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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GER Main Page

KARGER에서 출판하는 저널 및 이북 타이틀 브라우즈

주목할 만한 저널 및 단행본 안내

간편검색



KARGER Main Page
-상단 메뉴 (Books)

1. New Releases 북 소개

2. Book Series 브라우즈 (Current Program)

3. Non-Serial Books 브라우즈 (since 2011)

4. Current Publications 브라우즈 (since 2011)

5. 멀티미디어 자료 브라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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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리스트 알파벳 순으로 브라우즈 가능

발행 중단된
단행본 시리즈 목록

Books Browse
–Book Series



사서에게 추천

이북 정보

SNS&이메일 공유

관련주제 이북,저널

간편검색

시리즈 홈 / 목적&범위

시리즈명

각 이슈 명

발행여부표시

Book Home
–Series Home



북 홈 / 이북 정보 / 금액 & 주문 정보

이북 정보

홍보지 다운로드

사서에게 추천

시리즈 정보

Issue Page
–Book Home



Article Page

제목 클릭 시 구독 페이지로 넘어감

컨텐츠 목록 다음 아티클



Search (간편검색)

간편검색

홈페이지 모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



Search (상세검색)

원하는 검색 조건에 따라 Keyword 입력

찾을 페이지 선택

정렬방법

상세검색

검색 범위 선택
(웹사이트 전체/ 콘텐트/ 저널정보/ 북 정보)

특정 시리즈 선택하여 검색



검색 결과 - Search results

정렬방법선택

상세검색으로 이동
검색 팁



RSS Feed & Alerts Service

*Alerts : 해당 저널의 새로운 이슈가 발행될 때마다
Email로 전송되는 서비스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Feed 는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저널의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정 후 피드탭에서 확인 가능



RSS Feed & Alerts Service

관심 있는 저널을 RSS Feed 설정

해당 저널의 새로운 이슈가 발행될 때마다
Email로 전송



Mobile Service

기관 내 등록 된 IP로 접속 시 (WIFI 등) 자동 인증됨.



Mobile Service

www.karger.com으로 접속 시 해당
디바이스에 맞게 최적화되어 보여짐.

메뉴 > Book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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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Releases 북 소개

2. Book Series 브라우즈 (Current Program)

3. Non-Serial Books 브라우즈 (since 2011)

4. Current Publications 브라우즈 (since 2011)

5. 멀티미디어 자료 브라우즈



Mobile Service
Serial / Non-Serial / Multimedia

Browse하여 컨텐츠 접속.



Mobile Service

이북 홈으로

상세 서지정보

초록 / PDF로 보기

컨텐츠 목록으로

다음 기사



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