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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목적 : 학문(수학)의 정보공유 및 발전

•MathSciNet은 미국 수학회(Amercian Mathematical Society)

에서 발행하는 Mathematical Reviews 및 Current 

Mathematical Publications의 1940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

를 검색할 수 있는 Web Database이다

•Mathematical Reviews(MR)는 194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발

행되는 수학관련 문헌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는 월간 reference 

journal로,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에 의거, 분류되

어 있고, 매년 4만7천여 초록 및 리뷰가 수록되고 있다. 

•Current Mathematical Publications(CMP) 는 수학 분야의 신

간 및 근간에 대한 주제 색인으로 매 3주마다 한번씩 일년에

총 17 issue가 발행된다. 

•Mathematical Reviews(MR)에 게재되는 모든 아이템은 먼저

Current Mathematical Publications(CMP)에 수록된다.

•MathSciNet에 수록되는 Current 저널은 약 1,600여종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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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SciNet은 다양한 검색 메뉴를 제공한다.

•Search, Search CML, Search Author Database, Search Journals Database, Search MSC by Keyword, Browse 
Current Books, Browse Current Journals, Browse by MSC, collaboration Distance Search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earch Author Database 및 Search Journals Database는 각각 저자명과 Journal을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며, Other Tools에서는 Search MSC 기능 및 CMP(Current Mathematical Publications)에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Books 및 Journal 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MathSciNet 초기화면

검색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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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원하는 필드를 선택한 후 검색문을 입력 한다. 

최대 4개까지 검색 필드를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 

검색 필드를 고정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Anywhere”로 선택한다. 

검색문 입력 예 : (Graham AND Chung) NOT Bollob*

•문헌의 유형을 지정할 수 있다. : Books, Journals, Proceedings 

기본 검색 (Basic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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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원 문헌에 실린 모든 저자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편자, 역자 등도 검색할 수 있다. 
-성명의 기술 순서 : last name(성), first name(이름), middle name 혹은 이니셜
-검색어 입력 예 :  Erdos, P* -------- 성이 Erdos이고, 이름이 P로 시작하는 저자

Knuth, Donald E. ------- 저자명이 Knuth, Donald E.인 것
Kap*sky, I*------- 에 Kap( )sky가 들어가고, 이름이 I로 시작하는 저자
Smith-------저자명에 smith가 포함되어 있는 저자

Title
-Title은 원문헌의 제목이나 원문헌의 영문 번역본의 제목을 포함한다. 
-절단 기호 * 를 사용하여 부분적인 제목을 입력해도 된다. 
-검색어 입력 예 : Neural Network*

Review Text
-Review에서의 단어나 구를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절단검색 가능)

Journal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저널은 full title 및 약어명까지 제공한다. 
-1980년 이전은 약어 명칭만 제공한다. 
-원저널명 및 번역 저널명까지도 검색할 수 있다. 
-절단 검색이 가능하다. (*) 
-ISSN이나 CODEN으로 검색하고자 할 때는 “Search Journals Database”를 이용한
다. 
-검색어 입력 예 : j hist astronom

검색 필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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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Number (Basic 및 Full Search 모두 제공함) 
- Mathematical Reviews의 레코드 번호를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Anywhere (Basic 및 Full Search 모두 제공함) 
-특정 필드를 지정하지 않고 전체 레코드에서 단어나 구로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Author/Related (Basic 및 Full Search 모두 제공함) 
- 문헌의 저자, 편자, 역자 명에 대한 검색을 할 때 사용한다. 

Series (Basic 및 Full Search 모두 제공함) 
- Full series title이나 단행본의 약어 총서명을 포함한다.

검색 필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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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Code
- 기관 코드의 구성 : Mathematical Reviews(MR)의 대부분의 항목에는 기관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을 나타내지만 리뷰어의
소속 기관을 나타내기도 한다. 코드는 2 혹은 3 부분으로 나뉘어 지고, “-”으로
구분된다. 
- 구성 예) : 울산대학교 수학과 ----- KR-ULS
- 찾는 방법 : http://www.ams.org/instcode 

검색 필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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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Database Search
- 원 문헌에 실린 모든 저자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편자, 역자 등도 검색할 수 있다. 
- 성명의 기술 순서 : last name(성), first name(이름), middle name 혹은 이니셜
- 검색어 입력 예 :  Erdos, P* -------- 성이 Erdos이고, 이름이 P로 시작하는 저자

