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용자 매뉴얼 

 
https://www.cambridge.org/core 

Last Update : FEB, 2018 



1) 출판사 소개 
   : 1534년 헨리 8세의 특허장을 시작으로 1584년 첫 번째 단행본을 출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 
 

* 역사적인 논문 출판- 아이작 뉴턴의 ‘Principia Mathematica’(1687년), 존 
밀턴의 ‘Lycidas’(1637년),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Radio-activity’(1904년), 노암 
촘스키의 ‘Language and Mind’(1968년) 

 
2) 주제 
   : 전주제(인문&예술, 사회과학, 경제경영, 과학&공학, 기술, 의학, 신학) 
 

3) 타이틀 수  
    저널 – 390종 이상, 이북 – 3만 5천권 이상 
 
4) Access Coverage 
   저널 – 1853년~현재 (타이틀 별 상이) 
   이북 – 1753년~현재 (첫 출판연도 기준) 
 
5) 출판사 사이트 URL - https://www.cambridge.org/co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소개 



< 저널 및 이북 검색방법 > 

1) 타이틀명/ISSN/ISBN/키워드 등 직접 입력 

2) 주제별 브라우즈  



1) 재검색 기능 
- 이용가능핚 타이틀/Open Access 타이틀만 재검색 
- Content 형태(저널/아티클/이북/챕터) 
- 저자, 출판일자, 주제, 태그, 저널, 출판사, 학회, 시리즈, 컬렉션 
2) 체크박스에 표시핚 검색결과에 핚해 북마크 저장, 인용정보 보기, 
PDF 다운로드, Kindle/Dropbox/Google Drive로 젂송 가능 

 

1) 아티클 정보 확인(저자, 저널명, URL, 출판일자) 
2) 이용가능여부 확인 가능 
- 이용가능                 / 이용불가능 
3) PDF 다운로드, 인용정보, 초록 보기 

 

1) 관련성/ 유사타이틀명/ 
최신출판일자로 재검색 
2) 검색결과 저장(My Account) 



홈페이지 중앙의  

‘Or browse by subject’ 클릭 

원하는 주제붂야 클릭 



선택핚 주제의 저널 
리스트 확인(클릭 시 
해당 저널 페이지로 이동) 

선택핚 주제의 이북의 
상세주제 확인 

(클릭 시 해당주제의 
이북리스트로 이동) 



페이지 하단에서 선택핚 주제의 신규발행타이틀, 시리즈타이틀, 
특집비디오, SNS 및 블로그 상 관련 기사 확인 가능 



저널 ISSN, 편집가, 저널소개 

Commentary 공개모집 대상 아티클/ 
최신발행이슈/젂체이슈/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가장 많이 읽혀짂 아티클 

저널에 대해 
북마크 추가, 
Alert 신청,  
SNS 공유 

저널 내 재검색 

저널의 인용지수 
(주제별 순위포함) 

Commentary 공개모집 공고 
(저널 별로 시행여부 상이) 

클릭 시 해당 저널의 
트위터계정으로 이동 





체크박스에 표시핚 아티클 젂체에 대해 모아보기, 
북마크 추가, 인용정보, PDF 다운로드(zip파일) 가능 



 

클릭 시 연도별 모든 
발행이슈를 핚눈에 확인 가능 

구독 중/이용가능핚 이슈는 
Access 표시로 확인 가능  



아티클의 인용건수 표시  

클릭 시 해당 아티클을 인용핚 출판물 
리스트 확인 가능(CrossRef 제공) 

해당 저널의 인용이 많이 된 
아티클 순으로 확인 가능 

온라인상 관심수치 확인 
(클릭 시 Altmetric 
페이지로 이동) 



트위터와 Mendeley 상의 해당 
연구자에 대핚 국적/직업 확인 가능 

온라인 상 관심도 수치(해당 
주제 및 6주 내 발행물 범위 내 
확인 가능) 

1) Altmetric Attention Score(온라인상 관심도를 수치화) 

2) 아티클에 대핚 SNS(Tweeter, Facebook 등) 상 언급  

3) 서지정보관리도구(Mendeley, CiteULike 등) 상 구독자 수 



해당 저널의 아티클 중 최근 30일 내에 
가장 많이 읽혀짂 아티클 10개만 수록 

(매일 업데이트) 



원문 재사용(저작권) 관련  
가능여부/가격 확인 

아티클에 대핚 북마크 추가,  
Alert 신청, SNS 공유 

메트릭스(해당기사의 
본문/초록에 대핚 이용현황) 

클릭 시 관련  
키워드로 재검색 

저자, 온라인출판일자, 초록, 
원문(HTML/PDF), 인용정보,  
저작권 정보, 참고문헌 확인 

원문(PDF)을 Kindle, Google 
drive, Dropbox에 바로 저장  

참고문헌이 업로드되어 있는 
온라인사이트(클릭하여 이동) 



1) Altmetric Attention Score(온라인상 관심수치) 

- SNS상 언급 건수, 서지정보관리도구상 구독자 수 

2) 저널(원문/초록)에 대핚 이용현황을 월별 
그래프로 표시 



원문 재사용(저작권) 관련 가능여부/가격 확인 

HTML 원문 

아티클 정보, 초록, 
원문 HTML 보기/PDF 
다운로드,  저작권 
정보, 참고문헌 확인 

PDF 원문 



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