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w to use ScienceDirect
Effectively



About ScienceDirect
• 세계의 4 분의1 이상의 과학, 기술 및 의학 (STM) 관련 저널 Full-Text

제공

• 유명한 저널의 편집자로, 유명저자들의 논문을 유명한 저널의 편집자의
관리하에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해드리며, 그 모든 논문들을
ScienceDirect 한 곳에서 확인 가능

• Elsevier의 광범위하며 유일한 원문 컬렉션은 과학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THE LANCET, CELL, TETRAHEDORN 과 같은
저널로부터 권위 있는 타이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가장 최근에 수록 승인된 논문을 포함하여 매일 온라인에서 800만 건
이상의 원문을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2천종 이상의 Elsevier저널을 제공

• 저널 원문 뿐만 아니라 참고도서,핸드북,북시리즈,이북을 통합검색 가능



Nobel Prize Winners with Elsevier



Subject Field Coverage
• Agricultural & Biological Sciences - 156 

•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 247 

• Business, Management, Accounting - 88

• Chemical Engineering - 77

• Chemistry - 112 

• Computer Science - 128 

• Decision Sciences - 46 

• Economics, Econometrics, Finance - 80

•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 101

• Energy - 44 

• Environmental Science - 83

• Engineering - 180 

• Immunology & Microbiology - 93 

• Mathematics - 92 

• Health Sciences - 567

• Materials Science - 124 

• Neuroscience - 112

• Physics and Astronomy - 107 

• Psychology - 108

• Pharmacology, Toxicology and 

Pharmaceutics - 88

• Social Sciences - 172



Features : Highlights

• 모든 저널의 초록 제공(Vol 1, Issue 1부터)
• 최고의 초록 인덱싱 서비스와 파워풀한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원문에 쉽고 빠르게
접근

• Full text를 HTML & PDF 형식으로 제공

• 이용자 별 맞춤식 알림 서비스 제공

• ‘Cited by’ 기능: 해당 원문을 인용한 횟수 및
피 인용논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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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구성



Homepage: Recent Actions

• 가장 최근 100건 검색한 내용 확인 가능



Homepage: Quick Links
• 개인별로 화면 구성 가능

• SD 첫 화면에서 단 한번의
클릭으로 즐겨 이용하는
기능 및 웹사이트 연결 가능

• 검색 시간 단축

• Note: 로그인하였을 대만
이용 가능

• ScienceDirect기능100건

및 Web링크100건 저장가능



Adding Quick Links in ScienceDirect

SD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페이지를 첫 화면에
Quick Links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가능



Quick Search: Journal/Book Title



Search

고급검색

검색필드

주제분야

연도



검색 결과

결과 내 재 검색+ 제한 검색

저장된 검색 식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 ScienceDirect에
등재될 때마다 알림 서비스 제공

Preview : 초록 + 도표 +참고문헌
PDF : 본문 전체 (PDF)
Related Articles : 관련 논문



Document Download Manager

체크박스에 체크한 논문 한번에 다운 가능
(최대 20건)

1

2

Click



-다운 파일명 선택가능
Ex>1. firat author_publication year_publicaton name….

2. Document title_publication yer_publication name…
-다운 파일명 편집가능 :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편집가능

Document Download Manager



논문(Article)

HTML 원문 표/그래프 참고문헌 PDF 원문

기타 기능:  
다음 슬라이드
참조



Preview- Figures/Tables
Preview (Figures ,Tables) 
클릭 시, 도표와 참고
이미지 확인 가능



참고문헌 피인용 횟수

참고 문헌 Scopus 내 피인용 횟수 제공



보충설명(Appendix)

Reference 아래 부분 Article 
보충 설명(Appendix) 표시

Additional Article Information
ScienceDirect는 원문 관련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보충자료도 제공합니다.
원문 페이지 우측 상단 혹은, 검색 결과

페이지 서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ail Article 

Email로 논문 보내는 기능



Cited by

피인용 건수와
피인용 논문의 확인 가능



Save as Citation Alert

해당논문이 피인용될 때마다
인용한 논문을 등록한 e-Mail로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



서지 사항 반출 (Export Citation)

논문의 서지 사항 반출기능
서지사항 뿐만 아니라 초록까지 반출가능
서지관리 프로그램이 없을 시에는 : ASCII format(웹형식)



Browse (Alphabetically)

Journal과 book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



Browse (Subject)

원하는 주제분야를 선택하면
주제분야에 해당하는
Journal과 book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

주제선택 가능



Browse (Subject)

선택한 주제 분야

저널 리스트



Journal List

원문 이용 가능 여부
- 초록색 : 원문
- 흰색 : 초록

자료 형태

인쇄 출판
이전 논문

-선택하면
Quick Rinks의
Favorites에
등록



Favorite Journals/Books

Favorites
추가한 리스트를

Quick Links에서 확인 가능



Browse (개별 저널 화면)

새로운 Issue가 발행될 때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 제공

논문 투고



How to submit?(논문투고)



EES - Elsevier Editorial System

– 보다 간편하게 Elsevier저널에 논문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저자,편집자,논문심사자 모두가 실시간
업데이트 된 논문 심사의 진행과정을 확인
가능

EES(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www.elsevier.com

온라인논문투고
Visit



Submission via EES



EES를 통한 온라인논문투고
Take note

– 등록 후 개인 이메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송됨



EES를 통한 온라인논문투고



Need Help with EES?
http://epsupport.elsevier.com



ScienceDirect 
이메일 자동 알림 서비스

Personalizing SD: My Settings



Alert Service 이용
No

별도의 개인 ID 생성 없이

이용 가능한 기능

개인 ID를 생성해야만

이용 가능한 기능

1 Browse
2 Article Display
3 Reference Link / Crossref
4 Articles in Press
5 Email Articles
6 Export Citation
7 Cited by Citation Alert
8 New Issue Alert
9 Personal Journal List

(1) Save Search
(2) Search History
(3) Search Alert

11 Dymond Linking
12 Science Hopping

10 Search



개인회원 등록 (ID / PW 만들기)

회원가입을 해야alert 와
즐겨찾기 기능 이용 가능



Alert - New Issue Alert

새로운 Issue가 발행될 때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 제공



Alert – Save as Search Alert

저장된 검색 식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 ScienceDirect에
등재될 때마다 알림 서비스 제공



Alert – Save as Citation Alert

해당논문이 피인용될 때마다
인용한 논문을 등록한 e-Mail로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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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5 Hottest Articles
• http://top25.sciencedirect.com/
(각 저널/주제별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 한 Top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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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ite (www.info.sciencedirect.com)

•

<ScienceDirect 자세한 도움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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