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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소개

✓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1848년에 설립된 학회로, 세계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Editors 그룹을
통해 우수한 아티클을 제공

✓ 원문 제공 년도 : 1997년 - 현재
(Science Classic (Science 지 백파일) : 창간호 - 1996년)

✓ 주제 분야
- Science : 과학 전 주제 분야
- Science Signaling : 세포 신호, 시스템 생물학, 통합 생물학, 신약 개발
-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 질병예방/치료/진단 방법과 함께 학제간

연구와 임상간의 격차를 좁히는 연구 제공
- Science Immunology : 중요 신규 툴과 테크닉을 포함한 모든 면역학적

연구 분야의 발전을 출판
- Science Robotics : 모든 환경에 대한 로봇 공학의 연구 및 개발의 발전을

촉진을 위해 출판
- Science Advances : 컴퓨터, 엔지니어링, 환경, 생활, 수학, 물리, 사회과학

✓ 저널 종수 : 6종 (Open Access인 Science Advances 포함)

✓ 저널 이용 홈페이지 : http://www.sciencemag.org

http://www.sciencemag.org/


1. 메인 페이지 : 최신 뉴스, 관련 비디오, 토픽, 에디터
추천 기사, Podcast등을 제공

2. News : 매일 업데이트 되는 과학연구와 정책 관련 뉴스

3. Journals : 저널 제공 페이지

4. Topics : 특정 주제로 분류해둔 기사 제공

Main Page

빠른 검색1 2 3 4

최신 뉴스

저널

Science의 Early 
View 서비스



Science Journals Page

과학 전반을 다루는 저널 (1997년-Current)

Science의 Open Access 저널

Bench (실험실)에서 Bedside (환자치료) 적용을 위한
연구 제공, Personalized Medicine (맞춤 의학)에 중점.

최근이슈

이슈 아카이브

특별 이슈

원고 제출



Science Journals Page

저널 최신 호의
목차로 이동

세포신호체계 관련 저널

중요 신규 툴과 테크닉을 포함한 모든
면역학적 연구 분야의 발전을 출판

모든 환경에 대한 로봇 공학의 연구
및 개발의 발전을 촉진을 위해 출판



1. 최신 호의 콘텐츠 목록
2. First Release (Science에 포함되어 제공/ 

Science의 Early View 서비스)
3. 이전 발행 본 구독 (Archives)

(발행 년도 선택 후 이슈 커버 클릭하여 접속)
4. 주제별 컬렉션
5. 단행본 등 리뷰
6. Science 관련 정보

(저널의 미션, 범위/ Editor Board/ 저자정보 등)
7. E-mail 알림 및 RSS Feeds 설정

Science Journals Page 
- Current Issue

클릭 시 기사로 이동

구독 가능 여부 체크

Summary / Full Text / PDF 보기

저널 커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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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Journals Page 
- Issue Archive 

해당 년도별로 저널커버가 보여지고,    
원하는 이슈를 클릭하여 이동 가능



Article Page (1)

이슈 정보
컨텐츠 목록
광고 파일 다운

↑Article Tools
이메일 공유
아티클 인쇄
알림
인용 툴

PPT로 다운
내 폴더에 저장
논문 재사용을 위한 허가

기사 링크 공유

논문정보 수치&데이터 정보&도표 eLetters PDF 다운

원문보기

기사정보, 저자정보, AltMetrics, 통계



Search (1) - 간편검색
검색어 입력 후 검색

검색결과 창

Search options
1. 해당 기간으로 검색
2. 해당 Site section만 검색 :

모든 Science Site / 최근 News 
Topics / Careers

3. 저널 한정하여 검색
4. 추가 검색 옵션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
↓(다음슬라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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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에 나타날 검색결과 수 설정

검색 정렬 설정

검색 재설정↑ 
(다음슬라이드참고)

Search (1) - 상세검색

발행 년도 제한

주제 제한

특정 저널 제한

클릭하여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



저자 혹은 단어나 구를 사용하여 검색

Citation 정보를 가지고 검색

저자명

타이틀 명

초록 또는 타이틀 명

본문 또는 초록 또는 타이틀 명

참고문헌

년도

볼륨

이슈

첫 번째 페이지

DOI

검색결과 제한
(날짜/저널/컬렉션)

날짜 제한

특정 저널
혹은
컬렉션 제한

검색결과 창에서 Refine 클릭 시 나타남

Search (1) - 상세검색



Email Alerts & RSS Feeds
화면 하단

뉴스레터 이메일로 받아보기

RSS Feeds 설정
다음페이지 참고

항목
체크



Email Alerts & RSS Feeds (1)

클릭하여
RSS Feeds 설정



Mobile Service
모바일 제공 URL: www.sciencemag.org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은 제공하지 않음.

기관 내에서 등록된 WIFI나 IP로 접속했을 경우 자동으로
인증됨. (Remote로는 지원하지 않음.)

www.sciencemag.org 접속:
해당 디바이스의 크기에
최적화된 크기로 홈페이지로
자동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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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me : 최신 뉴스, 관련 비디오, 토픽, 
에디터 추천 기사, Podcast등을 제공

2. News : 매일 업데이트 되는 과학연
구와 정책 관련 뉴스

3. Journals : 저널 제공 페이지

4. Topics : 특정 주제로 분류해둔 기사
제공

http://www.sciencemag.org/
http://www.sciencemag.org/


Mobile Service

Journals 메뉴에서 각 저널
클릭하면 최신호의 컨텐츠
보임 >클릭하여 기사로 이동

컨텐츠 페이지 하단

이전 이슈 구독 :
특정 년도 지정 후 이슈 선택



Mobile Service

PDF로 보기

Article Tools
1. 이메일 공유
3. 아티클 인쇄
5. 알림
7. 인용 툴

2. PPT로 다운
4. 내 폴더에 저장
6. 논문 재사용을 위한 허가

8. 기사 링크 공유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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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티클 홈/ 2. 그림 및 데이터/ 
3. 아티클 정보 (기사정보, 저자정보, AltMetrics, 통계)

4. 의견 보내기/ 5. PDF로 보기 / 6. Full Text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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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페이지 하단



Thank you!
www.ebsco.co.kr

Tel: 02-598-2571

EBSCO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