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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뛰어난 인용 문헌 탐색 기능과 다양한 분야의 학술 정보 이용 
 
Web of Science에서는 ISI의 3가지 인용 색인 정보인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및 Arts &Humanities Citation Index®와 함께 화학 분야의 주요 정보원인 Index 
Chemicus® (화합물 정보)와 Current Chemical Reactions® (화학 반응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 
사회과학, 예술 및 인문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저널 9, 300 여 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학술 정보를 수록 제공합니다. Current Chemical Reactions은 전세계 특허에 포함된 화학 

반응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ISI Web of Science는 개별 논문에 대한 인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자들은 인용 정보 탐색 기능을 통해 저널 아티클, 특허 혹은 보고서 등 자신의 관심 문헌에 대한 

인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정보 탐색 기능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구 분야에서 어떠한 문헌들이 출판되는지에 대한  
• 나의 혹은 관심 있는 연구 문헌을 누가 인용하는가 혹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탐색 및 

발견 
• 동료 및 경쟁 상대의 연구 활동 추적 
• 특정 연구 이론 혹은 연구 방법에 대한 히스토리 즉, 최초 연구 문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및 응용 현황 탐색 
• 몇 개의 키워드로는 찾기 힘든 관련 연구 문헌 발견 
• 현재 연구 활동의 주요 경향 파악 
• 서지 정보에 담긴 피인용 정보의 정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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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서비스 (Personalization) 
 
등록하기 
 
등록한 후 사용하면 Web of Knowledge 에서 제공하는 검색식 저장 및 email 을 이용한 자동 알림 (Alert), 
목차 정보 Alert 및 인용 정보 Alert 기능 등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earch Alerts (p 20 )                                          • Citation Alerts  
 
단, Alert 기능은 기관별 구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Register) 후 이용하면 
보다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lert 서비스는 Thomson Scientific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소속 기관 
IP 범위 내에서 접속 시엔 언제든지 저장해 둔 자신의 검색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성(姓)과 
이름을 입력하고, 개인 email 
주소와  password 는 두 번씩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Password 는 최소  8 자로  반드시 
숫자와  !@#$%^*()~`{}[]|\와 
같은 특수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 



교차 검색(All Databases) 

All Database 텝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lect a database 텝 – 기관에서 구독하는 모든 
Thomson 데이터 베이스를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Additional Resource 텝 – 분석 데이터 베이스와 
함께  Thomson 의  유용한 website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연산자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절단 검색 (Truncation) 
 
다음의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0 부터 1 개 이상 여러 글자   예) Gene*Gene, Genes, General, Generation 
? – 1 글자                                       예 )Car?,  Cars, Care 
$ – 0 혹은 1 글자                           예) Cell$, Cell, Cells, Cello 
 
불리언 연산자 
다음 연산자를 이용해 검색어를 조합하거나 이전에 실행한 검색 세트를 조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괄호를 사용하여 연산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SAME 
NOT 
AND 
OR 
 

검색 필드 설  명 예제 
“white oak”, drug resistan* Topic  문헌의 타이틀, 초록, Author keywords, 

Key words Plus 에서 검색 
Electrospinning: Applications in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Title 문헌의 타이틀에서 검색 

Author  아티클의 저자 검색 Bergstrom CT , Wallen K 
 

Publication Name 저널 명 검색 Czech Journal of Food Sciences  
Progress in Brain Research  
1999, 2003-2005 Publication Year  출판년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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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Search) 
Select a Databse 텝을 클릭해서 Web of Science 로 이동합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관한 아티클을 
검색하려면 Topic 항목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co2 or carbon dioxide) same emission*) and  
(reduc* or mitigat* or abat*) 

특정 구문을 정확히 검색하기 
위해서 구문의 앞/뒤에 “ ”를 
입력합니다 예: “Heart Attack” 

 
 
 

검색 필드 설  명 예제 
“white oak”, drug resistan* Topic  아티클의 타이틀, 초록, Author 

keywords, Key words Plus 에서 검색 
Electrospinning: Applications in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Title 아티클의 타이틀에서 검색 

Author  아티클의 저자 검색 Bergstrom CT , Wallen K 
 

Group Author  Group 또는 저자로 인정되는 기관명 검
색. group author index 활용 

Aberdeen Lung Cancer Group 
Beta Cell Biology Consortium   

Publication Name 저널 명 검색 Czech Journal of Food Sciences  
Progress in Brain Research  
1999, 2003-2005 Publication Year  출판년도 검색  
Emory Univ, Dept Biol, Atlanta, GA 3032
9 USA  

