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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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science.org/



Main Page

해당 페이지로 바로가기

단순검색

최신 뉴스 제공



Main Page (cont’d)

정식 이슈로 발간 전
온라인 게재된 논문 미리보기

사설



Main Page (cont’d)

저널별 최신호 게재

해당 저널 최신 페이지로 이동

최신호 TOC 로 이동



Main Page (cont’d)

해당 섹션에 대한 설명

Sponsored content



Main Page (cont’d)

페이지 하단에
이용자, 저자, 사서를 위한 링크 제공



Search

단순 검색
A. 키워드 입력
B. 검색 위치 지정
C. Trending terms 로 자주 검색되는 용어
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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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고급 검색
A. 검색 대상 지정 (서명, 저자, 키워드, 초록, 저자소속)
B. 검색 대상 항목 추가
C. 아티클 유형 지정
D. 검색 대상 저널 지정
E. 출판연도 지정 (전체, 최근 1/6/12개월, 범위 지정)
F. 검색 팁

- 불리안 연산자 사용 : AND 연산자 기본
- 저자 검색 : AND 는 공저자 검색, OR는 저자 중 검색
- 구 검색 : ? 혹은 *를 사용하여 연관키워드 검색. 
단, 검색어 시작 혹은 인용구 내 검색 불가

- DOIs : http://dx.doi.org 제외한 doi 형식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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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Advanced Search (Cont’d)

A B C

D

A. Citation 검색
- 대상 저널 선택 후 볼륨/이슈/페이지 정보 등으로 검색

B. Search History
- 검색결과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음

C. Saved Searches 
- 검색식 저장. 개인계정으로 로그인 필요

D.      클릭하여 검색식 저장



Search Results

A
B C

D

A. 검색된 기사 수 확인, 검색식 저장, RSS 피드 설정
B. Filters : 제한검색으로 검색결과를 세분화

- 발행 위치로 제한 : 저널, 블로그 등
- 아티클 유형으로 제한 : 뉴스, 코멘터리, 연구논문 등
- Peer Reviewed 여부로 제한
- 발행시기로 제한

C. 검색결과 정렬방법
- 날짜, Most Read, Most Cited, 알파벳순

D. Reading list에 추가
E. 재검색

E



Journal Page - TOC

A

B

C

A. 최신호, First released paper 및 과월호로 이동
B. 최신호 커버 안내 및 TOC 등 인쇄본 형태로 제공
C. 현재 이슈 전후로 이동, 전체 이슈페이지로 이동
D. PDF/Abstract 보기, 북마크하기
E. 해당 섹션으로 바로가기
F. Alerts 설정
G. 이주의 팟캐스트, 편집장 H. Holden Thorp의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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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age

A

C

D

A. 저자 정보 제공. ORCID iD로 상세 정보 확인
B. Article Tools

- 기사 및 작성자 정보
- 다운로드 횟수 등 Metrix & Citation 정보
- View option 
- 레퍼런스
- 이미지 등
- 도표
- 공유

C. OA 여부, 섹션 정보 등 제공
D. Alert 설정, 북마크, 인용, PDF 열기
E. SNS 공유
F. TOC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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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age (Cont’d)

그래프, 표를 새창에서 열기

아티클로 이동 이미지 확대, 다운로드, 공유



Article Page (Cont’d)

Reference 링크

CrossRef, PubMED, Google Scholar 이동



Individual Account 

개인 이용자의 경우 Alert 설정, 검색결과 저장 등을 위해
개인계정 생성 필요

- Individual Login으로 이동
- 기존 계정이 있는지 확인 후 신규 계정 생성
혹은 기존 계정 리셋

- 구입한 content 리스트
- Alert, 북마크, 검색결과 저장



Thank you!
www.ebsco.co.kr

Tel: 02-59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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