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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텐츠 내용 설명
z

SCOPUS는?
z

z

전 세계 4,000 여개의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과학,기술,
의학,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15,000여종 이상의 저널을 수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초록, 인용 데이터 베이스.

SCOPUS의 제공 정보는?
z
z
z
z
z
z
z

수록 논문 주제 : 전 학문 주제 포괄.
초록 수록 기간 : 1966년 ~ 현재
참고 문헌 : 1996년 ~ 현재
갱신 주기 : 매일
원문 링크 : 수록된 모든 저널의 원문 링크/ 구독 저널의 원문
별도 표시
결과리스트 정렬 : 표 형식의 정렬 기능 제공
특이사항 : 웹 검색엔진 SCIRUS를 통한 과학기술 웹 페이지
동시 검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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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텐츠 내용 설명
z

SCOPUS 이용방법 안내
z

z

Web에서 SCOPUS (WWW.SCOPUS.COM)에 접속하여 초록 검색 후
기관 내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저널에 한하여 원문 이용

SCOPUS 접속 방법 안내
z
z

교내 - IP 인증을 통하여 직접 이용 가능
교외 – RISS 홈페이지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기관 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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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연
기본검색 : Search – Basic

1

2
3

<Search-Basic ; 기본검색>
1. 검색 어 입력; 이용자가 찾고 싶은 논문의 keyword 단어나 구를 입력.
2. 검색필드 ; 검색 대상이 되는 필드 선택 (기본 설정은, Article Title, Abstract,
Keywords)
-Article Title, Abstract, Keywords, Authors, Source Title,
Article Title, Abstract, Affiliation, ISSN, CODEN, DOI, References
3. Limit to(제한 항목) 을 선택하여 논문 검색
3 -1 : 특정 출판 년도 : 출판 년도 선택
논문의 종류: Article Or Review, Article, Review, Conference Review,
Letter, Editorial, Note, Short Survey, Business Article& Press
3 -2 : 주제 분야의 선택
All(모든 주제 분야), Chemistry(화학),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지구 과학)
Health (의학), Physics (물리), Social Science (사회과학), Life Science
(생명 과학)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 (농학 및 생물학), Engineering (공
학)
Economics, Business and Management Science (경제,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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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연
상세검색 : Search – Advanced

1

2

<Search-Advanced ; 상세검색>
1. ‘Advanced Tab’을 선택하여, ‘Search-Advanced’ 기능 이용 가능.
2. Query Box ; 이용자가 직접 검색식을 작성.
-일반적 주의 사항
•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음

•

텍스트 필드에서는 word stemming(검색 어와 관련된 단어의 자동 검색 기
능) 적용
예) Separate 검색 시, separates, separating, separated가 자동 검색

-와일드 카드의 이용


물음표(?)는 1개의 영문자 매치
예) wom?n 검색 시 woman, women 자동 검색



별표(*)는 글자 수에 상관없이 영문자 매치
예) benav* 는 , behave, behavior, behaviour, behavioural, behaviourism등
을 검색



더블 인용 부호(“ “) 검색 시 여러 개의 단어를 구문에서 자동 검색
예) “oyster toadfish” 를 입력하면 oyster와 toadfish중 적어도 한 개의 단어가
들어간 구문 검색
(만약 oyster와 toadfish 입력 시 oyster AND toadfish로 검색됨 )

-논리 연산자의 이용


AND: 2개의 어구 양쪽 모두를 포함한 문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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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연
검색 결과의 확인

1

2

3

4

<검색 결과의 확인>
1. 검색 결과의 확인 : Scopus, Web (Scirus 검색 엔진 이용), Patents를 통한
각각의 검색 결과 확인 가능
2. Refine Results : 해당 검색 결과를 Source Title(저널 별), Author Name(저자
별), Year(출판 년도), Document Type(논문의 형태), Subject Area (주제 분
야 별)로 정렬해주므로 해당 검색결과에 대한 연구 동향 파악 용이
3. Abstract + Refs, View at Publisher : 해당 논문의 Abstract(초록) 이용 가능,
해당 저널에 라이센스가 있는 기관의 경우 원문 이용 가능
예) Elsevier 저널의 경우
ScienceDirect 로 연동하여 Full-Text 이용 가능
4. Cited by : 검색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확인 가능
(Cited by 버튼 클릭하면 가장 많이 인용된 순서대로 논문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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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연
논문의 이용과 확인
Current Article 4

Forward Citation
(Cited by)

Backward Citation
(References)

1

2

3

Related
Documents

<논문의 이용과 확인>
1. Forward Citation :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의 서지 사항 확인 가능
2. Related Documents : 해당 논문과 한편이라도 같은 Reference를 공유하고
있는 논문 확인 가능
3. Backward Citation : 해당 논문이 인용한 참고 문헌 확인 가능
4. Print, Export, E-mail :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
-프린트로 인쇄
-문헌관리프로그램(EndNote등)에 RIS 포맷으로 방출
-ASCII(텍스트) 포맷으로 Export
-Email로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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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z

Quick Bibliography

2

3

1

4

<Quick Bibliography : 참고 문헌 스타일 만들기>
1. 참고 문헌으로 달고자 하는 논문의 선택
2. Add to list 버튼을 클릭하여 “My list “에 저장
3. “My list”를 클릭하여 저장된 논문 확인
4. Bibliography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스타일대로 참고문헌 작성
스타일 - APA,
Council of Biology Editors
Chicago 15th Edition
Harvard
Harvard - British Harvard
MLA 6th Edi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Turabian 6th Edition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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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Citation Tracker

z

1

2
3

<Citation Tracker>
특정 논문, 저자의 년도 별 인용 사항 추적하기
1. 원하는 논문 선택 하신 후 “add to list”에 저장
2. Citation Overview를 클릭하여 Citation Tracker 실행
3. 해당 논문의 년도별 인용 사항을 표로 볼 수 있으며, Excel 포맷으로 인쇄나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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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제
z

문제 1 : 2004년도에 한국저자가 Chemistry분야 저널에 투고한
논문이(공저자 포함) 총 몇 편이나 됩니까?

1

문제1) 2004년도에 한국저자가 Chemistry 분야 저널에 투고한 논문이(공
저자 포함) 총 몇 편이나 됩니까?
1. 기관 명 (Affiliation)을 Korea로 맞춘 후 검색을 하시면 Scopus에 기재
된 한국 저자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후 화학 분야 2004년도의 논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Scopus Tip :
Scopus에서 소속기관(Affiliation)으로 S.Korea 나 Korea 입력
년도 별, 주제 분야별 논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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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제
z

문제 2: Toko라는 저자가 “Electronic Tongue”이라는 논문제목으로
기고한 저널이름은 무엇 입니까?

1
2

문제2) Toko라는 저자가 “Electronic Tongue”이라는 논문의 제목으로 기고한 저
널 명은 무엇 입니까?
1. 검색 창에 “Toko”라는 저자 명을 입력 한 후 검색 조건을 Author 로 맞춤
2. 검색 창에 논문 명 “ Electronic Tongue”라고 입력 한 후 검색 조건을 “Article
Title”로 맞춘 후 검색
Scopus Tip:
검색 조건에서 Author를 선택하여 논문의 저자 검색
해당 Author가 쓴 논문 검색 시 검색 조건을 Article Title으로 맞춘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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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국가 라이선스 DB 교육 지원 파트너
Elsevier Korea
TEL : 02-732-8687
FAX : 02-732-8689
e-mail : krinfo@elsev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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