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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MUSE 소개 >

1) 주제 분야
: 인문학 및 사회과학 - 역사, 종교, 지리학, 문학, 사회과학, 예술, 언어,       
서지학, 철학, 심리학, 정치, 경제 등(과학 및 의학/보건분야 소수 포함)

2) 타이틀 수 (2021년 기준)

3) 저널 Coverage : 1963년~현재 (저널마다 상이)

4) 서비스제공 URL : https://muse.jhu.edu/

5) 참가 출판사 및 학회
- 저널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 120개 이상의

출판사 및 학회

컬렉션 명 주제분야 컬렉션명 주제분야

Premium Collection 707종 전주제 Subject Collection / Arts Collection 49종 예술

Standard Collection 368종 전주제 Subject Collection / Asian Studies Collection 37종 아시아학

Basic Research Collection 235종 전주제 Subject Collection / History Collection 62종 역사학

Basic College Collection 156종 전주제 Subject Collection / Literature Core Collection 81종 문학 (Core)

Humanities Collection 222종 인문학 Subject Collection / Literature Expanded Collection 80종 문학 (Expanded)

Social Sciences Collection 114종 사회과학 Subject Collection / Philosophy & Religion Collection  47종 철학 & 종교



Main Page

메인 페이지에서 “Browse” 혹은 “Search”를 통해 자료 접근이 가능합니다. 



Browse 1 

Project Muse에서 제공하는 Books과 Journal 그리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브라우즈가 가능합니다. 

2

MUSE 전체 콘텐츠 브라우징

MUSE 특정 저널 콘텐츠 브라우징

상단 검색바는 고정되어 있어서, 홈페이지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합니다. 

심화검색

개인계정



Browse 2

모든 콘텐츠 or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 중 선택

저널 타이틀의 시작 알파벳을 선택

출판사를 고르거나 입력

저널명을 고르거나 입력

연구(주제)분야를 고르거나 입력

왼쪽에서 브라우징 조건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바로 보여짐

조건 초기화



Search 1 

메인 화면 검색창에 원하시는 키워드나 저자, 서명 등을 입력하시면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다음 페이지 참조)



Search 2 

모든 콘텐츠 or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 중 선택

조건 초기화 자료 추천

왼쪽에서 검색 조건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바로 보여짐

자세한 검색조건 소개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

검색 항목 선택 및 추가



Search 3 

출판사를 목록에서 고르거나 입력

시리즈를 목록에서 고르거나 입력

저널명을 목록에서 고르거나 입력

저자명을 목록에서 고르거나 입력

언어를 목록에서 고르거나 입력

연구주제를 목록에서 고르거나 입력

발행년도 입력

원하는 검색 조건 등을 선택 또는 입력하시면
검색화면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결과가 보여집니다. 



Journal Page

저널 내 검색

접근 권한 여부

출판사 소개 및 저널
액세스 범위 안내

해당 저널 권호 목록



Issue page

선택된 이슈 정보

보기 / 다운로드 / 저장

인쇄버전으로 보기



Article page

선택한 아티클 정보

보기/ 다운로드/ 저장
인용보기

해당 아티클 추천하기
(이메일 주소 입력) 



My MUSE Account 

개인 계정(MyMUSE)을 생성하면
아래와 같은 개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 저널 아티클, 이슈, 서명, 등을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2. 액세스 가능(구독중인)한 품목에서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빠르게 인용을 설정하여 저장할 수 있 수 있습니다. 

4. 선호하는 저널, 출판사 및 주제에 대한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검색 및 결과를 저장하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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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 Tools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도움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