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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사 소개
 Mission
(1) 주요 학술저널의 현재 및 과거자료에 대한 Archive 구축
(2) Current 및 Archive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확장
 1994년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Demonstration Project로 최초 기획됨.
 1995년 독립적인 not-for-profit 기관으로 설립

2. 제공서비스
 주요 1,700여 종의 인문사회학 분야의 학술저널을 17세기 data까지 Archive 제공
 현재 전세계 7,027개의 도서관에서 구독 중이며 817개 이상의 출판사가 JSTOR를 통해
Archive를 제공하고 있음. (국내 구독기관: 100여 개 기관)
 저널 아티클 외에도 도서관, 학회, 박물관의 Pamphlets, Images, Manuscripts 자료 제공
 2011년부터 Current Scholarship Program(CSP)으로 저널의 최신 이슈 제공 시작
 2012년 이후 eBook 제공 예정
 Archive 컬렉션의 경우 Recently published issues (past 3-5 years)는 미제공
3. JSTOR 컬렉션 소개
(1) Multi-discipline Collection: 여러 개의 주제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Collection
Collection

종

주제 분야

수
Art & Science I

175

사회과학(경제/정치학/사회학), 인문학, 역사, 수학, 통계학, 생태학
등.
1997년에 구축된 JSTOR 최초의 컬렉션으로 경제학, 역사학, 정치
학, 사회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저널들을 포함함
※주요 Titl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Journal of African American History
•Speculum
•William and Mary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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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American History
Art & Science II

193

역사, 경제학, 고고학, 고전, 지역연구(라틴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
카/슬라브) 등
경제학, 역사학, 아시안 학문 등에서 Art & Science I 보다 더 심도
있는 주제분야를 포함함
※주요 Titles:
•American Antiquity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Geographical Journal

Art & Science III

224

언어, 문학, 예술(음악/영화/공연예술/민속/건축학), 인문학(역사/종
교/남녀평등주의/여성학연구) 등
※주요 Titles: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Musical Quarterly
•The Musical Times
•Art Journal
•Architectural History
•Harvard Theological Review

Art & Science IV

156

비즈니스, 교육, 법, 심리학, 행정학, 공공정책 등.
비즈니스, 교육 및 법학 분야 종사자에 집중한 컬렉션으로 비즈니
스 및 사회과학 분야의 영향력 있는 출판물을 포함함
※주요 Titl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Milbank Quarterl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Art & Science V

216

인문학(철학/역사/고전/종교/문학/언어), 예술(예술학/예술사)
중요 문학 평론 및 역사적 저널을 추가하였고, 예술 및 인문학 분
야의 주요 주제분야를 확장시킴.
※주요 Titles:
•Hudson Review
•North American Review
•Massachusetts Historical Review
•Kenyon Review
•Sewanee Review
•California History
•Environment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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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Science VI

207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언어학, 정치학, 지역연구 등.
사회과학 분야의 coverage를 확장시킴.
※주요 Titl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and Public Choi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view
•Foreign Affairs
•World Policy Journal

Art & Science VII

256

예술(예술학/예술사), 인문학(역사/언어/문학), 사회과학(정치학/사
회학) 등.
JSTOR 컬렉션 중 가장 많은 분야의 저널들을 포함함. 15개국 이상
의 가장 다양한 국가의 title을 포함함.
※주요 Titles:
•Royal Historical Society
•Econometric Theory
•The Business History Review
•Revista de Cri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Desarrollo Económico

Art & Science VIII

234

역사, 언어학, 문학, 예술 및 예술사, 교육, 철학, 고전학, 음악 등.
인문학 분야의 coverage를 넓힘. 19C 및 20C 초의 희귀 자료
(American Art periodicals 등) 제공함.
※주요 Titles:
•Translation and Literature
•Journal of South Asian Literature
•African Music
•Bradley: His Book
•Musica Disciplina

Art & Science IX

196

고고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인구조사, 정치학 등.
비즈니스 및 사회과학 영역의 coverage를 넓힘. 25여개국의 우수한
저널을 제공하고, 희소성 있는 자료를 통해 수준 높은 collection을
제공함.
※주요 Titles:
•Scottish Archaeological Journal
•Archaeology in Oceania
•Journal of Polynesian Society
•Eastern Economic Journal
•Review of Middle East Studies

Arts & Science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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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교육, 공공정책, 행정, 과학역사, 기술, 의학 등.
비즈니스 및 사회과학 분야의 coverage를 확장함. 교통학, 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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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의 title을 포함함.
※주요 Titles:
•Social Research and Sociological Focus
•Emerging Markets Finance & Trade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Family Advocate
•Anti-Trust Law Journal
Arts & Sciences XI

Min
125

인문학(언어/문학/역사/고전문학/종교/철학/고고학), 예술(예술사/
음악/영화/건축/건축사), 지역연구(미국/아시아/유대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서지학, 도서관학 등.
인문학, 언어학, 문학 및 예술학의 coverage를 넓힘. 고전학, 건축
학 및 음악 분야의 주요 저널들을 포함.
※주요 Titles:
•The American Scholar
•Bulletin of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Studies in Pre-Columbian Art and Archaeology
•Journal of Moravian History
•Asia Major

Arts & Sciences XII

Min
125

법, 정치, 과학, 교육 범죄학, 형사사법, 역사, 사회복지, 심리학,
지역연구(아프리카/아시아/중동), 언어, 문학 등.
이용률이 높은 학문분야를 포함하여 사회과학 분야의 coverage를
확장함.
※주요 Titles:
•ABA Journal
•Foro Italiano
•Revista Chilena de Derecho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Sri Lanka
•Zeitschrift fur Rechtspolitik

