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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Book Archives and Springer Journal Archives
• 주요 지식 정보 자원
• 손 끝으로 만나는 1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구 자원
• SpringerLink 통합 플랫폼

springer.com/archives

Read
today

springer.com/archives

Unlock Yesterday’s Minds Today

2

Springer Archives
Unlock Yesterday’s Minds Today
Springer Archives는 지난 세기의 우수한 학술자료를 연구자분들께 제공합니다. Springer
Journal Archive는 현재 2백만 건 이상의 저널 아티클을 포함하고 있으며, Springer Book
Archives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약 10만권의 희귀서를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

Springer Book Archives와 최신 연구자료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선도적인 과학 연구의 극
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Springer는 역사적인 학술 자료 검색을 위한 새로운 지평
을 열었습니다.

Springer는 학술 단체를 위한 지속적인 헌신의 일원으로 우수한 학술자원의 디지털화 프
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Springer Book Archive를 통해 1840년 이후 출판된 약 10만권의
eBook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Springer는 과학/기술/의학 주제분야 최대의
eBook 컬렉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SpringerLink에서 언제, 어디서나 2백만건의 저널 아티클과 약 10
만권의 eBook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pringer Book Archives
특징

Springer Journal Archives

••

1840년 이후 출판된 약 10만권의 과

••

••
••
••
••
••
••

구독이 아닌 구입 모델

••
••
••
••

학, 기술 의학 eBook
DRM 없음

MARC 무료 제공

주로 영어 및 독일어 타이틀

Book 시리즈 (볼륨1 부터 제공)

특징

1854년 이후 출판된 2백만 건 이상
의 아티클

창간호부터 제공

1,000종 이상의 저널 타이틀
300dpi의 PDF (OCR) 형식
XML 헤더와 참고자료

타이틀과 챕터 수준의 DOI 제공

SpringerLink는 강력한 시멘틱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와 고전을 아우
르는 방대한 도서와 저널의 통합 네비게이션 및 탐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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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선생님의 혜택
Springer Archives는 우수한 연구 콘텐츠를 전자 형태로 제공하여 진정한 가상 도서관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단일권호나 복본 구매의 부담없이 전

••

기관 이용자들의 연구를 위한 최적의

••

Google 과 같은 검색 및 탐색 서비스를

••
••

OCLC MARC 무료 제공

컬렉션 소장 및 보유장서 확대

가능케 하는 풍부한 메타데이터 제공

온라인 서비스 제공

물리적 공간의 제약요소 해소 및 장서
관리에 투여되는 노동 시간 절감

연구자의 혜택
오늘날 연구자들은 현대 기술 발달로 인하여 오래된 학술자료에 접근하기 쉬어졌습니다.

••

과거 찾기 힘들었던 북 챕터와 아티클

••

주요 연구 및 프로토콜의 주요 원리를

••

역사적인 선례를 통해 현 이론의 학술

••
••

선행 기술의 발견 및 입증

의 발견

적인 근거 및 새로운 발견 가능

찾아 현 연구에 적용 가능

SpringerLink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
용 가능

Springer Book Archives
springer.com/bookarchives
과거 학술 연구는 근본적 지식의 깊이를 더하며, 현 연구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pringer Book Archives는 1840년 이후 출판된 학술 연구 서적을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이
용하도록 합니다. 단행본 및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 Handbooks, Book series를 제공합니다. 이
전에는 전자 형태로 제공이 어렵던 다수의 서적이 SpringerLink로 통합되어 연구자들은 편리

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udolf Diesel과 Werner von Siemens 와 같은 저명한 전문가들이 저
자로 있습니다.

