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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는 Elsevier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로 과학 · 기
술 · 의학 · 사회과학 · 인문예술분야의 정보검색과 인용정보를 제공함.



정보검색은 Medline을 100% 포함하며, 인용정보는 1970년 이후의 인용정보를 제공함.



제공 정보 범위
① Scopus : 저널 22,800종 + Book Series 560종/Book 150,000권 + Conference 800만 건
② Patent :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특허청(PO), 영국특허청(UKIPO), 일본특허청(JPO),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28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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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없음.



검색식에서 명사는 단수형을 입력하면 복수형, 소유격도 자동검색함.



SCOPUS 들어가기



문의 :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곽재현

☎ 02-2228-2913

□ jhnkwak@yuhs.ac

1.

기본검색

① 검색어 입력
② 검색대상이 되는 필드를 선택.

First author = 제1저자
Source title = 학술지명
Article title = 논문 제목
Affiliation = 저자 소속기관명, 기관주소 및 국적
Funding information = 연구비 지원기관

를 클릭하면 새 검색박스가 생성되어 2개 이상의 필드를 AND, OR, NOT으로 조합검색할 수 있음.
③ 출판연도, Scopus에 최근 등재된 데이터, 논문종류(article 혹은 reviews 등)를 제한 검색할 수 있음.
④ 검색할 때마다 Search History에 검색식이 추가됨. 조합검색이나 검색식 저장, 신규데이터 alert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2.

검색결과 보기

검색결과의 재검색/제한검색+기본정보보기
① Scopus documents : 저널 검색결과
Secondary documents : Scopus 등재저널에 실린 논문의 참고문헌의 검색결과
Patent : 특허정보 검색결과
② 추가 키워드로 결과내재검색[Search within results]할 수 있으며, 출판연도/저자명/학술지명 등으로
제한[Limit to]하거나 제외[Exclude]하여 검색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③ 검색결과를 발행날짜순, 최다 인용도순[Citated by], 제1저자명순, 학술지명순 등으로 재배열할 수 있음.
④ Cited by = 피인용수
⑤ 논문들을 선택한 후 CSV Export(EndNote, Excel 등) 할 수 있으며,
[Download] 선택한 논문의 원문을 한번에 다운로드, Chrome/Firefox만 이용가능
[View citation overview] 연도별 피인용수와 h-Index 확인
[View Cited by] 피인용 논문 리스트
[View references] 각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볼 수 있음.
⑥ 논문제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Find it YONSEI]로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저널 여부를 확인하고 원문을 다운로드.
[FullText]로 출판사 해당 페이지로 바로 연결.

3.

검색논문의 상세정보 보기

4.

Analyze Search Results : 검색결과 분석정보 보기

▼

....

Analyze Search Results를 통해 연구할 주제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고할 학술지를 선택하거나 공동연
구자를 검색할 수 있음.
① 검색결과에서 Analyze search results 선택
② 발행연도, 저널명, 저자별, 소속기관별, 국가별, 자료유형별, 주제분야별 분석정보 확인
③ 각 그래프의 막대 혹은 선을 클릭하면 관련 논문정보를 볼 수 있음.

5.

저자검색과 분석

저자검색은 특정저자의 논문
과 인용정보, h-Index를 확인
할 수 있음.
① Authors 선택
② 저자명과 저자소속기관을
조합하여 검색하거나 저
자명만으로 검색 가능.
저자의 ORCID no.로 검
색 가능
③ 검색결과를 저널명, 소속
기관 등으로 제한하여 재
검색 가능
④ 검색결과에서 저자명을
클릭하면 분석정보를, 논
문수를 클릭하면 논문리
스트를 볼 수 있음.
▼
[저자 상세정보 보기]
⑤ 저자의 총 논문, 피인용수,
공동저자리스트 확인
⑥ Get citation alerts:해당저
자의 논문이 새로인용되면
이메일로 자동발송됨.
⑦ 저자의 각종 연구성과 분
석 정보

저자 논문별+연도별 피인
용수와 논문

6.