Address  저자의 가관명 검색. 약어로 검색.   
Abbreviation help 활용 

Review, Article Document Type  하나 이상의 언어 및 문헌 유형으로  
검색  

 
 

저자 검색(Author Finder Search) 
저자 찾기는 유사 성(姓)을 가진 저자, 유사 이름을 가진 저자 리스트에서 특정 저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주제 분야, 소속 기관명을 이용하여 검색된 결과를 분석합니다 . 일반 검색 화면과 첫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진행합니다. 
 
 

  

저자 성과 첫번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예: o byrn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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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yrne p”전체 예 중에서 가장 많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가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 

Add  Another Name 를 클릭하면  
구두점을 포함한 이름,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이름을 
검색합니다. 

저자와 관련된 주제분야를 지정하여 
검색 결과를 구별합니다. 

저자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검색 
결과를 다시 한번 구별합니다.  

Finish 를 클릭하면 검색이 종료되고 
소속기관별 저자 결과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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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 (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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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를 선택하여 여러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port, Print, Email, Save 혹은 
Add to Marked List.  (p22 참조) 

피인용 정보 확인 

소속 기관에서 구독하는 전자 저널에 
출판된 문헌인 경우 View Full Text 버튼을 
누르면 원문(full-text)로 직접 링크됩니다. 

디스플레이하는 레코드의 
수를  지정합니다. 

Print, Email, Market list 로 출력할 수 있으며,  
서지 관리 프로그램인 Endnote,Procite, 
EndNoteWeb 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00 건의 
검색 결과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이용해 
정렬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Latest date, Times 
Cited, Relevance, 
First author, Source 
title, Publication 
Year



검색 결과 한정 - Refine Results 
 

 
 

다른 검색어를 사용하여 결과내 재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Topic 항목(Title, Keyword, Abstract, Keyword Plus)으로 검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ummary 화면에서 Source Titles, Document Types, Authors, Publication Years, 
Countries/ Territories, Institutions, language 메뉴를 클릭하여 검색 결과를 
한정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포함된 레코드 수를 의미합니다.  
 
Subject Area, Document Types 는 상위 5 개의 분류에 대해 미리 보기를 해 주며, 그 
이하를 보려면 more 를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분석- Analyze Results 
Author, Source title, Country/Territory, Subject category, Publication Year, Language, Institute name 을 
포함하여 100,000 건 까지 검색 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다음과 같은 항목 
범위에 따라 최대  100,000 건 
까지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저자, 저널명, 주제명, 출판 연도, 
언어 및 기관명 
예를 들어 Times Cited 로 정렬한 
후 분석할 경우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를 탭으로 구분된 
형태의 파일로 저장한 후 MS 
Excel 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자 하는 레코드를 
선택하고 View Records 를 클릭합니다.  

Analyze 기능은 검색 결과 화면(Summary)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분석 결과만을 선택하여 View 
Records 버튼을 누른 경우 새로운 Summary 화면이 나타나며 이를 대상으로 Analyze 기능을 다시 
수행하여 재분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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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서지 (Full Record) 

 

원문, 도서관 소장 정보 및 Open URL 검색 
정보에 대한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저희 Thomson Scientific 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record 를 
인용한 최근 
3 개의 레코드를 
보여줍니다.  

해당 레코드를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port, Print, Email, Save 혹은 
Add to Marked List  

각 저자 이름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저자의 이름으로 검색한 
새로운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2006 년 9 월 이후 record 부터 full 
name 제공합니다.  

Find Related 
Records 을 눌러 
같은 참고 문헌을 
사용하는 문헌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Citation Alert 을 설정하여 
향후의 인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레코드 포함 항목 

소속 기관에서 ISI Web of Knowledge 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링크가 제공됩니다: JCR:  저널의 impact 
factor,  CCC: 해당 저널 최신호의 목차 정보, INSPEC 및 BIOSIS 
Previews: 주제 분야별 전문 정보.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Title 은 해당 문헌의 제목입니다.  

• Author 저자명은 성과 5 글자 이내의 이름 이니셜로 구성되며, 모든 저자에 대한 정보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 Source 는 해당 문헌이 출판된 저널의 이름과 Volume, Issue, Page 정보입니다.  

