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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Registration: 본인계정 생성방법 

1. https://app.knovel.com에 접속합니다. 

2. Knovel 접속 후 나타나는 화면 우측에 노란색 박스 “REGISTER NOW”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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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knovel.com/


Knovel Registration: 본인계정 생성방법 (계속) 

3. 본인이 소속한 기관 e-mail, 개인 비밀번호 및 성명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4. Terms and Condition을 클릭하여 동의한 후, 좌측하단에 위치한 노란색 박스에 
  “Sign up”를 클릭하면 본인계정이 생성됩니다. 

  주의사항: 같은 계정으로 여러사람이 동시 접속 시, 이전 사용자는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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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Login: 로그인 

1. https://app.knovel.com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로그인 시 “Remember Me”를 클릭하면 다음 접속 시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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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My Knovel: 마이 페이지 

1. 개인계정생성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를 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등록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우측 상단에 “My Knove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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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My Knovel: 마이 페이지 

3. My Knovel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4. My Knovel에서는 이전에 검색한 서적, 검색, 컨텐츠, 방정식 등을 저장할 수 있으며, 

   폴더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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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Basic Search: 기본검색 (예시) 

1. https://app.knovel.com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중앙에 위치한 검색창에 검색어로 “1045 Steel”를 입력한 후 Go를 클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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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Basic Search: 검색어 입력방식 

1. 검색결과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검색어 입력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검색어는 Bool 방식의 연산자를 검색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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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연산자: 주제어로 지정한 조건이 한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모두 검색 

      예 : rapid transit OR light rail OR subways seatbelts OR seat belts. 

AND 연산자: 주제어로 지정된 조건이 모두 다 포함된 결과만을 검색 

      예 : Prosthetics AND 및 biocontrol 

NOT 연산자: 검색 조건 중에 하나를 제거 

      예: mines OR mining NOT "data mining " 

3. 별표(*)는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별표가 사용되는 지점부터 검색하는 명령어입니다.  

예, 'Compute*'로 검색시 computer, computerized, computation, computational 등을  검색 



Knovel Basic Search: 기본검색 (예시) 

3. 1045 Steel에 대한 검색결과는 Text Sections(문헌) 451건, Interactive Tables(표) 55건,  

   Conference Proceedings(학회발표자료) 16건, Interactive Graphs(그래프) 1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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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Basic Search: 기본검색 (예시) 

4. Text Sections(문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컨텐츠가 표시됩니다.  

5. 검색된 문헌을 클릭하면, 검색한 단어와 관련된 문헌을 읽고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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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Basic Search: 기본검색 (예시) 

6. Interactive Tables(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컨텐츠가 표시됩니다.  

7. 검색된 표을 클릭하면, Knovel에서 재가공을 거친 표를 Excel 등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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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Basic Search: 기본검색 (예시) 

8. Interactive Tables에서 표로 표시된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9. 검색과 관련된 부분은 파랗게 표시되며,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및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Excel 등으로 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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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Basic Search: 기본검색 (예시) 

10. Conference Proceedings(학회발표자료)를 클릭하면 표시되는 컨텐츠입니다. 

11. 검색된 문헌을 클릭하면, 검색한 단어와 관련된 문헌을 읽고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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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Basic Search: 기본검색 (예시) 

12. Interactive Graphs(그래프)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컨텐츠가 표시됩니다.  

13. 검색된 그래프를 클릭하면, 그래프 자료를 추출하고 JPG나 Excel 등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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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Search Within: 결과내 검색(예시) 

1. 보다 자세한 검색이 필요할 경우 다음의 Search Within (결과내 검색) 창을 사용합니다. 

2. 1045 Steel의 Strain amplitude(변형률)를 알고 싶으므로 추가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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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Search Within: 결과내 검색(예시) 

3. Search Within (결과내 검색)을 사용한 결과 상당히 많은 자료가 필터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1045 Steel 의 Strain amplitude(변형률)의 검색결과는 Text Sections(문헌) 28건, Interactive 

    Graphs(그래프)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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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Search Result: 검색결과(예시) 

1. 1045 Steel 의 Strain amplitude(변형률)의 검색결과 중 “Strain-life behavior of medium…” 
    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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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ph Digitizer (디지털화된 그래프)에 관한 정보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novel Search Result: 검색결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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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안에 “View Text” (문서보기) 링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View Text” (문서보기) 링크를 클릭해보겠습니다. 

