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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aylor & Francis Online Journals

 주제분야 : 전주제

-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의학/보건, 심리학, 경제경영, 교육, 지리학, 환경 등

 제공 패키지 (2018년 12월 기준)

- Full Package : 2,210종

- Social Science & Humanities Package (SSH Package) : 1,477종

- Science & Technology Package (ST Package) : 533종

- Medical Package (Med Package) : 200종

- Fresh package :  110종

 원문정보 제공연도 : 1997~현재

 2017 SCIE - 556종 / SSCI - 565종 / A&HCI - 239종

- Advances in Physics (물리학) : IF 30.917

- Psychological Inquiry (행동과학) : IF 26.364

- Autophagy (환경 및 농업) : IF 11.1

- Critical Reviews in Biotechnology (생명공학) : IF 5.239

- Educational Psychologist (교육심리학) : IF 4.488

 제공서비스 URL : https://www.tandfonline.com/

 T&F 저널 소개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HXRJu1DKM4

https://www.tandfonline.com/
https://www.youtube.com/watch?v=FHXRJu1DKM4


1) 기본검색
– 타이틀명, 키워드, 저자, DOI 등 입력
2) 고급검색 (page 5 참고)

주제별 브라우즈 및 검색

홈페이지 - 저널 검색 및 브라우즈



Information
- 이용자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 제공

Trending research
- 인기있는 주제 중 최신의 아티클 선별하여 게재

홈페이지 - 도움정보

구독 중/이용가능한 경우 표시 Open Access인 경우 표시(이용가능)



1) 검색어 입력 - 타이틀명, 키워드, 저자
(+ 표시 클릭 시 검색어 추가 가능)
2) 출판일자 선택
3) 인용 검색

고급검색

검색팁



검색어와 관련된 아티클/저널/데이타베이스
(클릭하여 확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저장(My Account)

2) 제한검색(주제별/출판물/출판일자)

2) 재검색

아티클/저널/데이터베이스의 간단한 정보 확인
(저자, 타이틀명, 출판일자, 볼륨 및 이슈 등)



 Journal Page

해당 저널 내/전체에서 재검색 가능

저널정보 및
저자가이드

1) Alert 및 RSS Feed 신청
2) 인용검색(원하는 아티클로 이동하여 Citations 클릭하여 확인)

최신이슈/전체이슈 확인
전체볼륨 및 이슈 확인

전체 볼륨 및 이슈를 페이지 이동없이 브라우즈 가능

아티클 당 원문다운로드 횟수(Views), 
인용횟수(CrossRef 기준), 
온라인 상 관심도(Altmetric) 표시

가장 많이 읽힌 아티클/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
Open Access 아티클(클릭하여 확인가능)

초록/ HTML 원문(Full Text)/
참고문헌/ PDF 원문



전체 볼륨 및 이슈

이용 가능한 경우 표시



 Article Page

원문다운로드 횟수(Views), 
인용횟수(CrossRef 기준), 
온라인 상 관심도(Altmetric)

웹페이지를 103개 언어로 번역 가능
(한국어 지원)

구독 중/이용가능한 아티클 확인
(이용 불가능- 로 표시)

1) HTML 원문보기(웹사이트 상)
2) 아티클에 수록된 그림, 표 등 삽입자료
3) 참고문헌
4) 아티클을 인용한 출판물
5) Metrics
(원문다운로드 횟수, 인용횟수, 온라인상 관심도)
6) 아티클 재출판/사용에 대한 허가 요청
7) PDF 원문 다운로드

SNS 및 이메일 공유 가능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용정보 다운로드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정보
2) 링크된 사이트 클릭 시 검색 가능
(원문 접속은 구독 중/무료인 경우만 가능)



인용 출판물

해당 아티클을 인용한 출판물이 발행되는 경우에
대한 Alert 요청

1) 해당 아티클을 인용한 출판물 정보
2) 링크된 사이트 클릭 시 출판물 검색 가능

(접속은 구독 중/무료인 경우에만 가능)



Metrics

클릭 시 해당사이트에 업로드된
인용아티클 리스트 확인 가능

원문다운로드
횟수

1) Altmetric Attention Score(온라인상 관심도를 수치화)
2) SNS(Tweeter, Facebook 등) 상 아티클 언급 건수
3) 서지정보관리도구(Mendeley, CiteULike 등) 상 구독자 수
4) 트위터/Mendeley 상 해당 연구자에 대한 국적/직업 확인 가능

클릭



1. 모바일 서비스 URL : www.tandfonline.com/

2. 서비스 제공 웹브라우저 Version 

-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 & 10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9, 8, 7 & 6

3. 이용방법

- 기관의 등록된 IP 상에서 접속 시 :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바로 구독분에 접속 가능

- 기관 외부에서 접속 시 :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판사 사이트 접속

4. T&F 모바일 서비스 특징

1) 브라우징, 검색, 원문저장을 위해 앱스토어 방문 필요 없이 출판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

2) 웹사이트와 동일한 구성이며,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 및 이용 가능

3) Facebook, Twitter, LinkedIn 등으로 연동 및 공유 가능

4) 선호타이틀리스트 생성 가능

5) 오프라인 상 작업을 위한 아티클 저장 가능

Mobile Service

http://www.tandfonline.com/


모바일 서비스 화면

기본검색 및 주제별 브라우즈

이용가능컨텐츠 표시

Journal page
- 논문기고, Alert 및 RSS Feed 신청, 인용검색
- 최신 이슈 및 전체 이슈 보기
- 저널정보 및 저널뉴스
- 최신아티클, 볼륨 별 브라우즈
- 가장 많이 읽힌/인용된 아티클, OA 아티클



Mobile Service

Menu bar
- 스크롤바를 내리면 상단에 고정됨
-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상세메뉴가 아이콘화되어 바로가기
가능

Article page
- 저널 내/전체 재검색
- 저널 및 아티클 정보(볼륨, 이슈, 저자, 출판일자 등)
- 원문 다운로드 횟수, 인용횟수, 온라인상 관심도
- 인용정보 다운로드

Menu
- 본문/그림 및 표/인용출판물/메트릭스/
재출판 및 사용 신청/ PDF다운로드

- SNS 및 이메일 공유



감 사 합 니 다

www.ebsco.co.kr

TEL: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