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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학술 컨텐츠 및 솔루션

1944년 창립된 엡스코는 세계적인 해외 학술 컨텐츠 제공사
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데이터베이스, 학술 eBook,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검색 서비스인
EDS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
고 있습니다.

북미 비상장기업 Top 200

1944년에 창립된 엡스코는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

회사소개

(Forbes)가 선정한 '북미 200대 비상장기업'에 이름을 올린 해
외 학술 컨텐츠 제공사입니다.

전문적인 경영진

엡스코 창립 이후 70년간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던 CEO는 총
5명으로, 학술 컨텐츠 분야에서 최소 3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계의 영향력

EContent가 발표하는 디지털 컨텐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리스트인 '주요 기업 Top 100'에 10년 연속으로 선정될
정도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학술 데이터베이스

EBSCO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술데이터베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
용되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저널의 원문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습니
다. 특히, 공학, 경영경제, 생명의학, 식품, 에너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약 380여개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
합니다.
- EBSCO eBooks

™

™

& Audiobook

EBSCO eBooks은 해외 유명 출판사 및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학술
eBook 및 Audiobook 약 150만 권을 검색, 구매,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
로, eBook 및 Audiobook 개별 구매는 물론, eBook의 경우 엡스코 전문 장
서 개발팀의 리뷰를 거쳐 선정된 각 주제별 컬렉션을 연간 구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Flipster

Flipster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다양한 해외 유명
매거진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입니다. 특히, Discover,
Forbes, Time, Wired 등 1,500종의 해외 매거진 가운데 기업 및 연구기관
이 원하는 타이틀을 선택해 구독할 수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지식,
트렌드를 습득해야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입니다.
™

- EBSCO Discovery Service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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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Core Collection - eBook 구독모델
BusinessCore 컬렉션은 경영·경제, 그린 비즈니스, 마케팅, 사업전략, 세일즈, 인사, 인수합병, 재정, 커뮤니케이
션, 프로젝트 관리, 회계 등 기업 내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하기 좋은 eBook 약 9,900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록된 eBook은 전 세계 유명 출판사 및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되어 학술적으로 검증된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필요로하는 비즈니스 관련 지식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타이틀

수록 출판사 및 대학 출판부
• Harvard University Press

• MIT Press

• HRD Press

• John Wiley & Sons

• Sage

• Greenwood

• ASTD

• Career Press

• Business Expert Press

• AMACOM

• Ashgate

• Berrett-Koehler Publishers

www.ebsco.co.kr
102218

EngineeringCore Collection은 광학, 로봇공학, 산업안전, 생명공학, 소재공학, 에너지 과학,
전기공학, 토목공학, 포토닉스, 프로젝트 관리 등 공학 연구를 세부적으로 탐구 할 수있는 전 세
계 eBook 약 6,400권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컬렉션 구독 기간동안은 eBook 열람 및 다운로드에 제한이 없어 연구자들에게 인기있는
타이틀도 정체없이 원활하게 이용가능하며, 분기별로 타이틀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공학분야
최신 연구 및 트렌드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록 eBook의 출판사:
··Elsevier
··John Wiley & Sons
··Artech House
··ASM International

··Institution of Engineering &
Technology
··Smithers Rapra Technology
··Fairmount Press

공학 분야 주요 타이틀

www.ebsco.co.kr

Digital
PrintBook
Services
E-Book & Print
Total Solution
GOBI Library Solutions는 인쇄 도서와 eBook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서 할 수 있는 해외 학술 도서 통합
수서 솔루션입니다.
지난 50여년간 20여 개 이상의 출판사 및 컨텐츠 제공 업체와의 수 많은 파트너쉽을 통하여 각 도서관의
맞춤 학술 도서 구매 서비스를 제공해온 GOBI Library Solutions는 여러 대학 및 전문 도서관,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장서를 개발하고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북미 지역 연구 도서관 협의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소속 도서관의
93% 이상이 GOBI Library Solutions을 이용 중입니다.

Profiled Content Delivery Services
해외 학술 도서 유형별 맞춤 서비스

E-BOOK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새롭게 발간 된 해외 학술 도서를 여러분의 도서관으로

E-BOOK 전용 플랫폼인 EBSCO EBOOKS, R2 DIGITAL

전달하여 드립니다. GOBI Library Solutions에는 선호도에

LIBRARY, IGI GLOBAL을 통하여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 총 4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Book 우선, 인쇄 도서 우선, eBook only, 인쇄 도서 only

유명 어워드 수상작 모음
유아부터 성인까지 각 부문의 수상 작품으로 도서관 장서

신간 도서 알림 기능

가치를 높이세요! National Book Awards, Pulitzer Prizes

서지 전문가의 검증이 완료된 신간 도서의 유형별, 특성별

in Letters, Newbery, Caldecott 등 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기관 맞춤 목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선보입니다.

GOBI Library Solutions은 각 도서관의 장서 개발 목표를
반영하여 새로운 도서에 대한 서지 정보 또한 제공하고

도서관의 장서 구성을 GOBI와 함께

있습니다.

서지 개발팀과 함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장서 개발 또한 가능합니다.

