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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소개

 192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식물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2종의 저널과 관련 분야 참고 정보원 및 단행본을 발행

 국제적인 컨퍼런스와 기타 활동들을 통해 국제 식물학 분야를 통합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원문 제공 년도 : 창간호 ~ 현재

 주제 분야 : 생리학, 분자 생물학, 환경 생물학, 세포 생물학, 식물 생물학

 저널 종수 : 2종

 Plant Physiology (http://www.plantphysiol.org)
- 2018 Impact Factor : 6.305

 Plant Cell (http://www.plantcell.org/)
- 2018 Impact Factor : 8.631
- 세포생물학, 분자유전학, 개발과 진화 분야에 최신 중요 연구 발행

http://www.plantphysiol.org/
http://www.plantce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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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nding Now :  최신 트렌드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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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전 이슈 브라우징 (연도, 볼륨, 이슈)

C. 정식 편집 본 기사가 발행되기 전 단계의 기사
Preview

식물 생물학 코스를 가르치는 교수 및 강사들을
돕는 자료로 구성된 온라인 툴

각 주제는 핸드아웃 자료가 붙은 PPT 강의 & 
해당 주제를 소개하는 짧은 에세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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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발행 연도 ,볼륨, 첫 페이지, DOI 로 특정 아티클 검색

C. 저자 또는 검색어 지정하여 검색

(검색 대상 지정 : 아티클 명, 초록, 원문 )

D. 검색 대상의 발행 연도, 월 제한하여 검색

E. 검색결과 정렬방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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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색결과 정렬방법 지정 (일치도, 발행일 순) 

B. 발행 연도별 검색

C. 논문타입 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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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색결과에서 마우스를 크로스 오버하면 말풍선이

생기면서 B, C 정보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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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service
- Facebook / Twitter 

Plant Physiology: 

Facebook: 

https://www.facebook.com/Plantphysiology/?hc_ref=ARQi

8n87z89X2rvRr7PgivbqEa9eW9epPBdNfTFKbz1xPC4sN

wY6hAW4a3xW47JcD2E&fref=nf

Twitter: https://twitter.com/PlantPhys

The Plant Cell: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ThePlantCell/

Twitter: https://twitter.com/ThePlantCell

Teaching Tools: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Teaching-Tools-in-

Plant-Biology-175851565771129/

Twitter: https://twitter.com/PlantTeaching

각 저널 별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별도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저널 동향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lantphysiology/?hc_ref=ARQi8n87z89X2rvRr7PgivbqEa9eW9epPBdNfTFKbz1xPC4sNwY6hAW4a3xW47JcD2E&fref=nf
https://twitter.com/PlantPhys
https://www.facebook.com/ThePlantCell/
https://twitter.com/ThePlantCell
https://www.facebook.com/Teaching-Tools-in-Plant-Biology-175851565771129/
https://twitter.com/Plant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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