기관명 검색과 결과보기

기관명 검색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을 검색하고, 상세한 인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① Affiliations에서 검색.
② 기관명의 키워드로 검색함.
③ 검색결과에서 기관명을 클
릭하면 분석정보를, 숫자를
클릭하면 기관 소속 연구자
들의 논문목록을 볼 수 있
음.

▼
[기관 상세정보 보기]
④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총논문
수, 저자수와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음
⑤ [Documents by subject area]
주제분야별 논문수
[Collaborating affiliations]
공동저자의 소속기관 순위 확
인
[Documents by source]
발표 학술지 순위

7.

Sources : 저널의 인용정보 보기

특정저널의 논문별 피인용
수와 인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①

Sources에서 검색

②

특정 저널 검색 혹은
전체/주제별 저널명
색인

③

검색결과의
클릭하면

저널명을
상세정보가

나옴.

▼
[CiteScore]
3년간 발표논문수로 다음
해 1년동안 발생한 피인용
수를 나눈 값. Impact
Factor와 유사한 지수임.
[CiteScore rank & trend]
학술지의 주제별 CiteScore
의 순위
[Scopus content coverage]
학술지의 발표논문의 연도
별 피인용수

④-1. [CiteScore]
CiteScore 지수별
산출식과 논문목록 확인

④-2. [CiteScore rank &
trend]
학술지의 주제별 CiteScore
기준 순위와 해당주제의
전체 학술지 순위를 확인
하고, 연도별 지수 트렌드
도 볼 수 있음.

④-3. [Scopus content
coverage]
학술지의 연도별 논문수와
각 논문의 연도별 피인용
수를 볼 수 있음.
[View citation overview]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논
문리스트와 각 논문의 연
도별

피인용수를

확인할

수 있음.
논문수와 피인용수를 클릭
하면 해당 논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음.

8.

Compare Sources : 저널의 영향력 비교

▼

2종 이상 학술지의 논문수와 피인용수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여 학술지의 영향력을 비교한 것임.
① Compare Sources 선택
② 학술지명 검색
③ 검색결과에서 학술지명을 선택하면 ④번과 같은 그래프가 생성됨.
④ 2종 이상의 학술지를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고, 그래프에 커서를 대면 수치정보를 보여줌.
a.

CiteScore: 이전 3년동안 출판된 논문이 검색연도에 인용된 횟수를 3년치 논문수로 나눈 값.

b. SJR : Scopus를 기반으로 한 SCImago 저널 순위. SJR이 높은 학술지에 인용되면 가중치를 부여함.
(http://www.scimagojr.com)
c.

SNIP : 다른 주제분야간의 인용도 비교. 인용이 별로 없는 주제 분야에 가중치를 주어 인용이 많은
주제분야와 동등하게 인용도를 비교할 수 있음.

d. Citations : 해당저널이 특정연도까지 발행한 모든 논문이 특정연도에 인용된 수
(예) YMJ가 2018년까지 발행한 모든 논문이 2018년에 인용된 수
e.

Documents : 특정연도에 발행한 논문수

f.

% Not Cited : 특정연도에 발행된 논문 중 지금까지 한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 비율

⑤ 저널을 제외시키려면 해당 저널명 앞의 체크박스를 클릭

9.

SCOPUS 개인등록

▼
개인등록을 하면 새 등재논문
이나 인용정보의 email alert
서비스와 검색식 저장 등 다
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10. 저장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변경

▼

① Modify personal details & preferences : 개인등록시 입력한 사항
을 변경
② Dashboard: SCOPUS 데이터 수정 요청 사항의 진행 상황 파악
③ Saved searches : Search History에서 저장한 검색식을 확인
④ Alerts : 저장한 검색식/저자/논문의 새로운 정보의 이메일 수신
관리
⑤ Saved Lists : 선택한 논문의 저장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