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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스비어 발행 학술저널과 연구서적의 Full Text 데이터베이스

28%

전 세계 인용 논문의 28% 규모

• No.1 Global Provider

• 2,700 여 종의 국제 저널과 43,000여 권의 연구 서적을 통해 발행된 1,900만 건의 연구 논문으로 구성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Life Sciences

Health Sciences

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

18%

전 세계 발행논문의 18% 규모

Article output

Driving partner of research



개인계정 생성 및 관리

목록으로 돌아가기

• 계정 생성 및 교외접속 활성화

• 이미 사용 중인 계정의 교외접속 등록

• 이용자 맞춤 메뉴



계정 생성 및 교외접속 활성화

① www.sciencedirect.com 접속 후 우측 상단 “Sign in” 클릭

②소속 기관 도메인 이메일 사용 시 confirmation link 발송

③ Confirmation link 클릭 시, 기관 인증을 통해 교외접속 권한 자동 부여 ( Sign in할 때마다 180일 자동 연장 )

④기관 인증 원치 않을 시 “Skip” 클릭

⑤이름과 패스워드 입력으로 계정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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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iencedir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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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용 중인 계정의 교외접속 등록

① www.sciencedirect.com  접속 후 우측상단 “Sign in“ 클릭

② “Sign in via your institution” 클릭

③기관에서 발급한 기관 도메인의 이메일 입력 혹은 기관명 입력

④받은 편지 이메일 함에서 confirmation link 클릭 후 기존 계정으로 Sign in 하여 교외접속 등록 ( Sign in할 때마다 180일 자동 연장 )

⑤우측 상단 “     ” 클릭하여 소속 기관으로 접속 중인지 확인

※ 그 밖의 다른 교외접속 이용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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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맞춤 메뉴

① Recommendation

• Sign in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 이용자별로 관심 있을 만한 논문을 자동으로 추천

• csv 파일 형태로 반출 가능

• 주 단위로 이메일 발송

• 이메일 발송 여부는 설정에서 관리

② History

• 이용자의 과거 검색 내역, 열람 내역 자동 저장

• 자동 저장 여부는 설정에서 관리

• 최근 100건의 내역을 확인 및 csv 파일로 반출

③ Alerts

• 관심있는 저널 및 북 시리즈, 관심 키워드 대상

• 관련 최신 논문 발행 시 이메일로 알림

▼ www.sciencedirect.com 우측 상단 Sign in 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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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iencedirect.com/


수록 저널 및 eBook 홈페이지

목록으로 돌아가기

• 저널과 eBook 타이틀 목록

• 저널 홈페이지

• eBook 홈페이지



저널과 eBook 타이틀 목록

① ScienceDirect 첫 페이지 우측 상단 “Journals & Books” 클릭

②좌측 대주제, 소주제에서 관심 주제 선택

③ Publication type 에서, Books, Textbooks, Handbooks, 

Book series 등 간행물 타입 선택

④ Access type에서 “Subscribed & Complimentary” 선택 후, 

기관 내 이용 가능한 간행물 리스트 확인

⑤우측 알파벳을 클릭하면,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간행물

리스트로 바로 이동

⑥간행물명으로 바로 검색

http://www.sciencedirect.com/


저널 홈페이지

① Cite Score, Impact Factor  인용지수를 통한 저널

영향력 확인

②저널 권/호 리스트 및 관심저널 알림(Alert) 설정

③저널 Aim & Scope, 편집자 정보 등 저널 관련 다양한

정보

④논문 투고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 정보

⑤논문의 심사 및 발행의 평균 소요 시간

⑥해당 저널 발행 논문 중 최근논문,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가장 많이 열람된 논문, 가장 인기있는 논문의 목록

⑦특별 부록 및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 모음집



eBook 홈페이지

①해당 eBook 내용에 대한 상세 소개

②목차로 이동

③해당 서적의 모든 챕터를 한번에 다운로드

④해당 서적의 URL 공유

⑤목차 중 일부 혹은 전체 선택 (및 해제)

⑥선택한 챕터의 동시 다운로드

⑦선택한 챕터의 참고문헌 정보의 동시 반출

** Multiple downloads 이용 참고

두 개 이상의 PDF 파일을 동시에 다운 받은 복수 다운로드의 경우, 
하루에 250건의 문헌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검색 및 결과 검토

목록으로 돌아가기

• 간편검색 & 고급검색

• 검색결과리뷰



간편검색 & 고급검색

① ScienceDirect 첫페이지 상단에서 관심 키워드 및 기본

서지정보로 빠른 검색

② “Advanced Search”에서 아래와 같은 상세한 논문 정보 중

선택하여 상세 검색

• 키워드 검색 (원문에 포함된 키워드 포함)

• 간행물 제목 / 발행년도

• 저자 이름 / 저자 소속기관 (혹은 국가)

