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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cienceDirect?
ScienceDirect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약 2,500여
종의 Peer-reviewed 저널과 30,000여권 이상의 도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Peer review

수록된 2,500여 종의 저널은 모두 peer-review 과정을 통해 선별되어 높은 quality 입증
학문 전 주제분야

Subject
Browse titles
Full-text
Citing articles
Export to citation
My setting &
My alerts

(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Life Sciences/Health Sciences/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의 4개 대분류
– 24개 소분류 – 280여 세부 주제분야로 구성)

주제별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원문에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
HTML, PDF 형식으로의 자료 제공
해당 원문을 인용한 아티클 페이지로 이동
해당 원문의 서지사항을 반출 (Mendeley, EndNote, RefWorks, Reference Manager 등)
검색 식의 저장, 수정 및 새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에 대한 알림 서비스 설정 가능

What is ScienceDirect eBooks?
ScienceDirect는 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약 2,500여 종의 Peer-reviewed 저널 이외의 30,000여 종
이상의 도서(eBooks)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Books Content on ScienceDirect
Books/Monographs
Book Series
Handbook

Major Reference
Wokrs

Book Imprints

- 학술 전 분야의 단행본 (낱권형태)
- 단행본(Monographs)형태가 아닌 연간물 형식 (*ISBN과 ISSN 동시 부여)
-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출판
- 특정 주제의 Review, Essay 혹은 포괄적인 Overview를 포함
- Survey 및 광범위한 참고정보자료 수록
- 논문 작성시에 Journal Article보다 더 많은 피 인용이 나타남

- 해당 연구분야의 기초지식 습득 및 융합 학문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참고자원
- 백과사전(Encyclopedia), 사전(Dictionary), Monographs, Review로 구성

Main Page
3
1

1

2

Quick Search:
ScienceDirect의 모든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Quick Search 메뉴
- 일반 검색어, 저널명, 도서명,
저자명 및 출판물의 Volume(권),
Issue(호), Page(쪽수)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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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Direct에 수록되어 있는 저널
및 도서를 알파벳 혹은 주제분야별로
확인

3

개인 계정을 등록하여 최신 자료의
알림(Alert) 서비스 및 검색 행위
저장 가능 (6 Page 참조)

개인계정 생성 및 로그인 (Sign in 메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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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개인별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Register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계정 생성 (Sign in
(*반드시 영어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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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생성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개인별 부가 서비스 이용
* 개인 로그인 정보를 잃어버렸을 경우

로 이메일 정보 입력 후 확인 가능

Not Registered? 클릭)

알림(Alert) 설정

Manage my alerts:
1. 개인 계정 등록 후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클릭
2. “Manage my alerts”클릭 후
저장해 놓은 검색식이나 주제분야 및
저널에 대한 새로운 Vol/Iss 알림 설정
Journal and book-series alerts:
저널 및 북시리즈의 새로운 Vol/Iss
(권,호)가 업데이트 될 때, 이메일을
통해 알림
Topic alerts: 관심 있는 주제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
이메일을 통해 송부
*Add/Delete topic alerts를 통해
특정 주제분야 선택 가능
Search alerts: 저장된 검색식과 관련된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 이메일을 통해
송부

Quick Search (키워드 검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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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력 후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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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Direct 페이지 상단 검색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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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image results: 검색식에 해당하는 자료 중 Figure 및
Video 자료만 별도로 검색
Save search alert: 검색식에 해당하는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 등록한 계정으로
알림서비스 설정

RSS: RSS 알림서비스 설정
4

: 선택한 아티클을 PDF로 다운로드
(최대 20개 까지 다운로드 가능)
: 서지정보 및 초록 반출
(Mendeley, RefWorks, EndNote 및
텍스트 형식으로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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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혹은 연관도 순으로 검색 결과
재 정렬
: 오픈엑세스 및 오픈아카이브 아티클만
별도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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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의 초록 미리보기
: 아티클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미리보기
: 아티클의 하이라이트 미리보기
: 아티클의 원문(Full-text)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 아티클과 관련된 추가 자료로 이동

특정 도서 검색
예) 도서명: Plant Virology (Fifth Edition)

