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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and Francis
 1798년 런던에서 설립되어 글로벌 아카데믹 출판을 선도하는 가장 오래된 출판사
 매년 Peer-Reviewed 저널 2,500종 이상, 신간 책 3,000권 이상 출판

 4,000 여종 이상의 아카이브를 보유
 Imprint 출판사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 간행물 출판
- Taylor & Francis 자연과학, 공학, 엔지니어링

- Routledge

인문,사회 과학

- CRC Press

화학, 자연과학, 공학

- Garland Science 생명과학
- Psychology Press 심리학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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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 Francis Online Journals
 주제분야 : 전주제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의학/보건, 심리학, 경제경영, 교육, 지리학, 환경 등


제공 패키지 (2021년 기준)
- Full Package : 2,224종
- Social Science & Humanities Package (SSH Package) : 1,488종
- Science & Technology Package (ST Package) : 533종
- Medical Package (Med Package) : 203종
- Fresh package : 57종



원문정보 제공연도 : 1997 – 현재 (타이틀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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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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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Online 계정 등록


https://www.tandfonline.com/action/registration?redirectUri=%2F

 개인 계정으로 가능한 기능
검색 및 목차에서 직접 여러 PDF 다운로드
어디서든 모든 기기에서 기관 구독 콘텐츠에 액세스 가능

p. 17 참고
Taylor and Francis Online
개인 계정 로그인을 통한 액세스

검색결과를 저장하고, 새 검색 결과를 안내 받기 위해 알림 설정

새로운 콘텐츠 알림 설정
검색 결과를 .csv 파일로 내보내기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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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Online 계정 등록
※ 계정 등록 완료 및 계정 활성화를 위해,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확인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
•
•
•

이메일
이메일 확인
이름
성
소속 기관

해당 링크는 14일 동안 유효합니다.

• 국가
(ex. 한국 - Korea, Republic of)

•
•

사용할 패스워드
패스워드 확인

• T&F에서 자료나 안내를 받고 싶지 않다면, 확인란에 표시 (선택)
• 이용약관 (Terms & Conditions) 확인 후 동의하면 표시 (필수)

그림에 있는 문자를 동일하게 입력 후 Register 클릭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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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Online 계정 이용

로그인 상태 유지를 원하면 체크

패스워드가 만료되었거나 기억나지 않는 경우,
Forgot password 클릭하여 패스워드 재설정

등록한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 후 Log In 클릭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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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주제별 브라우징

고급검색 (p.7 참고)

키워드, 저자, DOI, ORCID 등을 이용하여 검색

주제별 아티클 또는 저널 확인 가능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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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검색 위치 설정 : Title, 저자, 키워드, 초록

고급검색 Tip

출판일 설정 : 설정한 범위에 출판된 아티클 및
저널이 검색됨

인용정보로 검색 – 저널명, 연도, Volume, Issue, Page 등의
정보로 검색하면, 해당 Issue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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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 결과 저장하기
(개인 계정 로그인 필요)

필터 이용한 제한검색

검색결과 내보내기 (개인 계정 로그인 필요)
CSV 파일 형식으로 검색 결과 다운로드
CSV 파일이 최대 2000개 항목으로 제한됨

검색어와 관련된 아티클/저널
(클릭하여 확인)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만 보기
Open Access만 보기

주제, 수록저널,
출판일 설정 가능

키워드로 재검색

검색 결과 저장하기
(개인 계정 로그인 필요)

주황색 표시- Open Access 저널/아티클

초록색 표시- 전체 또는 일부 Access가
가능한 저널/아티클

검색 위치 설정 : Title, 저자,
키워드, 초록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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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전체 선택 –
페이지에 있는 아티클/저널이 전체 선택됨

선택한 인용정보 다운로드
형식 :
• RIS (ProCit, Reference Manager)
• BibTeX
• RefWorks Direct Export

