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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대학 라이선스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소개> 

▶출판사 소개 

: 1749년 독일에서 설립 

: 매년 1,300여 종 이상의 신간 타이틀, 360여 종의 저널, 550여 종의 Open Access 저널과  

5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Digital Products 출판 

 

▶HSS Journal Collection 소개 

: 제공 종 수 – 258종 

: 커버리지 – 1995년 ~ Current  

: 엠바고 없음 

: 주제 분야별 제공 종 수 

주제 언어학, 문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철학, 종교 고전, 역사 문헌정보학 

종 수 84 50 45 37 33 9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주요 저널> 

-법학-                            -언어학-                         -종교학-                       -철학-   



<KERIS 대학 라이선스 De Gruyter e-Journal STM Collection 소개> 

▶출판사 소개 

: 1749년 독일에서 설립 

: 매년 1,300여 종 이상의 신간 타이틀, 360여 종의 저널, 550여 종의 Open Access 저널과  

5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Digital Products 출판 

 

▶HSS Journal Collection 소개 

: 제공 종 수 – 89종 

: 커버리지 – 2000년 ~ Current  

: 엠바고 없음 

: 주제 분야별 제공 종 수 

주제 수학 화학 의학 생명과학 공학 물리학 
기타 

(건축학, 지질학, 
스포츠과학) 

종 수 25 11 21 10 14 4 4 



<De Gruyter e-Journal STM Collection 주요 저널> 

-수학-                             -화학-                         -물리학-                       -의학-   



1. De Gruyter Main Homepage 

주제분야별 



1. De Gruyter Main Homepage 

출판사 서비스 및 정책  



1. De Gruyter Main Homepage 

Open Access 자원 보기  
출판물 유형별  



1. De Gruyter Main Homepage 

출판사 소개 및 문의처 



2. Search : 간단검색 

간단검색 창 



2. Search : 간단검색 

검색 결과 

원문 접속 권한 

Access 가능여부 / 출판물 형태 / 
출판연도 / 주제 / 출판사 / 언어별 

 검색 결과값 필터 기능 



3. Advanced Search : 고급검색 

돋보기 아이콘 클릭 시 
Advanced Search 생성 



DOI, ISBN, ISSN 정보 

저자의 성(이름) 

특정 용어   

자료 제목 

3. Advanced Search : 고급검색 

찾고자 하는 자료의 특정 정보를 알 때 검색의 구체화 가능 



3. Advanced Search : 고급검색 

출판연도 / 출판물 형태 / 가시성 
/ 결과값 정렬 순 지정 



서지정보 

4. View : 열람하기 

개요 / 최근 이슈 / 이슈(원문) 보기 / 랭킹정보 / 원문 투고방법 / 에디토리얼  

저널 하드커버 / 소개 / IF 정보 



4. View : 열람하기 

ISSUES 클릭 시 Volume 나열  



More 클릭 시 초록보기 / 인용하기 / PDF 원문 다운로드 

4. View : 열람하기 

 Volume 선택 시 아티클 나열 

Access 가능 여부 



초록 / HTML에서 원문보기 

4. View : 열람하기 

PDF 원문 다운로드 

Issue 내에서 검색 



4. View : 열람하기 

저장 및 인쇄 

PDF로 원문 보기 

페이지 이동 / 크기 조절 / 쪽 맞춤 / 회전 



THANK YOU! 

㈜제이알엠  
Tel. 02-2038-8519  

www.jrm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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