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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코리아스칼라 이용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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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IP 주소와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2. 기관회원으로 인증되면 별도의 구매과정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접속하는 경우 IP주소를 통하여 자동 인증됩니다. 자동 인증이 완료되면 소속된 기관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외에서 접속하는 경우 우측 상단의 ‘기관회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인증합니다. 

* 아이디/비밀번호는 소속된 기관에 문의하세요. 

3.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스칼라 _ 회원가입 

Page. 

1. 소속된 기관명을 검색합니다. 

2. 기관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인증하여 원문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 아이디/비밀번호는 소속된 기관에 문의하세요. 

3. 개인 로그인 정보를 잊은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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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업데이트된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기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기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자료들을 통해 선별된 Keyword가 노출됩니다. 

5. 매뉴얼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궁금증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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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는 검색 범위를 설정합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분류구분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포함하고자 하는 모든 검색어를 기재한 후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지사항 뿐만 아니라 초록, 목차, 키워드 등으로도 검색할 수 있으며 많은 검색어를 입력할수록 결과 범위가 좁아집니다. 

3. 결과 화면에서는 입력한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색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손쉽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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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규칙(가나다 순)에 따라 간행물 명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간행물 명/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표지를 클릭하면 간행물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 화면에서 간행물의 정보와 발간된 모든 권/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

다. 

4. 간행물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간행물 내 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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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나다 순에 따라 발행기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상세화면에서 해당 발행기관에 대한 소개와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발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기타 문의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omepage db.koreascholar.com  Mail 9784@koreascholar.com  Tel 070)8683-9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