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를 보다 쉽게 발견하고, 탐색하며, 즐기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 안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0 여 종 이상의  

저널을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SAGE 저널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세요!

journals.sagepub.com



SAGE Journals 포털
포털 방문 페이지 (journals.sagepub.com)는 SAGE Journals 콘텐츠 전반에 걸
친 검색과 알파벳 순 또는 분야별 브라우징을 통해, 관련 정보, 뉴스 및 자료
에 대한 간편한 액세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분들을 위한 자료
• 저자
• 도서관 사서
• 저자
• 학회

내 도구 (My Tools)

• 알리미(My Alerts)

• 저장된 검색(My Saved Searches) 
• 저널 즐겨찾기(My Favorite Journals)

• 내 계정(My Account)

검색
•검색
•고급 검색
•검색 기록
•인용 검색

찾아보기
•제목별 찾아보기 

(Browse by Title)

•분야별 찾아보기 
(Browse by Discipline)

검색 (Search)

메인 사이트 탐색 페이지의 “모든 SAGE 저널 검색” 란에 검색어나 
저자 정보를 입력하여 전문으로 된 모든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널 
페이지의 “이 저널 검색”을 활용하여 개별 저널 내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급 검색 (Advanced Search)

고급 검색에서는 서명 입력란 Boolean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Boolean 연산자 
“and,” “or”및 “not”을 사용하여 용어와 상호 논리 관계를 지정하는 다중 
검색어 질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검색어 입력한에 입력된 여러 개의 
검색어는 정확한 문구로 처리됩니다. 추가 행을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하고 
지정된 콘텐츠 영역 (예 : 제목, 초록, 전문, 참고문헌)에 대한 검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Browse)

제목별 저널 찾아보기
알파벳 순의 메뉴에서 글자를 
클릭하는 것으로 알파벳 순의 
저널 목록을 검색하여 해당 저널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하단의 페이지 번호를 통해 결과 
페이지 간을 이동합니다.

분야별 저널 검색
분야별 저널 (보건학, 생명& 
의생명과학, 재료과학 & 공학, 
사회과학 & 인문학) 및 해당 
과목을 검색합니다.

저널 제목을 클릭하면 저널 정보, OnlineFirst 논문 및 목차를 볼 수 있고 저널 
수준 검색을 수행 할 수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알림 추가 및 즐겨찾기 추가
둘 중 어느 한 찾아보기 옵션을 사용하여 원하는 저널을 찾았다면, “
즐겨찾기에 추가” 및 “알림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SAGE 저널을 사용자 
맞춤화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개인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저널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능:
• Follow-me 저널 메뉴 :  

이 저널 메뉴는 스크롤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여, 
항상 홈페이지 링크에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이슈, OnlineFirst 논문 
및 모든 이슈, 제출 지침, 
편집위원단 목록, 무료 샘플 
발행분, 이메일 알림 및 
RSS 피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저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Impact factor및 저널 
색인: Impact Factor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저널의 영향력 
지수 및 순위 정보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 학회 사이트 링크: 학회 및 협회 파트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저널 검색: 저널 콘텐츠 전반에 걸쳐 키워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회전 보기: 저널에 관한 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발행물: 최신 발행물의 목차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발행물: 전체 발행물을 연도 또는 볼륨 및 발행 번호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지난 한주 동안 가장 많이 

읽었거나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여섯 종을 보여줍니다.
• 논문 제출: 저널에 원고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목차 기능:

• ”초록 보기”미리보기: “초록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를 나가지 
않고도 미리보기를 통해 초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콘텐츠 메뉴를 사용하여 이슈 내에서 서로 다른 섹션을 
탐색합니다.

• 저널 추가 기능: 
 o  OnlineFirst: 출판 예정인 논문을 미리 보기 (대부분의 저널에서  

 시행 중)
 o  연결: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저널을 공유
 o  이메일 알림: 저널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 알림 및 공지 사항을  

 위해 가입
 o 팟캐스트 및 동영상: 이용 가능한 경우, 강조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찾기
 o 콜렉션: 이용 가능한 경우, 저널 편집자가 엄선한 논문 모음집 보기

• 관련 저널: 학회 자매 출판물 및 기타 관련된 SAGE 출판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



논문
논문의 초록, 전문 또는 참고문헌을(접속 권한에 따라)보거나 유료 보기를 
통해 단기 전문 액세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능:
• PDF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속 권한에 따라) 

