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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1 SCI급 논문의 우수한 선행연구논문 찾기

Web of Science

2 집에서도 손쉽게 논문 읽기

Kopernio

2

세계 유일의 SCI급 논문 검색 DB:

Web of Science

Web of Science 소개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세계 최초, 최고 수준
1950년대 저널 색인화 시작
엄격하고 공정한 저널 선정 절차
Science Citation Index 개발/보유

우수한 데이터 베이스 (핵심 컬렉션)
SCIE

Science Citation Index - Expended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CPCI
BkCI
ESCI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mpact
Science/ Social Sciences & Humanities

Book Citation Index

‘SCI급’ 등 영향력 있는 논문
저널: 18,000 이상
컨퍼런스 논문집: 180,000 이상
도서: 80,000 이상
전문 분야/지역별 데이터베이스 보유
전 세계 7천 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용

정확한 정보와 심도있는 분석
저자/소속기관/인용 정보 100% 수록
인용수 한계 보완

Science/ Social Sciences & Humanities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2020년 SCI의 SCIE로의 통합 및 활용 전략 다시보기
https://discover.clarivate.com/SCIE05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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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검색 기본화면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 Basic Search
▪

Clarivate의 다른 제품으로 연결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은
기본검색, 인용 문헌 검색, 고급
검색 등을 제공

DB 선택

▪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동시에

적용하여 검색 범위 좁혀 검색
결과의 정확도 향상

검색 범위 설정
예) Topic: 제목, 초록, 키워드

▪

고급 검색 활용 시 연구 범위, Web
of Science 카테고리 등의 필드

검색어 입력 (연산자 활용*)

행 추가 예) 토픽 + 저자

태그를 제공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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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Core Collection: 19개 필드 검색 지원
용도
연구 키워드 검색

연구자 관련 검색

출판 정보 검색

연구 기관 검색

논문 정보 검색

기타

필드명

기능

주제

Topic

제목

Title

논문 제목 중에서 검색

저자

Author

저자명 검색

저자 식별자

Author Identifiers

Researcher ID, ORCID # 검색

그룹 저자

Group Author

40명 이상의 집단 저자에게 부여된 명칭 검색

에디터

Editor

에디터

저널명

Publication name

연구 저널명 검색

DOI

DOI

논문 별 고유 ID 검색

출판 연도

Year published

논문 출판 연도 기준 검색

연구기관명 및 주소

Address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소속 기관명 검색

확장된 연구기관명

Organization-Enhanced

WoS가 제공하는 기관 Index 중에서 검색

학회명

Conference

Conference에서 발표된 Proceeding Paper 검색

언어

Language

논문의 본문 언어 별 검색

문서 유형

Document type

Article, Review 등 논문 타입 별 검색

연구비 지원 기관

Funding Agency

연구 기금 제공 기관 검색

선정 번호

Grant number

연구 기금 고유 번호 검색

식별 번호

Accession number

WoS 내 논문 고유 번호 검색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중에서 검색

PubMed ID

PubMed ID

PubMed ID 기준 논문 검색

모든 필드

All Fields

모든 필드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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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연산자 활용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AND

기호

“

“
*

OR

$
?
A NEAR B

NOT

의미(예시)

활용하여 검색된 논문 데이터의

ex) “Artificial Intelligence” / “ ___ “and” ____

정확도 향상

0자 이상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ex) *carbon*=_carbon_ → hydrocarbon, polycarbonate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부울 연산자와 기호 연사자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연산자가 포함되는 단어 검색

▪

SAME 연산자의 경우 연구기관명

1자 이하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및 주소 검색에서 사용되며 그

ex) colo$r=colo_r → color, colour

외의 검색 필드에서는 AND와

1자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같은 기능을 함

ex) en?oblast=en_oblast → entoblast, endoblast
A와 B사이에 최대 15개의 단어 검색

A와 B사이에 #개 이하의 단어 검색

A NEAR/# B

▪

▪

NEAR(/#) 연산자를 활용하여
검색어 사이의 거리를 좁혀 검색
결과의 정확도 향상

ex) coffee NEAR/2 tree → coffee tree/ Coffee Shade Tree/
COFFEE WITH MARRANGO TREE

