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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용 가이드는 degruyter.com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books and Journals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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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접속

자동 로그인

기관 접속 
이용자의 컴퓨터가 기관의 네트워크 혹은 VPN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용자의 컴퓨터 IP가 인식되어, 자동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직접(수동) 로그인

Shibboleth access 혹은  
이메일 주소나 passcode를  
통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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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특징

*검색팁은 Appendix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ote
이 사이트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모든 
스크린 사이즈에 적용이 됩니다.

키워드 
검색

통화 선택(유로, 
파운드, 달러)

이용 가능한 
필터 옵션

언어 선택  
(영어, 독일어)

장바구니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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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방법

홈페이지상의 필터를 사용해 보세요

신간도서 보기 인기 도서 보기

전체시리즈 보기 데이터베이스 보기

상단의 검색바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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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Tip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전체 도서를 다운 받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3 4 5

사용한  
검색어

결과  
건 수

페이지 당 
보여지는 검색 
결과 수 변경

검색결과 
정렬 순 변경

고급(상세)
검색

6개의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  
결과를 재정렬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필요한 
항목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Licensed

Open Access

Requires Authentication

1

6
접속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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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페이지

MLA, APA, Harvard, 
Chicago, Vancouver  
format의 인용 가능

같은 작가의 작품을 확인하시려면 
웹사이트나 Google Scholar를 

통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Facebook, Twitter, LinkedIn을 
통해 도서 링크 공유 가능 

목차 혹은 개별 챕터에  
접속하기 

단 한번의 클릭으로 
전체 PDF 혹은 

EPUB을 다운 받기 
(가능한 경우만)*

접속 가능한 
기관 명 표기

도서내 검색

* 미인증 이용자에게는 구매 옵션이 나타남

  3 출판 전 도서는 컨텐츠 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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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페이지

1 2 3

저널  
전체보기

이용  
가능한 권 호

 랭킹과 Impact 
factor 보기

논문 원고  
제출

편집 위원

저널 내 검색

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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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페이지

미인증 이용자는 아티클의 제한된 부분만 열람 가능합니다. 
원문 전체를 열람하려면 인증된 기관으로 로그인 하거나 

원문을 구매해야 합니다.

Tip
상단의 바를 통해 원문을 스크롤한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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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탐색

정보 탐색을 위해 구별된 20개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신간, 주요 뉴스(하이라이트), 컨퍼런스, 관련 카탈로그, 편집위원  
연락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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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검색어

검색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소문자에 상관없이 동일어로 처리합니다.

예:
“pascal” 을 검색하면 “pascal” 혹은 “Pascal”이 포함된 모든 
논문이 검색됩니다.

불리언 연산자
검색 필드 내에서 불리언 AND, OR 및 NOT을 사용하여 용어 
간의 논리적 관계를 지정하는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력한 검색어 간의 
관계가 AND 로 설정됩니다. 

구문 검색
정확한 구문을 포함하는 문서를 검색하려면 구문을 따옴표로 
묶으십시오. 구문 검색은 AND, OR 및 NOT을 불리언 
연산자로 처리하지 않으며, 중지 단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
“computational linguistics” 를 검색하면 두 단어가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줍니다.
computational linguistics 를 검색하면 두 단어가 같이, 혹은 
떨어져 있는 모두의 경우를 찾아줍니다.

특수 문자 / Umlauts(움라우트)
Umlaut(움라우트) 혹은 ß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스템이 움라우트를 포함 혹은 제거하여 검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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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찾아보세요

이용 데이터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과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degruyter.com/FAQ
을 방문해 주십시오.

degruyter_official

degruyter_lib

degruyter.publishers

degruyter.com

blog.degruyter.com

http://degruyter.com/FAQ
https://www.instagram.com/degruyter_official/
http://Twitter.com/degruyter_lib
http://Facebook.com/degruyter.publishers
http://degruyter.com
http://blog.degruy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