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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1905년 The Rockefeller University는 “The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의

출판을 시작으로 1910년 이 대학의 출판부인 The Rockefeller University Press를

설립하여 이후 활발한 출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Studies from the Rockefeller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등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Journal of Cell Biology, Journal of General Physiology 

등의 저명한 저널들을 출판하였습니다. 

1958년에는 Book Business로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며 genetics, cell biology, 

and neuroscience, to history of science 분야의 Topic에 현재 focus를 맞추어 출

판하고 있습니다.

1. 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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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분야 : Biology, Allergology and immunology, Physiology

2. 제공저널 : 3종

A. Journal of Cell Biology

2. CONTENTS 소개

Coverage : 1955 ~ 현재
Subject : Biology (Cytology and Histology)
URL : https://rupress.org/JCB
수록내용 및 특징
- 전 세계 Cell Biology 연구 분야의 Article에 대한 Forum을 제공
- New in The JCB: 새로운 issue의 새로운 news, contents를 제공
- Future Content: 다음 issue의 TOC 정보를 제공
- Supplemental Material: Journal of Cell Biology 관련

Supplemental Material (그림, 비디오 자료, 동영상 등의 Text 
이외의 자료)를 issue 별로 제공

- Annotated Video Collection : Cell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찰, 연구하는데 중요한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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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 1975년 ~ 현재 (TOC 정보: 1965년 ~ 현재)
Subject : Allergology and immunology (알레르기학, 면역학)
URL : https://rupress.org/JEM
수록내용 및 특징

- 기초 세포학, 면역학 관련 포괄적인 정보제공
- Commentaries : JEM 저널의 Article에 대한 모든

commentary를 이용할 수 있음

Coverage : 1965년 ~ 현재
Subject : Physiology (생리학)
URL : https://rupress.org/JGP
수록내용 및 특징

- Exporting Citations: JGP의 Article을 EndNote, Reference 
Manager, ProCite 등의 Citation manager program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2. CONTENTS 소개

B.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C. Journal of General Physiology

5

https://rupress.org/JEM
https://rupress.org/JGP


3. BROWSE – MAIN PAGE

URL : http://rup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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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B, JEM, JGP 저널
중에 선택하여 저널
페이지로 이동 가능

http://www.rupress.org/


3. BROWSE – ‘JCB’ PAGE 

Newest Articles
-최신 아티클 소개
Reviews & Opinions
-아티클 다시보기 & 전문가 의견
Most Read
-조회수 높은 아티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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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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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st Articles
-Subject와 Year 로 아티클 검색 가능
Current Issue
-최근 아티클, 전문가 견해, 추천 아티클
등을 소개
Archive
-과거자료 연/월로 검색 가능

일반검색 또는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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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 ‘ARTICLES’>’NEWEST ARTICLES’

필터기능:
주제, 저널, 아티클 타입, 
날짜별로 분류 가능

Abstract
-초록 펼쳐보기
View Article
-아티클 보기
PDF
-PDF형식으로 보기

최신순, 과거순, 
관련순으로 나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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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 ‘ARTICLES’>’CURRENT ISSUE’

연도별 이슈 선택

해당 이슈 관련 정보 제공:
People&Idea, Spotlights, 
Reviews, Reports, Articles, 
Tools, Corrections 



7

연도별 volume 선택

3. BROWSE – ‘ARTICLES’>’BROWS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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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ARCH  – 일반 검색

일반 검색: 키워드 입력

필터기능:
주제, 저널, 아티클 타입, 
날짜별로 분류 가능

최신순, 과거순, 
관련순으로 나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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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ARCH  – 상세 검색

단어, 키워드

인용된 년도, 
DOI 조회

저자명

타이틀명

상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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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티클 결과화면 ‘STANDARD VIEW’ 

Split-Screen
-화면나눠 보기
Views
-Figure&Table 보기
PDF
-PDF형식으로 보기
Share
-이메일, Facebook, 
Twitter등 공유
Tools
-인용정보

이메일 알림 설정

추천 목록

Metrics
해당 아티클의 View 및
다운로드 수치를
도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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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Figures 
-아티클에 포함된
이미지와 표 크게 보기
또는 PPT형식 다운로드
가능
Contents
-목차
References
-참조 문헌 보기
Related & Metrics
-View 및 다운로드 수치, 
이메일 알림 설정, 추천
목록 보기

5. 아티클 결과화면 ‘SPLIT-SCREEN’

Standard View
-일반 보기
PDF
-PDF형식으로 보기
Share
-이메일, Facebook, 
Twitter등 공유
Tools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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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EM’ PAGE

Newest Articles
-최신 아티클 소개
Reviews & Opinions
-아티클 다시보기 & 전문가 의견
Most Read
-조회수 높은 아티클 소개

※ Journal Browsing 방법은
JCB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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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st Articles
-최신 아티클 소개
Reviews & Opinions
-아티클 다시보기 & 전문가 의견
Most Read
-조회수 높은 아티클 소개

※ Journal Browsing 방법은
JCB와 동일합니다.

7. ‘JGP’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