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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독자 번호 파악
  대개 8 또는 12자리 숫자입니다. 숫자가 8자리수 이하라면 필요에 

따라 최대 4개까지 0을 붙여야 합니다. 구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각각을 개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입을 한 
개의 번호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 서비스 (아래 참조) 에 
문의하십시오. 

2. 연락처 상세 정보와 암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별 연락처, 주소와 유효한 전자우편 주소가 필요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는 관리자의 변경으로 인한 계정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유 주소이면 더욱 편리합니다. (예: library@institute.edu). 
도서관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암호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할 IP 주소 식별 
  관리자는 구독에 대한 사이트액세스를 위해 IP 세부사항을 

등록하 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IP 주소는 공공 프록시 서버가 
아니라 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IT 부서에 문의하시어 기관의 
IP 범위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프록시 서버가 사용 
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oxfordjournals.org/register 의 IP 주소 섹션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내 계정에 등록하기
  www.oxfordjournals.org/register 를 방문하여 ‘새 사용자’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온라인 프롬프트 정보를 
따라 등록합니다. 

5. 새 구독 추가/구독 관리 

5. ‘구독 관리’를 선택하고 최근 
  기관 구독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번호와 연관된 저널의 

전체 목록이 나타납니다. 

6. IP 주소 입력 
  구독을 처음 활성화하는 경우 기관의 IP 주소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추가 구독을 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입력한 IP 주소가 각각의 새로운 구독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컨텐츠에 액세스할 실 수 있습니다. 

Oxford Journals 는 UK 액세스 관리 연합 (UK Access Management 
Federation) 의 회원인 구독 기관에 한하여 Shibboleth 를 이용해서도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는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기관 
관리자 대신 활성화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  
http://www.oxfordjournals.org/for_librarians/shibboleth.html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oxfordjournals.org/for_librarians/subscriptions.html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온라인 구독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지역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oxfordjournals.org/contact_us. 

본 지에 포함된 정보는 인쇄 시점 현재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월). 최신 정보를 위해서는 Oxford Journals 웹사이트 
www.oxfordjournals.org/help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기관 사이트 라이센스를 주의깊게 읽고 동의한 다음(세부사항은  
www.oxfordjournals.org/librarians/licence_options.html 에 나와 있음),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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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OXFORD JOURNALS

직접이든 agent를 통해서이든 하나 이상의 온라인 전용 또는 인쇄 및 
온라인 온라인 저널을 구독하실 경우 Oxford Journals 웹사이트를 통
해 온라인 액세스를 반드시 활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액
세스는 내 계정이라는 단일한 관리 기능으로 관리되며 고유의 사용
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합니다. 내 계정을 사용하여 다음을 할 수 있
습니다. 

• 구독 관리 및 활성화
• 알림 환경설정 관리
• COUNTER-준수 사용 통계 조회
• IP 및 Athens 설정 관리
• 오픈 URL과 도서관 브랜딩(branding) 정보 유지

Oxford Journals을 통한 직접 
액세스 활성화의 장점: 

•   온라인 경로와 관계없이 도서관 이용자가 기 지불된 온라인 구독
에 접근하도록 허용

• COUNTER-준수 사용 통계 조회
•  Athens와 Shibboleth를 통해 IP 범위 및 원격 액세스를 검토 및 

편집 
• 기관 사용자를 로컬 OpenURL 구동 링크 주소로 보내는  
 참조 링크 활성화 
• 다른 HighWire 컨텐츠에 무료 링크
•  액세스 컨트롤 옵션은 도서관 사용자가 별도의 ID/ PW없이 기관

에 대한 저널 컨텐츠에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 메타데이터 파일을 이용한 빠른 도서관 카탈로그 업데이트

에이전트를 통해 액세스를 이미 확보한 경우 Oxford Journals와 직접 
액세스를 활성화하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를 놓
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지불한 컨텐츠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내 계정 로그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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