Knovel Search Result: 검색결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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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Search Within: 검색결과(예시) 

5. “View Text” (문서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찾고자 하는 그래프가 있는 문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6. 다음에 표시된 “Live Graph” 링크를 클릭하면 Knovel에서 재가공한 그래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7. 문헌접속 이전 표에 “Graph  Digitizer” 버튼을 클릭해도 Knovel 그래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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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novel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Interactive Graph(그래프)에 접속하였습니다. 

2. Knovel의 그래프는 단지 스캔한 그래프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그래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케일 및 좌표에 대한 설정이 완료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Knovel Interactive Content (Graph Digitizer): 그래프의 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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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프 중에서 225 HB곡선에 관한 자료를 추출해보고자 합니다. x축, y축 모두 log(대수)로 
   표기되어 읽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4. 추출할 곡선이름을 225 HB로 입력합니다. 추출하고자 하는 곡선이 다수일 경우에는, 화살표가   

   가르키는 “Add New Curve”를 이용하여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Knovel Interactive Content (Graph Digitizer): 그래프의 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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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Interactive Content (Graph Digitizer): 그래프의 이용 (예시) 

5. 그래프 자료를 마우스 클릭만으로 추출합니다. 왼쪽 표에 추출된 좌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Knovel에서는 읽기 어려운 Log(대수) 그래프의 좌표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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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측 상단의 “Action”을 클릭하면 추출한 데이터나 그래프를 “Export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내려받기는 Excel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외 HTML 및 CSV 방식도 가능합니다. 

3. 그래프 내려받기는 JPG, GIF 및 PING 형태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Knovel Interactive Content (Graph Digitizer): 그래프의 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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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려받기한 Excel 형태의 추출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Knovel Exported to Excel: 추출한 자료 내려받기 (예시) 

5. 추출한 데이터는 반드시 하부에 명기된 저작권 소유자를 언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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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Data Search: 물성치 정보 검색 (예시) 

1. https://app.knovel.com에 접속한 후 검색창 하단에 Data Search를 클릭하면 다양한 재료의  

   물성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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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Data Search: 물성치 정보 검색 (예시) 

2. Data Search를 클릭한 후에 나타나는 물성치 정보검색 창입니다.  

3. 좌측 Material or Substance Name 창에 재료명을 입력하면 다양한 물성치 정보가 제공됩니다. 

4. 우측에 위치한 Find a property 창에서 찾고자하는 물성치명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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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Data Search: 물성치 정보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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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terial or Substance Name 창에 재료명 acrylonitrile을 입력해보겠습니다. 

6. 하단에 재료명 acrylonitrile에 관하여 1,669건의 검색결과가 나왔습니다. 



Knovel Data Search: 물성치 정보 검색 (예시) 

7. 저는 acrylonitrile의 밀도가 알고싶으므로 Find a property창에 density를 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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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완성기능으로 den 쉽게 물성치 이름이 검색됩니다. 검색된 물성치를 좌측으로 Drag 하면 

   해당물성치에 대해 재검색이 수행됩니다. 22개의 검색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란 박스를 클릭합니다. 



Knovel Data Search: 물성치 정보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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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결과는 Interactive Tables(표) 17건, Interactive Graphs(그래프) 1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 검색된 결과 중에 Interactive Graphs를 클릭해보겠습니다.  
    



Knovel Data Search: 물성치 정보 검색결과(예시) 

30 

3. Density of Liquids, (Live Eqns)가 보입니다. 원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클릭해보겠습니다. 
 
  
    



Knovel Data Search: 물성치 정보 검색결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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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rylonitrile의 물성치 자료를 한 눈에 볼 수있는 표가 나타납니다. 우측 상단에 자료출처 
 
  
    

   원본의 4970개의 물성치 자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좌측에 위치한 Equation Plotter를 클릭해보겠습니다. 
 
