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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SM Journals 

The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소개 

1) 학회 소개  

: 1887년에 설립된 생리학 전문 비영리 학회로서 현재 10,500명 이상 회원 보유 

2) 주제분야 : 생리학, 생물의학 

3) 저널 Coverage : 1921년-현재 (저널 별 상이) 

4) 저널종수 : 14종  

5) 2016년 저널 인용지수 (14종 중 13종 보유) 

- Physiological Reviews  IF 27.312  

- Physiology  IF 6.076 

6) 서비스제공 사이트: http://www.physiology.org/ 

 

http://www.physiology.org/


Homepage 
저널 페이지 바로가기 

기본검색 및 고급검색 

Original Research / Reviews / Editorials / Articles in 
Press 

- 유형별 자료 
Most read / Most cites 
- 가장 많이 읽힌 아티클 / 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 
Trending research 
- 인기있는 주제 중 최신의 아티클 

1) 콜렉션 바로가기 
2) 출판사 선정 아티클 
3) 저자, 독자, 사서, 광고주, 언롞/공공기관, APS 
회원을 위한 정보 
4) 책 또는 Physiologist 뉴스레터 
5) APS출판, 미국 생리학 학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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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출판 방법 안내 
2) 구독 정보: 구독신청 방법, 구독  
    패키지, 연락처, 트라이얼 서비스, FAQ 등 
3) 출판사 연락 정보 안내 



기본검색 

메뉴의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후 클릭 후 Enter 
- Anywhere : 키워드로 검색 
- Citation : 저널명, 출판연도, Volume, Issue, Page로 검색  



고급검색 Tip 
 
- 불리언 연산자    
  (AND,OR,NOT) 
- 다수 저자 검색 방법 
- 구연산자 (" ") 
- 절단연산자(*,?) 
- DOIs를 활용한 검색 
 

모든 컨텐츠/ 타이틀명/ 저자/ 키
워드 중 선택 (필드 추가 가능) 

검색할 저널명 입력 

출판일 입력  
(모든 날짜 또는 기간 설정 가능)  

1. 고급검색    2. 검색 내역    3. 저장된 검색 

고급검색 



검색 필터 (저널명/ 아티클 유
형/ 출판연도/ 저자/ 키워드)  

검색결과(1/2) 

출판사 무료 제공 

구독 기관만 이용 가능 

초록, HTML보기, PDF보기, 
참고문헌 확인 

- 검색결과 저장 
- RSS 피드 신청 



관련순, 날짜순 정렬 

검색결과(2/2) 

제한검색 (키워드, 주제, 저널, 
출판일 등) 



Journal Page 

** 1998년 이전 발행호는 Journal Legacy 
Content 구입 시 이용 가능합니다. 

Journal home - 해당 저널 페이지 
Issues - 발행호 전체 브라우즈 ** 
About - 저널, 기사 유형, 편집 위원회 및 저널 커
버 정보 

편집자 정보 
TOC alert 및 RSS feed 설정 
SNS 바로가기 (Twitter / Facebook / 
Linkedin)  

최근 발행 이슈 



Article Page 

아티클 유형 (Original Research / Re
views / Editorials / Articles in Press) 

PDF : 아티클 PDF 저장 
TOOLS : 인용정보 반출, 즐겨찾기 추가, 
아티클 이용 허가 받기, 인용정보 확인 
SHARE : 이메일 또는 SNS로 공유 

1) 아티클에 수록된 그림, 표 등 삽입자료 
2) 참고문헌 
3) 관련 아티클 
4) 아티클 정보, 저작권 정보, PubMed, 
Metrics 수치화된 온라인 상 관심도  

* PubMed 번호: PubMed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 PubMed : https://www.ncbi.nlm.nih.gov/pubmed/ 



Personal Account 

개인계정 주요 서비스 

- Alerts : 이슈, 아티클, 인용정보 알림 

  (※ 다음 페이지 참고) 

- Favorites : 아티클 또는 발행물 즐겨찾기 

- Saved Searches : 검색결과 저장 

개인계정 생성 후, 로그인 
Name 클릭 후 Profile 클릭 



Alert ※ Alert 서비스 이용은 개인 계정 등록 후 가능 

Issue Alert 

Article Alert 

Citation Alert 



감 사 합 니 다.  

www.ebscokorea.co.kr 

TEL: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