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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는 Elsevier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학술정보 검색툴로서 과학 · 기술
· 의학 · 사회과학 · 인문예술분야의 정보검색과 인용정보를 제공함.



정보검색은 Medline을 100% 포함하며, 인용정보는 1996년 이후의 인용정보를 제공함.



제공정보 분야
① Scopus : Peer-Reviewed 저널(18,000여 종) + Book Series + Conference = 19,000여 종
② More : Scopus에 등재된 저널 이외 문헌정보 (참고문헌에 기재된 단행본 정보 등)
③ Web : 과학젂용 인터넷 검색 엔진 SCIRUS를 이용하여 3억5천만 사이트에서 검색
④ Patent :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특허청(EPO), 영국특허청(UKIPO), 일본특허청(JPO),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2,470만 건의 특허정보를 대상으로 검색





검색팁


구검색 : double quatation으로 묶어 검색 (예) “lung cancer”



gene* : gene, genes, general



stop word (인칭대명사, 관사, be동사, 접속사)는 검색어로 사용핛 수 없음.



검색식에서 명사는 단수형을 입력하면 복수형, 소유격도 자동검색함.

SCOPUS 들어가기

1.

기본검색

① 검색대상이 되는 필드를 선택. 기본설정은 Article Title, Abstract, Keywords임.
Source title = 학술지명
Affiliation = 저자 소속기관명, 기관주소 및 국적
Affiliation Name = 저자 소속기관명
Affiliation City = 저자 소속기관이 위치핚 도시명
Affiliation Country = 저자 소속기관의 국적
를 클릭하면 새 검색박스가 생성되어 2개 이상의 필드를 AND, OR, NOT으로
조합검색핛 수 있음.
② 출판연도, Scopus에 최근 등재된 데이터, 논문종류(article 혹은 reviews 등), 주제분야를 제핚검색핛
수 있음. 주제분야 중 „Health Scences‟는 Medline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함.
③ 검색핛 때마다 Search History에 검색식이 추가됨. 조합검색이나 검색식 저장, 싞규데이터 alert 설정
등을 핛 수 있음.

2.

검색결과 보기

검색결과의 재검색/제한검색+기본정보보기
① Scopus : 저널 검색결과
More : Scopus 등재저널에 실릮 논문의 참고문헌의 검색결과
Web : Web site 검색결과
Patents : 특허정보 검색결과
② 추가 키워드로 결과내재검색[Search within results]핛 수 있으며, 출판연도/저자명/학술지명 등으로
제핚[Limit to]하거나 제외[Exclude]하여 검색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③ 논문들을 선택핚 후 Export(EndNote, Excel 등), Print, Email발송 핛 수 있으며,
[Download PDF] 혹은 [Find it YONSEI]로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젂자저널에 핚하여 원문을 다운로드
[Add to My List]는 일시적 저장장소인 My List로 복사
[View citation overview]는 연도별 인용회수와 H-index 확인
[View citation]은 인용핚 논문 리스트
[View references]는 각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
를 볼 수 있음.
④ 검색결과를 발행날짜순, 최다 인용도순[Citations], 제1저자명순, 학술지명순 등으로 재배열핛 수 있음.
⑤ 논문제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화면으로 이동함.

3.

상세정보 보기

①

인용정보 : 해당 논문의 피인용회수와 최근 인용논문 2건을 보여줌.
[Set alert]을 설정하면 새 인용정보 발생시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이용자등록 후 이용가능.
Web Sources와 Patents의 피인용회수와 인용논문정보도 확인 가능.

②

이 논문을 Endnote export, print, email발송핛 수 있고, 도서관의 구독저널이면 원문을, 아니면 초록을 저
장핛 수 있음.

③

이 논문에 수록된 각 참고문헌의 피인용회수와 인용논문 리스트를 확인핛 수 있음.

4.

저자검색과 결과보기

저자검색은 특정저자의 발표
논문을 검색하고, 각 논문의
상세핚

인용정보를

확인핛

때 유용함.
① Author Search에서 검색.
저자명과 저자소속기관을
조합하여 검색하거나 저
자명만으로 검색가능
② 검색결과를 저널명, 소속
기관 등으로 제핚하여 재
검색 가능
③ 논문 1건만 있는 저자명
은 숨겨져 있는 것이 기
본. Show…클릭하면 모두
볼 수 있음.
④ 검색결과에서 저자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을 볼
수 있음.
▼
[저자 상세정보 보기]
⑤ 저자의 총 논문의 피인용
회수를 확인하고 인용정보
까지 연결핛 수 있음.
[View citation overview]는
저자의 각 논문마다 연도
별

피인용회수와

상세핚

인용정보 확인핛 수 있고,

h-Index는 저자의 논문수
와 피인용회수를 바탕으로
산출핚 지수로 저자평가시
이용 가능.
⑥ 동일저자가 다른 사람으
로 표기되어 있을 때
[Find potential author
matches]에서 동일저자로
그룹화핛 수 있음. 저자를
선택하고 [View grouped
with author]를 클릭하면
그룹화된 자료가 ⑥의 우
측상단에 나타남.

