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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IP (희망도서신청)에 접속하기



E-CIP(희망도서신청) 접속방법

** 도서관 접속 메뉴 명칭은 자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My Library > 희망도서신청

(자료구입신청)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희망도서신청 아이콘 클릭



E-CIP플랫폼 기본사항01.



디스플레이 –이미지형

2가지 디스플레이 방식 (이미지형) :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 가능 –현)기본설정

6개국최신간도서가매일업데이트,  7개미디어추천도서,  각종수상작등 다양하게 제공

✓ 상세정보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한번에 활용



2가지 디스플레이 방식 (리스트형):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 가능

디스플레이 - 리스트형



검색기능 –통합검색, 상세검색, 결과내검색, 패싯검색, 논문검색

1.  확장검색 :  서명, 저자, ISBN 등의조건으로검색후키워드와관련된더많은도서를찾을수있음

2. 결과 내 검색 , 패싯 검색 :  검색결과가많은경우여러번결과내키워드검색, 패싯검색가능



검색기능 –분야별검색

각 국 도서의 분야별 도서 검색 :   분야별로 최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까지 나누어져 있음

분야별 도서 찾기가 용이함



마이페이지 –보관함이용하기

1.  관심도서를 미리 보관함에 담아놓고 싶을때

2.  체크박스, 보관함 아이콘 등을 눌러 낱권 및 여러 권 동시에 보관함 저장 가능

체크박스 선택 시

우측 퀵 메뉴에 도서이미지생성



실시간자동복본조사

1.  도서 이미지 위에 도서관 소장정보 표시 (중복신청방지) 

2.  소장정보 표시가 없는 도서(미소장도서)만 도서신청 가능 (이용자) 현재 다른 이용자가 이미 신청한 도서임을 표시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임을 표시

책 이미지에 “소장중”또는 “신청중” 표시

가 없는 도서는 “도서신청”버튼을 클릭

하면 도서관으로 자동신청됨.

“대출확인”을 누르면 현재

대출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음



논문 & 저널

1.  논문 & 저널 클릭 2.  상단 논문 검색창에 검색어를 치면 관련 논문이 검색됨.

3.  링크를 통하여 해당 논문으로 이동 가능 4.  도서검색을 누르면 같은 키워드의 도서가 검색됨.



교차검색

도서 논문 교차검색

동일 키워드로 동시에 도서검색 및 논문검색 가능함



희망도서신청 - PC02.



원클릭(one click)희망도서신청

1.  E-CIP내에서 원하는 도서 검색 후

2.  도서신청 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

3.  신청도서 확인 :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or  E-CIP > 마이페이지 > 나의신청내역



희망도서직접신청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을 통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음.



희망도서신청 - Mobile03.



원클릭(one click)희망도서신청 - Mobile

1.  Mobile 기기에서 별도의 APP없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희망도서신청 접속 시 자동반응

2.  검색 후 도서신청 or 직접신청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



북 큐레이션(맞춤 서비스)04.



북큐레이션(맞춤서비스)

이용자가 관심있는 키워드나 분야를 등록하여 조건에 맞는 신간도서(관심도서)를 e-mail로 제공받는 서비스



1.  오른쪽 이메일 등록

2.  왼쪽에 원하는 키워드 추가

3.  혹은 원하는 분야 선택 > 선택 카테고리 저장

4.  등록한 e-mail로 매일 맞춤 신간도서목록이 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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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레이션(맞춤서비스)



기타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E-CIP 상단 고객센터 > 자주 찾는 질문(FAQ) 이나 1:1문의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