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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저희는 SAGE Premier에 최고의 신규 
콘텐츠를 계속 추가 합니다.
SAGE Premier 2017 패키지에는 90 종의 신규 
타이틀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53 종의 신규 과학, 기술 및 의학 타이틀과 
37 종의 신규 사회 과학 타이틀:

사회과학, 경영, 인문, 과학, 기술 및 
의학 분야의 SAGE 저널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이용 

SAGE Premier는 도서관을 위한 매우 소중한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350개 이상의 학술 단체 및 
전문가 단체를 대신하여 출판된 영향력 높은 연구 타이틀들을 포함하여 피어 리뷰를 거친 
선도적인 국제 저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학문의 범위는 다른 곳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비즈니스,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과학, 테크놀로지, 의학 및 그 밖의 많은 
영역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다양한 기관 프로그램들의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이로운 점들
l 900 종 이상의 피어리뷰를 거친 저널 전문 및 746,000

편 이상의 논문에 전자 액세스.
l 현재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 1999년 분까지의 

콘텐츠 액세스 가능.
l 고품질의 학제간 콘텐츠 — 콘텐츠의 56%가 2015 

Journal Citation Reports® (Thomson Reuters 2016)에 등
재되었습니다.  

 	SAGE는 다음과 같은 JCR 7개 주제 카테고리의 선두 
  주자입니다 : 사회학, 학제간 사회 과학, 도시학, 범

죄학 및 행형학, 특수 교육, 사회 문제 및 노사 관계 
와 노동.

 	100 개 저널이 해당 카테고리 내 10위 랭크. 
l SAGE저널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l SAGE는 우리 저널의 폭넓음과, 품질 및 영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저자, 편집

자와 사회에 그들의 지속적인 공헌을 위하여, 우리의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들에게 이로운 점들
l COUNTER 4 에 따른 사용량 통계 이용 가능
l 관대한 라이센스 조건:
	 	계약 기간 동안 SAGE가 출판한 구독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 소유권 보유 
	사서들과 함께 사서들을 위해 설계된 사이트 
라이센스

	 	 IP 인식을 통한 무제한 이용
	 	원격 사용자 로그인 
	 	Athens-인증을 통한 이용 권한
	 	임의 사용자 접근 권한 
	 	강의 및 보관용 전자 컬렉션을 위한 논문 다운로드 

및 사본 작성 — 추가 요금 또는 사용 승인 필요 없음 
	 	도서관끼리 대출(ILL)

SAGE Premier 및 그 밖의 SAGE 온라인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saplibrarymarketing@sagepub.co.uk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l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l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l	 Sociological Review 
l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l	 Alexandria 
l	 Applied Spectroscopy 
l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l	 Energy & Environment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십니까?
SAGE Premier 의 타이틀은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학과 분야의 패키지로도 제공됩니다:
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 Package — 

662 타이틀 포함

l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STM) 
 Packages — 368 타이틀 포함:  
 	 Health Sciences — 299 타이틀 포함
 	 Clinical Medicine — 213 타이틀 포함

SAGE Premier 에서 다루는 학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과학
의료 보조
심장 & 심혈관 
의학
치과학
응급 의학 & 중환자 
간호
내분비학 & 신진대사
노인병학
신경학
간호
영양학

종양학
정형외과학 & 스포츠 
의학
완화 의학 & 만성 질환
소아과학
약리학 & 독성학
심리학과 정신의학
공중 보건
폐 & 호흡기학

사회와 정신 건강
수술

세포 생물학 
생명 과학
신경 과학

생명 & 생체 과학
약리학과 생의학 

약리학 & 독성학

재료 과학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컴퓨팅

재료 과학 

의생명 공학

사회 과학 & 인문학
인류학 & 고고학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연구

범죄학 & 형사 행정학
문화 연구
경제 및 개발
교육
민족학
가족학
성 연구
지리학
노인학 & 노화
그룹 연구
역사
인적 자원
정보 서비스
대인 폭력
인적 자원
언어 & 언어학

의학적 법률
경영 & 조직
학습
마케팅 & 접객
평화 연구 & 분쟁
해결
철학
정치 & 국제 관계
심리학 & 상담
행정학
지역학
연구 방법 & 평가
과학 & 사회 연구
사회 복지 & 사회 
정책
사회학
특수 교육
신학 & 성서학
도시학 및 도시 계획

SAGE의 최신 정보를 따라잡는 2가
지 방법:

SAGE 도서관 뉴스레터 구독 신청
sagepub.co.uk/libnews 

Twitter에서 SAGE를 따라오세요
twitter.com/SAGElibrarynews

journals.sagepub.com

New platform, new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