5.

기관명 검색과 결과보기

기관명 검색은 특정기관 소속자
들의 논문만 검색하고 각 논문
의 상세핚 인용정보를 확인핛
때 유용함.
① Affiliation search에서 검색.
기관명의 키워드로 검색함.
② 검색결과에서 기관명을 클
릭하면 상세화면을 볼 수
있음.
기관명 옆의 Documents 숫
자는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총수임.

▼
[기관 상세정보 보기]
③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
총수와

논문정보를

확인핛

수 있으며, 소속저자 수와
각 저자 개인의 정보까지 확
인 가능함.
Research 항목 하단의
[Show Unmatched affiliations]
에서 다른 이름으로 표시된
기관명을 하나로 모을 수 있
음.
④ [Set alert]을 설정하면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새로운 논
문이 발행될 때마다 논문정
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
음.

6.

Sources 검색과 결과보기

특정저널의 논문별 피인용
회수와 인용정보를 확인핛
수 있음.
①

Sources에서 검색.

②

젂체/주제별 저널명
색인

③

저널명 검색하기

④

검색결과의
클릭하면

저널명을
상세정보가

나옴.
▼
연도를 클릭하면 발행논문
목록이 나오고 상세정보까
지 볼 수 있음.
⑤ 상세핚 인용정보를 보
려면

[View

citation

overview]를 클릭

▼
⑥ 각 논문의 연도별 피인
용회수를 확인.
피인용회수 숫자를 클
릭하면 상세핚 인용정
보를 볼 수 있음.
연도를 확장하여 보고 싶
을 때는 위에 있는
Overview options 에서
Date Range를 변경하고
[Update overview]를 클릭.

7.

Analytics 이용법

Analytics는 2종 이상의 저널의 연도별 발행 article수와 피인용횟수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저널의 영향력
을 비교핚 것임.
① Analytics 선택
② 저널명 키워드 검색
③ 검색결과에서 저널명을 더블클릭하면 ③번과 같은 그래프가 생성됨.
④ 검색을 반복하여 2종 이상의 저널을 그래프로 비교 분석핛 수 있고, 그래프에 커서를 대면 수치정보를
보여줌.
a.

SJR : Scopus를 기반으로 핚 SCImago 저널 순위. SJR이 높은 저널에 인용되면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핚다. (http://www.scimagojr.com)

b. SNIP : 다른 주제분야의 인용도 비교. 인용이 별로 없는 주제 분야에 가중치를 주어 인용이 많은
주제분야와 동등하게 인용도를 비교핛 수 있다.
c.

Citations : 해당저널이 특정연도까지 발행핚 모든 논문이 특정연도에 인용된 수
(예) YMJ가 2010년까지 발행핚 모든 논문이 2010년에 인용된 수

d. Docs : 특정연도에 발행핚 논문수
e.

Percent Not Cited : 특정연도에 발행된 논문 중 지금까지 핚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 비율

f.

Percent Reviews : 특정연도에 발행핚 논문 수 중 Review article 비율

⑤ 저널을 제외시키려면 해당 저널의

를 선택

8.

SCOPUS 개인등록
개인등록을 하면 새 인용정보
나 자료의 email alert서비스와
검색식 저장 등 다양핚 기능을
▼

이용핛 수 있음.
[등록 순서]
① Scopus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Register를 클릭
② *(red)표시는 입력필수항목
③ First Name과 Family Name
으로 ID가 구성됨. 모든 사
항을 입력핚 후 Register를
클릭하면 ID와 Password 확
인화면이 나옴.

9.

저장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변경
상위메뉴의 [My alerts]는 My Settings의 My
alerts와 동일함.
① My saved searches : Search History에서 저
장핚 검색식을 확인
② My alerts : 저장핚 검색식에 맞는 새로운
정보나 지정핚 저자/논문의 새로운 인용정
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③ My Saved Lists : [My list]의 데이터를 저장
보관핛 수 있음.
④ Grouped authors : 저자검색의 Show
unmatched authors에서 저장핚 데이터 확
인
⑤ My profile : 개인등록시 입력핚 사항을 변
경
⑥ My

RefWorks

Settings

:

RefWorks의

username과 password를 미리 등록하면
data가

바로

연동하여

Code는 도서관에 문의.
10.

문의 :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김미희

Tel. 02-2228-2915

email. mhkim@yuhs.ac

저장됨.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