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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ary Ann Liebert

① 1980년에 설립되어 AIDS, 유전자 치료, 생물복제 등의 전문분야를 다룸.

② 생물공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출판사로 손꼽히고 있음.

➢ 주제분야 :  AIDS, 유전자 치료, 생명의학, 공학, 임상의학, 법학, 환경과학

➢ 원문정보 제공 년도 :  1980년 - 현재 (저널 별로 다양)

➢ 저널종수 :  기본 (73 종)  / 신규 타이틀 패키지 (18종)

➢ 서비스제공주소 : https://www.liebertpub.com

About Mary Ann Liebert



Site Navigation
사이트소개



Responsive 
Design
모바일 기기
반응형 웹 지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
어떠한 기기에서도
Mary Ann Liebert
모든 콘텐트에 대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함. 



Main Page

홈페이지 내 어디서든지 로고를 누르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특정 콘텐트 검색이 가능함



Publications 
drop-down 

menu
발간물

타입별컬렉션 단위

모든 발간물과
A-Z 디렉토리

“Publication”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드롭-다운메뉴가 아래와 같이 제공됨



Methods of Browsing Our Journals
컬렉션/ A-Z/ 유형별 브라우징 가능

Mary Ann Liebert 출판사의 content 를
학술분야, A to Z, Content 타입 별로
브라우징 가능하도록 화면 구성
각 메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Browse by 
Collections

저널 컬렉션

생물의학, 생명공학, 약학,  
환경 연구,  정책, 법, 보건환경,
간호, 임상의학, 공학기술, 수술 등
주제분야별 저널 브라우징 가능



Browse 
Journals A - Z

A-Z List 

More Info를 클릭하면
저널 상세페이지로 이동

이용상태 확인



Browse by 
Type
타입별

저널, 단행본, eBook, 뉴스레터 등

자료 형태별 브라우징 가능



Search
검색



Search
Mary Ann Liebert 사이트 내 어디서든 우측 상단의 돋보기 모양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검색창이 나타남

- 사이트 내 모든 곳과 인용 등 선택하여 검색이 가능

- 단어/ 문구/ DOI / ISBN/ 키워드 / 저자 등의 검색을 할 수 있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위하여 Advanced 검색



Advanced Search –상세검색

모두/ 서명/ 저자/ 
주제어/ 초록 등을
선택하여 검색

검색기록 / 저장된 검색결과 확인

And / Or / Not 연산자 활용 가능

저널명 등을 입력할 수 있음

출판 년도
한정 검색

추가 검색 조
건을 넣을 수
있음

이미 출판된 논문을 포함하여
검색할 것인지 선택



Search Results 클릭하여
검색결과를 저장



Refine Search –결과내검색



Search History –검색히스토리



Saved Searches –검색결과저장



Journal Pages
저널



Journal Landing Page
개별저널페이지

A 현재 발간 이슈

B 모든 이슈

C 구독/갱신 관련

D 논문 투고 관련 정보

E 알람 설정

F 광고 관련

A C D EB F



Current 
Issue

Journal View
현재발간

이슈

원문 / PDF 저장

최신 Impact Factor 확인

액세스 여부 확인

논문 투고

구독 및 갱신

모든 이슈



Article Pages
아티클



수치,도표 /참고문헌 / 관련자료/ 논문정보

논문관련 정보

관련 키워드

추천 &   공유목 차 /   원문보기

초 록

저널 정보



초 록

자료 및 연구방법

결 론

안 내

PDF 보기
즐겨 찾기

참고문헌 다운

참고문헌 보기

Pulication으로
돌아가기

각종 SNS와 이메일
로 공유 가능



수치,도표



참고문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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