• 참고 문헌(References) 아티클을 출판할 때 저자가 참고 문헌 목록에 열거한 문헌 정보로서 해당 문헌의 

연구에 영향을 준 문헌들입니다. 

• 피인용 정보(Times Cited) 해당 문헌이 출판된 이후 다른 문헌에 의해 피인용된 회수 및 각각의 아티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 Records 해당 문헌과 하나 이상의 같은 참고 문헌을 인용한 다른 문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Abstracts 저자 초록으로 원래의 문헌에 영문으로 작성된 저자 초록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 Author Keywords 저자가 직접 작성한 키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 Keywords Plus 참고 문헌의 문헌 타이틀에서 추출한 키워드입니다.   

• Addresses 모든 저자의 주소 정보가 제공됩니다. Reprint 저자 주소 사항이 가장 먼저 기재된 후 다른 

저자의 주소가 나열됩니다.  그러나 동일 주소의 경우 생략되므로 저자 순서와 주소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 Author Email Address Reprint 저자가 email 주소를 기재한 경우 제공됩니다. 

• Subject Category 아티클이 게재된 저널의 주제 분야로서 Journal Citation reports 에서 제공하는 주제 

분야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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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Reference) 

 

Web of Science를 통해 아티클 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 파란색으로 링크 되어 있으며, 논문 
title을 누르면 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관계 문헌(Related  Record)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hared References 를 클릭하여 통으로 
인용된 참고 문헌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1 편의 핵심 논문이 다른 
여러 편에 의해 동시에 인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핵심 문헌은 관련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 원 문헌의 참고 문헌 중 공통적으로 인용한 
문헌에 대한 정보를 Shared Ref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중 31 개의 문헌이 원 
문헌이 가진 125 개 참고 문헌과 공통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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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정보(Times Cited)  

 
 
인용 속보(Citation Alert) 
관심 문헌에 대한 새로운 피인용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email 로 자동 통보해주는 Citation Alert 
기능을 상세 화면(full record)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ISI Web of Knowledge 포털 
페이지에서 email 주소 및 비밀 번호를 등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mes  Cited 를 클릭하면 
해당 문헌을 인용한 다른 
문헌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헌이 인용될 때마다 
어떤 문헌이 인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email 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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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Report(인용정보 분석) 

 
 
Citation Report 를 통해서 출판물의 과거 인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년도 별  출판물의 현황과 인용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 
- 각 문헌 별 평균 인용 수와 년도 별 평균 인용수 
- H- index 
- 자기 인용(self-citation) 제외 현황 

 
H-index 

 
 
 
H-index 는 특정 저자가 출판한 문헌의 수와 그 문헌의 피인용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H-index 가 
18 라는 의미는 저자의 총 문헌 중 18 개의 문헌은 각각 최소한 18 회의 피인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상세화면에서 특정 저자를 
클릭하면 저자가 참여한 
모든 record 의 summary 
list 가 나타납니다. 

특정 저자의  인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른쪽의 Citation 
report 를 클릭합니다.   

총 문헌 수, record 의 총 피인용수, 
Record 별 평균 인용수,H-index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출판 문헌의 인용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연도별 출판 문헌의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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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ex 지수를 
나타내는 선 

H-index 가 18 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Citation Report  Save(Citation report 저장) 

 Citation report 를  Print,  
E-mail, Save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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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분석 (Analyze) 
Analyze 기능은 Related Records 및 Citing Articles 화면을 포함하여 모든 검색 결과 화면(Summary) 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nalyze 기능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내용에 대해 특정 레코드를 선택하여 View 
Records 를 누르면 Summary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이 화면에서 다시 Analyze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계속적인 재분석이 가능합니다. 

Related records 분석 

 

 
• 저자 (Author) Related Records 검색 결과에서 저자 항목으로 분석할 경우 어떤 저자가 공통된 참고 

문헌을 가장 많이 인용했는지를 파악한 후 해당 연구자와 같은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헌 유형 (Document Type) 공통된 참고 문헌을 인용한 여러 문헌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헌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명 (Institute Name) 공통된 참고 문헌을 인용한 문헌 중 가장 많은 문헌을 발표한 기관을 분석하고 

해당 분야에서 혹은 보다 세분화된 전문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언어 (Language) Related Records 로 검색된 문헌에 대한 언어별 분석이 가능합니다. 