SAME

연구기관명 및 주소에서만 사용하는 연산자
ex) (Harvard univ) SAME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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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필터 활용
필터

▪

출판 연도
Web of Science 범주

16개의 필터를 제공

Web of Science에서 분류한 연구분야의 소분류로 255개로 분류됨

문서 유형

▪

확장된 연구기관명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은

검색 필터를 활용하여 검색 결과
좁히기

연구비 지원 기관

저자
학술지명
오픈 액세스

기관의 저널구독 상황과 관계없이 무료로 전문을 볼 수 있는 논문

도서 시리즈 제목
학회명
국가/지역
에디터
그룹저자
언어

Web of Science에서 분류한 연구 분야로 150여개로 분류됨

연구 분야
Web of Science 색인

SCIE, SSCI, AHCI, CPCI, BkCI, ESCI 등으로 분류되는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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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등록하기
❖ 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Web of Science의 경로로 접속가능 (일부기관 제외)

1
등록서식 작성

2

3

등록하고자 하는 email 주소로 코드 발송

OOO@email.com

9

DEMO

▪ 특정 키워드로 논문 검색하기
▪ 필터를 활용하여 검색결과 좁히기
▪ 검색 결과 분석하기

▪ 연구의 영향력 분석하기
▪ 알람 설정을 통해 최신 연구논문 받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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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손쉽게 논문 읽기:

Kopernio

Kopernio
Stop Clicking, Start Reading

What is Kopernio?
한 번의 클릭으로 최적 논문 PDF 파일을 찾기

도서관과 한 번의 연결로 캠퍼스 밖에서도 논문 보기

내 Locker에 저장된 논문은 언제 어디서나 꺼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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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rnio
쉬운 설치

파이어폭스와 오페라에서도 지원

Web of Science 주제 필드에서 검색!
Web of Science 연산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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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rnio
언제 어디서나 논문 읽기

Kopernio Locker (내문서)에 자동 저장된 논문을 언제, 어디서나 꺼내 읽기
Locker 내에서 검색하기
태그별 논문보기/ 태그 편집

▪ Co-worker와 논문 공유하기

최근저장/ 출판년도/ 저널별 정렬

▪ PDF 파일 다운로드
▪ EndNote, Mendeley, Zotero 업로드
▪ 논문에 태그 설정 기능

핸드폰으로 접속한 Koper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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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rnio
Locker에 저장하기

논문의 원문보기

내 문서함(Locker)에 논문 저장하기

▪ Kopernio로 검색된 PDF 파일을
클릭하면, 논문의 전문을 볼 수
있으며, 내문서 보관함(Locker)에
저장이 가능하며 논문 공유/ 파일
다운로드/ EndNote로 내보내기/

PDF로 다운로드
친구와 논문 정보 공유하기
EndNote로 내보내기
저널 페이지에서 논문 정보 보기

논문이 실린 저널 페이지 보기/
논문에 태그 설정하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논문에 태그 설정하기

Publons에서 저널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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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 Kopernio 설치
▪ Kopernio로 원문 보기
▪ Kopernio로 Web of Science 에서 논문 검색하기

▪ Locker로 들어가서 논문 보기
▪ 논문에 Tag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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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문의
EMAIL : ts.support.korea@clarivate.com
유선전화 : 02-6105-4227
팩스 : 02-722-8947

Web of Science Group retains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d asserts rights of confidentiality over, all parts of its response submitted within this presentation.
By submitting this response we authorise you to make and distribute such copies of our proposal within your organisation and to any party contracted directly
to solely assist in the evaluation process of our presentation on a confidential basis. Any further use will be strictly subject to agreeing appropriate te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