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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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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esentation covers: 
 

 Who we are 
 What do we publish 
 What our platform looks like 
 What our E-Book looks like 
 Key features of our E-Books 
 Frequently asked questions 

 
 
 



Learn all about World Scientific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WSPC)는 매년 40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합니다. 
 
지금까지 WSPC는 7,000권 이상의 과학, 기술, 의학 분야 도서를 출판해왔습니다. 

WSPC는 저명한 과학자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함께 출판 저서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WSPC의 imprint사인 Imperial College Press가 
 Imperial College London의 협력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7,000권 이상의 도서 출판    >> 100종 이상의 저널 발행 



Learn all about World Scientific 

 Mathematics 
 Physics/Nonlinear Science 
 Chemistry/Materials Science/Nanotechnology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Environmental Science 
 Medicine and Healthcare 
 Life Sciences 
 Business and Economics 
 General and Popular Science 
 Social Sciences and Asian Studies 

 

  
World Scientific은 11개의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00,000 페이지 이상의 컨텐트 보유 



 
Ebook, eJournal  
통합검색 가능 

 

The World Scientific E-Books platform은 2006년에  만들어져 현재 5,000 권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E-Books 은 www.worldscientific.com 에서 PDF 형태로 이용 가능 

http://www.worldscientific.com/


>> IP-linked system 을 통해 자동적으로 도서관에서 구매한 컨텐트에 접속 권한 제공 

     Full Access icon이     
     있는 컨텐트 이용 가능 

PDF text 안에서 원하는 
단어 검색 가능 

Chapter별로 PDF 
보기 가능 



 일시구매로 영구 접속 가능 
 최소 구매 종 수 제한 없음 
 DRM-free  
 동시에 무제한 접속 가능 
 E-journal content와 통합 검색 가능 
 Adobe acrobat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 가능 
 

  

Main Features: 

Key Features of World Scientific E-Books 

>> 언제든지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 >> 편리한 검색 기능 



Frequently Asked Questions 

eBooks을 다운받거나 
인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번에 몇 명까지 ebook을 이용할 수 
있나요? 

 
동시에 무제한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교외에서도 접속이 가능한가요? 
 
도서관 홈페이지의 교외 접속을 통해 이용 권한 
인식이 되면, 학교 내에서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MARC records가 제공 되나요? 
 
네! 도서관에서 요청 시 제공해 드
립니다. 

최소 구매 종 수가 정해져 있나요? 
 

최소 구매 종 수 제한 없이, 1권부터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Thank you!! 

㈜제이알엠 

02-210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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