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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3년 설립된 학술분야 출판사로 특정 주제분야
를 집중 출판하고 있습니다. 

• 주제분야 : 법학, 역사학, 지리학, 이슬람 연구, 아
시아 연구, 고전연구, 생물학, 수학 등

• 이 외에도 생물학 관련 의학 분야의 저널을 출판
하여 전 주제분야를 포괄하는 출판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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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주제별 highlights 저널 제공

- 고정된 메뉴바를 통해
어떤 페이지에서도 원하는
메뉴로 이동 가능

Publications : 발간물
Subjects : 주제별 저널
Services : 저자/사서/ OA 등 정보
제공
About : Brill 소개
Contact : 출판사 연락처



Subject Page-Show All Subject



Subject Page – 각 주제분야별

주제 분야 내 검색

-수서 편집자 이메일 주소 제공
-SNS 공유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제공



검색- Quick Search

Brill.com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위치한 ‘Search’
버튼틀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Pop-up 박스가 나타납니다. 

해당 검색창에
원하시는 검색어(저널명/저자/ISBN/주제어 등)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심화검색을 원하시면 다음 페이지의
Advanced Search 를 참고하세요



A. Search Help : 작업 중
-구 검색 시 “ “ 로 검색
-Wildcard (* 또는 ?) 사용

B. 검색 대상
-저자, 에디터 검색
-원문 내 검색
-DOI/ISBN 검색
-Journal Source 검색
-출판사 검색
-서명 검색

C. 출판 유형으로 재검색
D. 발행날짜로 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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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Advanced Search



검색-결과

검색어추가

자료유형
혹은

주제분야로
재검색

색인정보 다운로드

관련성/알파벳 순/ 날짜/ 자료유형
이나 저자 등으로 재정렬 가능



Journal Homepage

결과 페이지 앞 뒤로 이동

WoS, Scopus 등의 인용지수 제공
(해당 DB 구독 시)

-결과 내 재검색
-저널 내 원하는 이슈로
이동
-동일 주제 타이틀 확인
-Alert 서비스

: eTOC, 정식 발행전 아
티클, 최신 이슈 TOC

-제공 볼륨 이슈 정보 ( 이용 가능)

-인덱스 및 Abstract 정보
-논문 투고 안내
-에디터 및 독자층 안내



Article page

A. 결과 내 재검색
-이슈 또는 저널 전체로 제한

가능
B. 이슈 페이지 이동
C. Content Metrics -대상: 초록, 
원문 확인, PDF 다운로드 건수
-시기: 전체, 과거년도, 30일 전

A

PDF 미리보기, HTML 보기, 
PDF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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