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여 년간 미션 주도의 
사회과학 연구로 
변화를 주도해온 

체인지메이커들에게 
영감을 고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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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ournal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tk.emeraldgrouppublishing.com/ejournals

eJournal Collection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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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뿌리 
깊은 연대 의식

실제 세계에서 영향을 받은 연구 조사를 위해, 
저희는 학자/종사자 공동 창작을 비롯해 협회 
및 학회와의 파트너십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사회 및 학제 모든 부문의 인사이트를 
대변함으로써, 우리의 연구 그 자체는 연구자, 
종사자, 정책 입안자들의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간에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지난해, Emerald는	152개국	53,000여	
저자들의 작업을 저널로 실었습니다

•	 	모든 저널은	15,000여 명에 달하는	
Editorial Advisory Board	회원	
네트워크에 힘입어 이중 맹검의 동료	
평가를 거칩니다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평가
DORA 조인 기관으로서 저희는 연구 
평가 정량화 시 광범위한 지표의 사용을 
지지합니다.

•  2020년 한 해 동안: 1,940여개 신규	
아웃렛, 410여 개 블로그, 560여 개 정책	
문서, 25,300여 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저널 콘텐츠가 언급되었습니다

•  300개 저널이	Scopus CiteScore™를	
받았습니다*

•  92개 저널이	JCR에 수락되고	201개	
저널이	ESCI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성장합니다

저희 위탁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응용 연구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분야를 
인지합니다. 바로 그러한 분야에서 전체 저널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계속 도모할 것입니다.

Emerald Insight에서 오픈액세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전반적인 비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저널 구독자 여러분께 
컬렉션 내 모든 저널이 최신의 가장 
연관성 높은 연구를 계속 발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2022년에는	2021년에서	2%	증가해	
14,700여 개 구독 아티클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  309개 유효 구독 저널

우리 위틱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음의 4대 다학제간 목표입니다.

Signatory of

•  2021 CiteScore™(powered by Scopus®)
•  2021 Journal Citation Reports® 및 Emerging Markets Citation Index(Clarivate Analytics, 2021)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고취하는 미션 주도의 
사화과학 연구
전통적인 주제 과목의 한도를 뛰어넘어, Emerald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고취하고 실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고품질, 미션 주도의 연구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Emerald는 출판인들 사이에 행동을 고취하고 진척을  
가속화하여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창설된 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 출판인  
협약(Publishers Compact)의 창립 조인 기관입니다.

emerald.com/insight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연구의 세계를 발견하고 탐험하세요

매주 평균 300개의 새 콘텐츠 추가 해마다 전 세계 1억 9백만 여 
방문자가 3천만 여회 다운로드

유연한 개방형 옵션
저희는 열린 세계로의 개방성과 전환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정을 다합니다. 
Emerald의 연구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티클 프로세싱 요금(APC)을 아우르는 선불 퍼블리싱 바우처로 
저자들이 개방형으로 발행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공정한
사회

더 건강한
삶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책임 경영

지난해 330만 개의 
오픈액세스 아티클 

다운로드 기록

https://emerald.com/insight


구독
구독 기간에 게재한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선택한 아카이브 콘텐츠를 구독 기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Journal 구독 컬렉션을 위한 타이틀 목록은 
tk.emeraldgrouppublishing.com/ejournals-listing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일시불로 백파일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Journal Backfiles 컬렉션을 위한 타이틀 목록은 
tk.emeraldgrouppublishing.com/backfiles-listing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및 이용 옵션

EJOURNAL SUBJECT COLLECTIONS

기관과 관련된 주제별 분야만 선택해서 예산과 맞춤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13종의 주제별 특정 컬렉션에 포함된 300여종의 저널

회계, 
재정 및 

경제

비즈니스, 
경영 

및 전략
교육 엔지니어링 건강 및 

사회 복지

문헌 
정보 
학

마케팅
운영, 
물류 

및 품질

HR, 학습 
및 조직 

연구

정보 
및 지식 

경영

자산 
관리 및 

건축 환경

공공 정책 및 
환경 
관리

관광 및 
호텔 
경영

엔지니어링, 컴퓨팅 및 기술 EJOURNAL PORTFOLIO

우리의 미래를 변혁하는 기술 혁신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구 – 학문적 공학 및 컴퓨팅 부서의 연구 결과와 맞춰 개발하였습니다.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eJournal Portfolio 
64개 저널, 2022년도 4,000여 개 발행 아티클 예정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eJournal Backfiles 
Portfolio 

