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 등록

 내보내기 및 콘텐츠 북마크

 검색, 검색 내용 저장, 인용문 

전자책(E-book) & 저널 
사용자 가이드

검색: 주요 기능

필요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사서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선택한 콘텐츠 관련 작업
선택한 검색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
  
•
 
• 
•
 
• 

선택한 검사 결과 항목을 새 탭이나 
창에서 보기

선택한 검사 결과를 북마크에 
저장하기*
인용문 내보내기

선택한 콘텐츠의 PDF를 
다운로드하기.**
Kindle/Dropbox/Google Drive로 
해당 콘텐츠의 PDF 보내기**

Cambridge Core 계정을 등록하면 다음이 편리해집니다:
•

•  

검색 내용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재실행 시, 새로 
업데이트된 관련내용으로 확인
나중에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콘텐츠 북마크 기능 

*선택한 콘텐츠를 북마크에 등록하려면 등록된 계정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참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콘텐츠만 다운로드/전송할 수 있습니다.

팁: 검색 결과 페이지 
왼쪽에서 이 옵션들을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Cambridge Core의 반응성은 
완벽하므로 일부 장치에서는 
검색 필터가 검색 결과 위로 
자동이동합니다. 

인용문을 내보내려면?
‘Export citations button’버튼을 클릭하여 개별 아티클 또는 
챕터에 대한 인용과 선택한 콘텐츠 그룹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Citation Tools’창이 나타납니다: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원하는 인용 스타일을 검색한 다음, 
Export 를 클릭하여 적절한 인용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그 다음 참고문헌을 다운로드할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EasyBib는 APA, Chicago, 
Harvard Referencing 및 
MLA를 포함한 수백 가지 
인용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Cambridge Core는 어떻게 
검색하나요?
1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아이콘    을 선택한 후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2 다음 항목별로 검색 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 Relevance 관련성  • Title 제목  • Publication date 출간일 

3 검색 텍스트창에서 원래 키워드를 편집하고 아이콘    을 
선택하여 검색을 상세화하십시오.

4 검색 페이지 왼쪽에 있는 특정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을 
세분화하고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5 각 제목 옆에 있는 체크란을 클릭하여 특정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

•

•  

액세스: 콘텐츠 액세스 
여부를 쉽게 확인

콘텐츠 유형(예” 아티클, 
챕터, 서적, 저널, 
Elements, 시리즈.)
저자명

Open access

Access

•
• 
• 
• 
• 
• 
• 
• 

출간일

주제

태그 
저널

출판사

단체

시리즈

컬렉션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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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org/core

facebook.com/cambridgeasia

twitter.com/cambridgeasia

cambridge.org/core/blog

Find us online:

계정

Cambridge Core 계정 생성 방법
로그인
기존 고객: Cambridge Core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최초 로그인 시에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잊어버리셨나요?
academictechsupport@cambridge.org로 문의하십시오.

계정 등록하기
계정 등록이 필요한 이유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Cambridge Core 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 

•

•

나중에 업데이트된 검색 결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검색 
저장 

자주 액세스하거나 나중에 읽고 싶은 콘텐츠를 북마크에 
추가 

콘텐츠 및 업데이트에 대한 향후 제안

계정 설정 방법
Register 버튼을 선택하고 성명, 이메일 주소, 조직, 국가 
항목으로 구성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한 후 비밀번호를 
만드십시오. 

등록하면 확인 이메일이 사용자의 계정으로 전송됩니다.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
•
•

스팸 메일함 확인 
등록 양식에 세부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

문의할 담당자 관련 정보는 아래의 도움말 페이지 방문
www.cambridge.org/core/help

계정 세부 정보 업데이트 방법
로그인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 account 버튼을 
클릭하여 계정 설정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My account 페이지에서 다음 영역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
•
•

My account settings – 비밀번호 변경

My alerts – 신규아티클 과 관심 저널에 대한 알림 설정

My bookmarks – 저장된 콘텐츠 보기/편집

My content – 리딤 액세스(redeem access) 코드/구독 활성화

My searches – 저장된 검색 내용 보기/편집

My societies – 가입한 단체 활성화/편집

콘텐츠 알람 및 Cambridge Core Share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 
콘텐츠 알림 설정 하세요:
1 알림을 받을 저널로 

이동하여 종 모양을 
클릭하십시오.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는

2 계정에 로그인하고 My 
account > My alerts 
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Add 
alert' 버튼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저널을 
검색하고 이메일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mbridge Core Share
Cambridge Core Share 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공유 
서비스입니다. 액세스 권한이 있는 
아티클의 읽기 전용 버전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도구로,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널에서 Cambridge Core Share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 
공유'를 선택하고 이메일, PDF를 통해 공유할 것인지 링크를 
복사하여 삽입할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mbridge.org/coreshare 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FAQ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ambridge.org/core/help/FAQ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