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가이드

Jump straight to
relevant content
Emerald Insight에서의 컨텐츠
검색방법

www.emerald.com/insight

검색 가이드
Emerald Insight에서는 어떻게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까?

MarkLogics의 강력한 검색 기술을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전달합니다. 사용자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정하여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1. Emerald Insight 홈페이지에서 빠른 고급
검색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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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가이드
빠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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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ald.com/insight

검색 기준에 기반한 최초 결과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필터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상자에 키워드나 어구를 입력한 후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페이지 상단에는 계속해서 검색 바가
남아있으므로 언제나 새로운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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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검색

emerald.com/insight/advance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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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항을 찾고 있다면, 이 기능으로 첫 검색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색 바에서 ‘Advanced search (고급 검색)’를
선택합니다.
2. 하나 이상의 콘텐츠 유형을 선택합니다.

3. 단어가 어구를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 ‘*’
를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구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예: “clean
air” 또는 “clean air legislation”).
4.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정렬합니다 (all (모두), title (제목),
abstract (초록), contributor (배급), DOI).

5. ‘Add row (열 추가)’를 클릭하면 검색 용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드롭다운 옵션을 사용하면 불 연산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ND’, ‘OR’, ‘NOT’.
7. ‘Date range (일자 범위)’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8. ‘Access type (액세스 유형)’ 필터를
적용합니다 (all content (모든 콘텐츠),
subscribed (구독) 또는 Open Access).
9. ‘Search (검색)’를 클릭하여 고급 검색을
시작합니다.

2
3

4

6
5

7

8

9

검색 가이드
검색 저장

검색 결과를 저장하려면 사용자 프로필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검색 저장 기능은 특히 검색
기준이 복잡할 때 유용합니다. 이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 위해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Save this search (이 검색 저장)’ 링크를
클릭하여 모든 검색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검색한 사항은 상단 내비게이션 바의 ‘Saved
searches (저장된 검색 사항)’ 링크로 다시
보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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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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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검색 결과는 분류와 필터 적용이 가능한 표준
방식으로 보여지므로, 빠르고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결과는 자동으로 검색 결과와의 관련성 순으로
반환됩니다. 결과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자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된 검색 수.

3. 콘텐츠 유형 (article (기사), book
part (도서 일부), case study (사례 연구),
Briefing (요약)).
4. 액세스 상태 (사용 가능/사용 불가, Open
Access).
5. 저자.

6. 출판 일자.
7. 초록 시작.

8. 빠른 액세스 링크 (HTML, PDF, ePub,
OpenURL).

9. 기사 다운로드 수. 데이터는 24시간마다
새로고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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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알트메트릭스 점수 (기사 수준 질적 데이터)
11. 소속 기관이 특정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서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액세스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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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 내보내기
단일 다운로드

1. 콘텐츠를 연 후 인용문 아래에 위치한 RIS
옵션을 통해 개별 다운로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다운로드

선택한 결과를 누른 후 검색 결과에서 인용문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만큼 인용문을
내보내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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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든지 10, 20, 50개의 검색 결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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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RIS 파일을 선택하여
박스를 체크합니다.

4. 다운로드 기능은 선택될 때까지 회색으로
유지됩니다. 선택되면 텍스트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RIS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 후
파일을 저장하거나, 노트패드로 열거나 인용문
관리 소프트웨어로 바로 전송할 (플러그인이
다운로드되어 있는 경우) 옵션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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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재정렬

1

1. 페이지 컨트롤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스크롤링하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의 옵션으로 검색 결과를 다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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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 구독 및 이해관계자 라이선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콘텐츠만 표시합니다.
• Open Access 콘텐츠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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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Year)

• 출판 일자로 콘텐츠를 정렬합니다.
4. 콘텐츠 유형 (선택):
• 저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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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일부

• Earlycite (사전 발행) 기사
• 사례 연구

• Expert Briefings (전문가 요약)
• 개요서

• 그래픽 분석
필요한 콘텐츠가 사용불가로 나타날 경우 사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가이드
콘텐츠 미리보기
저널 기사 예시

1. ‘View summary and detail (요약 및 세부사항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2. 초록 전문.

3. 출판 세부 사항.

4. 키워드. 키워드를 클릭하면 다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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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미리보기

Expert Briefing (전문가 요약) 예시

Expert Briefings (전문가 요약) 키워드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 지형

2. 국소

사용자는 제시된 키워드를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선택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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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검색 결과 페이지에는 콘텐츠에 액세슿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제목을 클릭하면 콘텐츠가 자동으로 HTML
형식으로 열립니다.
2. 링크를 클릭하면 콘텐츠가 사용가능한
형식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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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기사

1. 모든 저자와 연계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각 이름을 선택하여 기여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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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을 누르면 목차 (TOC) 페이지에서 모든 권
및 발행호를 확인합니다.
3. 출판 일자.

4

4. 사용 가능한 다른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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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텐츠 내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6. 구조화된 초록.

7. 사이드바는 Emerald 및 관련 있는 다른 발행
기관의 관련 기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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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키워드. 키워드를 클릭하면 다시 검색합니다.
9. 인용문 정보.

10. 기사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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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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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저자와 연계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각 이름을 선택하여 기여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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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을 누르면 목차 (TOC) 페이지에서 다른
모든 챕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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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 일자.

4. 사용 가능한 다른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5. 초록.

6. 콘텐츠 내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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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용문 정보.

8. 키워드. 키워드를 클릭하면 다시 검색합니다.
9. 다른 챕터로 빠르게 액세스합니다.
10. 챕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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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10
1

1. 모든 저자와 연계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각 이름을 선택하여 기여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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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 이름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례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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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 일자.

4. 사용 가능한 다른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5. 선택하여 사례 연구나 강의 노트를 확인합니다
(사용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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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텐츠 1의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사이드바는
Emerald 및 관련 있는 다른 발행 기관의 관련
기사를 보여줍니다.
7. 초록.

8. 키워드. 키워드를 클릭하면 다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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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용문 정보.

10. 사이드바는 Emerald 및 관련 있는 다른 발행
기관의 관련 기사를 보여줍니다.
11. 사례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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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Briefings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Expert
Briefings (전문가 요약) (긴 형식), 개요서,
그래픽 분석.
1. 콘텐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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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중심.

3. 지리적 및 국소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시된
키워드를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선택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인용문 정보.

4

5

5. 출판 일자.

6. Expert Briefings (전문가 요약)의 일관적인
구조는 중요도, 영향, 사건과 분석을 다룹니다.
*기타 콘텐츠 유형:
• 요약문 - 진행 중인 상황이나 사건 및 가능한
함의에 대한 간락한 설명.
• 그래픽 분석 - 전지구적 및 지역적 위험
요소와 기회를 비료 자료의 시각적 요약으로
강조합니다.

7. 사이드바는 Emerald 및 관련 있는 다른 발행
기관의 관련 기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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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에서의 콘텐츠 액세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서관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인사이트 가이드

모든 가이드를 확인하시려면 emerald.com/insight를 방문해 주십시오:
emeraldgrouppublishing.com/how-to/use-emerald-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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