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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욱 새로워진 Web of Science로 우수 연구 논문 검색하기
Dual Access New Web of Science

2. 집에서도 손쉽게 논문 읽기
EndNote Click 

3. 연구자 인용 성과 분석하기
Beamplots

4. 언제 어디서든, SCI급 논문 검색하기
My Research Assistant (My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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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SCI급 논문 검색 DB

Web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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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소개

세계최초, 최고수준

1950년대 저널 색인화 시작

우수한데이터베이스 (핵심컬렉션)

SCI급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데이터 베이스

전 세계 7천 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용

정확한정보와심도있는분석

저자/소속기관/인용 정보 100% 수록

SCIE Science Citation Index - Expended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CPCI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mpact 
Science/ Social Sciences & Humanities

BkCI
Book Citation Index 
Science/ Social Sciences & Humanities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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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eb of Science 기본검색화면

검색어 입력 (연산자 활용)

검색 DB/ Edition 선택

검색 필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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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eb of Science 25개검색필드지원

검색필드 설명

Topic Title + Abstract + Author Keywords + Keywords Plus

Title 논문의 제목

Abstract 초록

Author Keywords 저자 키워드

Keywords Plus Web of Science 추천 키워드

Affiliation Web of Science에서 색인한 연구자 소속기관

Address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소속 기관명 검색

Publication Date 논문의 출판 날짜

Index Date Web of Science에 색인된 날짜

Web of Science Category Web of Science 연구 분야 카테고리

PubMed ID PubMed ID

All Fields 모든 검색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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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eb of Science 검색결과화면

검색 결과

필터

검색 쿼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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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지원연산자

Web of Science 에서 제공하는 부울

연산자와 기호 연사자를 활용하여

검색된 논문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SAME 연산자의 경우 연구기관명 및

주소 검색에서 사용되며 그 외의 검색

필드에서는 AND 와 같은 기능을 함

NEAR(/#) 연산자를 활용하여 검색어

사이의 거리를 좁혀 검색 결과의

정확도 향상

AND

OR

NOT

기호 의미(예시)

“       “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연산자가 포함되는 단어 검색

ex) “Artificial Intelligence” / “ ___ “and” ____

*
0자 이상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ex) *carbon*=_carbon_ → hydrocarbon, polycarbonate

$
1자 이하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ex) colo$r=colo_r → color, colour

?
1자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ex) en?oblast=en_oblast → entoblast, endoblast

A NEAR B A와 B사이에 최대 15개의 단어 검색

A NEAR/# B

A와 B사이에 #개 이하의 단어 검색

ex) coffee NEAR/2 tree  → coffee tree/ Coffee Shade Tree/   

COFFEE WITH MARRANGO TREE

SAME
연구기관명 및 주소에서만 사용하는 연산자

ex) (Sungkyunkwan univ) SAME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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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손쉽게 논문 읽기

EndNote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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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에서 EndNote Click 이용하기

EndNote Click은Web of Science 검색결과에서
이용자가논문의원문보기가가능한경우, 
바로찾아 PDF로연결

(Open Access 또는이용자의소속기관에서
구독중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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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Click으로원문보기

태그설정

EndNote로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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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물함 (락커, Locker)에서논문보기

Locker에서논문검색하기

Tag 별논문보기및 Tag 편집출판연도별논문정렬

저널별논문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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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Click으로 Web of Science 논문검색하기

Topic(주제) 필드에서논문검색하기

Locker로바로가기

❑ 크롬에 추가한 EndNote Click을 클릭하면, Web of Science의 Topic(주제) 필드에서 논문을 바로 검색 가능

❑ 내 사물함 (락커, Locker)로 바로 가기/ 설정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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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Click 설치

https://click.endnote.com/

https://click.endn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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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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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등록하기 (계정생성)

도서관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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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용 성과 분석하기

Beam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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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Researcher Citation Performance: Beamplots

❑ 연구자의 SCI 논문 성과의 논문수와

인용수의 트랜드 조망

❑ 전 생애 연구성과 트래킹

❑ ResearcherID를 활용하여 정확한

연구성과 분석



19

Publons 연구자프로필

연구자의연구성과및피어리뷰의영향력분석1

연구자의출판논문통계와 H-Index 트래킹2

저널편집, 피어리뷰트래킹3

https://publons.com

https://publons.com/


20

언제 어디서든, MyRA로 SCI급 논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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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earch Assistant (MyRA) 란?

MyRA

▪ My Research Assistant (MyRA)는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SCI급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Web of Science의 앱

▪ iPhone과 Android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 Web of Science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SCI급

논문 검색 가능

MyRA 앱런칭안내

MyRA Training Video

https://clarivate.com/ko/blog/my-research-assistantmyra-%ec%95%b1-%eb%9f%b0%ec%b9%ad-%ec%95%88%eb%82%b4/
https://share.vidyard.com/watch/bZPWkbBTQEggMwaWoutw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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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A에서논문검색하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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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A에서제공하는논문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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