PDF 형식으로 논문 보기

•논문 정보: “i” 아이콘을 클릭하여, 저자의 소속기관 및 저작권 정보를 
포함한 논문의 메타데이터 보기

•저자 정보: 저자명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저자의 ORCID 항목(가능한 
경우), Google Scholar  및 PubMed를 통해 저자가 작성한 기타 논문에 
연결

•“Follow me” 논문 탐색: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Article” 메뉴는 스크롤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여, 논문 콘텐츠 목록에 항상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며, 논문 인용, 공유 및 허가 요청을 위한 도구와 PDF를 다운로드 할 
수있는 링크 연결



• 그림 및 표: 콘텐츠를 
한곳에서 모두 보고 PDF
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다운로드 가능

• 관련 논문: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제안사항 
찾기

• 공유: 논문을 선호하는  
소셜 북마킹 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유

• 인용: 논문을 선호하는  
인용 매니저로 다운로드

• 허가: 허가 및 재 인쇄  
요청

• “SAGE Recommends”:  
다른 SAGE 제품에서 관련 내용 찾기

• 팝업 참고문헌: 전문HTML 저널의 경우, 참고문헌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논문 본문 내의 전체 인용 보기 가능

• 논문 지표: 새 SAGE Journals 사이트에서 조회된 횟수 및 Altmetric.com 
점수를 통해 논문의 영향 확인 가능



유용한 추가 기능
시작하기
SAGE Journals 홈페이지(http://journals.sagepub.com)로 이동하여 로그인 
옆에있는“내 계정” 버튼을 선택 후  바로 로그인하거나 무료 개인 계정을 
만드세요.“내 도구” 탭에서 계정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등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알림을 신청하고, “내 즐겨찾기 저널”의 목록을 작성하며, 
“내 저장된 검색”을 통해 검색어와 일치하는 새 콘텐츠가 게시될 때 알림을 
수신하도록 검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SAGE Journals 플랫폼 (2016 년 12 월 신규 런칭)을 아직 
방문하지 않은 개인 계정을 가진 분은 http://journals.sagepub.com/
action/requestResetPassword에서 비밀번호 재설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용자명으로는 계정과 연관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색 기록
현재 세션 중에 “검색 기록”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 검색을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록에 액세스하려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검색 재정의”
를 클릭하고 “검색 기록”으로 이동합니다. 입력하는 각 검색어에 대해, “
저장된 검색”(“내 도구” 참조)을  실행, 편집 또는 추가하거나 알림으로 
해당 용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 (My Account)

“내 계정” 페이지에서는 : 
• 이메일 주소 변경
• 연락처 정보 편집
• 비밀번호 변경
• 알림, 저장된 검색, 즐겨찾기 저널 및 내 계정 기능  
 에 대한 프로필 설정을 관리합니다

내 콘텐츠(My Content)

개인 구독 저널, 가입하였던 무료 트라이얼이나 무료 접속 저널, 또한 유료 
논문 보기를 통해 구매한 논문을 봅니다.



알리미(My Alerts)

가입하여 다음 가운데 하나 이상의 알림을 수신합니다:
• 신규 콘텐츠가OnlineFirst로 게시 될 때 및 새로운 목차가  
 제공되는 경우 알림 포함
• 공지 사항

저장된 검색 (Saved Searches)

저장된 검색 목록을 관리하며, 기존 검색을 실행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저널(My Favorite Journals)

즐겨찾기 저널을 관리하여 SAGE 저널을 더 쉽게 둘러보고, 검색을 사용자  
맞춤화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의 SAGE Journals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저희 온라인 
지원팀에연락해 주십시오. onlinesupport@sagepub.co.uk

journals.sagepub.com

도서관 및 컨소시엄을 위한 정보
기관 계정

구독자 도움말 및 서비스로는 :
• (내 계정을 통해) 기관 관리자 사용자명 및 비밀번호 관리
• 계정 정보 수정
• IP 주소 확인 
• 접속 자격 검토
• 이용통계 추출
• 기관 관리자 추가 혹은 삭제
• OpenAthens/Shibboleth ID편집

SAGE Journals Packages

SAGE Journals은 SAGE의 다양한 전자 패키지 및 콜렉션을 포함하여 모든 
SAGE 저널 콘텐츠를 호스팅합니다. 저희의 전자 출판물, 가격 정책 및 구독 
옵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www.sagepub.com/librarians를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