1

1

About this Book: 선택한 도서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

2

도서의 세부 Chapter 별 분류
: 도서에 포함된 챕터별 원문 보기 가능
(웹 혹은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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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scription: 간략한 도서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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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Advanced Sear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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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for
• 검색하고자 하는 field에
해당하는 자료 검색
• 불리언 연산자(AND, OR,
AND NOT)를 사용하여 조합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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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별 맞춤 검색
: 저널 / 도서 / 참고도서(사전류)
/ 이미지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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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e your search
• 저널/도서 중 찾고자 하는 자료 유형 선택
• 접근 가능 여부에 따른 검색
- My Favorites: 즐겨찾기
설정을 해 놓은 자료에서 검색
- Subscribed publications:
기관내에서 구독중인 자료에서 검색
- Open Access articles:
오픈액세스 자료에서 검색

5

주제분야 및 연도 범위를 설정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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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history
• Save history as: 검색한 History 저장
• Recall history: 저장된 검색 History 불러오기
• Clear all: 하단에 자동으로 저장된 검색 History 모두 삭제
• Print: 검색 History 인쇄
• Combine
- Combine with AND: 두개의 검색 History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료 검색
- Combine with OR: 두개의 검색 History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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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Direct 상단의
“Advanced search” 클릭

이미지 검색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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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검색 (Advanced search)에서 “Image” 탭 클릭 후 검색어 입력
* 주제분야 및 검색 범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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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e filters
: 검색결과에서 체크박스 선택을 통해 원하는 자료 유형을 선택하여 재 검색
(이미지유형/연도별/저널,북타이틀별/주제분야/자료유형별 선택 가능)

3

View in article
: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아티클의 원문을 웹 상에서 바로 보기

저널/도서별 브라우징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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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페이지 상단의 “Journal l Books”을 클릭하여 컨텐츠 유형별 리스트 확인

2

메인페이지의 중앙의 “Browse publications by subjects”을 클릭하여 주제별 리스트 확인

3

메인페이지의 중앙의 “Browse publications by title”을 클릭하여 알파벳순 저널/도서 리스트 확인

저널/도서별 브라우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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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분야별로 저널 및 도서 분류 (4개의 대 주제분야 - 24개 소 주제분야 - 240여개 세부 주제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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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순으로 저널 및 도서 분류

6

저널 및 도서유형별(단행본/북시리즈/핸드북/참고도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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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유형별 분류 - 기관에서 구독 중인 자료 및 Open Access 자료 확인 가능
- All access types : 구독 자료 + Opren Acess 자료 + 비구독 컨텐츠 모두 포함
- Full-text access : 구독 자료 + Open Access 자료 포함 (비구독 컨텐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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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Full-Text) 페이지 (Article of the Future)
1
1

PDF 파일로 원문 다운로드

3

2

: 서지정보 및 초록 반출
(Mendeley, RefWorks,
EndNote 및 텍스트
형식으로 반출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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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level metrics (Altmetric)
: 언론사, 블로그,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해당 아티클이 언급된 빈도 확인
o 아티클을 포함하는 저널의 다른 아티클과의 랭킹 및
백분위수 확인 가능
o 아티클이 인용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2

Navigation Bar: 클릭시 해당 섹션 및
이미지로 이동

3

아티클과 관련된 추가 정보
• Recommended articles: 아티클과 관련된
다른 아티클 확인
• Citing articles: 해당 원문을 인용한
아티클 페이지로 이동 (기관 구독 여부에
따라 원문 접근 가능)
• Related book content: 아티클과 관련된
단행본 및 참고도서 확인

ScienceDirect Mobile

ScienceDirect를 모바일 웹 형태로 더욱 강화된 원문(Full-Text) 페이지 및 세부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모바일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원)외에서 접속하여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웹을
통해 ScienceDirect에 바로 접속하시면 Open Access 저널 및 Free 저널 등의 일부 타이틀의 원문(FullText)만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구독하시는 저널 및 도서의 원문에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기관별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교(원)외 접속 서비스를 통해 ScienceDirect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 교(원)외 접속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 도서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모바일을 통해 ScienceDirect 접속
(www.sciencedirect.com)

Step 2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원하는 아티클 클릭

Step 3

모바일로 최적화 된 원문 페이지 확인

*교(원)외 접속



아티클에 포함된 Figure
및 Table로 이동 가능



아티클 내 섹션별 이동



Mendeley, RefWorks,
EndNote 등 서지 관리
도구로 반출



사용하는 기기로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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