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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JSTOR 
 Mission  
   (1) 주요 학술저널의 Archive 구축 
   (2) Archive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확장 
 
 1994년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Demonstration Project

로 최초 기획 됨. 
 

 1995년 독립적인 not-for-profit 기관으로 설립 
 

 최초 시범 project (University of Michigan)로 Core fields에 속한  
     2개의 주제분야인 경영과 역사분야의 10종 저널을 온라인 archive 서비

스 제공 
 

 현재 전세계 9,000개이상 도서관에서 구독 중이며 817개 이상의 출판사
가 JSTOR를 통해 Archive 및 일부 CSP(Current Scholarship Program: 
Current Collections and Titles)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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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OR Contents 
@ Multi-discipline Collection: 여러 주제분야를 한 컬렉션에서 제공 
 

 
 
 
 
 
 
 
 
 
@ Discipline-special Collection: 특정 주제분야의 저널을 제공 
 

Collection 주제 분야 

Art & Science I 사회과학(경제, 정치학, 사회학) 인문학, 역사, 수학, 통계학, 생태학 등 

Art & Science II 역사, 경제, 고고학, 고전, 라틴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슬라브 연구 등 

Art & Science III 예술(음악, 영화, 공연예술, 민속예술, 건축학), 인문학 등 

Art & Science IV 비즈니스, 교육, 법, 심리학, 행정학, 공공정책, 심리학 등 

Art & Science V 인문학(철학, 역사, 고전, 종교, 문학 등) 예술, State Historical Journals 등 

Art & Science VI 사회학, 경제, 교육, 언어학, 정치학, 지역 연구 등 

Art & Science VII 예술, 인문학(역사, 언어, 문학), 사회과학 등 

Art & Science VIII 역사 , 언어학 , 문학 , 예술 및 예술사, 교육 , Metropolitan Museum of Art와 
Brooklyn Museum of Art의 19C 및 20C 초 American Art periodicals 등 제공 

Art & Science IX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역사, 지리, 고고학 등 

Art & Science X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재무학, 법학, 과학, 공공정책, 행정학 등 

Life Sciences 생물학, 보건 및 일반 과학 등 

기타컬렉션 : Aluka Collection  / Ireland Collection / 19th Century British Political Pamphlets 

Collection 주제 분야 

Biological Sciences 생태학, 식물학, 고생물학, 세포 생물학, 동물학 등 

Business I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노사관계, 마케팅 등 

Business II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법률, 정책 등 

Business III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법률, 정책 등 

Ecology & Botany 생태학, 식물학, 분류학 등 

Health & General Sciences 건강 및 일반 과학 분야 

Language & Literature 언어 및 문학 

Mathematics & Statistics 수학 및 통계학 

Music 음악 

※ Collection을 선택하여 구독할 수 있으므로 

기관마다 제공되는 Contents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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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OR Homepage 

• URL : http://www.jstor.org 

• Search : 검색화면으로 이동 

• Browse : 주제별 저널 브라우징 

• About : JSTOR 소개  및 제공 저
널 리스트 소개 

• MyJSTOR : 개인서가 기능 

•Main Page : JSTOR에서 제공하는 

Title을 주제 분야 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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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sic Search : “lincoln”이 포함된 원문 검색 

 2) Advance Search   

     - Title에 포함될 Keyword : abraham 

Search : J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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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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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 Advanced 

•AND, OR, NOT, Near 5-25 
words 등의 Boolean 검색 

• 형식, 날짜, 언어 등으로 
검색 결과 압축 가능 

• 주제분야로 검색 결과 압
축 가능 

검색 대상 주제분야 또는 저널 선택 
(여러 주제분야 선택 가능) 

-> 검색 대상 언어 선택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Fields 선택 

-> 검색 대상  
    년도 지정 

-> 검색대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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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 검색결과 

•관련성 및 업데이트 일자로 
Sorting 가능 

• 컨텐츠 이용 가능 여부를 
도형으로 제공 

• Citation 저장, 이메일 발
송, 다운로드 가능 

-> 한 페이지에 display 건 수 
->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 

-> 접속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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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 Citation Locator 

원문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고 있을 때 
 유용한 검색 방법 

-> 원문명 입력 

-> 저자명 입력 

-> ISSN 입력 

-> 권, 호 시작 페이지 정보 입력 

-> 년도 정보 입력 

검색대상 저널 선택 
(여러 저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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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 by Discipline and Journal Title 

주제별 Browse 

알파벳 순으로 저널리스트 Browse 

Disciplines listed alphabetically 

Jump to journa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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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 by Discipline and Journal Title 

•원하는 저널을 선택하면 해
당저널의 Volume list page
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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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 by Discipline and Journa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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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 by Publisher - Publisher Information 

출판사별 Browse 

원하는 Publisher를 Click하면 해당 출판사의 정보와 저널 리스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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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 Navigation 

해당저널 내 검색 

체크박스 표시 후  
Citations 저장 

V 

V 

http://kesli.org/ldcm/index.jsp


15 

Article Navigation : Page view 
해당저널 내 검색 

Article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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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Navigation : Page view 

PDF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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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Navigation : Article thumbnail view 

Page Thumbnail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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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Navigation : Print or Download PDF 

• citation과 출판사 
links를 포함한 page
를 보여줍니다. 

• PDF reader softwa
re (Adobe)를 이용하
여 Print하거나 저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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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Management : Login to MyJSTOR 

• 개인적으로 원하는 Citations
을 저장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My Accoun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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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JSTOR Registration 

•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JSTOR’s 
Terms and Conditions”에 동의하
면 check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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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Management : Sort & Export Citations 

저장한 날짜나 Publication data를 
선택하여 Sort하여 보기 

체크표시로 선택하여 원하는 
Citations를 Export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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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Management : Export Citations 

텍스트, Refworks 등 원
하는 형식을 선택하여 
Citation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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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OR 서비스 TIP 

 About JSTOR 

    : 제공 Title list 및 JSTOR NEWS 정보 제공 

    @ URL : http://about.jstor.org/news-events 

 

 JSTOR® Help Topics  

    : Search, Browsing, Printing등의 도움말 정보 제공  

    @ URL : http://about.jstor.org/support-training 

 

 JSTOR Tutorials 

     : 영문 동영상 매뉴얼 

    @ URL : http://about.jstor.org/support-training/help/tut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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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JSTOR 아카이브 컬렉션과의 차이점 
 최신 저널 이슈 제공 
 참여 출판사, 학회 및 제공 저널의 다각화 
 개별 구독 및 컬렉션 구독 가능 
 다양한 유형의 자료(비디오, 오디오 등) 제공 예정  

(2) 구독방식: Current 이슈에 대한 구독금액은 각 출판사에서 산정 
  개별 Title 구독: Current Issue에 대해 개별저널 구독 
  Single Title Enhanced: 개별저널 Title에 대한 Current Issue + Archive 동시 구독  
  Current Issue Collections: 기존 JSTOR 아카이브 컬렉션과 동일하게 최신 저널을           

컬렉션 별로 구독 
  고객맞춤 컬렉션 구독방식: 기관에서 원하는 Current Title을 선택하여 구독  
    (Current Issu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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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신원데이터넷 

(http://www.shinwon.co.kr) 

 

TEL 02-326-3535  

E-mail info@shinw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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