• 출판 연도 (Publication Year) 공통된 참고 문헌을 인용한 여러 문헌이 어느 해에 가장 활발히 

발표되었는가 혹은 가장 많이 인용한 해는 언제인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문헌 명(Source title) 어떤 문헌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는가 등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참고 문헌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 적절한 간행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주제 분야 (Subject Category) 각 문헌이 게재된 간행물의 주제분야에 따라 분석하는 것으로써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해당 연구의 응용 및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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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분석- Citing Articles(Times Cited ) 

 

 
•  저자 (Author) Related Records 검색 결과에서 저자 항목으로 분석할 경우 어떤 저자가 공통된 참고 

문헌을 가장 많이 인용했는지를 파악한 후 해당 연구자와 같은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헌 유형 (Document Type) 공통된 참고 문헌을 인용한 여러 문헌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헌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명 (Institute Name) 공통된 참고 문헌을 인용한 문헌 중 가장 많은 문헌을 발표한 기관을 분석하고 

해당 분야에서 혹은 보다 세분화된 전문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언어 (Language) Related Records 로 검색된 문헌에 대한 언어별 분석이 가능합니다. 

• 출판 연도 (Publication Year) 공통된 참고 문헌을 인용한 여러 문헌이 어느 해에 가장 활발히 

발표되었는가 혹은 가장 많이 인용한 해는 언제인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문헌 명(Source title) 어떤 문헌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는가 등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참고 문헌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 적절한 간행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주제 분야 (Subject Category) 각 문헌이 게재된 간행물의 주제분야에 따라 분석하는 것으로써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해당 연구의 응용 및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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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Reference Search 
 
 

 
 

Citation Index Searching  

1957  
Paper 

1976  
Patent 

1995 
Paper 

2001 
Paper

2004 
Paper 

1976 
Paper 

1982  
Paper 

1992  
Proceeding 

1995  
Dissertation 

 
 
 
 
 
 
 
 
 
 

   
 
 
 
 
 
 

피인용 저자의 이름을 다양한 형태로 
입력하거나 혹은 첫 번째 이니셜 
다음에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또한 Cited Author Index 를 
참조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어 명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피인용 
문헌 항목에서 앞 부분의 몇 단어와 함께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예) 저널 문헌: Science* 또는 J Comput Appl 
Math*,  
단행본: Structural Anthropology,  
특허 문헌: 3953566 

K. Anand, J. Ziebuhr, P. Wadhwani, J.R. Mesters, R. 
Hilgenfeld. “Coronavirus main proteinase (3CL(pro)) 
structure: Basis for design of anti-SARS drugs.”  
SCIENCE, 300 (5626): 1763-1767, Jun. 13, 2003. 

특정 문헌을 인용한 다른 아티클을 검색하려면 Welcome 화면에서 Cited Reference 
Search 검색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바에서 Cited Reference Search 버튼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아티클의 인용 문헌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인용 정보 탐색의  
의미와 장점 
 
● 인용 정보 탐색을 통해 1 편의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과거 혹은 
미래로의 시간에 따른 인용 관계 
및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기초가 된 연구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널 문헌, 프로시딩, 
단행본 등 모든 유형의 문헌에 
대한 인용 현황 및 관련 연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인용 색인은 아티클에 게재된 
인용 문헌 정보를 이용하여 그대로 
색인하며, 이를 통해 링크로 서로 
연결됩니다. 
 
 
인용 정보의 활용 
 
● 누가 내 연구 결과 혹은 동료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응용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연구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 경쟁자의 관심 연구 분야 및 
문헌의 파악 
 
● 특정 연구 분야 혹은 중요한 
발명 및 발견에 대한 객관적 연구 
흐름도 작성. 
 
● 유명한 문헌에서 시작하여 누가 
해당 문헌을 인용하는가, 그리고 
그 문헌들을 또 어떠한 문헌들이 
인용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계속 확장하여 
검색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장 최근 문헌 혹은 관련 연구 
문헌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통으로 인용된 문헌을 통해 
최신 연구 이슈를 파악하고 기존 
연구 산출물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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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Reference Index 

 

비고: 이 문헌이 여러 개의 다른 
형태로 인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용 
형태는 저자가 종종 문헌의 권/호 
정보 및 페이지, 연도를 잘못 
인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Show Expanded Titles 를 클릭하면 
전체 논문 제목 및 저널명을 볼 수 
있는 목록으로 바뀝니다.  
View record 를 누르면 해당 문헌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문헌 앞의 체크 
박스에 표시한 뒤 
Finish Search 를 
누릅니다. 

