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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ary Ann Liebert

① 1980년에 설립되어 AIDS, 유전자 치료, 생물복제 등의 전문분야를 다룸

② 생물공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출판사로 손꼽히고 있음.

 주제분야 : AIDS, 유전자 치료, 생명의학, 공학, 임상의학, 법학, 환경과학

 원문정보 제공 년도 : 2000년 - 현재 (저널 별로 다양)

 저널종수 : 기본 (66 종) / 신규 타이틀 패키지 (11종)

 서비스제공주소 : http://www.liebertp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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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age

Part 1

Mary Ann Liebert 출판사의 content 를 학술분야, A to Z,
Content 타입 별로 브라우징 가능하도록 화면 구성
각 메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저널, Mary Ann Liebert 출판사 소식, 심포지엄, 연간학회
행사 등에 대한 정보 수록

화면 하단 : EMAIL로 소식 받아보기 / MAL SNS 바로가기

Part 2



Mary Ann Liebert

Publications, Resources

키워드 검색

출판사의 모바일 웹페이지 안내, 스크린
세이버, 웹브로셔 다운로드가능

AA BB CC

A : 학술분야별 저널 범주로 이동하여 저널 Browsing 제공
B : Marry Ann Liebert 출판사의 content 분류에 따른 Browsing 제공
C : Marry Ann Liebert 출판사의 모든 content 에 대해 A to Z
Browsin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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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Browsing (Main Page 하단)

A : Mary Ann Liebert 출판사의 주요 저널들을 좌우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인 후 Browsing 가능

B : 전체 Mary Ann Liebert 저널을 A to Z Browsing

AA

클릭 시 저널 페이지로 이동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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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age / About This Journal

A

B

C
D

G

A: Overview
다음 슬라이드 참고

B: Editorial Board
편집진 정보

C: Testimonials
추천의 글

D: Featured Content
관련 멀티미디어 정보
(동영상/ Podcast)

E: 사서에게 저널 추천

F: Advertising
해당 저널의 광고

G: Fast Facts
해당 저널의 간략한
사실들을 모아둠

F

이메일로 전송
해당페이지 인쇄
RSS Feed 설정

E

해당 저널 소식
이메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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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age / Overview (About This Journal 페이지 하단)

C : 해당저널의 색인 또는 초록이 들어간 자료 알림

B : 해당저널이 국제적 학회의 Official Journal 일 경우
학회를 알리는 심볼 삽입

(해당되지 않은 저널의 경우에는 항목이 없을 수도 있음)

CC

DD

A : 저널의 목표, 범위 등

A : 해당저널에 포함된 구독정보

D : 해당저널과 관련하여 추천하는 출판사의 다른 저널
콘텐트 안내

EE

AA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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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age / Read Online

Online으로 저널 열람

구독 가능 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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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age

C : Add to favorites
로그인 후 즐겨찾기에 등록

D : Email to a colleague
동료에게 기사 공유 (이메일 발송)

E : TOC Alerts - Alert 신청
F : 사서에게 이 타이틀 추천하기

G : Most read articles
지난 12달 동안 가장 많이 읽힌 기사

H : Most recently read articles
가장 최근에 읽힌 기사

I : Most cited articles
가장 많이 인용 혹은 된 기사

J : Most recently cited articles
가장 최근에 인용 된 기사

AA

CC
DD

EE

FF
GG

HH
II

A : 이슈 별 조회 가능
B : 현재 이슈별로 출력된 화면에서 초록, 즐겨찾기, 이메일
보내기, 트랙 별로 Alert 설정 및 Metadata 다운로드 가능

JJ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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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age

모든 이슈 보기 / 해당 이슈의 홈으로 이동 / 이전 기사 / 다음 기사

이 저널 홈으로 이동

HTML / PDF / Link 연결 가능한 PDF

추천 & 공유

관련된 컨텐츠

검색

상세검색
다음슬라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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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상세검색

And / Or / Not 연산자 활용 가능

모두 / 초록 / 기사 명 / 키워드 /
저자 / 출판 년도 / 관련 기관으로 검색

주제 /
저널로 한정 검색
(주제 클릭 시 저널 명
보임)

