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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소개 

 1987년 설립된 기술과학, 의학분야 출판사 
 
 100여종의 국제 저널과 매년 120 여종의 단행본을 발행 
 
 주제 분야 
   -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Medicine & Natural Science 등  
   - 컴퓨터 인공지능, 공학 분야 위주 
   - 의학 특히 임상의학 (암, 신경학, 장애에 대한 재활 관련하여 집중) 
 
 원문 제공 년도 : 1987년 ~ 현재 
 
 저널 종수 : 88종 
 
 저널 이용 홈페이지 : http://content.iospress.com/ 

 



Homepage 

A. 간편검색 

B. 발행연도 제한 검색 

C. 출판사 뉴스 제공 

D. 9개 주제별로 저널 또는 이북 브라
우징 

E. 가장 많은 아티클이 실린 저널  확인
하여 각 저널 페이지로 바로 이동 (인기
가 가장 많은, 논문투고가 많은 or 해당 
분야의 핫 토픽을 알 수 있음) 

F. 각 아티클 타입(카테고리)의 검색 결
과 페이지로 이동 

G. 가장 많은 아티클이 실린 저자 확인
하여 해당 저자명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 

B 



Journal Browse 

A. 저널명의 첫 자를 클릭하여 이동 

B. 각 저널의 아티클 수 확인, 해당 저널 페이지로 이동 

Click 

B 



Journal & Issue Page 

A 

B 

D 

A. 어느 페이지에서든 간편검색 가능 

B. 저널인용지수, 저널소개 확인 

C. 편집위원진 및 논문 제출 방법 안내 

D. 정식 발행 전, uncorrected author proof 버전의 Pre-press 
아티클로 최신 연구를 알 수 있게 함 



Simple Search 

A.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제공 

B. Search syntax help : Search Tip 제공 

- 다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원할 경우, 키워드 사이에 space 입력 

- 특정 키워드를 제외한 검색 결과를 원할 경우, 해당 키워드 앞에 -  입력 

- 특정 키워드의 포함여부를 옵션으로 할 경우, 해당 키워드 뒤에 + 입력 

- 특정 문구가 그대로 포함된 검색결과를 원할 경우, 키워드 앞뒤로 - 입력 

- 키워드를 그룹핑하여 검색결과를 원할 경우, 괄호와 AND, OR를 활용하여 입력 



Search Result 

A. 검색 결과건수와 검색소요시간 확인 

B. 적합도/최신순으로 검색결과 정렬하거나 페이지당 보여지는 건수를 10/50/100개로 제한 

C. 우리 기관 구독분의 경우, Get PDF               로 표시됨 

D. 검색결과를 발행연도로 제한하여 보기 (괄호안은 검색결과건수를 나타냄) 

E. 검색결과를 저널 별로 제한하여 보기 



Save / Cite / Share 

A. 관심 아티클을 My account 에 보관 

B. 아티클의 서지정보를 Reference manager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  

C. 해당 아티클을 각종 소셜미디어로 공유 



My account 

A. 홈페이지 우측 상단, Register 클
릭하여 개인계정 생성(구. 플랫폼에
서 등록한 계정은 그대로 유효함) 

B. My account 로그인 후,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 



Alert by search result 

A. 검색 결과를 Save search 

B. My account -> Saved searches 에서 Email alert 설정하여 
해당 토픽에 대해 새 아티클이 발행될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음 



Alert by Journal title 

A. 검색 결과에서 특정 저널로 재정렬 

B. 다음 화면에서 Save search 클릭 

C. My account -> Saved searches 에서 Email alert 설정하여 
이 저널에 새 아티클이 발행될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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