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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8년 설립, 51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대학 출판부

- 16,000여 Titles의 학술서, 360여 Tiles의 저널 및 다양한 온라인 레퍼런스 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 연구자에 의해 출판

-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위 100개 대학 중 80%, 상위 20개 대학 중 90%가 OUP Journals Collection 구독

- 현재 제공하는 온라인 저널의 3분의 2 이상이 국제기구 또는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공

-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의 70% 이상이 2017년 JCR (Journal Citation Reports)에 수록되어

높은 인용빈도를 보임

-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의 80% 이상이 해당 주제 카테고리에서 Top 50% 내 랭크

-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 의 6 종 저널이 해당 주제 카테고리에서 1위에 랭크

Oxford University Pres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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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University Press Near Archive 개요

- 제공종수 : 346종

- 주제분야 : 전 주제 분야

- 원문제공연도 : 1996년~2017년

- 자료형태 : 초록, 원문

61 Titles
42 Titles

40 Titles

113 Titles

71 Titles

19 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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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철학, 문학, 언어학, 종교, 음악, 예술에 관한 광범위한 전문 저널을 제공

-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Historians,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그리고 The Aristotelian Society 를 포함

한 많은 우수한 학회와의 제휴를 통해 우리는 인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신 연구를 출판

-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는 현재 History 주제분야 내 1위를 차지.

- JCR 부문의 상위 10개 저널에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History Workshop Journal 이 포함

- 언어학에서 3위를 차지한 Applied Linguistics 도 포함

- The Folger Shakespeare Library 과 제휴하여 출판된 권위 있는 저널들을 제공

61 Titles

Oxford University Press Near Archive 주요저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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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학에서 동물학, 해양생물학에서 미생물학으로 특별한 연구 범위를 보여줌

- The Journal of Experimental Botany 은 JCR 주제분야의 상위 10% 내 랭크

-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포트폴리오는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식 영역을 열어가는 독특한 학제

간 저널 Integrative Biology 제공

- 전세계 동물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을 제공하는 The Journal of Animal Science 제공

42 Titles

Oxford University Press Near Archive 주요저널 (2)



6 academic.oup.com/journals

-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The World Bank 와 같은 권위 있

는 학자들, 학회, 협회들과 협력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많은 최고 수준의 저널를 발행

- Th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Theory 은 와 두 개의 JCR 주제분야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에서 Top 3에 랭크

- JCR 경제 분야 상위 20 Titles 중 5 Titles를 포함하여 경제학과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은 이 주제분야의 353개 학술지 중, 1위를 차지

- JCR 통신 주제분야의 상위 10위 내,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의 4개 저널이 포함되어있으며,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은 이 주제분야에서 2위 랭크

71 Titles

Oxford University Press Near Archive 주요저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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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의 학자들과 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으로써, International law scholarship 의 주요 저널을 발

행하며, 형사 사법뿐 아니라 상업, 경제, 난민법 등 법률장학 분야가 망라되어있음

- 런던 국제 중재 재판소(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공식 저널인 Arbitration International 

제공

- The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아우르는 선구적인 저널로써,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 규제자,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에게 어필함

40 Titles

Oxford University Press Near Archive 주요저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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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응용 수학, 통계, 논리학, 컴퓨터 과학, 천문학, 천체 물리학, 의학 물리학 분야의 선도적인 저널 제공

-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과 같은 신흥 분야뿐만 아니라 기존 학문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포괄

- Briefings in Bioinformatics 와 Bioinformatics은 수학 및 전산생물학 JCR 부문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

- The Institute for Mathematics 와 그 응용 프로그램(IMA)의 7 저널을 제공

19 Titles

Oxford University Press Near Archive 주요저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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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의학 연구의 포괄적이고 매우 영향력 있는 학술자료를 제공

- OUP의 우수한 의학 저널들은 적어도 하나의 JCR 주제분야의 Top 10 저널이 30개 이상 랭크

- 미국감염병학회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의 두 저널인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와 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감염학 분야 Top 10 내 랭크)를 제공

-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는 노인학 분야에서 1위, Human Reproduction Update 는 생식생물학 및 산부인과 분

