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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Direct

ScienceDirect는 Elsevier에서 발행하는 저널과 도서들을 온라인화 시켜놓은 원문(Full-text) 데이터베이스로

전 주제분야 2,500여 종의 저널 및 11,000여 권의 참고도서, 핸드북, 북 시리즈, 단행본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연구의 one-stop 서비스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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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vier에서 제공하는 Hub, ScienceDirect, Scopus, Application으로의 연동서비스 제공

회원가입 : 별도의 개인별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

* 주의: 회원가입 시 ID, PW, email은 모두 영문으로 입력 (ID는 입력한 First name과 Last name 조합 혹은 입력한 email로 생성)

Article 또는 Image search: ScienceDirect의 모든 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검색 옵션

* 저널명/도서명/저자명/검색어와 출판물의 Volume/Issue/Page 정보를 입력하여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검색

ScienceDirect에 수록되어 있는 저널과 도서를 알파벳 또는 관련 주제분야별로 검색

자주 이용하는 저널이나 도서의 즐겨찾기 옵션

특정 출판물 또는 검색식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알림 서비스(Alerts)로 이용가능

외부 웹사이트 또한 Quick Link에 등록하여 이용가능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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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스비어 한국지사

Tel. (02) 6714-3110  l  Fax. (02) 732-8689  l  E-mail: krinfo@elsevier.com  l  website: http://korea.elsevier.com

ScienceDirect 이용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알림(Alert)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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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 : 개인별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Register를 클릭하여 개인정보(English) 입력 후 Username 생성

■ Password 변경 :‘My settings’tab 선택 후                       클릭 

■ 개인정보, RefWorks settings, Search 및 Alert Setting 변경 :‘My settings’tab 선택 후                                    클릭

■ 생성된 Username과 Password를 입력하여 로그인

My alerts 

: 저장해놓은 검색식이나 주제분야
(Topic) 및 저널의 Volume, Issue 알림 
설정 확인 / 수정

Topic alerts

1)‘My alerts’tab 클릭 
2)‘Topic alerts’의                           
   클릭 후 특정 주제분야 선택
3) 관심 Topic 선택 후

Journal and book-series alerts 

1)‘Publications’tab 이용한 저널 검색 
2)‘Vol/Issue alerts’선택 후

Search alerts

 

: 저장된 검색식과 관련된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 이메일 알림 신청
(이메일로 업데이트 정보 안내)



키워드 검색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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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Bar에서‘Article’선택 
 → 예) All fields에‘Aspirin’입력 

기본 검색 Bar에서‘Image’선택 
 → 예) All fields에‘Aspirin’입력 

E-mail articles : 이메일로 논문 정보 전송

Export citations : 서지정보 및 초록 반출

Download multiple PDFs : 선택한 논문을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최대 20개 까지 다운로드 가능)

Open all previews : 전체 검색결과 미리보기

Show preview : 초록/참고문헌 미리보기
Related articles : 관련 Article 정보 제공 
Related reference work articles
: 관련 참고도서 정보 제공

Save this search : 검색식 저장
Save as search alert : 
검색식에 대한 알림서비스 설정
RSS Feed : RSS Feed 알림서비스 설정

‘Search’클릭

‘Search’클릭

 귀 기관에서 구독중인 저널(원문 이용가능)

 귀 기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저널(초록 제공)

View within article
: 원문에 수록된 이미지로 이동 
  Full-size Image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Copy & Paste 가능

Related Images
: 선택한 Image를 설명하는 Description에서 
  키워드를 추출. 관련 이미지 정보 제공

Article PDF 
: Image가 수록된 원문을 PDF로 다운로드

Refine Image Results
: 키워드 검색 후 나온 검색결과에서
  체크박스 선택(     )을 통해 
  원하는 자료의 유형을 선택하여 재 검색

* Image Type l Content Type l Topic 
Year l Journal/Book Title 을 선택 후
         클릭 



특정 저널 검색

특정 도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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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논문 정보를 입력
하였으므로 검색 결과는 1건 

도서 정보

Index : 도서에서 확인 가능한 용어 정보(알파벳 순) 

* Chapter별 PDF 다운로드 및 관련 Article 검색가능 

PDF : 검색된 논문을 PDF로 다운로드 

Supplementary content

: 논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Video, Audio 또는 기타 자료 링크

‘논문명’클릭하여 웹 상에서

  원문 이용

About this Book : ISBN을 포함한 도서의 상세 정보

도서의 Category별 분류 
: 해당 Category 선택 후 도서의 특정 Chapter 이용 

- 도서의 Review 제출
- 동료에게 도서추천
- 페이지 즐겨찾기

예) 도서명: Anesthesia Secrets(Fourth Edition)

