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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라이튼인터내셔널은
전세계 학술 출판사를 대행하는 컨텐츠
전문 공급 회사입니다.
저널,
데이터베이스,
이북, 각각의
그리고 연구
솔루션기관에
등에 가장
대한 필요한
다년간에제안을
걸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건의 연구기관에서
아티클에서 주제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콜렉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찾으시는
자료가
있다면,
가장
빠르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PressReader : 전세계 100개국 주요 신문 & 매거진 7,000여종
2. AAAS : Science Online을 비롯한 5종의 온라인 저널
3. Annual Reviews : 생물의학, 물리학, 사회과학, 경제학 분야 저널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전 주제분야 저널 및 이북
5. Royal Society : 세계 최초의 학회. 자연과학, 공학 분야 저널
6. Aggregagent : 각 주제분야에 대한 주요 출판사의 필수 저널을 제공
7. Bureau Vandijk :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솔루션 (Moodys Data)
8. Company of Biologists : 생물학, 생리학 분야 주요 연구 저널
9. ASM : 생명과학, 미생물학, 약리학, 생리학, 면역학 관련 저널 제공
10. MIT Press : 사회과학, 경제학, 기술과학, 예술 분야의 저널 및
eBook

전세계 신문&매거진 7,000여종 제공
(국내 20여 기관 구독 중)

PC, 모바일 App,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
음성지원, 번역, 출력, 북 마크 등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
한국포함 전세계 100개국 주요 타이틀 브라
우징 및 아티클 키워드 검색

최첨단 연구, 과학계 소식 및 논평을
다루는 세계 최고의 간행물

ü

Science Online - 가장 최근의 수상경력이 있는 인용지수가 높은 peer-reviewed 연구 제공

ü

Science Classic - 1880~1996 디지털 아카이브 [KESLI 참가기관 무료 제공]
Science Signaling - 세포 신호 전달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 및 논평의 최신
자료 제공
STM - 기초 연구 과정에서 실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프로세스
Science Immunology – 면역학 분야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연구 지표 제공
Science Robotics - 로봇 공학 분야에서 과학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독창적인 연구 논문 제공

ü
ü
ü
ü

Annual Reviews는 생물의학, 물리학,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40여종 이상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Astronomy & Astrophysics, Cell & Developmental
Biology, Plant Biology 등 과학분야 타이틀 중 IF 값이 가장 높은 상위 Top 저널들만
을 담고 있습니다.

CUP Journal & eBooks
인문, 사회과학, 의학, 공학, 자연과학, 문학, 언어 등 전 분야의 390여 종(Full Package)의 최신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저널 컬렉션으로 전체 저널의 70%가 SCI&SCIE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또한 21종의 저널이 JCR 상위 Top 1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UP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출판부로 1584년 영국 Henry 8세 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학문과 연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양질의 자료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THE ROYAL SOCIETY는 1660년 12인의 과학자에 의해 설립된 영국왕립학회로,
과학, 공학 및 의학 분야의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3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회입니다.
1665년부터 생물학, 물리학, 수학, 공학 분야의 핵심 저널 11종을 출판하고 있으며,
Impact Factor 및 Eigen Factor Score가 높은 저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OA 2종 포함)

▶ 주제분야별 패키지 제공

Aggregagent는 각 주제분야에 대한 다양한 출판사의
타이틀을 담고 있습니다.
Ex, ‘Medicine’과 같은 대주제 분야 타이틀뿐만 아니라, 소주제분야 - Cancer Research,
Clinical Neurology, Oncology 등에 포함하는 타이틀만을 추려서 선정&구독할 수 있습니다.
“Aggregagent는 주요 출판사의 꼭 필요한 저널만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Aggregagent는 온라인 저널 구독의 새로운 모델 형태 입니다.”

뷰로반다익은 글로벌 기업정보의 선두주자로 전세계 기업정보 및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뷰로반다익은 분야별 최고의 비즈니스정보 제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독
자적인 리서치와 솔루션을 통하여 최상의 가치 있는 기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rbis는 전세계 3억 7천 5백만 개 이상의 기업 정보(상장, 비상장) 수록.
광범위한 자료를 표준화하여 효과적으로 제공.
BankFocus는 은행 분석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가장 많은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석 가능.
OIP(Orbis Intellectual Property)
Orbis 기업 정보와 함께 특허 정보 수록. 지적 재산 분석 및 전략을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기술이전 가치)
Osiris - 전세계 상장 기업 정보(30년)와 함께 인수합병(M&A) 거래,
기업구조 등 다양한 자료 수록.

Company of Biologists는생물학관련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공헌하는 비영리 출판 조직입니다.
- Development는 발전하는 생물학 분야를 아우르는 선두적인 주요 연구저널입니다.
지난 수년간 Development는 줄기세포와 재생 분야의 통합에 초점을 맞춰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 Journal of Cell Science는 생명의 가장기초적인 조직인 세포 그리고 Genome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는 비교 생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저널입니다.
1923년 시작된JEB는 모든 단계의 생물학적 조직에서 생존쳬계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논문을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ASM)은 생명과학분
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조직입니다.

ASM 저널 구성: 11 종 저널과 5 종의 OA 저널 제공 (이 중 개 저널 SCI 등재)
ASM 컨텐츠는 방대하며,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의학, 식품, 농학, 생물, 수의학, 약학,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정부
관련기관, 병원, R&D 센터, 보건 관련 기관, 제약회사, 비영리 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MIT Press사에서 사회과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분
야의 저널
MIT Press Journal은 MIT Press사에서 출판하는 사회과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역사학, 정치학, 기술과학, 건축, 디자인, 예술, 시사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저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