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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AGE 

 주제분야 : 전주제  
  - 경영/경제학, 교육학, 정치학, 심리학, 여성학, 의학, 생명공학, 기술과학 등 

 
 제공 패키지 (2010 패키지 기준) 
  - Premier Package : 553 종 
  - Humanities & Social Science Package (HSS Package) : 410 종 
  - Science, Technology & Medical Package (STM Package) : 182 종 
  - Health Science Package : 146 종 
  - Clinical Medicine Package : 89 종 

 
 원문정보 제공년도 : 1999 to the current 
 
 저널이용 홈페이지 : http://online.sagepub.com  



Main Page 

1. News from SAGE 
  - 출판사 뉴스, 블로그, 주목받고 있는 연구논문, 
 학회 연구원 사이트 등 관련분야 뉴스 제공 
2. Opan access 출판사 안내 



Navigation Tool 

Navigation Tool 
 - 어떤 페이지 상에서도 이동을 원하는 기능 
으로 빠른 이동 제공 
 1. Search  
 2. Browse  
 3. My Tools  
   - Email Alert, Favorite journal, My Account 관리 

등 
 4. Information & Services 
   - 사서, 개인이용자 및 저자를 위한 페이지 제공 



Quick Search 

Quick Search 
 - 원하는 Article을 쉽고 빠르게 검색  

검색 결과 



Advanced Search 

Advanced Search 
 1. 불리언 연산자를 선택 
 2. Search Field 를 이용하여 검색 대상 조정 
  - “Add Row” 통해 검색식 추가  
 3. 검색결과 제한 검색 
  - 관심저널 or 구독저널로 한정 
  - 검색년도 범위 지정 
  - 검색결과 형식, 배열기준 등 지정 



Search Tip 

* Search Tips 
 
1.불리안 연산자 
 - A and B  -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아티클 검색 
 - A or B - A와 B중 적어도 하나는 만족하는 아티클 검색 
 - A not B -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아티클 검색 
 - A B - 공백은 or로 인식 
 
2. 구 검색 
“ A B” - A와 B가 동시에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는 아티클 검색 
하나의 검색박스에 입력되면 구검색으로 인식됨 
 
3. Wildcards(*) 
   입력한 키워드로 시작되는 키워드가 들어 있는 아티클 검색 
   우물라우트(ü)나 액센트(é) 같이 영문자가 아닌 경우 사용 
   예)child* 로 검색하면 child, childcare, children 등이 검색됨 
 
3. 대, 소문자 구별 없음 
 
4. 구두점 검색 안됨. 공백으로 처리됨 
    예외_괄호(), 별표(또는 와일드카드), 저자명에서의 하이픈(-)의 사용 
    예) “Ca2+-activated K+” 
 



Search Result 

Search Result 
 1. 검색범주와 키워드에 따른 검색 결과 확인 
  * “Article Free” : 무료 제공되는 아티클 

 2. 검색 키워드가 포함된 타이틀로 바로가기 제공 
 및 링크 
 3-1. 검색결과 재정비 
   : 검색된 아티클의 서지사항 표기 방식, 정렬순서 등 변경 
 3-2. 검색식 저장 또는 My Citation manager로 서지사항 다운로드 
 3-3. 선택한 서지사항 보관 및 관리 



Browse 

주제별 타이틀리스트 
1. 4개의 대주제와 소주제로 구분 
2. 브라우즈 결과 중 특정 저널의 타이틀 클릭하여  
해당 저널의 홈페이지로 이동  

저널명 알파벳순 타이틀리스트 
1. 저널명별 알파벳 순으로 나열 
2. 브라우즈 결과 중 특정 저널의 타이틀 클릭하여 해당 
 저널의 홈페이지로 이동  



Journal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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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Homepage 
1. 목차 정보 간략 안내 
  - Online First : 정식이슈로 발행되기 전의 
  아티클 
  - Current Issue : 온라인 상의 최신 이슈 
  - All Issues : 온라인 구축되어 있는 모든 
  이슈 
2. Navigation Toolbar 통해 원하는 항목으로 
 손쉽게 이동 가능 
3. 인용지수 : IF 수치, 주제분야별 랭킹 
4. 해당 저널의 다양한 추가 정보 
  - 에디터 추천 컬렉션  
  - Podcasts 
5. 검색결과로 이동, 지난 검색식 수정 가능 



Journal Homepage  

Journal Homepage 
1. 부가 서비스 
  - 원고 제출 (저자서비스) 
  - 무료 샘플 카피 
  - 이메일 얼랏 : 저널의 새로운 이슈가 발행될 때 
  마다 email로 목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 
  - RSS Feed : Alert 서비스의 일종으로, 웹 상에서  
  실시간 정보 확인 
2. 해당 저널의 추가 상세 정보 
  - 저자정보, 구독, 관리자 페이지 등 
3. 가장 많이 읽힌 아티클, 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 
정보 링크 
4. 해당 저널 내 아티클 검색 
  - 해당 저널 내 상세검색도 가능 (검색 필드 및  
  검색대상 년도 지정 등) 
5. 전체 SAGE 저널 대상 검색 
  - 검색결과 보기 및 저널 알파벳순 브라우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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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First 

Online First 
정식이슈로 발행되기 전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아티클 
 