야에서 모두 1위에 랭크

- Th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의 3개 저널이 1위, 2위, 4위에 랭크

- The European Heart Journal 은 IF 23.425로 심장 및 심혈관 체계 부문에서 1위에 랭크

- Neuro-Oncology은 신경학, 종양학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임상신경학 JCR 주제분야에서 Top 10 저널에 랭크

113 Titles

Oxford University Press Near Archive 주요저널 (6)



A. Journals A to Z : 저널별 브라우징
B. Journals by Subject : 주제별 저널 브라우징
C. Search : 간편 검색 또는 고급 검색
D. Sign In / Register : 개인 계정 관리
E. Resources for : 저자, 사서, 학회 등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이용방법 - Main Page (1)

Open Access 저널로 이동

C

D



이용방법 - Main Page (2)

A. 각 주제별 최신 아티클 링크
B. OUP 블로그의 최신글 소개
C. New to Oxford Academic in 2017 : OUP에

서 발행하는 신규 저널 링크



이용방법 - Browsing by Title

A. 출판사 Main Page에서 Journals A to Z 클릭하여 이동
B. 저널명의 첫 자 알파벳 클릭하여 알파벳별로 저널 브라

우징
C. 저널명 클릭하여 해당 저널로 바로 이동
D. OUP 저널의 서지정보 변동사항 제공
E.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로 이동 – 애플리케이션, 저자, 사

서, Open Access 저널 관련 정보 제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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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이용방법 - Browsing by Subject

A. 5개의 주제별로 저널 브라우징
B. 저널명의 첫 자 알파벳 클릭하여 알파벳별로 저널

브라우징

�����������

A

B



이용방법 - Journal Home Page

A. 정식 발행전 아티클 열람
B. 이슈페이지로 이동
C. Editor’s choice 등 추가 기사 제공
D. 저자를 위한 아티클 발행과 관련된 정보 제공
E. 저널 서지정보, Email Alert 설정 정보 확인
F. 최신 발행 이슈 페이지로 이동
G. 저널 내 최신 아티클, 가장 많이 읽힌 아티클 제공
H. 해당 저널과 관련된 저널 페이지로 이동

A B DC E



이용방법 - Journal Issue Page

A. 특정연도/볼륨이슈를 선택하여 해당 이슈로 이동
B. Abstract 클릭하면 아래로 팝업이 열리며, 이 상태

에서 View article 링크는 Abstract 내용 맨 아
래로 이동됨



이용방법 - Article Page – HTML (1)

A. 저자의 소속기관, 이메일주소 등 정보 확인
B. 아티클 내 해당 섹션으로 바로 이동
C. 이슈 내, 다음 아티클로 이동
D. Views : Articles content 또는 Figures & tables 보

기 선택
B. 해당 아티클에 대한 total views, Citation, Shares 

건수 확인

A

B

C



이용방법 - Article Page – HTML (2)

A

A. 각종 Email Alert 설정 – 새로운 이슈 발행, Advance 
article 업로드, comments added, citation count 
changes, corrections 등 발생 시 B. 아티클 내 해당 섹
션으로 바로 이동

B. 관련 아티클 검색
C. 해당 아티클의 인용 사례 확인
D. 저널 내 가장 최근 발행된, 가장 많이 읽힌, 가장 많이 인

용된 아티클 확인

B

C

D



** 불리안 연산자: and, or, not, (, ) 지원
A. Add term 클릭하여 검색 키워드 확장
B. Filter 선택하여 검색 범위 제한
C. 특정 저널 선택하여 볼륨/이슈/페이지번

호로 검색
D. DOI로 검색

이용방법 - Advanced Search

A
B

D



이용방법 - Search Result  (1)

A. Filter, Add term 클릭하여 검색범위 제한
및 검색 키워드 확장

B. 검색결과 내, Format, Article Type, Subject, 
Journal명, 섹션, 카테고리, 발행일, 원문
접근유형으로 재정렬 가능

C. 검색결과 저장
D. 초록 열람
E. 검색키워드 관련 아티클 발행시 Email 

Alert 설정

A

B

C

D

F



이용방법 - Search Result  (2)

** Format 을 Image로 재정렬한 화면
이미지 클릭하면 해당 아티클 - 이미지 페이지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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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CO KOREA

Thank you!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