선택한 PDF 다운로드
• 개인계정 로그인 필요
•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만 가능

•
•

정렬 – 정확도 순, 최신 콘텐츠 순
페이지 내 콘텐츠 수

(ex. 기관 구독 또는 Open Access)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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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페이지

저널 내 키워드, 저자, DOI,
ORCID 등으로 검색 가능
Most read / Most cited /Open access articles 안내
가장 최근 이슈 확인

전체 이슈 확인

 저널 정보
목적 및 범위
저자를 위한 지침
저널 정보
편집위원회
편집 정책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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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페이지
원문다운로드 횟수(Views),
인용횟수(CrossRef 기준),
온라인 상 관심도(Altmetric)

구독 중/이용가능한 아티클 확인
(이용 불가능로 표시)
인용정보 다운로드

①

Google 번역 기능 제공
선택한 언어로 페이지
내 Text 번역
(한국어 지원)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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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tandfonline.com/

SNS 및 이메일 공유 가능
(트위터, 페이스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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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페이지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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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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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페이지 – Citations

해당 아티클을 인용한 출판물
발행에 대한 Alert 요청

해당 아티클을 인용한 출판물 정보
링크된 사이트 클릭 시 출판물 검색 가능
(접속은 구독 중/무료인 경우에만 가능)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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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페이지 – Metrics

인용횟수

원문다운로드 횟수
온라인 상 관심도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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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페이지 – Altmetric





https://www.tandfonline.com/

Altmetric Attention Score(온라인상 관심도를 수치화)
SNS(Tweeter, Facebook 등) 상 아티클 언급 건수
서지정보관리도구(Mendeley, CiteULike 등) 상 구독자 수
트위터/Mendeley 상 해당 연구자에 대한 국적/직업 확인 가능
15

아티클 페이지 - Readspeaker
[참고] 안내 동영상 (영문) : https://youtu.be/Lm7pHeF0Pdc



아티클 텍스트를 오디오로 재생 (개인 계정 로그인 필요)



아티클 페이지 내에서 특정섹션을 드래그하거나 마우스 커서를 대면 해당 부분 재생



▶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듣기도 가능



15개의 다른 언어로 오디오 제공



별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아티클의 Mp3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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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접속 방법

[참고] Taylor and Francis 기관인증 관련 안내 페이지 :
https://www.tandfonline.com/page/librarians/authentication

Taylor and Francis Online 개인 계정 로그인을 통한 액세스


기관 이용자는 캠퍼스 내 접속 또는 VPN을 통해 기관의 네트워크 (IP)에 연결합니다.



그 후 Taylor & Francis Online(https://www.tandfonline.com/)에 접속하여 개인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이용자의 TFO개인계정은 해당 기관의 계정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귀 관에서 구독 중인 Taylor & Francis 컨텐츠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TFO개인계정을 통한 액세스는 90 일 동안 지속되며 모든 장치에서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후에는 기관의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하면 언제든지 다시 90 일 동안 액세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Google CASA (Campus Activated Subscriber Access)


CASA는 구글 스콜라에서 색인된 모든 저널 기사에 대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이용자가 캠퍼스 또는 VPN을 통해 기관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Google Scholar을 방문하면, 해당 이용자와
기관 사이에 자동으로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 연결은 이후 구글이 캠퍼스 밖에서 라도 90일 동안 유지되며, 이는 도서관 이용자가 관외 에서도 소속 기관이
구독하는 저널에 계속 즉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CASA를 사용하려면 Google 계정이 필요합니다.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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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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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접속: 관내 IP 대역 내에서 이용할 경우, Taylor&Francis Online사이트 바로 접속하여 이용
- 관외 접속: 기관의 Shibboleth 또는 OpenAthens 인증, 프록시 서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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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타이틀리스트 생성 가능
5) 오프라인 상 작업을 위한 아티클 저장 가능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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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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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tandf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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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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tandfonline.com/
- 인용정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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