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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사소개
: 1534년 헨리 8세의 특허장을 시작으로 1584년 첫 번째 단행본을 출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

* CUP에서 발행한 역사적인 논문
아이작 뉴턴의 ‘Principia Mathematica’(1687년), 존 밀턴의 ‘Lycidas’(1637년),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Radio-activity’(1904년), 노암 촘스키의 ‘Language and Mind’(1968년)

2) 주제
: 전주제 (인문&예술, 사회과학, 경제경영, 과학&공학, 기술, 의학, 신학 등)

3) 제공품목

4) 출판사사이트 URL - https://www.cambridge.org/co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소개

타이틀수 제공연도

저널 412종
Full 398, STM 168, HSS 261, 
Medical 73

1853년~현재 (타이틀별상이)

이북 3만 5천권이상 1753년~현재 (첫출판연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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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학, 의학, 물리학, 천문학, 
경제학 등 36개 주제 별로 이북과
저널을 찾아볼 수 있다.

CUP에서 출판하는 컬렉션 및 시리즈, 저널, 이북
등이 정리되어 있다.

Services for librarians에서는 사서를 위한 자료를
제공 (콘텐츠 정보, 홍보자료, 이용자 가이드 등)

단어, ISSN, ISBN 등 키워드 검색
※ 저널과 이북이 모두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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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What we publish > Journals를 클릭하면
CUP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별로 저널 보기

액세스 유형, 콘텐츠 유형 별로 필터를
설정하여 해당 저널을 확인할 수 있다.

※ What we publish > Journals 페이지에서
검색하면 Journal 자료만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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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타이틀명, 최신출판일자로
검색 결과 정렬하기

검색 결과 저장
(로그인 필요)

- 타이틀, 저자, 콘텐츠 유형 등 정보 확인
- 타이틀을 클릭하면 콘텐츠 페이지로 이동

검색 결과 좁히기
→ 다음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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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좁히기 (Refine search)
- 이용가능한 타이틀/Open Access 타이틀만 재검색
- Content 형태(저널/아티클/이북/챕터)
- 저자, 출판일자, 주제, 태그, 저널, 출판사, 학회, 시리즈, 컬렉션

체크박스에 표시한 검색결과에 한해
북마크 저장, 인용정보 보기, PDF 다운로드, 
Kindle/Dropbox/Google Drive로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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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모든 이슈 보기

ISSN, 편집자, 저널 소개

저널 내 재검색

북마크 하기, Alert 신청, 
RSS, 공유하기 기능

최신 이슈

최근 30일 동안
가장 많이 이용된 아티클

Open Access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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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ssues를 클릭하면 연도별 발행 Volume을 볼 수 있다.

연도 앞 + 표시를 클릭하면 하위 Volume을, 
Volume 번호를 클릭하면 하위 아티클을 확인할 수 있다.

7



All issues > 2020 (Vol 882-890) > Volume 890

발행 시기별로
아티클 확인 가능 인용정보

초록 보기

PDF 보기 HTML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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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 하기, Alert 신청, 
RSS, 공유하기 기능

저자, DOI, 온라인출판일자, 초록
등 아티클 정보

PDF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높은 해상도)

Kindle로 보내기

Google Drive로 보내기 Drop box로 보내기

인용정보 → 다음 페이지 참고

원문 재사용(저작권) 관련
가능여부/가격 확인

참고문헌이 업로드되어 있는
온라인사이트(클릭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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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정보 복사

인용형식 변경

인용정보 다운로드

서지 프로그램으로
인용정보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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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Mendeley 상의 해당
연구자에 대한 국적/직업 확인 가능

1) Altmetric Attention Score(온라인상 관심도를 수치화)
2) 아티클에 대한 SNS(Tweeter, Facebook 등) 상 언급
3) 서지정보관리도구(Mendeley, CiteULike 등) 상 구독자 수

온라인 상 관심도 수치(해당 주제 및
6주 내 발행물 범위 내 확인 가능)

아티클 옆 동그란 버튼으로 표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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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바일사이트 URL : www.cambridge.org/core

2) 이용방법 : 출판사에 등록된 기관의 IP 내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모바일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

* 기관 외 장소 - 오프라인 상 저장된 원문만 이용 가능

3) 모바일서비스특징

• 모바일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 구독 중/구입 출판물 이용

• HTML 및 PDF 형태의 원문 저장 및 보기(오프라인 작업 가능)
북마크 추가, Alert 신청
Kindle, Google drive, Dropbox에 원문 저장

• Email, Twitter, Facebook를 통한 원문 전송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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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mbridge.org/core/help/faqs

https://www.cambridge.org/core/help/training/user-guides-and-videos/korean

https://www.cambridge.org/core/help/training/user-guides-and-videos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하는문의)

사용자가이드 (이용안내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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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