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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과학 기술 분야의 선구적인 출판사. 2007년
Blackwell 출판사 인수

•

원문 정보 구축년도 & 제공년도: 1997 ~

•

주제분야
– Wiley InterScience : 화학, 물리학, 생명공학, 경영/경제, 교육, 심리학 등 전 주제 분야
– Blackwell Synergy : 농업, 경제, 공학, 의학 등 전 주제 분야

•

저널종수
– Wiley InterScience : 488 종
– Blackwell Synergy : Full : 약 750 여 종 / STM : 약 390 여 종 / HSS : 약 350 여 종

•

저널이용 홈페이지: http://www3.interscience.wi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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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rch- Wiley의 모든 자원 내에서 아티클 검색
혹은 자원의 타이틀 내에서 키워드 검색
영구적인 검색박스로 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함.
B. Browse by Subject- 14개의 주제별 브라우즈
C. Browse by product type- Wiley의 모든 자원
형태별로 브라우즈
D. Login Box- 개인별 특화 서비스.
My profile에 관심 있는 저널과 아티클 등록,
질의어 저장 및 목차 서비스 이용 가능.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등록
E. 사서와 저자를 위한 정보 링크
F. Newsletter- 출판사의 뉴스 소개

Basic Search
*Basic Search

A. All Content- Wiley의 모든 자원 (Journal, Book,
Reference 등)내에서 아티클, 장(책, 논문),
화학식 검색
B. Publication Titles- Wiley의 모든 출판물의 타이틀
내에서 검색
C. Advanced Search- 좀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제한 검색 가능
D. CrossRef / Google Search – CrossRef 사이트를
통해 주요 STM 출판사들의 아티클 원문 검색
- 주요 참여 출판사 : Blackwell, BMJ, Springer,
Taylor & Francis, Wiley 등
E. Acronym Finder – 자연 기술과학분야의 두문자어,
Symbols, 약어 등으로 검색

A
B
C
D
E

Advanced Search
E
A. 키워드 입력하고 11개의 검색
필드 중 특정 필드 선택(타이틀,
키워드, 저자, ISSN, DOI등)
B. 각 검색 필드를 연결하는 연산
자 선택(and, or, not)
C. 자원형태 선택(저널,E-book,
Referenc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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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컬렉션 선택
E.14개의 주제 중 특정 주제로 제한하여
검색 가능
F.기간 선택(등재시기 및 특정 기간 선택)
G.정렬방법-상관도, 날짜, 타이틀별

Search TIPs
팁 1. Boolean 연산을 Pull-down 선택박스에서 선택 또는 검색본문박스에서 직접 입력 가능
검색입력 박스의 끝에 있는 Pull-down 박스에서 기사제목 등 선택된 분야에 의해 검색의 폭 제한
팁 2: AND, OR, NOT을 사용하여 더 복잡한 검색 시행 가능.
NEAR/숫자를 사용하시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사치 정보 검색
예: rat AND cancer NEAR/5 prostate
-> rat 과 cancer 란 단어가 들어있으며 prostate(전립선)이란 단어 범위 이내의 것 5개.
팁 3: 별표(*) 사용으로 불특정 다수를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
예: carcino * > carcinogen, carcinoma, 등 carcino 와 같은 단어가 있는 낱말들.
팁 4 : OR 의 빠른 방식 사용으로써 콤마(,)를 사용.
예: gene, therapy > gene 또는 therapy 란 단어가 들어간 낱말들.
팁 5 : 인용부호인 (“ “)를 사용하여 정확한 구(Phrase)를 검색하고자 할 때
예: “ gene therapy “ > 정확한 해당용어를 찾을 것.
팁 6 : 괄호 ( ) 사용으로 차례로 용어를 검색하게 함
예: (brain AND serotonin) OR (brain AND dopamine)
팁 7 : 일부 특화된 Wiley InterScience 제품 (예, Cochrane Library)은 별도의 검색 도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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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

A. 검색 건수와 키워드 및 검색식 확인
B. 아티클의 초록, 참고문헌, 전문 열람
C. 검색결과의 재 정열(날짜순, 타이틀별)
D. Save Search-해당 검색식 저장
Edit Search-재 검색
E. 해당 검색식으로 OnlineBooks,
ReferenceWorks, Database, CP내의
검색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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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A. 주제 분야별 Browsing (14 개 대주제)
B. 제품별 Browsing
- 전자 저널 / 전자 책 / 참고자료 / CP 등
C. “Chemistry” 주제분야 Browse 선택 화면
- 주제분야 세분화된 정보 확인
- 제품별로 해당 주제분야의 개별 정보원 확인
- 해당 분야 대표 저널 링크
D. Chemistry의 하위주제 “Toxicology” 선택화면
- 대분류 주제의 동급 하위주제분야 링크
- 해당 주제분야의 저널/단행본/레퍼런스 등 나열
- 해당분야와 유관한 저널/단행본/레퍼런스 등의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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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Home Page
A. 저널의 다른 판(edition), 백이슈, 변경 전/후 서명 링크
B. RSS Feed : 이메일 접속 없이 웹 상에서 새로운 정보 확인
C. 활용
D.

