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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lor and Francis 저널 소개 

1) 전 주제 -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경제경영, 교육, 지리학, 환경 등 
 

2) Full Package : 1,500여 종 / SSH Package : 1,100여 종 
ST Package : 400여 종 / Fresh Package : 130여 종 
 
3) 저널 제공 Coverage : 1997-2013년(대부분) 
백파일 제공 Coverage : 원문초기-1996년 
 
4) 제공서비스 URL : http://www.tandfonline.com/ 
 
5) 주요저널 2011년 Impact Factor 
-Advances in Physics : 2011 IF 37 
-Critical Reviews in Solid State and Material Sciences : 2011 IF 9.47 
-Catalysis Reviews : 2011 IF 7.5  
-Polymer Reviews : 2011 IF 6.28 
 
▪ ISI 등재 정보 (2011년 기준)  
A&HCI - 119종 (8.32%) / SSCI - 345 종 (24.1%)  
SCIE - 293 종 (20.48%) / SCI - 131 종 (9.15%) 

http://www.tandfonline.com/


Quick Search 1 
– 전체 사이트, 타이틀을 대상으로 한 빠른 검색 

Quick Search 2 - 주제별 검색  

고급검색 

Homepage 첫 화면 



컨텐츠 유형 및 주제 별 필터 기능 
-상위/하위 세부주제 선택 가능 

타이틀 별 A-Z순 Browse 가능 

선택한 주제의 타이틀은  
오른쪽에 나열됩니다.  

Browse 기능 

* 엑세스 여부 확인 
초록색 : 가능 
빨간색(하얀색) : 불가 



고급검색(Advanced Search) 

- 저널 or Reference Works 선택 
- 전체 or 구독 콘텐츠 내 검색 선택 

1)전체 검색 
2)세부검색 : 아티클, 출판사, 저자, 
 ISSN/DOI, 초록, 키워드 

출판기간 선택 

Imprint 출판사 선택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서  
원하는 주제 분야 선택 가능  

인용 검색  
– 타이틀 명, Volume, Issue, Page 입력 

검색정보 저장  
– Alert 설정, 검색 History 열람 가능 



1) Add to shortlist  
: 개인 계정에 검색 타이틀 저장 및 리스트 전송 
2) Create a citation alert : 인용 Alert 설정 
3) Download citation  
:검색결과의 인용정보 다운로드 

Full text 다운로드/ Full text 보기 / 초록 보기 / 참고문헌 

해당 아티클 1 page 리뷰 

Link Resolver Logo 위치 

고급검색 결과 

재 검색 및 검색 저장 바로 가능 

1) 아티클/ 챕터 2) 타이틀 검색 결과 

1) 컨텐츠 유형 표기 
2) 엑세스(구독분) 표기 

엑세스 불가(구독분 아님) 



검색 타이틀의 전체 볼륨 리스트 

저널 News  
: Impact Factor,  
Free Access 등 

1) Most Read  
: 매 24시간 마다 가장 많이 
읽힌 타이틀 업데이트 
2) Most Cited 
: CrossRef 참여출판사의 
데이터를 통해 가장 많이  
인용된 타이틀을 매주 업데이트 

초록색 : 엑세스 가능 
빨강색(하얀색) : 엑세스 불가 

저널 타이틀 페이지(모든 볼륨 및 이슈) 

1) 최근 저널 2) 전체 컨텐츠 범위 내 검색  



북마크 /공유(Google, Facebook 등) 

추천 Email 전송 

Full text 보기 및 다운로드 

-Shortlist에 추가 
-인용 다운로드 

저널 타이틀 페이지 (최근 이슈) 

•타이틀 마크 소개 
1) OPEN SELECT  
: 논문채택이 된 저자들에게 무료 Access 허용 
2) PEER REVIEW INTEGRITY 
: 완전히 독립된 제3의 전문가 Review 완료 
3) iFirst 
: 보다 빠른 논문수록 및 인용확대를 위해 교정 및  
Typeset 완료 전에 온라인으로 출간(HTML),  
PDF 버전은 교정 완료 후 업데이트 



주제별 News 

• 각 주제분야별 News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무료 엑세스 행사 
2) 주제 저널 및 아티클 관련 소식 



 

Shortlist란?  
: 브라우즈 시 저장한 선호 타이틀 혹은  
  아티클에 대해 이메일 전송 및 Alert 설정 가능  

-타이틀추천 이메일 전송 
-Alert 설정  
-선택한 타이틀을 리스트에서 삭제 

아티클만 저장 가능 

Shortlist 페이지 



인용 Alert 설정 

선택한 타이틀의 새로운 출판물 혹은 아티클의  
온라인 업데이트 시 Alert 설정 

Alerts 설정하기(My Account) 

• Alert 설정 
1) New content alerts 
: 선택한 타이틀의 새로운 출판물이 있을 시 이메일로 전송 
2) Latest Article alerts 
: 선택한 타이틀의 새로운 아티클 출판 시 이메일로 전송 
3) Citation alerts 
: 선택한 타이틀이 인용된 기록이 있을 때 이메일로 전송 



엑세스 가능 타이틀 및 커버리지, 엑세스 가능기간 

구입한 아티클 및 이슈 목록 

엑세스 가능 타이틀리스트 (My Account) 



2. T&F 웹사이트 계정이 없는 경우 
Email 주소, 이름, 성, 국가, Password  
입력 후 Obtain Pairing code 클릭 
(등록된 기관의 IP 내에서 신청 필수) 

1. T&F 홈페이지의 Mobile 클릭하여 이동 

2. T&F 웹사이트 계정이 있는 경우 
Email 주소와 Password를 입력한 후  
Obtain Pairing code 클릭 
(등록된 기관의 IP 내에서 신청 필수) 

Mobile 서비스 – 등록절차(1) 

T&F 웹사이트 계정이 없는 경우 T&F 웹사이트 계정이 있는 경우 



1. 모바일로 T&F 웹사이트 방문 
      (https://www.tandfonline.com/) 
2. ‘Setting Icon’ 클릭 -> ‘Device Pairing’ 클릭 
3. ‘Enter code’에 Pairing Code 입력 후 ‘Verify Code’ 클릭 
4. ‘My Account’에서 셋업 완료 및 유효기간 확인 
  (총 30일 간 이용가능, 재생성된 Pairing Code로 갱신) 

생성된 Pairing Code 

Mobile 서비스 – 등록절차 (2) 



<T&F 모바일 서비스 이용 안내 > 
 
1. 모바일서비스 URL : https://www.tandfonline.com/  
(모바일로 접속 시 전용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  
 
2. 서비스 제공 OS Version : iPhone&iPod 3.2 이상, iPad 3.2.2 이상, Android 2.2 이상, 
 BlackBerry OS 6(Torch 9800 포함), BlackBerry Tablet OS(PlayBook 포함) 
 
3. 이용방법 : 등록된 기관의 IP 내에서 Paring Code 생성 후 외부에서도 이용 가능 
 
4. T&F 모바일서비스 특징 
1)브라우징, 보기, 검색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웹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방문 필요 없이 출판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 
2) Facebook, Twitter, LinkedIn 등으로 연동  및 공유 가능 
3) 선호타이틀리스트 생성 가능 
4) 오프라인 상 작업을 위한 아티클 저장 가능 

https://www.tandfonline.com/


감 사 합 니 다.  

www.ebscokorea.co.kr 

TEL: 02-59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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