• 간행물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

• 제목, 초록, 키워드 검색

• 제목

• 참고논문필드 검색

• ISSN 혹은 ISBN 으로 검색

③ Advanced search에서 검색된 최근 5개의 검색식 자동 저장

※ 상세한 검색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sciencedirect.com/


검색결과리뷰

①상관도(relevance)와 최신발행일(date) 순 중

택일하여 검색결과 정렬

②관심 키워드를 “search alert” 설정하여

최신 논문 발행에 대한 이메일 알림 설정

③기관의 구독 문헌으로 결과 제한

④발행년도, 문헌 타입, 수록 간행물 명, 

주제분야로 결과 제한

⑤무료 열람이 가능한 Open Access 

문헌으로 제한

⑥복수의 문헌 선택 후 (혹은 현재 페이지

전체 선택), 선택된 문헌들의 PDF 파일 동시
다운로드 및 서지정보 반출

⑦ Figures : 문헌에 수록된 이미지 미리보기

⑧ Extracts : 검색어가 포함된 본문내용 미리

보기

⑨비 구독 문헌의 경우 PDF 파일 다운로드

제외한 초록과 서지정보 이용 가능



원문 및 토픽 페이지

목록으로 돌아가기

• 원문 페이지

• 토픽 페이지

• 토픽 페이지 목록



원문 페이지

①해당 문헌 PDF 다운로드 및 문헌이 포함된 이슈 전체

다운로드

②수록 간행물 홈페이지로 이동

③저자의 기본 정보 및 Scopus에 등재된 연구논문 목록

확인

④연구문헌 관리 툴

• Add to Mendeley : 서지관리 프로그램 Mendeley로 해당 논문의
PDF파일 저장

• Share : email, SSN 등을 통한 해당 문헌의 링크 공유

• Cite : 해당 문헌의 서지정보 파일 반출

⑤본문에 사용된 연구 용어 중 밑줄 그어진 용어 선택 시

Topic page로 이동 (토픽 페이지 소개 참조)

⑥참고문헌의 PDF 파일 혹은 Full Text 링크 제공

⑦현재 열람된 문헌과 비슷한 내용의 “추천문헌” 목록

⑧문헌의 열람건수, 인용 건수 등을 기반으로 논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Article Metrics

⑨ Scopus 인용 데이터 기반의 피인용 건수 및 인용문헌

목록



토픽 페이지

연구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토픽 페이지

• 연구 논문에서 밑줄 그어진 용어 클릭 시 토픽
페이지로 이동

• 용어정의, 관련 용어 및 해당 용어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된 연구 서적들 소개

용어정의

관련 용어

관련서적
내용에서 발췌



토픽 페이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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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www.sciencedirect.com  페이지

하단

② Browse by topic 클릭

③ 20개 주제 분류 및 주제별 연구 용어

토픽 목록 확인



부록

목록으로 돌아가기

• 검색 팁

• 다양한 교외접속 지원

• SAML을 통한 통합 액세스 이용 방법

• 기타 지원 서비스



검색 팁

검색어조합및 구검색 자동검색및확장검색 검색대상제외문자

• 불리언 연산자
- AND, OR, NOT(-) 을 사용하여 검색어 연결
- 연산자는 대문자로 사용

• 괄호 사용
- 우선 검색을 위한 괄호( ) 사용

e.g. (a OR b) AND (c OR d)

• 구 검색
- 구 검색을 위한 따옴표 “ ”사용

e.g. (“heart attack” OR “myocardial infarction”)   
AND diabetes AND NOT cancer

- 따옴표 사용 시 단어 사이에 있는 기호를 포함
하여 검색
e.g. "heart-attack“ 와 ＂heart attack“ 모두 검색

• 스펠링
- 영/미 스펠링 자동 검색
e.g. Colour 입력 시 Color, Colour 모두 검색

• 그리스 문자
- “omega” 입력 시 Ω (uppercase omega) and 
ω (lowercase omega) 모두 검색

• 첨자
- 글자 위 아래에 붙는 첨자 자동 검색
- H2O 입력 시 H2O 자동 검색

• 억양표시
- Furst 입력 시 Fürst 검색

• 기타 자동 확장 검색
- 영/미 철자, 복수형, ~ing 등의 문법적으로
변형된 단어를 모두 자동 검색
e.g. “color” 입력 시 “color, colours, colorization”    

등을 모두 검색

• 비 영문자
- 화살표, 플러스 표시 등과 같은 기호와 알파벳이

아닌 다른 문자 기호의 경우 검색 대상에서 제외

• 특정 단어
- 영어 단어 중 특정단어(click)들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

목차로 돌아가기

https://service.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25974/supporthub/sciencedirect/


다양한 교외접속 지원

• SAML을 통한 통합 액세스
✓ 국내 KAFE 가입 기관 이용 가능
✓ 자세한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

• VPN 

• 프록시 서버
✓ 구독 기관의 홈페이지(예.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교외접속 지원

• 소속 기관 발급 이메일 주소 계정
✓ 기관에서 발급한 기관 도메인 이메일 주소 계정으로 교외접속 등록
✓ 자세한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

• 등록 ID 발급
✓ 상기 명기된 교외접속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기관
✓ 이용자별 Registration ID(등록 ID)를 발급하여 교외접속 등록 지원
✓ 자세한 문의는 엘스비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https://www.kafe.or.kr/


SAML을 통한 통합 액세스 이용 방법

① www.sciencedirect.com 접속 후 우측 상단 “Sign in” 클릭

②소속 기관 도메인 이메일 주소 입력

③소속 기관 선택

④ “Register with institution” 클릭

⑤기관의 도서관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

(예. 서울대학교)



기타 지원 서비스

ScienceDirect 이용 동영상 (elsevier.com)

한국어 고객 서비스

ScienceDirect English Tutorial

https://www.elsevier.com/ko-kr/solutions/sciencedirect/sd-tutorial
https://kr.service.elsevier.com/app/contact/supporthub/sciencedirect/
https://service.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10263/supporthub/scienc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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