Get Sample Copy : 샘플 자료 요청
Recommend to Your Librarian : 해당저널을 사서에게 추천, 구독 요청
Save Title to My Profile : 해당저널을 개인의 프로파일에 즐겨찾기 설정
Set E-Mail Alert : 새로운 이슈가 발행될 때마다 이메일로 목차정보 받음
Email this page, print this page

Go to Society Site : 해당저널의 학회 링크
E. Search in this title -해당 저널 내에서 키워드
F. Search by Citation - 발행정보(Citation)로 제한 검색
G. Search Wiley Interscience - 모든 자원 내에서 재검색

G

Home Page pt 2 –
Various Links to Journal

* 다양한 연계 정보 제공

A. Funded Access : 저자를 위한 서비스.
B. Accepted Articles : 이슈에 등재 여부가 결정된 논문 정보 제공
C. News : 저널의 주제 관련 뉴스 제공
D. Reviews : 서평 링크
E. Read Cover Story : 커버 스토리 링크
F. Most Accessed : 가장 많이 이용된 아티클 정보 제공 (전월 이용률 집계)
G. Most Cited : 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 정보 제공 (2005/2006년 집계)
H. Professional Opportunities : 해당 저널의 편집진 모집 링크
I. Product Information : 해당 저널의 평가지수, A&I 정보 등 링크
J. Editorial Board : 편집위원 링크 (홈페이지 정보 제공)
K. For Authors : 저자용 정보 제공, 논문제출 가이드라인, 포맷 등
L. For Referees : 논문심사위원을 위한 평가 보고 페이지
M. For Journalists : 신문 게재자료 제공
N. Contact : 해당 저널에 대한 문의사항 해결. 편집위원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제공
O. Online Submission : 온라인 상으로 논문 제출 가능. 지시에 따라 진행

* Issue Navigation

- Early View 포함한 연도 별 TOC 정보 제공
- Early View : 정식 이슈 출판 전 작성 완료된 저자의 논문을 온라인 상으로 우선 제공

Home Page pt 3 – Useful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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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SVC in Journal Home Page

모든 Wiley Products의 홈페이지 우측에는 products 관련한
부가 정보가 링크
A. RELATED WILEY PRODUCTS : 해당 자원과 관련이 있는
모든 형태의 자원(저널, 단행본, 참고서적 등)을 보여줌
B. 해당 자원에 대한 SPECIAL FEATURES 제공
C. 해당 자원의 분야에 대한 Hot topics 제공
D. 해당 자원의 advisors 관련 정보 제공
E.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정보 제공
- Forthcoming information
- 아티클 재인쇄 정보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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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ext: HTML

*HTML Version

A.아티클이 발표된 이슈의 목차 열람
B.참고문헌 열람(링크 부분 클릭하면
원하는 자원으로 계속적으로 항해)
C.활성화 된 부분 클릭하면 관련 사항
으로 이동
D.도표 클릭하면 확대 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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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ext: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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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Version

A.참고문헌 열람
B.해당 아티클의 전문 HTML 버전으로
열람
C.이용자 프로파일에 아티클 저장

Roaming Access pt 1

Step 1. 로그인
A. 이용자 계정이 없는 경우, “Register Now” 클릭
반드시 기관 IP 범위 내에서 등록되어야 함
B.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
C. 비밀 번호 분실 시, “Forgot My Password” 로 확인
- update!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로그인 정보로 사용됨

Roaming Access pt 2

A

Step 2. 이용자 계정(My Profile) 등록
B

개인별 특화 서비스, 외부 이용을 위해 필요.
이 외에 관심 있는 저널, 아티클 등록 및
질의어 저장 및 이메일 목차 서비스 이용
A. 이메일 주소 & Password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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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
- 비밀번호는 5-32자리 이내의 영숫자 조합 (특수문자 불가)
- 등록 후 출판사로 컨펌 이메일의 링크 클릭하여 인증 필요

B. 이용자 프로필 작성

- 이용자 서명 외에 인증을 위한 지역정보, 관심사항 체크

C. Email Alerts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D. Terms of Use에 동의함 선택

Roaming Access pt 3
이메일로 발송된 인증 메일
확인 후, 첨부된 URL로
접속하는 로그인 작업 필요
(24시간 이내)

계정 등록 마친 후, 승인
E-mail을 발송했다는
출판사의 메세지 확인

Roaming Access pt 4
Step 4. 활성화
일반 Username/Password 생성 후 기관 이용자
확인 절차를 위해 “Activate Roaming Access” 를
클릭하면, Wiley 전자저널 구독기관의 IP 인증을
거친 계정으로 변환. 반드시 기관 IP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함

Roaming Access pt 5
• 수준 1
– 수준 2

A

• 수준 3

Step 5. 확인 및 연장
A. 소속 기관명 및 사용 유효기간 확인
B. 사용 기간 연장
- 계정 생성 이후 약 3개월가량 이용가능
- 유효기간 연장은 외부이용가능시기 만료
전에 “Refresh Roaming Access” 클릭하여 연장

– 수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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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file

A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4

My Profile
A. Menus
* Saved Titles & Articles
-각 이용자 별 관심 저널 및 아티클 저장
* Saved Searches
-이용자의 연구분야에 맞는 자주 검색하는 질의어 저장
* Track My Articles
- 저술된 논문 보관, 출판상태 확인 및 안내
B. 설정된 Alert 상태 확인
+, - 옵션 변경을 통해 Alert 구독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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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 – EBSCO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