출판 년도 한정 검색

검색결과 정렬
날짜 / 연관성
클립 보이기 / 숨기기
한 페이지에 보일 결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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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Search - 간편검색

검색어가 포함된 출판물

웹 페이지에서 검색결과 저널이나 북에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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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접속화면을 위한 동기화 작업 (구독기관 내 이용자의 경우)

https://online.liebertpub.com/action/mobileDevicePairingLogin
IP가 인증된 관 내 컴퓨터에서 접속 후 로그인
새로운 이용자의 경우 ID/PW 계정 생성

로그인 후 “Obtain Pairing code” 를 클릭 (pairing code 는 5분이 지나면 무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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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접속화면을 위한 동기화 작업 (구독기관 내 이용자의 경우)

좌측상단의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My Account로 이동

Pair Device 클릭

Enter Code 입력하여 Pairing
- 90일 동안 Pair 유지됨

모바일에서 Online.liebertpub.com 접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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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접속화면

원하는 타이틀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홈 화면
설정

선택 저널 홈 화면에 설정됨

기사 다운로드/
공유(SNS/이메일)/
즐겨 찾기 등록/ 다음기사

기사/ 섹션/ Figures/
관련기사/ 인용정보

↓기사 브라우징

홈 화면에 추가 / 이슈 다운로드

이전 기사 / 다운로드 / 공유
/ 즐겨 찾기 등록/ 다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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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접속화면

검색

홈으로 이동

주제 별 브라우징
(모든 컨텐츠)

저널 브라우징

eBook 브라우징

최근 본 컨텐츠

즐겨찾기

계정 정보

공유

Help

정보

MAL
홈페이지로
이동

다운로드

클릭 시 메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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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www.ebsco.co.kr
TEL: 02-59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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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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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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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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Scroll Down 시에도
메뉴 바 상단에 늘 위치

1 2 3 4

Scroll
Down

Top화면으로
이동



Science Journals Page

저널 최신 호의
목차로 이동

AAAS의 발행 저널
- Science Magazine : 과학 전반을 다루는 저널 (1997년-Current)
- Science Advances : Science의 Open Access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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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ing : 세포신호체계 관련 저널
-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 Bench (실험실)에서 Bedside (환자치료)

적용을 위한 연구 제공, Personalized Medicine (맞춤 의학)에 중점.

↑Journals 메뉴에서 저널 명 클릭하여 각 저널의 최신호 접속 가능



1
2
3
4

5

6

메뉴 (저널 페이지 우측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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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관련 정보

(저널의 미션, 범위/ Editor Board/ 저자정보 등)

6. E-mail 알림 및 RSS Feeds 설정

Science Journals Page (1)
-Menu



Science Journals Page (2)

클릭 시 기사로 이동

저널 커버 소개

구독 가능 여부 체크

Summary / Full Text / PDF 보기



Science 이외의 저널도
Science와 동일한 페이지 구조

Science Journals Page (3)



Article Page (1)

↑
소
셜
사
이
트
에

기
사
링
크
공
유

저자 및
아티클 정보

이슈 정보 (컨텐츠 목록 /
↓ 광고 파일 다운 등)

↑Article Tools
이메일 공유
아티클 인쇄
알림
인용 툴

PPT로 다운
내 폴더에 저장
논문 재사용을 위한 허가

기사 링크 공유

PRE (Peer Review Evaluation)

(다음슬라이드참고)↓



PRE (Peer Review Evaluation)

- 기존의 연구물을 좀 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리뷰 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이끌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

Peer Review Details :
- DOI
- Peer review 방법
- 최초 제출 날짜
- Accept 된 날짜
- Acceptance를 위해 Review된 횟수
- Review한 사람의 역할

PRE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
http://www.sciencemag.org/authors/p
eer-review-science-publications
위 URL의 화면 하단 참고

Article Page (2)
-PRE (Peer Review Evaluation)



Article Page (3)

비슷한 기사 찾기:
PubMed / Google Scholar

아티클 홈/ 그림 및 데이터/ 아티클 정보/ 의견 보내기/ PDF로 보기

↑Full Text 보기

우측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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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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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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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H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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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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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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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견 보내기/ 5. PDF로 보기 / 6. Full Text 보기

6

해당 페이지 하단



Thank you!
www.ebsco.co.kr

Tel: 02-59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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