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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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제 분야 
   - Science Signaling : 세포신호, 시스템 생물학, 통합 생물학, 신약개발 
   -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 병예방/치료/진단 방법과 함께 학
제간 연구와 임상간의 격차를 좁히는 연구 제공 
 
 저널 종수 : 3종 
 
 저널 이용 홈페이지 : http://www.sciencemag.org 
 



A. 무료 기사 (Now -연구와 관련된 매일의 뉴스, Insider-과학정책) 
      Science 지 가장 최근 이슈로 이동 
 
B. AAAS의 발행 저널들 및 상품으로 이동 
C. 연구자들의 경력 계발을 위한 정보(구직, 연구비, 회의 일정 등) 
D. 과학 분야 속보 및 소식,  주제별 커뮤니티 블로그 모음 
E. Podcast(오디오),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세미나 자료 제공 

http://www.sciencemag.org/webinar/ 
F.  
 
 - 1996년부터의 Science 지에 실린 아티클의 주제별 브라우징 제공 
 - Science지의 컨텐츠에 덧붙여진(보완된) Web-only 특집 기사들 
 - Special content : Special News, Commentary, Research 등 
 - 2001년 10월-2006년 6월까지 발행되었던 Sage KE의 컨텐츠 
 

A 

B C D E F 빠른 검색 

1. Main Page 

Science of  Aging 
Knowledge     
Environment: 
노화에 관련된 뉴스, 리뷰 
(폐간 자료, 2001-2006년
까지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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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AAS의 발행 저널 3종  
  - Science Magazine : 과학 전반을 다루는 저널 (1997년-Current) 
  - Science Signaling : 세포신호체계 관련 저널 
  -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  Bench (실험실) =>Bedside (환자의 치료)로의 적용을 위한 
                                                연구 제공, Personalized Medicine (맞춤 의학)에 중점. 
B : Science Express (Science 지의 early view 기능) 
     Science Classic (Science 지의 백파일 : 창간호-1996년) 
C : 발행 저널 및 주요 메뉴에 대한 소개 

2. Science Journals Page 

A B 

C 



A. 볼륨, 이슈 브라우징 
B. Early View 기능  
  - 정식 발행 전 hot topic 를 선정하여 일부 기사를 온라인으로 
미리 제공(유료 옵션) 
C. 생명과학 분야 포스터, 아티클 및 최신 소식 제공 
D. 개인 맞춤 서비스.(alert 기능, 기사 저장 등) 
E. Science Magazine 검색, 저널 볼륨 & 페이지 번호로 검색 가능 

A B C D 

* Search 
Vol. 번호, Page 번호로 찾기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 

3. Science Magazine 



A. Print 버전의 TOC, 발행인, 광고란을 PDF로 제공 
B. Index - 저자별, 주제별 인덱스 
C. E-mail Alerts 설정 
D. 새 기사가 나올 경우 내 컴퓨터에 설치된 RSS리
더기로 Alerts 받음 
E : 아래 콤보박스 열어서 이슈 내 또는 모든 이슈로 
지정하여 검색  
F : 이슈의 하이라이트 기사 

해당 섹션으로 바로가기 

A 

F 
* 원하는 기사 선택하여 초록 
보기 
* 기사 선택하여 내 폴더에 저
장 (개인 계정 등록 후 이용 
가능) 

1) Issue Homepage 



A. Volume, Page 정보로 검색 
B. DOI로 특정기사 검색 
C. 키워드 또는 저자명으로 검색 
- 검색범위(타이틀, 초록, 본문), 기간 제한 
가능, 검색결과 정렬 방법 등 설정 가능 
D. 검색 대상 섹션 제한 기능 

2) Advanced Search 

D 



* 검색 식 또는 검색어 수정 
* 페이지당 보여지는 결과 수  

3) Search Result -1 

A. 검색 결과 저장 
B. 지정한 검색어로 새로운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메일 알림 기능 
C. 선택한 기사 초록 보기 
D. 내 폴더에 저장 
E. 기사명, 저자명 등 마우스를 대면 팝업창으로 
해당 초록 내용을 보여줌 

E 

A B 

C D 



A 
B 

C 
D 

F 

E 

G 

A. 해당 기사를 내 폴더에 보관 
B. 기관에서 사용하는 Citation Manager가 있다면, 서지 
정보 다운로드 가능 
C. 해당 기사 인용 알림 기능 신청 
D. CiteULike(개인 도서관) 라는 무료 사이트에 개인 계정
을 만들어서 원하는 기사 저장 가능 
E.해당 기사 링크를 Email로 전송 
F. PubMed에 수록된 기사 정보 보기  
G. Editor가 추천하는 관련된 다른 기사 
H. Science와 PubMed에서 유사한 기사검색 
I. Google Scholar, PubMed 에서 해당 기사의 저자명으로 
검색 
J. 해당 기사가 인용된 기사 보기 

4) Search Result - 2 

H 

I 



D 

1. 서지사항 모두 

2. 간략 서지사항만 : 

저널명, 제 1저자, 기사명, 볼륨, 
페이지 

5) Search All HighWire Journals 

A. Citation- 서지사항으로 아티클 검색 (연
도, 볼륨, 페이지) 
B. DOI로 특정기사 검색 
C. 저자의 이름으로 검색 
D. 기사명, 초록, 기사전문 내에서 키워드로 
기사 검색  
(Search Tips; and=all, any=or, phrase= “ ”) 
E. Highwire의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검색 
F. 아티클의 발행시기를 제한하여 검색 
G. Format Results : 정렬방법 선택 

