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전자자료 교외접속 방법 안내
전자자료인 전자저널이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교외에서 사용하시려면 목록에서 off campus
link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내에서는 on campus link 를 이용하셔야 빠른 속도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은 포항공과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직원에 제한됩니다.
HEMOS 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저널 사용기준을 넘어서는 오남용(과다
다운로드)이나 ID 대여는 적발시 학칙에 따라 제재 조치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교외 접속]
1.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교내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저널의 URL 로 바로 접속하셨다면,
교외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postech.ac.kr)로 우선 접속합니다.
2.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DB 를 찾아 아래와 같이
검색합니다.
3. DB 명 검색
검색 창에 원하는 DB 명을 입력합니다. DB 설명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교외접속: Proxy
접속" 을 클릭합니다.
단, 추천 데이터베이스에 원하는 DB 가 있는 경우, 검색할 필요없이 우측의 Off-campus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인증 후 이용
HEMOS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 포스텍 구독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저널 교외 접속]
기숙사 IP 의 변동으로 전자자료 접속과 논문의 이용이 안되시나요? 출판사별 추가 IP 의 요청이
수락되는 동안 당분간 아래의 "교외접속"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1.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교내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저널의 URL 로 바로 접속하셨다면,
교외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postech.ac.kr) 로 우선 접속합니다.
2. 전자자료의 A-Z 리스트 클릭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자료> 전자저널을 클릭하셔서, 전자저널 A-Z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A-Z 리스트 클릭: http://library.postech.ac.kr/htdocs/service/alist.html
3. 저널 선택 및 접속
원하는 저널의 알파벳 이니셜로 들어가, 저널 이름을 찾습니다. - Ctrl+F 로 찾으시면 편리합니다.
원하는 저널을 찾으셨다면, "Off-campus"링크를 클릭합니다.

4. 인증 후 이용
HEMOS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 포스텍 구독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전자저널 사용기준. 알고계시죠?






1 일 최대 허용범위
o 동일 PC(IP)에서 동일 출판사 논문(Fulltext) 30 건
오남용 판단 기준
o Whole Issue Copy (전권을 다운받는 행위)
o Systematic Downloading/Printing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단시간 무단 저장
및 인쇄행위)
o 연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저장행위
o 저장(인쇄 포함)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오남용 적발시 학칙에 따라 제재(유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