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VOT

INTELLIGENT MAPPING TOOLS

FUNDING AND RESEARCH EXPERTISE - CONNECTED

ExLibris

Pivot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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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 접속 방법
1

2

3

1.
2.

pivot.cos.com 접속 후 사용
개인계정이 없는 경우, 기관도메인 email 주소로 회원 가입 - 가입 후 해당 이메일로 받은
confirmation email로 인증- 개인 정보 ID/PW 정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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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 기본 페이지
Quick search가 가능한
기본 검색 창 제공

Pivot 개인화 기능을 통해 펀딩 정보, 프로필등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Active: 중요한 펀딩 정보나 마감 시한이 근접해 가는 펀딩 기회를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항목에 대해서는 tag를 설정하거나 이메일로 알람을 받아 지속적인 펀딩
기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racked: 관심 있는 펀딩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rack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관심있는
펀딩 정보의 업데이트 내용 및 Tag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aved Searches: 검색한
키워드 및 검색 옵션을 저장 하여, 주간 업데이트 정보 및 검색 결과와 일치되는 펀딩 정보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Shared:: 60 일 동안의 펀딩 정보를 동료 연구자와 함꼐 공유하여 track 할 수 있습니다.
• Received: 펀딩 정보를 동료 연구자와 연구 관리자에게 받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펀딩 정보를 Active, Tracked lists에서 저장 및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Advisor: 저장된 나의 연구 프로필을 통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검색 할 수 있으며, 펀딩
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Curated: 저장한 펀딩 정보를 확인 및 수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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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 Funding 기본 페이지

기본 검색
고급 검색

•

Most Popular : 최근 일주일 동안 인기 있었던 Funding 정보 안내

•

Editor’s Pick : Pivot 편집팀이 선정한 Funding 정보 안내

•

Health Science Funding News : Pivot 편집팀에 안내 선정되고 업데이트
된 Funding 정보 안내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Funding News : Funding Opportunities와
관련된 최신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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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기본 페이지

1
2

•

Most Popular : 최근 일주일 동안 인기 있었던
Funding 정보 안내

•

Editor’s Pick : Pivot 편집팀이 선정한 Funding
정보 안내

•

Health Science Funding News : Pivot 편집팀에

안내 선정되고 업데이트 된 Funding 정보 안내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Funding News :
Funding Opportunities와 관련된 최신 정보 안내

1. Quick Search: 기본 검색으로 Funding 데이터의 모든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음
•
AND 검색어 조합 : 입력된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연구자 Profile 검색 예) crop AND insurance
•
OR 검색어 조합 : 입력된 키워드 중 1 개 이상 일치하는
연구자 Profile 검색 예) rat OR mouse
•
NOT 검색어 조합 NOT 뒤에 위치한 키워드를 제한
•
Phrase 검색 조합 : “ “ 안에 복수의 키워드를 구로 인식
검색 예) “ stem cell”
•
Group 검색 : ( ) 로 키워드를 조합하여 복수 키워드
조건 예) speech AND voice
•
Wildcard 검색 : *를 사용하여 검색 키워드 조건 확장 예)
creative*- creative, creativity, creativeness
2. Advance search : 상세검색을 통해 정확하고 정교한

검색 결과로 Funding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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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상세 검색
1. Match 옵션
• Match all of the fields :모든 조건 만족
•

Match any of the below fields :모든 조건 중 1개 이상 만족
선택

2. All Fields 에서 검색 항목 선택

• Abstracts: 초록정보에서 검색
• Title: 펀딩 타이틀

1

• Sponsor: 스폰서 이름
• Sponsor ID :스폰서 ID

2

3. 검색조건 추가: Add another row 클릭하여 검색 창 추가
4. Amount: 펀딩금액

Deadline : 펀딩 마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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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Submission: 제안서 제한
Activity Location: 연구활동 지역

4

5

Citizenship or Residency: 시민권 및 거주지역
Funding Type: 펀딩타입
Keyword: 키워드 매치

Application Type: 제안서 타입
Sponsor Type: 스폰서 타입
5. Exclude Opportunities matching: 검색 조건에서 제외하고
싶은 옵션 선택 기능을 통해 선택. 또한 기관 담당자가 Pivot 기본
검색 환경으로 설정한 Activity Location( 연구활동지역),
Citizenship(시민권) 옵션을 선택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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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Sponsor 검색

1

3

2
4

Sponsor Search는 특정 기관에서
공고된 funding 정보를 Sponsor
명으로 검색 혹은 Sponsor별 공고된
funding 정보를 탐색 가능
1. Search by Sponsor
2. 검색 키워드 입력
3.. All sponsors (미국 대내외 후원자)
US Federal (미국 내 후원자)
Non-US Federal ( 미국 외 후원자)
4. Search Pivo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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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보기 I

1

2

3

1.

4

결과 한정 기능 제공

•

Submission type: 제안서 제출 유형

•

Top Funding types: funding 유형 제한

•

Top Sponsor types: 스폰서 유형 제한

•

Top Application types: 원서 접수 유형

•

Top keywords: 키워드 제한

2.

총 검색 결과 수 표시

3.

상세 페이지 안내

4.