TIP: TOC alert 서비스 신청하여, Online First 이슈가 

발행되는 시기에 맞춰 최신 아티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ll Issues 

Issue page 
1. 온라인 구축되어 있는 이슈 정보 제공 
2. 최신 이슈 및 최근 발행된 3개 이슈 바로 가기  
링크 제공 
3. 년도별 원문 제공 포맷 (Full Text or PDF only)  
안내 
  
* FEEDBACK : 매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액세스 에러 등의 문제 발생 시, 정확한 문제 파악 
및 빠른 해결을 위해 해당 링크 통해 에러 전송 



Current Issue 

Issue page 
1. 저자별 인덱스, 커버 사진 제공 
2. 이슈 내 아티클 검색 
3. 해당 아티클의 상세 초록 정보 



Abstract 

Abstract page 
1. 아티클 작성 저자 정보 
2. 해당 아티클 기준으로, 이전 및 이후 
 아티클로 이동 
3. 해당 아티클 정보 
  - Online First 시기 
  - DOI 정보 
  - Citation 정보 
  - 해당 아티클이 정식으로 발행되기  
  전까지의 모든 버전 링크 
4. Services 
  - 동료에게 아티클 추천 
  - Alert 설정 (최신 아티클 발행 및  
  수정사항 발생 시) 
  - 동일 저널 내 유사 아티클 링크 
  - Citation 다운로드 
  - Copyright 관련 문의 
  - Reprint 요청 
5. Citing Articles 
  - 인용된 아티클 정보 
  - Scopus 통한 아티클 인용 
  - Web of Science 통한 아티클 인용 



Abstract 

Abstract page (계속) 
1. Google Scholar 
  - 저자의 다른 아티클 검색 
  - 관련 학술자료 검색 
2. Share 
  - Facebook, Linkedin, Twitter 통한 공유 
3. 해당 아티클의 키워드 
  - 링크 클릭하면 동일 키워드를 갖고 있는 다른 
   아티클 검색 결과 확인 
4. 해당 아티클을 인용한 아티클 링크 제공  
  - 단, SAGE에서 출판된 아티클에 한함 



RSS Feed 

RSS Feeds 
1. Current issue only 
  - 최신 이슈에 대해서만 RSS 구독 신청 
2. Recent issues 
  - 최근 3 개 이슈에 대한 구독 신청 
3. OnlineFirst Articles 
  - OnlineFirst 아티클에 대한 구독 신청 
4. Most Frequently Read Articles 
  - 가장 많이 읽은 아티클에 대한 구독 신청 
5. Most Frequently Cited Articles 
  - 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에 대한 구독 신청 



Registration 

개인 이용자 ID 등록 
1. 이용자 ID 등록 
  - Main page에서 Sign In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 등록 
  - 사용할 이용자 계정 정보 작성 
2. 관심 주제분야 체크  
3. 출판사 컨택 허용 여부  
  - SAGE제품에 대한 뉴스, 스페셜 제안 및 관심 분야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경우 



My Tools 

My Tools 
1. Email Alerts  
  - 최신이슈, OnlineFirst의 최신 아티클, 업데이트된 검색 
  결과 등 새로운 정보 제공 
2. My Marked Citations 
  - 관심분야 타이틀의 아티클 서지사항 관리 
3. Saved Searches & Saved Citations 
  - 검색결과 및 서지사항 저장 
4. My Favorite Journals 
  - 관심 저널 등록 및 관리 



Alerts Service 

Alerts 
1. My Email Alerts : 알파벳 혹은 주제별로 정렬된 관심 있는 
 저널을 선택하여 Alert Service (목차정보, 이슈 발행상황 등)  
 신청, 관리 
2. SJ Search Alerts : 검색 식을 Alert Service 로 신청하여 
 검색 식에 맞는 새로운 기사가 발행될 때마다 정보 제공 
3. My Email Alerts Preference : Alert 받는 방식 확인 및 관리 



Favorite Journals 

Favorite Journals 
중 관심 있는 저널 선택 후, My Tools의 My Favorite Journal 
탭에서 선택된 저널 확인 및 추가, 삭제 가능.  



Saved Searches & Citations 

Saved Searches & Saved Citations 
1.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Article을 My Maked Citations에 저장 
2. 검색한 검색식을 Saved Searchers에 저장 
3. 이를 원하는 Folder에 넣어 관리 가능 
   - Folder Primary Deleted 로 구분 
   - 폴더 생성하여 폴더로 관리함 
   - 폴더명 재지정 가능 
   - 선택된 아이템을 지정된 폴더에 이동 또는 복사 



Mobile site 

 저널별로 모바일 페이지 제공 
예 ) http://yvj.sagepub.com/ ->          

http://m.yvj.sagepub.com/  
 
 IP 범위 내에서는 초록 목차 외에 원문까지 접근 가능 
  -> PC 상에서의 인증과 동일한 규칙 적용됨 

 Mobile Vouchering 서비스 제공 
 
- 기관 구독자임을 인증해 주는 일종의 code로, 등록된 
 IP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해줌.  
- http://online.sagepub.com/voucher/get에서 등록하면, 
 이메일 또는 화면에 Voucher code 전송됨.  
 단, 48 시간 이내에 인증절차 마무리해야 함.  
- 인증 기간은 최대 6개월임.  

http://online.sagepub.com/voucher/get


 
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02-59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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