주요 지식 정보자원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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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Book Archives는 아래 12개 주제분야에 대한 약 10만 건의 eBook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Behavioral Science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Business and Economics
Chemistry and Materials Science
Computer Science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Engineering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Law
Mathematics and Statistics
Medicine
Physics and Astronomy
Professional and Applied Computing

eBook 이용통계의 롱테일 법칙

eBooks의 특성상 인쇄본과 달리 영구적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장서의 수명이 깁니다.
출판 후 몇 년이 지난 인쇄본에 대한 이용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오래된’ eBook 에 대한
많은 관심은 이용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틀 목록을 원하시면, Springer.com/bookarchives 나 Springer 한국지사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다양한 옵션의 라이센싱 모델,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최신 저널 및 서적이 통합된

SpringerLink의 제공을 통해 Springer Book Archives는 학술 단체, 정부 및 기업체 도서관 이

용자들에게 주요 지식 정보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학술 연구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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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Journal Archives
springer.com/journalarchives
과거의 학술 지식 정보는 미래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SpringerLink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수의 노벨 수상자를 포함한 영향력있는 학자들이 저

술한 아티클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Springer Journal Archives는 수백만종
의 저널에 대한 2백만건의 아티클을 창간권호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티클은 효율적인 검색기능을 바탕으로 HTML 형식의 타이틀 및 저자 초록 정보, XML

참고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최신 논문과 과거 자료를 이어주는 링크 기능과 통합 상호
검색으로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ringer Journal Archives는 아래 11개 주제 분야에 대한 1,000종 이상의 저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백만 건 이상의 저널 아
티클과 10만 종의 eBook을
SpringerLink를 통해 언제 어
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Behavioral Sciences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Business and Economics
Chemistry and Materials Science
Computer Science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
••
••
••

Engineering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Law
Mathematics
Medicine
Physics and Astronomy

Springer Journal Archives는 매력적인 라이센싱 모델과 강력 검색 기능을 가진 통합 플랫

폼의 제공으로 과학/기술/의학 분야 및 사회 과학 컬렉션의 확대를 위한 최상의 선택입
니다.

과거의 연구자원, 미래의 지식창출
연구자들은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19~21세기의 우수한 학자들의
학술적 발견 및 연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연구물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SpringerLink에서 Springer Archive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기존보다 3배 향상된 속도

기기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디자인 및 브라우징 제공
이용자 중심 디자인 - 심플하고 간결한 네비게이션
유연성 - 지속적인 개발과 신속한 업데이트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Unlock Yesterday’s Minds Today

도서관에 최적의 컬렉션을 완성하세요!
••
••
••
••

springer.com/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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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컨소시엄 패키지 또는 Springer Book Archives와 Journal Archives의 구입

Unlock Yesterday’s
Minds Today

유연한 라이선스 기간

대학교, 연구소, 기업과 행정기관 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단일, 멀티 사이트 및 컨소시엄 라이선스 제공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springer.com/archives를 방문하세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사로 연락 주십시오.
Springer 한국지사

박재범 한국지사장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W&H 빌딩 6층 (우. 121-893)
Tel: + 82 2 3142 9698
Fax: + 82 2 3142 5768
Email: jb.park@springer.com
www.springer.co.kr

REGIONAL OFFICE
Asia Pacific
Springer Asia Limited
Unit 1706-1708
Exchange Tower
33 Wang Chiu Road
Kowloon Bay
Hong Kong
Tel: + 852 2723 9698
Fax: + 852 2724 2366
Email: marketing.hongkong@springer.com
www.springer.com

REPRESENTATIVE OFFICES
BEIJING
(China)
Tel: + 86 10 8267 0211
Fax: + 86 10 8267 0212
HONG KONG
(Hong Kong, Macau)
Tel: +852 2723 9698
Fax: +852 2724 2366
KUALA LUMPUR
(South East Asia)
Tel: + 603 8076 4428
Fax: + 603 8076 4484

MELBOURNE
(Australia, New Zealand)
Tel: + 61 431 043 207
SEOUL
(South Korea)
Tel: + 82 2 3142 9698
Fax: + 82 2 3142 5768
TOKYO
(Japan)
Tel: + 81 3 6831 7005
Fax: + 81 3 6831 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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