인용된 저널 아티클 

Cited Author 첫 번째로 기재된 저자의 성(姓) (최대 15 글자), 빈 칸, 이름 이니셜(최대 3 글자). 

20 글자로 축약된 인용된 문헌의 제목.  (검색 화면의 Cited Work 항목에 있는 list 는 ISI 소스 
저널 약어만을 제공합니다)  Cited Work 

Cited Year 출판 연도(인용 사항에 표기된 연도). 

Volume 권차(Volume)정보 - 4 글자로 제한되며 검색 불가. 

Page 시작 페이지 번호 - 5 글자로 제한되며 검색 불가 

Article ID 인용된 아티클에 표시된 출판사가 부여한 구분 기호 

 
인용 정보 검색의 응용 

피인용 문헌의 두 번째 
저자에 대한 검색은 
해당 문헌이 소속 
기관의 구독 범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할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K. Anand, J. Ziebuhr, P. 
Wadhwani, J.R. Mesters, 
& R. Hilgenfeld 가 
저작한 아티클에 대해 
ziebuhr j* 을 피인용 
저자로 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모든 경우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에 기재된 저자명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ISI Web of Science 의 독특한 기능을 이용하여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지식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보다 많은 과학 분야의 실제적인 연구 정보 탐색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문헌이 인용된 적이 있는가 
• 이 아티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이 연구 분야에 대한 리뷰 자료가 존재하는가 

 
 
 
 

• 특정 연구 이론이 추후에 증명되었는가 
• 이 연구 이론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확대되었는가  
• 연구 방법이 개선되었는가  
• 고전 화학 합성물에 대한 새로운 합성법이 존재하는가 

 
 
 • 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이 진행되었는가 

• 새로운 이론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 최초의 문헌에 나타난 오류가 어떻게 수정되었는가 
• 이 연구에 참여한 다른 연구자는 누구인가  
• 발명가가 그의 연구 내용을 저널에 발표했는가 

 
 

• 특정 연구 이론이나 개념이 새로운 분야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응용되었는가 
• 누가 어떤 저널에 이 분야에 대한 문헌을 발표했는가   
• 이 특허 기술이 어떻게 연구에 사용되었는가 
• 이 학술 저서가 영향을 미친 연구가 존재하는가  
•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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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검색(Advanced Search) 
고급 검색에서는 두 자리의 필드 태그를 이용하여 복잡한 검색식을 입력하거나 검색 세트끼리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단, 하나의 검색식에 필드 태그와 세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Web of Science 텝  하단 있는 Advanced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Energy 혹은 Energy Policy 저널에 게재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관한 아티클을 검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TS=(((carbon dioxide or co2) same emission* and (reduc* or mitigat* or abat*))) and CU= 
Korea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 태그와 
불리언 연산자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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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저장 및 Alert 생성 
(Saving Histories and Creating Alerts) 

 
 

 
 
  

 

검색식 저장 및 Alert 생성은 
Search History 혹은 Advanced 
Search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식은 최대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Alert 의 
경우 마지막 검색 세트에 
대한 결과만 전송됩니다.  

Alert 형식 (Alert types) 은 Notify Only, Biblio (논문 제목, 소스 
문헌, 저자명), Biblio + Abstract, 및 Full Record 가 있습니다.  
E-mail 형식 은 Plain Text, Html (상세 서지 정보로의 링크 포함), 
Field Tagged 및 ISI Research Soft (EndNote, Reference Manager, 
ProCite)와 Field Tagged 중에서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nd Me E-mail Alerts 체크 
박스에 클릭하고 email 주소를 
입력하여 Alert 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검색 세트에 대한 결과를 
자동으로 email 로 전송합니다. 

자신이 실행했던 검색식을 
본인의 컴퓨터 혹은 Thomson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 저장 검색식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실행할 수 
있으며, 서버에 저장된 경우 
Alert 를 설정하거나 간편한 
관리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검색식 저장은 General 및 
Cited Reference 검색 모두 
가능합니다.    

검색 경로를 저장하거나 새로이 alert 를 
생성하고자 할 때 Save History 를 누릅니다 . 