풍부한 장서 보유

GOBI®는 프로젝트 기획, 예상 서적 수, 가격 책정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도서를 더욱 쉽게 만나보세요. 다양한

기타 지원 서비스, 장서 목록, E-Book 리스트, 소장 서적

단행본 시리즈, 연간서, 구독 collection에 제외된 도서,

리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물론, 정부 간행물 및 문서 또한 편리하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

Library Solutions from EBSCO | gobi.ebsco.com | (02) 598-2571

이 외 주요 서비스
BOOK ZONE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GOBI®에서 절판 또는 품절된 서적을 만나보세요!
장서 관리 및 GOBI®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재고 현황은 물론,

• 출판사 중립적인 검색 및 수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상태와 가격 또한 알 수 있고 많은 도서관이

•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서, 장서개발 및 주문 관리 가능

• 완벽한 복본 제어

필요로 하는 도서가 무엇인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지 전문가 추천도서 목록

GOBI®의 서지 전문가 추천 도서 목록인 ‘GOBI SPOTLIGHT LISTS’를
통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세요.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살펴보고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과 서지 정보 제공 기관 통합 서비스

GOBI®만의 차별화 된
고객 지원서비스

더욱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외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LAS 또는 ILS)과의 파트너쉽을 체결
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 서비스
신간 서적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GOBI®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 Workflow 향상부터
수서 계획 수립까지.

• EDI, GOBI를 통한 온라인 통합 주문 시스템
• 주문 상태 리포트
• 고객 맞춤 장서 목록 및 분류 시스템 지원
• RDA 및 OCLC 호환 가능
• MARC 데이터 정보 강화

50여 년간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파트너쉽을 통해
신뢰와 확신을 받고 있습니다.

- 목차 정보, 요약 정보, 저자 약력/소속 정보, 소장 정보
• 인보이스 제공

®

Library Solutions from EBSCO | gobi.ebsco.com | (02) 59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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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최적화 된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기업 맞춤 해외 디지털 매거진

Flipster® 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다양한 해외 유명
매거진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입니다.
특히, 약 1,500종의 해외 매거진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타이틀을 직접 선택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지식, 트렌드를

구독하면, 각 업계별 흐름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경영전략, 연구개발(R&D),

습득해야 하는 직장인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부서별 직무에 맞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lipster 가 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

TIME, Forbes, Popular Science, Wired 등 해외 유명 매거진 제공

PC는 물론, 태블릿, 모바일 기기까지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

추천 해외 매거진 :

Bloomberg Businessweek
Discover
Forbes

간편한 사용자 인증 절차 및 접속 방법

각 매거진의 최신호 자동 업데이트는 물론, 과월호까지 열람 가능

Marketing News
Money
MIT Technology Review

원하는 매거진을 선정하여 자유롭게 구독 가능

The Nation
Popular Science

매거진 무제한 열람, PDF 다운로드, 프린트 지원

이용 통계를 통해 이용자의 선호도 파악 가능

Popular Mechanics
TIME
Wired

매거진 내에서 키워드 검색 및 링크 바로가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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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ource

® Corporate
Plus

EBSCO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정보원

Business Source Corporate Plus 는 비즈니스 분야 프리미엄 연구 정보원으로 경영, 경제, 회계, 금융, 무역, 행정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출판물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5,600 여종의 비즈니스 저널 및 매거진 원문(Full-Text)
이 외에도 기업 정보, 세미나 자료집, 시장 조사 보고서, 사례 연구 등 다른 온라인 자원에서는 찾을 수 없는 프리미엄
자료들을 다수 제공합니다.

BSC+에 수록된 다양한 컨텐츠
• 국가 경제 보고서 : 약 1,200건
(CountryWatch, Going Global,
MarektLine, OECD 등)
• 기업 보고서 : 약 18,000건
• 비즈니스 매거진 : 약 1,500종
• 사례 연구 : 약 820건
• 산업 보고서 : 약 8,200건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IHS Global Insight,
MarketLine, OECD 등)

•
•
•
•
•

시장 보고서 : 약 2,500건
저자 프로필 : 약 40,000건
Peer-Reviewed 저널 : 약 2,900건
SWOT 분석 : 약 5,000건
News Paper : 약 1,500종

BSC+ 를 구독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Company Information™
전 세계 115만개 이상의 기업 정보가 제공 됩니다.

Current News View™
•
•
•
•

CNBC, NPR, BusinessWire, Reuters의 뉴스 자료
NewsEdge에서 출간된 신문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 천 만건의 비즈니스 뉴스 피드
매 15분 마다 업데이트

BSC+ eBook Collection
Business Source Corporate Plus는 비즈니스 관련 주요
eBook 원문(Full-Text)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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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lutions

EBSCO Discovery Solution™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를 성공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검색 창

디스커버리란 온라인으로 이용중인 학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솔루션으로, 엡스코의 디스커버리 솔루션인

EBSCO Discovery Service™ (EDS)는 전 세계 기업 자료실, 연구소, 대학 도서관 등에서 널리 이용중입니다. 특히, 국내에는
120개 이상의 기관이 EDS를 도입하여 전자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DS는 국내·외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업계 출판물, 매거진, 뉴스 페이퍼 등 기업 및 연구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를 하나의
창에서 검색할 수 있어 기획, 마케팅, 세일즈,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및 선행 연구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 또는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연구 목적이나 선호도에 따라 Branding 및 Customiz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서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 도서관으로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 시간 절약

손쉬운 자원 활용

전자 도서관으로 활용

무료 학술정보 검색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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