1

2

예) 저널: The Lancet (Volume 379, Issue 9810, 7-13 January 2012, Pages 71-83)

    논문명: Drug policy and the public good: evidence for effective interventions

예) 도서명: Anesthesia Secrets(Fourth Edition)



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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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Direct 상단‘Search’메뉴 클릭

Source
- All sources : 모든 자료에서 검색 
- Subscribed sources : 구독 자료에서만 검색 
- My Favorite sources :‘즐겨찾기’로 등록한 
                               자료에서만 검색

Subject : 검색 주제분야 선택  

Data Range : 검색자료의 출판연도 선택

이미지 고급검색
이미지 유형 : Figures, Video 

검색어를 Image Description에서 
찾기 원하지 않을 때‘Source Title’
또는‘Author’Field 선택

검색하려는 이미지 유형 선택

Search history
Save history as : 검색 history 저장
Recall history : 저장된 검색 history 불러오기 
Clear all : 저장하지 않은 검색 history 모두 삭제 
Print : 검색 history 프린트

Combine 
검색 결과를 Combine 하는 경우 두 검색식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료 또는 둘 중하나 
해당하는 자료 검색 가능 

Include
- Journals : 저널에서만 검색 
- All Books : 도서에서만 검색 

Search: 검색어 입력 후 해당 Field 선택
예) 검색어 :“Stem Cell”
Abstract에“Stem Cell”이 포함된 자료만 
검색 하고자 할 때, Field에서 Abstract 선택 



Publications (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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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순으로 저널/도서 검색

Content type : Journals / All Book Content (Books, Book Series, Handbooks, Reference Works)

Edit : 특정 주제분야의 자료 검색 시 이용

주제분야 선택 후‘Apply’

알파벳 순으로 자료 재 정렬

주제분야별로 저널/도서 검색

즐겨찾기로 등록한 
저널/도서 검색

원문(Full-text) 이용 가능

초록(Abstract)만 이용가능

Create RSS feed : Journal 또는 Book Series에 새로운 Article이 등록 되었을 때 RSS 등록

Add to Favorites : 특정 Contents 즐겨찾기 등록

Set alert : Journal 또는 Book Series에 최근호 발행 시 알림 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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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Full-text) 페이지 : Article of the Future 

07

1

1

3

3

5

5

2

2

4

4

6

6Export Citation : Endnote, Refworks 등의 포맷으로 서지사항 저장
PDF : 원문을 PDF로 다운로드

Workspace : 저자명 클릭 시, 저자 상세 정보 확인 가능

Citing and related articles : 원문과 연관된 아티클 및 참고도서(Reference 
works) 확인 /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정보 확인

Applications and tools : 개인 설정으로 추가한 Application 이용가능

■ Table Download : 원문에 포함된 테이블 정보를 엑셀(.cvs)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반출

■ MostDownloaded : 원문을 포함하고 있는 저널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아티클 확인

■ Share : 해당 원문을 Facebook, Twitter, CiteLike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

클릭 시 해당 섹션으로 바로 이동

More Options

■ Email article : HTML, Text 형식으로 Citation 반출
■ Alert me about new articles in this journal : Journal 또는 Book Series에 
   최근호 발행 시 알림 서비스 등록
■ Show thumbnail/full-size images : 원문에 포함된 이미지 크기 조절

주요 Application



논문 투고하기

ScienceDirec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 저널 검색
   - www.sciencedirect → Journal/Book title 란에‘저널명(예: Cell)’입력 후‘Search’클릭

3. 저널 온라인 투고시스템 (Elsevier Editorial System : EES)

   - register 버튼을 클릭하여 저자로 등록
   - 등록한 이메일로 Confirmation letter(ID & PW정보 포함) 받은 후 log in
   - Log In 후‘Submit New Manuscript’또는 메뉴의‘submit paper’클릭

4. 투고하려는 논문의 형식, Title, Abstract 및 Reviewer 정보를 차례로 입력한 후 파일 첨부

5. Submit

스마트폰에서도 ScienceDirect 의 

원문 정보를 이용하세요!

2.‘Submit your Article’클릭 

08

· 이용가능 기기 : iPhone, iPad, Android platform(갤럭시), BrackBerry

· ScienceDirect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Register”를 이용하여 개인 계정 발급

     * 등록 메일주소는 반드시 기관 E-mail(AAA@ABC.ac.kr)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naver.com, @gmail.com 등의 사설 이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앱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에서“ScienceDirect”App 설치

· ScienceDirect 실행, ScienceDirect 웹사이트에서 등록한 ID/PW/E-mail을 입력하고 로그인

· ID 인증을 위한 E-mail 발송. 기관 IP내에서 수신된 이메일을 확인하고 Activation 클릭

· 모바일을 통해 ScienceDirect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