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용

담당자: Natasha Pinol

+1-202-326-6440
npinol@aaas.org
KISTI 를 통해 한국 연구자들이 Science 지의 아카이브에 대한 접속 권한을 얻게 됩니다.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한국 전체 기관에 Science 지(18801996)의 아카이브인 Science Classic 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AAAS 와 KISTI 는 2013 년 10 월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KESLI: Korean Electronic Site Licensing Initiative)에 참여하는 600 개의
화원 기관에 온라인 접속을 제공하는 국가 라이센스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습니다.
KISTI 의 역할은 더 높은 부가가치 정보를 통해 연구자들이 뛰어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연구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는 과학 자원의 양을 늘이기 위한
노력으로 KISTI 와 AAAS 는 19 세기 후반부터 21 세기 초까지의 과학 역사상 이루어진 주요
자료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Science Classic 에 대한
온라인 접속 권한은 발행사 웹사이트(ScienceClassic.org)에서 직접 제공됩니다.
“우리는 이번 제휴를 통해 한국의 연구 커뮤니티가 활기를 띠게 되고 과학 및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중요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Science 지의 편집국장인
Marcia McNutt 는 말했습니다. “Science Classic 은 116 년의 가치를 가진 영향력이 큰 과학 문학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학생들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과
연구의 기반을 형성한 이러한 중요한 정보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ISTI 는 Science Classic 계약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에게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훌륭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AAAS 와의 협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 협약이 한국 내 이용자들의 연구와 KESLI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KISTI 의 최호남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AAAS 가 유지 관리하고 보존하는 Science Classic 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반 과학기술
잡지의 1 세기가 넘는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뉴스 기사, 논평, 평론, 견해 및 상호 심사 연구
논문의 전 내용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문헌 인용, 초록 및 참고 자료를
포함하여 1880 년부터 1996 년까지 출판된 각각의 전체 내용 자료를 고해상도 PDF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ScienceClassic.org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ISTI 소개
KISTI 는 과학 및 기술 R&D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자를 위한 첨단 R&D 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한 연구 기관입니다.
KISTI 는 전 세계 국가의 과학 및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연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최첨단 R&D 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KISTI 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학 및 기술 R&D 영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학 및
기술 기구가 되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수준의 정보 조사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kisti.re.kr 에서 확인하십시오.
AAAS 소개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일반과학 협회이자 Science 지(ScienceOnline.org),
Science Signaling(ScienceSignaling.org) 및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ScienceTranslationalMedicine.org)의 발행사입니다.
AAAS 는 1848 년에 설립되었고 261 곳의 가맹 협회와 과학 학술 기관을 통해 약 1,000 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cience 는 총 100 만 명의 예상 독자 수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원들이 심사하는 모든 일반과학 잡지 중 가장 많은 유료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AAAS 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과학 정책, 국제 프로그램, 과학 교육 등의 시행을 통해 "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에 봉사한다(advance science and serve society)"라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최신 연구 뉴스는 AAAS 가 서비스하는
최고의 과학 뉴스 웹사이트인 EurekAle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센싱 고객 서비스 ~ 운영 시간: 9:00 a.m. - 5:30 p.m. (동부 시간)
1-866-265-4152 (미국 내 수신자 부담 전화) +1-202-326-6730 (미국 외 지역) 이메일: scienceonline@aaa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