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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사 소개 및 수록 내용 

  출판사 소개 

• "To advance and diffuse the knowledge of physics"를 모토로 1899년 설립된 
APS(American Physical Society)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물리학회로 가장 많
이 인용되고 있는 Physical Review를 비롯하여 13종 이상의 저널을 출판하고 있으며, 매
년 물리학 관련 20회 이상의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APS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저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PS에는 전세계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으로부터 
51,000명 이상의 물리학자가 멤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 

• 주제분야 : 일반 물리/응용물리 등 물리학 

• 제공연도 : 1930 ~ 현재 

• 제공종수 : 저널 13종 

• URL: http://www.aps.org/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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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S 홈페이지 저널 이용방법 

홈페이지 URL: HTTPS://JOURNALS.A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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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S 홈페이지 저널 이용방법 

PHYSICAL REVIEW A 선택 

APS 저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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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S 홈페이지 저널 이용방법 

PHYSICAL REVIEW A 선택 

현재 Issue 보기 

이전 Issue 보기 

전체 Issue 보기 

Highlights – Editor 추천 Title   
Recent – 최신 아티클 

Authors – 저자를 위한 정보 
Referees – 추천인을 위한 정보 

Search - 검색  
About – 저널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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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S 홈페이지 저널 이용방법 

원문 열람 

Abstract/저자 정보 원문 PDF, HTML 보기 

레퍼런스 정보 
인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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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플랫폼 공유 횟수/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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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S 홈페이지 저널 검색방법 

TITLE 검색 

일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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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클릭 시 
상세검색 가능 

Search 클릭 시 
상세검색 가능 

검색어 입력 검색 필드 선택 

검색 결과 정렬 방법 선택 

검색 기간 선택 

저널 선택 

카테고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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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S 홈페이지 저널 검색방법 

검색 결과: 예-PLASMA 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결과 정렬 방법 선택: 
최신순, 관련순, 과거순, 인용순 정렬  

PhySH : Physical Subject Headings 
PhySH컨셉, 분야, 카테고리, 아티클 

타입, 저널 별 분류 가능 

Abstract 보기 

원문 PDF, HTML 보기 

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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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신원데이터넷 

(http://www.shinwon.co.kr) 

 

TEL 02-326-3535  

E-mail info@shinw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