Life Sciences

347

해양과학, 식물학, 세포생물학, 생태학, 고생물학, 동물학 등
Field science에서 가장 큰 저널 collection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Health science 분야에서 광범위한 Coverage를 보유
※주요 Titles:
•American Naturalis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Journal of Cell Biology
•Radiation Research
•British Medical Journal

Ireland

Min

예술, 인문학, 과학, 음악, 미술, 역사, 문학, 고고학, 수학, 생물학

107

등.
Queen's University Belfast 과의 협력으로 구축된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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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OR 현 컬렉션들을 보완하여 예술, 인문학 및 과학 분야를 망라
하는 title을 추가함
※주요 Titles:
•Irish Journal of Earth Sciences
•Irish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History Ireland
•Fortnight and Magill
•Linen Hall Review
-

추후 Art & Science X 등 추가 예정

-

저널 종수는 Title변경 및 컬렉션 별 중복으로 인한 중복저널 수를 제외한 숫자임

기타컬렉션: Aluka Collection

/ 19th Century British Political Pamphlets

(2) Discipline-Special Collection: 특정 주제분야의 저널을 제공
Collection

종수

주제 분야

Biological Sciences

209

생태학, 진화생물학, 식물학, 축산학, 고생물학, 동물학 등.

Business I

69

경제, 금융, 경영학, 회계학, 노사관계, 마케팅 등
Arts & Sciences I, II, IV 로 부터 추출된 저널을 포함하여
경제, 금융 분야의 주요한 title 들을 포함
주요 학회 및 회계, 노사관계, 마케팅, 매니지먼트, 위기평가 분
야의 주요한 Research 저널을 포함

Business II

83

국제비즈니스,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법률, 정책 등
Arts & Sciences IV, VI, VII 로 부터 추출된 저널을 포함하여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title을 확장한 컬렉션

Business III

69

경영학, 경제학, 금융, 행정학, 경영사, 회계, 마케팅, 조직행동,
심리학, 법률, 정책 등
Business I, II에 추가적으로 경제학, 비즈니스, 금융 분야에 집중
한 컬렉션
※주요 Titles:
•Eastern Economic Journal
•The American Economist
•Emerging Markets Finance & Trade
•Marketing Letter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IV

Min
50

경제, 경영, 노사관계, 금융, 미시경제학(행동경제학/노동경제학/
보건경제학/도시경제학/발전경제학), 경영(공급망 관리/의사결정
학) 등.
Business I, II, III에 추가적으로 경제, 경영, 산업관계, 금융 분야
의 coverage를 증가시킨 컬렉션으로 국제적인 관점을 제공함
※주요 Titl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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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s
•Monthly Labor Review
•National Tax Journal
생태학, 식물생물학, 식물분류학, 분류학 등

Ecology & Botany I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의 보조를 받아 구축된 collection으
로, 생태계와 관련된 광범위한 저널을 포함함.
※주요 Titles:
•Ecological Applications
•Journal of Ecology
•Journal of Animal Ecology
•Biotropica
•Journal of the Torrey Botanical Society
Ecology & Botany II

Min

생물학, 식물학 등.

80

생물학 및 식물학 등의 분야에서 Ecology & Botany I 보다 더 광
범위한 저널을 포함함.
※Key institutions: Royal Botanic Gardens, Kew; Naturhistorisches
Museum; Società Italiana di Patologia Vegetal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주요 Titles:
•Seed Technology
•Weed Science
•Plant Systematics and Evolution
•Harvard Papers in Botany
•Economic Botany
•Contributions from the United States National Herbarium

Health

&

General

61

건강 및 일반 과학 분야.
25개 이상의 Health sciences 분야의 주요 역사적 저널 및 주요

Sciences

출간물을 포함함. (1665년 부터의 자료 제공)
런던왕립학회간행물, PNAS의 간행물을 포함
Arts & Sciences Collection 및 Biological Sciences Collection과의 컬
렉션 중복이 없음
※주요 Titles:
•The British Medical Jour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Epidemiology and Infection
•Journal of Hygien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Languag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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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아랍어/이탈리아어/독일어) 및 문학
PMLA를 포함하여 문학비평 분야의 주요 저널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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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

92

수학 및 통계학.
수학 및 통계학 분야의 50개 이상의 title을 포함

Statistics

주요 저자: 아인슈타인, 뉴턴 및 현대 수학자 Lions, Mandelbrot,
Connes 등
음악

Music
50

음악 분야의 학문적 연구 및 이론에 전념한 title을 포함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출간
된 저널을 포함.
역사학, 지역연구.

Jewish Studies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로 된
title을 제공함.
유대인 학문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영문 저널을 포함하여 역사적
으로 중요한 다수의 title을 제공
Min
50

※Key publications: Rabbi Isaac Elchanan Theological Seminary,
Hebrew Union College, Rabbinical Council of America,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ors of Hebrew.
※주요 Titles:
•Jewish Quarterly Review
•Jewish Historical Studies
•Studia Rosenthaliana
•Mitteilungen des Gesamtarchivs der deutschen Juden

4. JSTOR 제공 현황
Content Currently Available in the JSTOR Archive

Number

Number of Disciplines Across All Collections:

57

Number of Issues Online:

343,928

Number of Articles Online:

7,160,028

Number of Pages Online:

43,854,164

** JSTOR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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