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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tk.emeraldgrouppublishing.com/research-pass

모든 Emerald 
eJournals 및 eBooks
를 탄력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합니다

https://tk.emeraldgrouppublishing.com/research-pass


Research 
Pass

저자들은

140여개국 
출신입니다

필요한 토큰 번들을 
선택하세요

100종의 
크레딧에서 

2000종의 
크레딧까지

볼 수 있는 콘텐츠

다중의 사용자가
동시에

콘텐츠 이용은

24 
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유효한 크레딧

Research Pass는 게재된 모든 Emerald eJournal 및 eBook 
콘텐츠에서 업계 선두 주자와 학계 전문가가 수행하는 최첨단 연구 
및 사고방식 리더십에 유연하고 저렴한 이용을 제공합니다. 토큰을 
구입해 학습과 개발을 증진하고, 의사 결정에 있어 정보를 얻고, 
프로젝트에 도움을 얻기 위해 콘텐츠를 이용해야 할 때 사용하십시오.

총

2,900 
여 종의 eBooks에 

게재된 챕터

총

300 
여 종의 eJournals에 

게재된 아티클

매주  
300 

개 새 아티클 추가

연구를  
실제에 접목해온

50
여년 역사



이용방법 및 제공혜택

1 
단계 
토큰

2 
단계 

활성화

3 
단계 
검색

귀 기관에서 필요한 토큰 개수를 
결정해 – 100, 250, 500, 1000 

또는 2000개에서 선택하고 – 해당 
지역 Emerald 대리인으로부터 

구입하십시오.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 여러분과 팀 
동료들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인 

Emerald Insight에서 프로필을 
설정하고 활성화합니다.

현재 발행된 모든 eJournal 및 eBook 
콘텐츠를 검색해 토큰을 사용해 

여러분과 소속 팀에 필요한 아티클과 
챕터를 이용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왜 RESEARCH PASS 
토큰이 유용할까요?

토큰은 다양한 주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링과 AI, 보건과 사회 
행정, 팀 빌딩과 개발부터 지속가능성과 

CSR, 종합과세와 재무에 이르기까지, 저희 
콘텐츠는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변화 
이행을 도우며 프로젝트 및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EMERALD 콘텐츠가 가치가 있을까요?

Emerald 저널과 도서 콘텐츠는 전세계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와 사고방식 

리더십을 공유하고, 기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산업 전문가가 저술하였습니다. 새로운 
사고 방식을 지지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게재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세계 
사용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얼마나 쉬운가요?

모든 콘텐츠는 Emerald Insight 
플랫폼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제 분야, 발행 연도, 키워드 및 저널, 
아티클, 도서 또는 챕터 타이틀을 이용해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콘텐츠 초록을 무료로 읽어볼 수 있어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토큰 사용’을 선택할 경우에만 토킨이 

사용되므로 콘텐츠를 검토하는 동안 토큰이 
낭비될 위험이 없습니다.

팀원들 간에 어떻게 토큰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고객지원팀이 Emerald Insight 플랫폼에 여러분의 
계정을 설정합니다. 계정 설정 완료 시 귀 조직의 

모든 사용자가 토큰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사용량을 관리하고 싶으신 경우 사용자들이 

개인 프로필을 설정해 콘텐츠에 접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큰 사용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같은 계정에 등록된 모두가 24시간 동안 각 사용자가 이용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어서, 토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직 소속의 모든 사용자는 어느 시점에서든 얼마나 많은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이 부족해질 
경우 업데이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충전하면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Emerald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k.emeraldgrouppublishing.com/research-pass를 방문하십시오

토큰을 구입하시려면 Sunwoo Choi schoi@emeral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https://tk.emeraldgrouppublishing.com/research-pass
mailto:schoi@em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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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 넘도록, 신선한 사고 방식을 지지하는 것이 Emerald 사업의 
핵심입니다. 저희의 핵심 정신은 차이를 만드는 데 기여해 조금씩, 
학계나 현장에 있는 이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실제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발행물과 발행 서비스는 연구자들이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영향력 있는 연구 조사에 대한 확신과 
역량을 구축하도록 혁신적인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락처기업 소개

신규 콘텐츠/컬렉션:
Sunwoo Choi schoi@emerald.com

지원 문의:
support@emerald.com

홈페이지
emeraldgrouppublishing.com

저희와 함께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십시오.

사서 도구 키트
액세스 및 인증 정보, 사용자 가이드, 도서관 홍보 자료, 통계 보고서 관련 지침 및 리소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tk.emeraldgrouppublishing.com/librarian-toolkit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연구의  
세계를 발견하고 
탐험하세요
emerald.com/insight

노선을 선택하세요
•  저널, 도서, 사례 연구 및 Expert Briefings별로 

탐색하세요
•  빠른 및 상세 검색에 구체적인 단어와 문구를 입력하세요
•  오픈 액세스나 본인이 볼 수 있는 콘텐츠만을 표시하도록 

결과를 제한하세요

손쉽게 탐색하세요
•  예측 가능한 탐색과 간단한 인터페이스
•  결과를 정렬하고 유형, 날짜, 주제 및 국가와 같은 콘텐츠 

필터를 적용하세요
•  읽어야 하는지 지나갈 것인지 결정할 때 콘텐츠 

미리보기와 구조화된 초록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세요
•  연관 콘텐츠 제안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  ‘키워드’를 선택해 다학제간 주제를 리서치하세요
•  모든 콘텐츠는 매끄럽고 원활한 탐색을 위해 다방면으로 

액세스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  어떤 기기에서든 원격으로 복수 사용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  HTML, PDF, EPUB 형식으로 열람하고 플랫폼에서 

인용문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프로필을 통해 콘텐츠 알림을 설정하고 검색 

사항을 저장해 나중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검색과 접근
•  IP, Ezproxy, Shibboleth/OpenAthens를 통한 연합 

액세스, 참조 URL 및 Google CASA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요청 시 기관 액세스 번호를 
제공합니다

•  SeamlessAccess는 저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 
기능이며 모든 참여 기관에 걸쳐 연합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  ALMA, EBSCO EDS, Primo, Summon, WorldCAT 등의 
모든 주요 탐색 시스템에 연동됩니다

• KBART 및 MARC 기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Emerald Insight는 W3C AA 및 US 

Section 508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mailto:schoi@emerald.com
mailto:support@emerald.com
https://emeraldgrouppublishing.com
https://tk.emeraldgrouppublishing.com/librarian-toolkit
https://emerald.com/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