  



Knovel Equation Plotter: 방정식을 이용한 그래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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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quation Plotter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캔방식의 그래프와 다르게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시한 
 
  
    

   그래프로서, 클릭하여 좌표를 입력하거나, Add Point를 클릭하여 직접 좌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Unit (단위) 변환도 간단하게 클릭한번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1. 우측 상단의 “Action”을 클릭하면 추출한 데이터나 그래프를 “Export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내려받기는 Excel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외 HTML 및 CSV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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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프 내려받기는 JPG, GIF 및 PING 형태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Knovel Equation Plotter: 방정식을 이용한 그래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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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려받기한 Excel 형태의 추출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Knovel Exported to Excel: 추출한 자료 내려받기 (예시) 

5. 추출한 데이터는 반드시 하부에 명기된 저작권 소유자를 언급하셔야 합니다. 



1. 이번에는 Search창에 “liquid discharge hole”을 검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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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Interactive Content (Excel Sheet): 계산 엑셀 시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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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quid discharge hole 에 대한 검색결과는 Text Sections(문헌) 755건, Conference  
    Proceedings(학회발표자료) 33건, Excel (엑셀시트) 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Knovel Interactive Content (Excel Sheet): 계산 엑셀 시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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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xt Sections(문헌)을 클릭하면 Example 2.1 - Liquid Discharge through a Hole in a 
    Tank가 검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아래에 위치한 more을 클릭해보면… 

Knovel Interactive Content (Excel Sheet): 계산 엑셀 시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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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자료에 대한 추가정보를 간단한 클릭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관련 검색 결과를 클릭해보겠습니다. Example 2.1 - Liquid Discharge through a Hole in a 
   Tank를 클릭해보겠습니다. 

Knovel Interactive Content (Excel Sheet): 계산 엑셀 시트 (예시) 



Knovel Interactive Content: 계산 엑셀 시트 (예시) 

7. 검색결과에 해당되는 Example(예제) 가 보입니다. 
8. 예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Example 2.1 - Liquid Discharge through a Hole in a 
   Tank를 클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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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Interactive Content (Excel Sheet): 계산 엑셀 시트 (예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는 엑셀시트의 값을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유체의 이송량 및 속도를 계 
9. Example 2.1 - Liquid Discharge through a Hole in a Tank 에 해당되는 엑셀 시트 가 

    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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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novel Tools는 단위변환기, 방정식 계산기, 주기율표, Excel Add-in, 서치바, 위젯 등이 
1. Knovel 홈페이지 좌측상단 메뉴 중에 Tools에서는 공학연구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제공됩니다. 

Knovel Tools: Knovel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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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novel 단위변환기 에서는 다양한 공학용 단위가 수록되어있으며, 사용자 자신만의 단위를 만들 
1. Knovel에서는 공학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단위를 변환시킬 수 있는 단위변환기를 제공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Knovel Unit Converter: 공학용 단위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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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novel 방정식 계산기는 계속 업데이트 되며,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1. Knovel에서는 공학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정식을 정리하여 방정식 계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Knovel Interactive Equation: 연동형 방정식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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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Sign up)한 후 Knovel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Knovel Video Tutorial: 동영상 강좌 

Knovel 관련 정보  
http://www.elsevier.com/online-tools/knovel 
  
Training & Support  
http://www.elsevier.com/online-tools/knovel/training-and-support 

Elsevier Korea 
Solution Sales Manager 이기혁 과장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 천우빌딩 4층 
Tel: 02 6714 3136 
E-mail: key.lee@elsevier.com 
Webpage: app.knovel.com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프레젠테이션, 견적 및 1개월 무료 Trial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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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vel helps engineers build the future by providing vital technical 
information alongside powerful discovery and analytical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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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do it: Deep engineering and market insights + investment in 
product development and technologies to support key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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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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