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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영국 학위논문학위논문(BL(BL--EThOSEThOS) ) 서비스란서비스란 . . .. . .

전자학위논문 온라인 서비스(Electronic Theses Online Service)

서비스 개요
영국 고등교육기관(UK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에서
생산된 모든 학위논문에 대한 통합검색 및 원문을 제공함

서비스 URL http://ethos.bl.uk/Home.do

제공 기관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제공 기관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제공 자료
약 3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1주일 주기로
신규 자료를 수집∙갱신함

서비스 이용

검색 개인 회원 가입 없이 이용 가능

원문
개인 회원 가입 필수
디지털화된 자료에 한하여 무료 이용 가능
비디지털화된 자료의 디지털화 요청 및 우편 가능(유료)



11. . 기본검색기본검색 ((로그인로그인 후후 [[Basic Search] Basic Search] 클릭클릭 후후 화면화면))

등록자 성명

검색어 입력 후 [GO] 버튼 클릭

무료이용가능한 자료만 검색되도록 결과 제한 시 체크
1

2

무료이용가능한 자료만 검색되도록 결과 제한 시 체크
1

[[검색검색 Tip]Tip]
• ①번의 체크박스 체크 후, ②번 검색액션을 취할
경우, 무료이용무료이용 자료자료만 검색됨
• ①번의 체크박스 체크하지 않고, ②번 검색액션을
취할 경우, 유/무료이용 자료가 모두 검색됨

⇒ 원문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필수~!



2. 2. 첫화면첫화면 : : 로그인로그인 또는또는 신규신규 가입가입

클릭



3. 3. 로그인로그인 또는또는 신규신규 가입가입 ([Login/Register] ([Login/Register] 클릭클릭 후후 화면화면))

클릭



44. . 구독약관구독약관 확인확인 및및 동의동의 ([Register] ([Register] 클릭클릭 후후 화면화면))

확인

위 약관에
동의할 경우

클릭



55--1. 1. 신규신규 가입가입 --1/2 1/2 ([I accept] ([I accept] 클릭클릭 후후 화면화면))

이메일 주소 입력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확인

이메일 정보 입력
(붉은색: 필수입력정보)



이름 입력
성 입력

빌라/아파트 명칭 또는 번호 입력

주소 입력
나머지 주소 입력

도명 입력
도시명 입력

우편번호 입력
국가 선택

전화번호 입력

배송지 정보 입력
(붉은색: 필수입력정보)
(푸른색: 선택입력정보)

55--2. 2. 신규신규 가입가입 --2/2 (2/2 (계속계속))
([I accept] ([I accept] 클릭클릭 후후 화면화면))

전화번호 입력

부가 정보 입력
(BL의 다른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할 경우,
체크박스 선택 및 정보 입력)

클릭



66. . 신규신규 가입가입 완료완료 ([Register] ([Register] 클릭클릭 후후 화면화면))

등록자 성명 확인

클릭 시 기본검색기본검색 또는 상세검색상세검색화면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