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과학 및 인문학 
패키지

1,400여 종의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를  
사회과학 및 인문학 패키지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Taylor & Francis



1,475
종의 학술지

113.6M
2017년 

전체 다운로드 수

1.9K+
2015-17년

한국 저자의 논문 수

사회과학 및 인문학 패키지
Taylor & Francis

귀 기관의 이용자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저희
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최신 학술 정보를 제
공해 주십시오. 사회 과학 및 인문학 패키지는 1,400
종 이상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의 학술
지를 제공합니다.

패키지 혜택 
최대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콘텐츠 컬렉션     
하나의 패키지로 귀 기관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 내용을  
제공

이용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연구 자료 보장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선구적 출판사 Routledge 의 자료 포함

Taylor & Francis Online에서 쉽고, 편리하게 콘텐츠 이용 가능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 콘텐츠를 쉽게 읽거나 다운로드 가능 

해당 연구 분야의 학술 단체에서 발표하는 핵심 연구 내용 확인 
패키지에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및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등의 주요 학회들의 출판물 포함 

컬렉션 구독 결정에 필요한 통계 자료 제공    
고객 기관의 다운로드 데이터 외 이용 관련 수치 제공



영향력 있는 연구 자료
aylor & Francis Group은 전 세계 사회과학 분야 최대 출판사로서 최 
고의 연구를위한 최신 지식을 전달합니다. 900종 이상의 학회지가 톰슨 
로이터의 Citation Indexes/ Web of Science®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2017년 Impact Factors 상위 10개의 저널 목록입니다.

• Psychological Inquiry (26.364)
• Health Psychology Review (8.597)
• Economic Geography (6.438)
•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5.014)
• Transport Reviews (4.647)
• Educational Psychologist (4.488)
•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15)
•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75)
•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91)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3.531)

사회과학 및 인문학 패키지 (SSH 패키지) 는 14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저널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류학, 고고학 및 유산

인문학
• 예술 및 디자인
• 역사학
• 언어 및 언어학
• 문학
• 철학
• 시각 및 공연 예술

경영학 및 경제학 

범죄학 및 법학 

교육학 

지리학, 도시계획 및 환경학

문헌 정보학 

방송, 문화, 커뮤니케이션학

정신 건강 및사회복지학
• 보건학
• 심리학
• 사회사업

정치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 지역연구
• 개발연구
• 정치학 및 국제관계

심리학
• 정신의학 및 정신건강

사회학 및 관련 분야전
• 젠더학
• 사회학

스포츠, 레저, 관광학

전략, 국방 및 안보학

국제 학회와 연계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가 발간한 주요 
연구 자료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 Korean Society for Innova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Korean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Asia Research Institute
• Asia Pacific Tourism Association
•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 Asian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 Inter-Asia Cultural Studies Society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Economists

연락처

옥스포드, 필라델피아, 멜버른, 베이징, 
뉴델리, 스톡홀름, 케이프타운,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0여 개의 사무소 네트워크
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저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견적 
및 자세한 내용은 현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김석준 
Howard.Kim@tandf.com.sg 
Tel: +82 (0)2-3141-6301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새로 단장한 저희의 Librarian Resources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Taylor & Francis와 도서관 커뮤니티에서는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비하 
여 고객 기관의 구독 컬렉션 개발, 도서관 이용자의 참여율 및 학문적 소통 
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ibrarianresources.taylorandfrancis.com

상품 정보
세계적인 수준의 서적, 학술지 및 디지털 자료를 고객 기관의 필
요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지원  
고객 기관의 계정 및 액세스 관리, 콘텐츠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통찰력
저희의 블로그, 백서, LIS 서적 및 학술지를 통해 도서관 커뮤니티
의 뉴스와 견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START EXPLORING NOW AT www.tandfonline.com

완벽하게 반응하는 인터페이스 
Taylor & Francis Online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향상된,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 향상된 ‘발견 가능성’ (discoverability)
• 이용하기 쉬운 검색 기능

주요 특징   
사서
•  도서관 카탈로그에 Taylor & Francis 온라인 저널 콘텐츠 링크할 수 있습니다. 
•  COUNTER에 따르는 기관의 이용 통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북마크를 이용한 연구 공유, 도서관 로고 업로드, 지정 출판물/논문 
   의 알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  개선된 검색 기능: ‘다차원 검색’을 통해 논문 및 저널 검색이 보다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주제, 발행일, 출판일, 액세스 가능 여부에 따라 검색 결 
   과내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  쉬운 논문 투고: 누구나 쉽게 연구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저널 에디터와 학회 
•  눈에 띄는 저널 브랜딩: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저널을 이용할 수있도록 업 
   데이트 하였습니다. 저널명과 표지를 상단에 표시하고, 저널 페이지에서 
   는 “카드” 모양으로 관련 핵심 내용이 눈에 띄게 표시하였습니다.
•  향상된 비디오 기능: 비디오 형식의 초록과 내용을 포함하는 저널의 경우,  
   이에 맞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HTML5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