Alert 를 설정할 경우 가장 마지막 검색식에 대한 결과만이 email 로 자동 통보되므로, 이전에 
실행한 다른 검색 세트에 대한 결과를 email 로 받고자 할 경우는 관련 검색 세트에 대한 조합 
검색을 실행하여 마지막 검색 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 검색 방법은 각 세트 번호 앞의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AND 혹은 OR 연산자를 클릭한 후 COMBINE 버튼을 누릅니다. 

 
 
 

 

매주 혹은 매월 단위로 설정된 검색식에 대한 
결과를 email 로 받을 수 있습니다. email 내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Web of Science 의 상세 
서지 정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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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및 Alerts 관리 
(Managing Histories and Alerts) 

 
 
 
 
 

 

서버에 저장된 
검색식이나 Alert 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이름을 클릭하면 
검색식을 재실행할 
수 있으며 
Open/Manage Saved 
Searches 버튼을 
누르면 다른 옵션을 
선택 수정할 수 
있습니다. 

Alert 의 유효 기간 만료 시기가 되면 
안내 email 이 발송됩니다. Alert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면 ISI Web of 
Knowledge 홈페이지에서 Open/Manage 
Saved Searches 화면으로 이동 후 Renew 
버튼을 누릅니다. 

Settings 버튼을 누르면 
Alert 혹은 email 형식, 
알림 주기 및 email 주소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에 검색식을 저장한 
경우 Browse 버튼을 눌러 파일을 
찾은 후 Open 버튼을 누릅니다. 

Citation, Search, Table of 
Contents 의 RSS 형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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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선택 및 관리 
(Marking and Processing Records) 

 

 

More options 을 클릭하면 
화면의 하단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내보내기 할 레코드 선택:  

● 체크 박스를 이용하여 

개별 레코드 선택  

● 현재 화면에 보이는 모든 

레코드 선택 (10, 25 or 50) 

● 레코드 번호로 범위를 

선택하여 지정(예: 10 to 25) 

2. 내보내기 할 필드 지정: 

● Bibliographic + Abstract – 
Bibliographic 필드와 저자 초록  

● Full Record – 상세 정보(full 
record)의 모든 내용 포함  

● Bibliographic Fields – 저자, 논문 
제목 및 저널 정보  

3. 내보내기 옵션 선택: 

● Print – 화면 출력 후 프린터로 전송 

● E-mail  – 특정 email 주소로 전송 

● Export  To Reference Software - EndNOTE, 
Reference Manager,ProCite 와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직접 내보내기. 이 버튼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Thomson ResearchSofr 에서 Plug- 
In 을 다운 받아 설치함 

 
 

● Full Record + Cited Refs – full 
record 와 각 레코드의 참고 문헌 정보 ● Export to EndNote Web - EndNoteWeb 으로  

직접 내보내기. 
 
● Save to File – 텍스트 파일로 저장 

 

 
 ● Add to Marked List – Marked List 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출력할 경우 사용 
(최대 500 개의 레코드 저장이 가능)  

 

Author, Title 및 Source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다른 
필드는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d to Marked List 를 통해 레코드를 저장하면 상단에 Marked 
List 버튼이 생성되며, 이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레코드와 
출력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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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Details 
 

 Republic of Korea 

13F,Hungkuk Life Insurance Co. Bldg.  

226, Shinmunro1- ga, Jongro- gu,   

Seoul Korea  

  

  

For more information on our products and services, visit: 
          scientific.thomsonreuters.com/           
          scientific.thomsonreuters.com/support/ 
          www.thomsonscientific.co.kr/ 

 
For technical assistance, please contact our helpdesk at  

 
Korea – ts.support.korea@thomson.com
Rest of Asia - ts.support.asia@thom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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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 서비스 (Personalization)
	등록한 후 사용하면 Web of Knowledge 에서 제공하는 검색식 저장 및 email을 이용한 자동 알림 (Alert), 목차 정보 Alert 및 인용 정보 Alert 기능 등의 활용할 수 있습니다. 
	 
	Alert 서비스는 Thomson Scientific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소속 기관 IP 범위 내에서 접속 시엔 언제든지 저장해 둔 자신의 검색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교차 검색(All Databases)
	All Database텝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lect a Databse 텝을 클릭해서 Web of Science로 이동합니다. 
	저자 검색(Author Finder Search)
	인용 속보(Citation Alert)
	관심 문헌에 대한 새로운 피인용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email로 자동 통보해주는 Citation Alert 기능을 상세 화면(full record)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ISI Web of Knowledge 포털 페이지에서 email 주소 및 비밀 번호를 등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저널 아티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