1 2 



A : 이슈 브라우즈 

B : peer-review 논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전망, 실험 메뉴얼, 타 출판
사의 세포 신호분야 원문 기사 등을 포함 

C : 연락처, 공개 토론의 장, 슬라이드 쇼 발표회 자료 등을 포함 
D :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교수 자료, Podcast, 강의 
계획서 제공 

E :  세포 신호전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세포 신호전달의 경로 요소
들과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쌍방향 데이터베이스의 정기적인 업데
이트 

F : 기관  내 이용자들이 개인 계정 생성 후 본인의 검색 내용 저장 및 
alert 등의 기능 이용 가능 

G : Signaling 컨텐츠 만 검색 

A B C D E F 

4. Science Signaling 



* 각 발행 이슈의 섹션별 기사 모음/브라우즈 및 기타 정보원 

A. 세포 신호전달 분야의 peer-reviewed된 연구 

B. 신호분야 관련 도구,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보고한 peer-reviewed된 연구 

C. 과학적 전망, 최근에 발표된 연구 및 방법과 관련하여 과학자들이 제시한 견해 
기사, 도서 리뷰 & 코멘트, 컨퍼런스, 미팅 요약 등을 제공 

D. 세포 신호전달과 관련된 최근 관심 주제 전달, Abstract(기사요약), Gloss(주제
요약), Full text 제공 

E. 신호 경로 (권위자들에 의해 제공된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반영됨) 

F. 대학원생 또는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원들이 견해를 피력하는 짧은 기사들로 
구성되는 섹션 

G. 실험 매뉴얼 (중요한 연구 기법 및 지침 제시) 

H.  논문의 정식 발행 전  초록 미리 보기 제공 

I. 에디터에게  letter 를 보낸 경우, 그에 대한 글(답변)을  볼 수 있음  

    (대상 -Signaling에 실린 기사 또는 세포 신호분야 주제) 

J. 정식 발행 후 기사의 일부분이 수정된 논문  

K. HighWire 에서 host 되는 타 저널 중 세포 신호 전달에 관한 논문 전문을 제공 

A 
B 

C 

E 

G 

I 
H 

J 
K 

1) Literature 

D 

F 



* HighWire에서 서비스되는 다른 저널 중  

  세포 신호 전달에 관한 기사 전문을 제공 

    (단, 해당 논문/저널을 구독 중인 경우만 가능) 

- 현재 49종 제공 

- 협회 또는 비영리 기관/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저널
에 한함 

- Daily Update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사 수집 

(초록 및 기사명에 있는 Key words 대상으로 함) 

2) Virtual Journal 



A .이슈 브라우징 

B. Podcast 등 멀티미디어 자료 

C. Editor-selected highlights : 편집진이 선택한 주요 소식 

D. 기관  내 이용자들이 개인 계정 생성 후 본인의 검색 내용 저장 
및 alert 등의 기능 이용 가능 

6.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A B C D 



* 오디오 자료 
* 이미지 또는 슬라이드 쇼 : Science Online site 와 관련 있는 
사진 또는 이미지들 
* Science 지의 special issue 에 실리거나 관련된 비디오 및 
AAAS협회와 조인한 세미나 관련 자료 
* 포스터, 삽화 자료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과학주제의 live 강연 또는 세미나 자료 

- Science 홈페이지와 Science 협동 웹싸이트의 여러 컨
텐츠(기사, 뉴스 등)를 특정 기준 별로 모아놓음 
- 주제별 섹션(생명과학, 물리학 등), Science 특별이슈 
등 이용자가 관심분야별로 편리하게 브라우징 가능 
- 전문 이용은 액세스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 가능 

7. Multimedia & Collections 



경로: MainPage  My Account E-mail Alerts 
(단, 개인 계정의 생성 후에 alerts 서비스 이용 가능) 
A.받고자 하는 Contents에 따라 email alert 설정 
B. 맞춤형 Alerts - 관심 분야의 새로운 content 알림 서비스 
  * Keyword/author alerts :  원하는 Keyword 나 저자를 등록하면, 관련 아
티클 발행 시 발송됨 
(대상 – Science 출판물, Highwire Press 저널 또는 PubMed collection)  
  * Citation alerts : Science 나 Signaling에 있는 특정 아티클이 Highwire 
Press 저널 또는 PubMed collection에 있는 저널에 인용된 경우 발송됨 

8. Email Alerts 



A 

B 

* 이메일 입력 

* 빈칸 입력 후, alerts 원하는 항목에 체크 

1) Content Awareness Alerts 



A. 원하는 Keyword 나 저자를 지정 / 특정 저널 및 주제별로 지정  
B. Alert type 지정 또는 특정 기사의 볼륨, 이슈, 페이지 입력 
C. My Collection Alerts  
   - 원하는 주제와 관련된 기사 정보 받고 싶을 경우 

클릭 시 저널 리스트 나타남 

2) Research Alerts(맞춤형 Alerts) 

C 



* 모바일 서비스 안내 URL (http://content.aaas.org/mobile)  
 - AAAS 발행 저널 3종의 요약문과 초록 
 - 저널별 모바일 사이트 제공 (http://m.으로 시작 
 - Full text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 
 - 과학계의 가장 최근 소식을 전하는 ScienceNOW 
 - Science Careers(구직정보) 사이트 
 - Science지의 podcast 및 멀티미디어 
 - 가능 기기 : iPhone, iPod Touch, Android Phone 

9. Mobile Service 



Thank you! 
www.ebsco.co.kr 

Tel: 02-598-2571 

EBSC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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