험 매뉴얼)
13종의 데이터베이스 (화학 및 근거중심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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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또는 기관 로고 확인 (Branding)
- IP 등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상단에 표시됨
2. 이용자 페이지
- WOL 개인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페이지
3. 간편 검색
4. 저널, 레퍼런스, 온라인북 별도 페이지 제공
5. 수요자 층에 따른 자원 제공 페이지 제공
6. 주제별 페이지 제공

Home Page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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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ley로 이전 또는 새로 발행되는 저널 및
이북/레퍼런스 소개
2. WOL 이용 관련 링크, FAQ 제공, Wiley 뉴스
등 컨텐츠 외 유용한 자료 제공

이용자 계정

1
1. 등록된 계정이 없는 경우 이메일로 간단히
생성 가능함
2. 등록된 이용자는 로그인 후 계정 내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음
- 검색 및 브라우징 결과 저장
- 콘텐츠 알림 설정
- 계정관리

Browse – Type of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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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텐츠 유형별 브라우즈 링크 제공
- 저널, 참고서적, 온라인북
2. 필터 기능
- 알파벳 (숫자 포함) 순 필터
- 주제별 필터
- 필터 해제 시 전체 타이틀리스트 제공

Browse –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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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Issues ?
- 온라인 전용 기사 모음
- 저널 편집자 또는 게스트 편집자에
의해 선별되어 저널 컨텐츠의 깊이와
폭을 보여줌
- 관련 분야에 대한 출판물의 풍부한
역사를 활용하여 고전적이고 고품질의
영향력 있는 기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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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주제별 브라우즈 링크 제공
중주제 클릭
토픽, 가상이슈
해당 주제의 가장 최신의 아티클
해당 주제의 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
Topics 선택 결과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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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검색
- 홈페이지 중앙의 검색창 이용
1. 자동완성 기능 도입
- 모든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 출판물 제목이나 저자명 결과
검색창에서 바로 선택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 가능

Refin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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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검색
1. 불리안 연산자와 결합하여 더
정확한 검색 수행
- 전체, 제목, 저자명, 키워드로
제한하여 검색 가능
- “+” 클릭하여 입력란 추가
2. 검색 대상 타이틀로 제한
3. 발행일 제한
4. 검색이력 확인
5. 검색식 저장
6. Virtual/Special issue 검색 결과

Advanced Search

* 고급 검색
1. 홈페이지 상의 검색창 하단의 “Advanced search” 클릭 또는
2. 홈페이지 외 모든 페이지에서도 상단의 검색창을 클릭하면
“Advanced search” 메뉴로 이동 가능

Advanc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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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검색
1. 검색 위치 지정
- 전체, 제목, 저자명, 키워드, 초록
중에서 선택
2. 키워드 입력란 추가, 삭제
3. 특정 타이틀로 제한하여 검색 가능
- 저널, 단행본, 레퍼런스 등 대상
- 여러 타이틀 추가 가능
- 제목 중간에 포함되어도 표시됨
- 단어 일부만 입력해도 해당 스펠링
을 가진 타이틀 모두 표시됨

Search Tips
•

검색 필드 내에서 불리안 연산자 AND (+ 또는 &), OR 및 NOT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자는 대문자로 입력해야 작동합니다.

•

둘 이상의 단어가 연산자 없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 AND 연산자로 인지되어
검색됩니다. 구문 검색을 하려면 따옴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Spinal Code 로 입력하면 Spinal AND Code로 검색이 되지만
“Spinal Code”로 하면, 정확한 용어로 검색이 됩니다.

•

와일드 카드
: 검색 키워드에 물음표(?) 사용 시, 해당 위치의 변형된 모든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예) Wom?n은 Woman 또는 Women 등을 검색합니다.
: 별표 (*)를 사용하는 경우 자릿수에 상관없이 모든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예) plant*는 plant, plants, & planting 등 모든 단어를 찾고, an*mia 는 anemia &
anaemia 등을 검색합니다. 단, 키워드의 맨 앞 (*tension) 이나 구문 검색 (“tobacco
smok*”) 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자 검색
: 저자 이름을 따옴표로 묶는 경우 해당 단어가 들어간 모든 이름이 검색됩니다.
예) "John Smith"는 John Smith, John K Smith 또는 John Colby-Smith의 아티클을
찾고, "J Smith"는 J Smith, JR Smith, John Smith 및 Julie Smith의 아티클을 검색합니다.