Knuth, Donald E. ------- 저자명이 Knuth, Donald E.인 것
Kap*sky, I*------- 에 Kap( )sky가 들어가고, 이름이 I로 시작하는 저자
Smith-------저자명에 smith가 포함되어 있는 저자

검색 필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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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Database Search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저널은 full title 및 약어명까지 제공한다. 
-1980년 이전은 약어 명칭만 제공한다. 
-원저널명 및 번역 저널명까지도 검색할 수 있다. 
-절단 검색이 가능하다. (*) 
-ISSN이나 CODEN으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어 입력 예 : j hist astronom

검색 필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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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Citation Database 
- 수학 저널에 대한 인용 및 피인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명과 저널 명으로 검색가능하며, 검색결
과 화면은 피인용 횟수가 많은 저널을 우선으로 정렬된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MR Number를 click 하면
MathSciNet의 검색 결과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용 및 피 인용 정보는 MathSciNet의 결과 화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필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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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MSC)
-MSC란 Mathematical Reviews의 편집진들이 지정한 주제 분류 코드를 말한다. 
-코드의 구성 : 5자리 문자(Character) 

구성 예 : 62N10, 27.1x
-검색 시에는 2, 3 혹은 5자리의 분류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절단 검색은 지원하지 않는다.) 

Other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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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Distance 
- Collaboration  Distance 검색은 한 연구자와 다른 연구자 간의 역학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A, B, C, D라는 저자가 있을 경우, A는 B와 공동 연구하였고, B는 C와 연
구하였으며, C는 D와 공동 연구하였을 경우 이들 모두의 공동 연구 내역을 한 화면에 보여주어 상
호간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결과 화면에는 MR Number가 있어 바로 MathSciNet 결과 화면으로 Link 할 수 있다.

Other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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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Journals
- Current Journals은 CMP(Current Mathematical Publications)에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Journal 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Current Publications
- Current Publications은 CMP(Current Mathematical Publications)에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출
판물에 대해 MSC[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MSC]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Other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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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검색 : 절단 기호는 * 를 사용하며, Publication Year, MR Number, Mathematics Subject Calssification(MSC)를 제
외한 모든 검색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산자의 사용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AND, OR, NOT 이외에도 근접 연산자로 ADJ 나 WITH를 사용할 수 있다.

• (연산자 사용 예)
module adj differential -------module of differential 
“hidden action” with “enzymes” ------- hidden action of enzymes 

검색 결과 보기
검색된 결과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화면상에서

Click하면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를 PDF 포맷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검색된 결과 중에서 원하는 레코드만 체크한 후 Clipboard로 반입할 수 있다.

Search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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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논문이 전자 저널로 발행되는 경우, 

MR Number: Click 시 해당 상세 Record로 이동

논문의 저자명을 Click하면 해당저자의 논문만을 역검색 해준다.

수록된 저널명을 Click하면 해당저
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며, 저널의
홈페이지 링크도 제공한다.

논문의 권호정보를 Click하면 해당 권호에 수록된
논문의 목차를 보여준다.

MSC번호를 Click하면 해당
주제어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Article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원문으로 직접 링크된다. (단, 해당 전자저널을 본 대
학에서 구독 하여야만 한다. )

(원문 연결의 예)

Clipboard에
해당 정보를
추가할 때 사
용한다.

해당 정보에
대한 원문 신
청시 사용한
다.

클릭하면
해당 저널
사이트로
링크된다. 

검색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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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정보를 제공해 준다. 클릭하면 해당
정보로 이동할 수 있다.

Review 정보가 있을 경우 제시해 주며, 해당 item에 대한 Review가 없
는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There will be no review of this item.}

검색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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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 이용자가 관심있는 정보를 Clipboard로 반입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동안 재검색 없
이 해당 정보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 MathSciNet의 검색 결과 화면에서 clipboard로 반입할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citation 
할지도 돕는다.

검색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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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s pre page
- 쪽당 출력건수를 지정할 수 있다. 최대 100건까지 가능하다. 

Display Reference Lists
- Reference List를 보이게 할지 보이지 않게할지를 설정할 수 있다.

Headlines
- Headlines을 간략하게 보이게 할지 상세하게 보이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다.

Display Contributed  Item
- Contributed  Itemdmf 보이게 할지 보이지
않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다.

Language
- Display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Font Face
- Display 글자체를 선택
할 수 있다.

Preferences – 기본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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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ined Memership List 검색을 통하여 AMS와 연합하고 있는 학회에 속한 회원 정보 검색해 볼 수 있다. 
• URL ; www.ams.org/cml

CML 검색
(Combined Membership List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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