펀딩 제안 마감 기한과 금액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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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보기 II
2

1
3

4
1.

상세 정보 - 기관명, 스폰서 등 그 외 상세정보

2.

개인 기능화: 선택한 결과를 저장, 관리 할 수 있음
Track- 관심있는Funding 정보 관리

Set to Active – 중요하거나 마감이 임박한 Funding 정보 관리
Share- 다른 연구자에게 공유해준 Funding 정보
3. Scholar 정보 제공 – 특정 funding과 관련된 scholar 정보 제공
4. Funding 담당자 연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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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기본 검색

1
2
3

1.
•
•
•
•
•
•
2.
3.

연구자 프로파일을 Quick Search 검색 가능
AND 검색어 조합 : 입력된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연구자 Profile 검색 예) crop AND insurance
OR 검색어 조합 : 입력된 키워드 중 1 개 이상 일치하는 연구자 Profile 검색 예) rat OR mouse
NOT 검색어 조합 NOT 뒤에 위치한 키워드를 제한
Phrase 검색 조합 : “ “ 안에 복수의 키워드를 구로 인식 검색 예) “ stem cell”
Group 검색 : ( ) 로 키워드를 조합하여 복수 키워드 조건 예) speech AND voice
Wildcard 검색 : *를 사용하여 검색 키워드 조건 확장 예) creative*- creative, creativity, creativeness
Advanced search : 상세검색을 통해 정확하고 정교한 검색 결과를 산출
소속된 기관의 연구자 프로파일이 등록된 경우, 기관 연구자 프로파일을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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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상세 검색

1

1. 소속/비소속 연구자 구분 검색
Search inside my institution (기관내
연구자 정보 ) 혹은 Search outside

2

my institution ( 기관 외 연구자 정보)

2

옵션 선택
2. 고급검색 옵션
•

Search in: 검색 결과 페이지 유형

•

Search by Name: 이름으로 검색

•

Degree: 수여 학위 종류 선택

•

Role: 연구자 유형 선택

•

Association or Society: 활동
학회

•

Affiliation : 소속 대학명 선택

•

Country: 국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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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보기 I
1. 검색 한정 기능

1

•

2

Institution: 검색 옵션을 기관 내 및
Outside Institution(기관 외) 옵션을

조정하여 검색결과를 재정의
•

Filter by:
대학명/단과대학/학과명으로 검색

•

Country : 나라별 연구자 정보 검색
Institution Name: 기관 이름 직접

입력하여 검색
2. 연구자 이름 및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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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보기 II

2

2

3

1

1. 연구자 상세 정보: 연구자의 주제 전공, 학위, 학술 활동 내역 등으로 확인
2. Publication 리스트 : 연구자의 연구 업적( 학회지 논문) 리스트 제공

3. Funding Matches : 해당 연구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된 Funding 정보를 제공. 클릭시 Funding
목록이 나타나며, 관심 있는 Funding을 다른 연구자나 자신에게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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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nvited 기본 검색

1
2

3

1. 학술 컨퍼런스 정보, 학회지 논문 투고
공지 및 투고 기간 시한등을 Quick Search로
검색 가능
•
AND 검색어 조합 : 입력된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연구자 Profile 검색
예) crop AND insurance
•
OR 검색어 조합 : 입력된 키워드 중 1 개
이상 일치하는 연구자 Profile 검색 예)
rat OR mouse
• NOT 검색어 조합 NOT 뒤에 위치한
키워드를 제한
• Phrase 검색 조합 : “ “ 안에 복수의
키워드를 구로 인식 검색 예) “ stem cell”
• Group 검색 : ( ) 로 키워드를 조합하여
복수 키워드 조건 예) speech AND voice
• Wildcard 검색 : *를 사용하여 검색
키워드 조건 확장 예) creative*- creative,
creativity, creativeness
2. Advanced search : 상세검색을 통해
정확하고 정교한 검색 결과를 산출
3. 학술 주제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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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nvited 상세 검색
1. 컨퍼런스 (Conference)/ 특별 호(Special
Issues) 구분 검색

모집중인 논문 투고 정보를 컨퍼런스 명
이나 특별호로 지정 검색

1

2. 고급검색 제한 검색 옵션
•

2

Search in: 컨퍼런스명 혹은 초록정보로
제한하여 검색

•

Date: 마감일 날짜 지정 선택

•

Country: 국가별 선택

•

Keyword: 특정 학술 필드를 지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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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I
1

2

1.
•

검색 한정 기능
Type: 자료 형태 제한
Conferences: 컨퍼런스
Special issue: 특수 연구 분야

•

Submission Deadline: 마감 기간
한정 선택

•

Keyword: 키워드 제한

•

Country: 국가 선택

2. 결과 상세 페이지: 진행 완료 혹은

진행되고 있는 회의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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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II

1

1. 컨퍼런스 기본 정보 제공: 컨퍼런스 명과
진행되는 날짜, 해당 참가 신청 가능한
컨퍼런스 안내 페이지 제공
2. 상세 안내 페이지: 컨퍼런스 명, 주체조직,
진행되는 언어, 장소 및 논문에 투고 예정 시

2

필요한 날짜 정보를 제공 및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주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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