Search - Resul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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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결과 내 필터링 대상 확인
2. 추가 필터링 요소 제공
- 발행타입, 발행일, 액세스타입,
주제, 출판물, 저자
3. 검색 혹은 브라우즈 결과로 확인된
아티클/이북챕터와 발행물
- 저널 저널 혹은 이북이 있는 경우
Publication 탭으로 구분하여 제공
4. 재정렬
- 기본적으로 연관도순 정렬
- 날짜 순 정렬 선택 가능
5. 검색결과 저장, RSS 설정
- 계정 생성 및 로그인 필요

Journa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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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널명 배너 형태로 제공
- 에디터, IF 등 정보 표시
2. 최신 이슈 정보 및 링크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
3. 기본 메뉴
- About : 저널 기본 정보
(개요, 편집진, 학회 등)
- Browse : 전체 이슈, 최신
이슈, early view 등
4. 부가 서비스 제공
- 논문 투고, 샘플이슈 신청,
구독정보, 저널 구독 신청,
학회사이트, 저널 관련 정보
5. 정보 공유
- Alert 신청,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공유, RSS 신청
6. 저널 내 검색 가능

Article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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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 정보 제공
- 교신 저자 여부, 저자의 다른 논문 링크 등
2. Sections : 해당 아티클의 특정 부분으로 바로가기 제공
3. PDF : 인터렉티브 ePDF 버전 제공
Tools : 사용 허가 요청, 즐겨찾기 추가, 인용상황 업데이트
Share : SNS 통한 아티클 공유
4. Figures : 그림 또는 도표 제공, PPT로 다운로드 가능
Related : 참고할만한 해당 주제와 추천 아티클
Information : 인용지수, 키워드, 출판 이력 등 제공
키워드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 가진 다른 아티클로 이동
5. 액세스 여부 및 제공방식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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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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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독성, 검색(discoverability),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PDF 아티클의 심플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은 유지하되, 하이퍼링크를 통한 유용한 기능을
간단한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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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DF 버전의 경우 다운로드 속도를 개선하고자 일종의
Web hard 서버를 통해 제공.
단, 서버가 차단되는 경우 전산팀에 By-Pass 요청되어야 함
** 서버 URL : s3.amazonaws.com
1. 주요 메뉴 바로 확인
- 보충자료, 도표, Metrics (인용정보) 확인
2. 그 외 관련 아티클, 참고자료, citation 반출 등 메뉴 제공
3. 주석달기, 공유, 아티클 저장, PDF 다운로드, 인쇄 등
4. HTML 페이지로 돌아가기

Online Books 등 저널 외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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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자도서 관련 정보 제공
2. 저자 소개
3. 해당 단행본의 모든 챕터가 표시된 목차,
챕터별 PDF 링크, 챕터별 참고문헌 제공,
단행본 전체를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 제공
4. 정보 공유 링크 제공

Resources for Researchers

1. 연구자들을 위한 자원 제공
- 온라인 등록 : 개인 이용자 계정 등록
- 정보 검색 도구 및 Alerts 관리
- 액세스 방법 안내

Logi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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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페이지
- WOL 개인 이용자의 별도 공간으로, My Profile에
검색 내용 저장, 이메일 Alert 설정
-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ID로 사용됨
2. New User
- 계정이 없는 경우 새로 계정 등록
3. Forgot password?
-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재설정
안내 이메일 받아 진행

이용자 등록

Login information : 이메일 주소로 계정 생성
Personal profile : 개인 정보 및 관심분야 입력
Sign up for Email lists
** 등록신청 후 출판사로부터
등록승인 이메일 발송되며, 이 Sign up for print mail lists : 우편으로 브로슈어 등 요청
메일 상의 링크를 통해 최종 인 Terms of Use : 동의란에 체크 필수
Verify registration :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My Profile

* My account
1. Personal information :
- 개인 정보 및 메일링리스트 신청
2. Free access code
- 프로모션 차원의 무료 액세스
- 출판사가 제공한 Access Code 입력
3. Manage alerts
- new content alerts : 저널 페이지의
“Get Content Alerts” 클릭하여 신청
- citation alerts : 아티클 페이지의
“Track Citation” 클릭하여 신청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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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 연구자, 사서, 학회, 저자를 위한 정보
1. 이용자 (연구자) 맞춤 정보
2. 저자 맞춤 정보
- Register online : 개인 계정 생성, 메일링
- 논문 투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리스트 신청 등
수 있는 저자를 위한 페이지 제공
- OA에 대한 정보 제공
- Discover tools and manage alerts
: alerts 관련 정보, content sharing FAQs,
alerts 관리 페이지로 이동
- Learn about how to access
: 강화된 PDF 제공 포맷인 ReadCube 설명,
Pay-per-view 방식 등 안내

Mobile Service

-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브라우저 제공
: https://onlinelibrary.wiley.com
- 웹사이트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 등록된 IP 내에서는 별도의 인증없이
원문 이용 가능. 단, alerts 등 개인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로그인 필요

Mobi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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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페이지
1. 아이콘으로 액세스 여부 확인
2. 웹사이트와 동일한 검색 기능
3. About
- 아티클 정보 제공, 참고자료 및 관련 아티클
페이지로 이동
- PDF 포맷으로 원문 확인 가능
4. Sections로 바로 가기 제공

Mobile Service
1

2

아티클 페이지
1. 도구 제공
- 저작권 관련 사용 승인 요청
- citation 다운로드, favorites 추가, alert 설정
2. 공유
- 원문 공유 : 동의 절차 필요

Thank You!
EBSCO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