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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1907년에 설립된 AACR은 모든 암 연구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
장 크고 오래 된 학회

ü 2013년 4월, 론칭된 "Cancer Immunology Research"를 포함하여 8
종의 암 관련 저널을 출판하고 있으며, 34,000명 이상의 회원이 암
연구를 위해서 활동 중

ü 주제분야 : 암(Cancer)

ü 원문정보 구축년도 및 제공년도 : 1941년 ~ 현재

ü 저널종수: AACR Journal Suite 8 종

출판사 소개



A

A. 간편 검색
B. 에디터 또는 전문가에 의한 최신 토픽, 이슈에 대한 견해, 

AACR Annual meeting 에 관한 기사를 무료로 제공
C. 각 저널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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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Homepage

A. OnlineFirst : 발행 전의 아티클 미리 보기
B. Current Issue : 최근 발행 이슈 보기
C. Past Isuses : 과거 발행 이슈 브라우징
D. Email Alert Service 설정
E. 해당 저널 내 기사 검색
F. 다른 AACR저널 홈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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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Homepage

최신 이슈의 목차 브라우즈 화면
A. 이슈 목차와 간략내용을 PDF로 다운로드
B. 이슈 내 저자별 아티클 색인 제공
C. 이슈 내 키워드 검색
D. 이슈 내 해당 기사로 바로 이동
E. 페이지 맨 아래에서 이전/다음 이슈로 바
로 이동하는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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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Homepage

A. 해당 아티클에 업데이트사항 확인
B. 표, 그래프, 부록 데이터만 열람
C. 아티클 정보(PubMed ID 등) 제공
D. PDF 원문 보기
E. LENS 프로그램 이용하여 기사 보기
F. Email Alert 설정, Citation tool 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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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널명 변경 이력 확인
B. Show Covers : YES 하여 저널커버로 브라
우징
C. 특정 볼륨/이슈 넘버를 입력하여 해당 이슈
로 바로이동

Browse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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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A. 저널 페이지 내, 키워드 검색
B. 발행년, 볼륨, 이슈, 첫 페이지 또는 DOI로
검색
C. 저자명, 저널명, 초록 내용 등 입력하여 조
건부 검색
D. 검색결과의 발행연도 제한
E. 검색 결과건수, 정렬방법 지정



E-mail Alert

A. 매달 발행되는 Editor’s Picks의 수신 설정
B. 새로운 이슈 발행 시, TOC 수신 설정 등
C. Alert Email의 형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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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ervice (업데이트 예정)

* 모바일 서비스 안내 사이트 : ??

- 가능 기기 : iPhone / iPod Touch / Android phones & tablets
- iTunes App store : http://itunes.apple.com/us/app/aacr-publications/id445761675?mt=8
- 모바일 웹사이트 : http://m.으로 시작
- 외부 이용을 위한 인증 필요
- 저널 별 QR코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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