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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 기관인증 방법 -

1www.earticle.net

이용자모바일Wifi설정을교내Wifi로설정.

네이버, 다음(포털사이트)등에서earticle검색하여,  earticle접속

(http://m.earticle.net)

earticle모바일인증완료.

STEP1. 교내 Wifi 를 이용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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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 기관인증 방법 -STEP2. 대표아이디, 패스워드 이용 방법

earticle은구독기관에대표아이디와패스워드를부여하고있습니다. 

부여받은아이디와패스워드를이용하여어디에서나기관인증을통한

원문의이용이가능합니다. (ID,PW 소속기관도서관에문의)

네이버, 다음(포털사이트)등에서earticle검색,  earticle접속

(m.earticle.net)한후, 상단의로그인클릭.

로그인창에 소속기관명입력후, 부여된ID, PW로로그인.

earticle모바일인증완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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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 기관인증 방법 -STEP3. 간편교외접속을 이용한 방법

구독기관내PC에서최초1회 개인회원가입후, 

우측퀵메뉴의“간편교외접속”클릭.

간편교외접속화면하단의신청하기클릭하면, 

신청완료.

모바일로그인창에서개인회원로그인.

earticle모바일인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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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야: 학문전주제분야(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등)

- 수록기간: 창간호~현재

- 업데이트: 인쇄출판과동시출판OR 인쇄출판후7일이내) 

01. 모바일 기관인증 방법 -STEP4. 도서관 ID, PW 연동 방법

구독기관의 이용자개인의 도서관ID, P.W로로그인하여이용하는방법입니다.

(특정기관에해당)

네이버, 다음(포털사이트)등에서earticle검색, earticle접속(m.earticle.net)한후, 

상단의로그인클릭.

로그인창에기관회원선택후, 기관명입력한다음, 개인 ID, P.W로그인.

earticle모바일인증완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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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모바일서비스 (http://m.earticle.net)는PC와 동일하게 원문의열람 및

다운로드가가능합니다.

검색: 통합검색과상세검색으로구성.

개인화기능: 최근열람논문, 개인책장기능등제공.

DB센터: 최근업데이트, 신규간행물소개.

실시간인기검색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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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바일 검색 방법 - STEP1. 모바일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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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바일 검색 방법 - STEP2. 통합 검색

가장일반적인검색방법으로서, 간략한단어를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범주:  제목, 키워드, 저자, 발행기관, 저널명, 목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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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바일 검색 방법 - STEP3. 상세 검색

논문의정확한정보를알고있을때, 이용하면편리한검색입니다..

검색필드(제목, 저자,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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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바일 검색 방법 - STEP4. 검색결과 및 원문보기

검색결과는논문의발행일순,  정확도순으로

정렬됩니다.

10개씩한화면에표시됩니다.

검색결과목록에서제목을터치하면,  상세보기

화면이나오며,  우측상단의원문보기를터치

하면, 원문을다운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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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B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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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단위로업데이트된저널을한눈에

볼수있습니다.

업데이트 현황

새롭게추가된저널을한눈에볼수

있습니다.

주간단위의인기논문을한눈에볼수

있습니다.

신규간행물 주간인기논문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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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객센터

earticle이용에궁금하신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를통해문의를주시거나, 요청사항을남겨주시기바랍니다.

요청하신사항은해당부서에서검토후에, 빠른답변을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원문구독 문의 학술단체 제휴 문의

전화: 0505-555-074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문의처: 고객센터>원문구독문의

전화: 070-4603-554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문의처: 고객센터>학술단체 제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