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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본/고급검색 검색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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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개요0 1

• 자연과학(SCIE), 사회과학(SSCI), 예술 및 인문학(AHCI) 분야의 학술 전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12,000종 저널과 14만편 이상의 학술대회 논문집 등 핵심저널 군을
선별하여 수록한 학술 정보 데이터 베이스

• 1950년대 Journal Indexing을 최초로 시작

• 정교한 Indexing으로 안정적인 인용 정보 제공

• 권위 있는 평가 지표인 Impact Factor, SCI급 논문 등 제공

WEB OF SCIENCE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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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고급 검색0 2

> 필드 별 조합 검색

> 저자 이니셜 검색

> 특정 문헌을 인용한 논문 검색

> 검색결과 조합, 주제분야 검색

<검색 옵션>

<기본검색 필드>

<WOS 핵심컬렉션 검색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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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고급 검색0 2

기본검색 Fields 1

Field 명 기능

Topic (주제) Title, Abstract, Author Keywords, Keywords Plus검색

Title (제목) Journal article, proceedings paper, book, book chapter title 검색

Author (저자) Author book author, book group author, group author 검색

Author Identifiers
(저자식별자)

Researcher ID 혹은 ORCID 검색

Group Author
(그룹저자)

특정기관이나단체명이저자로등록되어 있는경우검색

Editor (에디터) 에디터검색

Publication Number
(저널명)

Journal, book 등출판물의 title 검색

DOI DOI 검색

Year Published
(출판연도)

출판년도검색 (특정년도혹은범위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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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고급 검색0 2

기본검색 Fields 2

Field 명 기능

Address (연구기관명 및주소) 기관주소검색

Organizations-Enhanced
(확장된연구기관명)

기관명검색

Conference (학회명) Conference title, location, date, sponsor 검색

Language (언어) 50여개언어중에서선택

Document Type (문서유형) 38가지타입중에서선택

Funding Agency (연구비지원기관) 펀딩기관검색

Grant Number (선정 번호) 허가번호검색

Accession Number (식별 번호) 각 Document에부여된 Web of Science 고유번호검색

PubMed ID 각 Document에부여된 MEDLINE 고유번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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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고급 검색0 2

검색연산자 1

• 논리연산자
- NOT : NOT 뒤의 용어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검색에서 제외
- AND : AND로 구분된 용어가 모두 포함된 레코드 검색
- OR : OR로 구분된 용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레코드 검색

• 논리연산자의 활용 예
- 얼굴 피부를 제외한 피부암
- cancer AND skin NOT face

• 기타
- () : 괄호 안의 연산이 가장 먼저 처리됨
- “” : “”안의 용어가 변형 없이 포함되는 레코드 검색
- * : 특정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레코드 검색

• * 사용 예
- Enzym* → enzyme, enzymes, enzymatic, enzymology 등 검색
- Sul*ur → sulfur, sulphur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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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고급 검색0 2

검색연산자 2

• 인접 연산자
- NEAR/n : NEAR로 결합된 용어가 지정 단어 수(n) 이내에 존재하는 레코드 검색
- SAME : SAME으로 결합된 용어가 동일한 필드 내에 존재하는 레코드 검색

• NEAR 연산자의 활용 예
- Engine 근처 5단어 이내에 coating이 있는 경우 검색
- Engine NEAR/5 coating 

• SAME 연산자의 활용 예
- 서울대학교 병원
- Seoul Nat* SAME H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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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고급 검색0 2

고급검색 #1 and CU=KOREA
> #1 : TS=(nanotube* AND Carbon) NOT AU=Smalley

주제가 nanotube* 와 carbon을 모두 포함하며 저자가 Smalley가 아닌 경우

> #1 조건에 부합하며 국가가 KOREA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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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활용0 3

<정렬 기준>

<필터링>

<논문 별 피인용 횟수>

<결과 분석>

<인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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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활용0 3

검색결과필터링
> 저널의 주제분야(251개)

> 논문, 리뷰논문, 학술회의, 초록 등

> 저널의 주제분야(156개)

> 변형된 기관 이름까지 포함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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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활용0 3

검색결과분석

<Hawking, SW 의 논문리스트 연구 분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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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활용0 3

검색결과분석

<Hawking, SW 의 논문리스트 인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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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활용0 3

개별논문검색결과

<원문 찾기>

<이 논문이 인용된 횟수>
<인용한 레퍼런스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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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활용0 3

인용맵보기

<논문 인용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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