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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필을 사용해 나만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까? 
•  사용자 프로필을 통해 콘텐츠 알림을 설정하고 

검색 사항을 저장해 나중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사용자 프로필은 기관을 통해 권한을 
받은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새 프로필 등록
emerald.com/insight/register

누구나 정말 빠르고 쉽게 Emerald Insight에서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사용자 프로필은 즉시 활성화되어 
콘텐츠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OAN
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제외, 다음 페이지를 참고) 
콘텐츠에 액세스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이 
선택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홈페이지에서 ‘Register (등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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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merald.com/insight/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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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프로필 등록 
계속...

2.  본인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기관 접근 번호 (Organization Access 
Number)를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아래에서 OAN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4.  마케팅 이메일을 수신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박스를 체크합니다.

5.  이 정보는 사용자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합니다. 

6.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한다면 
박스를 체크한 후 ‘Register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다는 확인이 
나타납니다. 그 후 활성화 이메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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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에 기관 접근 번호 (OAN; Organization Access Number)를 연결하기 
OAN은 사서 및 기관 관리자가 제공하는 접근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프로필 계정을 기관 또는 조직에 연결하여 개인이 캠퍼스 외부 또는 가정에서 
Emerald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캠퍼스 외부 접근은 자동으로 기관이 설정하지만 (예: Shibboleth, Open Athens, CASA), 
설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OA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관리자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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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이메일 

1.  ‘Login (로그인)’ 링크를 클릭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 및 확인하십시오. 

자동으로 emerald.com/insight로 리디렉션되며 
세부 정보를 저장할 옵션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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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로그인 

emerald.com/insight/login 

사용자 이메일을 생성할 때 ‘Remember 
my email (내 이메일 기억)’ 및 ‘Remember 
my password (내 비밀번호 기억)’ 박스를 
클릭했다면, Emerald Insight를 방문할 때 
로그인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전 emeraldinsight.com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프로필은 이전에 선택한 대기 선호 방식에 따라 
이전됩니다. 새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활성화하지 않았다면, 
emerald.com/login으로 이동한 후 ‘Forgot your 
password (비밀번호 분실)’를 선택해 새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프로필을 재활성화하십시오.

1.  이전에 이메일을 기억하도록 선택해 두었다면, 
초록색 박스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2.  그렇지 않으면 프로필 등록 시 사용한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새 이메일을 
사용하여 프로필을 생성하거나, 이전에 사용한 
로그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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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로그인 
계속...

3.  이전에 비밀번호를 기억하도록 선택해 
두었다면, 이전 페이지에서 초록색 박스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5.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링크를 클릭해 초기화 
지침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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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필을 통해 콘텐츠 
알림 설정하기 
프로필을 사용해 검색하지 않고 최신 저널, 도서 
시리즈, 전문가 요약 콘텐츠 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저널 및 도서 콘텐츠 알림
사용자 프로필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1.  알림을 설정하고자 하는 제목을 찾을 때까지 
저널이나 도서 시리즈를 검색합니다. 

emerald.com/insight/browse/publications

또한 검색을 통해 반환된 특정 콘텐츠의 저널 및 
도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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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및 도서 콘텐츠 알림
계속...

선택한 저널이나 도서 시리즈의 목차 페이지에서 알림을 
설정할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ubscribe to table of content alerts (목차 알림 
구독)’ 버튼을 클릭해 알림을 설정합니다. 

3.  버튼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구독을 해제하려면 
버튼을 다시 클릭하십시오 (이 때, 추가 알림 받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제목으로 새 콘텐츠가 발행되자마자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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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일일 요약 이메일 알림
사용자 프로필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1.  emerald.com/insight/content/briefings를 
방문하여 ‘Subcribe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설정합니다. 버튼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구독을 해제하려면 버튼을 다시 클릭하십시오 
(이 때, 추가 알림 받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일일 요약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전문가 일일 요약 가이드 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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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필 관리
프로필 영역에서 알림 선호를 검토하거나 
구독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Profile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1.  프로필 영역에서 콘텐츠 알림의 모든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될 경우 OAN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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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필을 통해 검색 
저장하기
검색 저장 기능은 특히 검색 기준이 복잡할 때 
유용합니다. 이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 위해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Save this search (이 검색 저장)’ 링크를 
클릭하여 모든 검색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검색한 사항은 상단 내비게이션 바의 ‘Saved 
searches (저장된 검색 사항)’ 링크로 다시 
보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2



인사이트에서의 콘텐츠 액세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서관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가이드를 확인하시려면 emerald.com/insight를 방문해 주십시오: 
emeraldgrouppublishing.com/how-to/use-emerald-insight

인사이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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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meraldgrouppublishing.com/how-to/use-emerald-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