56개 저널, 1929년까지 소급하는 40,400여 개 아티클

MANAGEMENT EJOURNAL PORTFOLIOS

기존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와 관리 연구를 지원하며, 환경 및 불평등, 갈등과 같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도 
지원합니다.

Management eJournal Portfolio 
212개 저널, 2022년도 9,800여 개 아티클 발행 예정

Management eJournal Backfiles Portfolio 
176개 저널,1899년까지 소급하는 69,500여 개 아티클

eJournal Premier 
309개 저널, 2022년도 14,700여 개 아티클 발행 예정

EJOURNAL PREMIER 컬렉션
가장 거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다학제간 컬렉션인 eJournal Premier는 eJournal Backfiles Premier와 원활하게 결합하여 Emerald의 

eJournal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합니다.

eJournal Backfiles Premier 
265개 저널, 1898년까지 소급하는 128,900여 개 아티클

모든 아티클 종 수는 알려질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발행 예정인 아티클은 추산입니다.

https://tk.emeraldgrouppublishing.com/ejournals
https://tk.emeraldgrouppublishing.com/backfiles


50년이 넘도록, 신선한 사고 방식을 지지하는 것이 Emerald 사업의 
핵심입니다. 저희의 핵심 정신은 차이를 만드는 데 기여해 조금씩, 
학계나 현장에 있는 이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실제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발행물과 발행 서비스는 연구자들이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영향력 있는 연구 조사에 대한 확신과 
역량을 구축하도록 혁신적인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락처기업 소개

신규 콘텐츠/컬렉션:
Sunwoo Choi schoi@emerald.com

지원 문의:
support@emerald.com

홈페이지
emeraldgrouppublishing.com

저희와 함께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십시오.

사서 도구 키트
액세스 및 인증 정보, 사용자 가이드, 도서관 홍보 자료, 통계 보고서 관련 지침 및 리소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tk.emeraldgrouppublishing.com/librarian-toolkit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연구의  
세계를 발견하고 
탐험하세요
emerald.com/insight

노선을 선택하세요
•  저널, 도서, 사례 연구 및 Expert Briefings 별로 

탐색하세요
•  빠른 및 상세 검색에 구체적인 단어와 문구를 입력하세요
•  오픈 액세스나 본인이 볼 수 있는 콘텐츠만을 표시하도록 

결과를 제한하세요

손쉽게 탐색하세요
•  예측 가능한 탐색과 간단한 인터페이스
•  결과를 정렬하고 유형, 날짜, 주제 및 국가와 같은 콘텐츠 

필터를 적용하세요
•  읽어야 하는지 지나갈 것인지 결정할 때 콘텐츠 

미리보기와 구조화된 초록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세요
•  연관 콘텐츠 제안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  ‘키워드’를 선택해 다학제간 주제를 리서치하세요
•  모든 콘텐츠는 매끄럽고 원활한 탐색을 위해 다방면으로 

액세스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  어떤 기기에서든 원격으로 복수 사용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  HTML, PDF, EPUB 형식으로 열람하고 플랫폼에서 

인용문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프로필을 통해 콘텐츠 알림을 설정하고 검색 

사항을 저장해 나중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검색과 접근
•  IP, Ezproxy, Shibboleth/OpenAthens를 통한 연합 

액세스, 참조 URL 및 Google CASA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요청 시 기관 액세스 번호를 
제공합니다

•  SeamlessAccess는 저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 
기능이며 모든 참여 기관에 걸쳐 연합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  ALMA, EBSCO EDS, Primo, Summon, WorldCAT 등의 
모든 주요 탐색 시스템에 연동됩니다

• KBART 및 MARC 기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Emerald Insight는 W3C AA 및 US 

Section 508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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