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 OF SCIENCESM에서 제공되는 것은? 

•  저널, 학회논문 및 도서 사이의 인용관계를 보완, 

향상시켜주는 학술서적 컨텐츠 

•  편집부에서 선정한 2005년 이후의 출판 도서 

28,000권 이상

•  매년 10,000권의 신간 정보 추가

• 포괄적인 인용참조 검색 

• 단행본과 단행본 장(chapter)으로 상호 연결

•  저널, 학회논문 및 기타 도서에 대한 정확한  

인용 횟수 

• 단행본과 단행본 장에서 인용된 횟수 

• 단행본과 단행본 장속의 모든 참고문헌정보 

• 단행본과 단행본 장에서 전체 원문으로 연결

WEB OF KNOWLEDGESM를 100% 활용해보세요

•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지정 세트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

• Web of Science*를 통해 권위 있는 저널, 학회논문, 도서 등을 통합적으로 검색 

• EndNote Web의 통합 프로세스를 통해 손쉽게 검색, 본문 작성, 참고문헌 작성 

• ResearcherID 환경에서 저자 이력에 대한 직접 링크와 인용통계 확인

BOOK CITATION INDEX

Book Citation Index는 도서관의 소장 목록에 강력하고 새로운 검색 도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서적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내에서 모든 학술서적, 저널,  

학회논문 등의 문헌을 대상으로 강력한 인용검색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이제 저자, 또는 연구자들은 아주 쉽고  

편리하게 도서와 폭넓은 학술연구세계 사이의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필요

WEB OF SCIENCESM로 할 수 있는 작업은?

•  도서와 폭넓은 학술 연구 및 과학연구 사이의  

인용네트워크 분석

•  도서관 소장 목록과 e-Book 목록에 대한 직접  

링크로 기관자료에 접속 

•  폭넓은 사회과학, 인문학 자료와 핵심적인  

과학자료에 완벽하게 접속 

•  해당도서의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도 측정 및 

잠재적 협력자 확인

BOOK CITATION INDEX
WEB OF SCIENC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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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Starts Here

강력한 인용탐색기능이 학술서적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제 Web of Science와 

Web of Knowledge 내의 인용탐색이 더욱 파워풀해졌습니다.

연구자료를 더욱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학술서적은 과학적인 검토나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검색도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톰슨로이터는  

연구자들이 가장 연관성 높은 도서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연구자, 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Web of Science에 색인된 학술서적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자신의 문헌을 인용한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문헌이 참고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 트렌드는 물론 향후 함께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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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분석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Cited reference(인용 문헌) 검색

인용(또는 각주)을 통해 여러분은 저널논문, 도서, 챕터, 

학회논문 등을 폭넓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헌  

검색기능을 사용해보세요. 학문분야와 시기에 관계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연구를 인용한 사람, 자신의 연구가 미친 영향

• 중요한 이론이나 컨셉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구자료

• 동료, 경쟁자 또는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영향력

• 최근에 가장 주목 받는 견해나 지식에 대한 방향, 방침

Related Records®는 공통 참고문헌을 갖고 있는 논문을 

모두 검색해줍니다. 학문분야 전체에 걸쳐 검색되므로  

인용문헌 검색능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Hierarchical Navigation(계층적 탐색기능)

Book Citation Index를 사용해서 도서와 각 단행본 장  

기록을 양방향으로 손쉽게 탐색해 보세요.  

상호링크기능을 이용하면 연구작업물, 도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 또는 관련된 모든 단행본 장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Citation Report(인용 보고서)

인용보고서는 인용활동을 정리하고 인용 트렌드를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Book Citation Index를 포함하여 

Web of Science의 모든 자료들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보고서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 등에  

인용된 횟수, 논문당 인용횟수, h-지수 등 중요한  

인용정보도 보고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Citation Mapping(인용 지도)

인용지도는 인용관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해당논문이 인용하거나 인용된 문헌을 두 세대에 걸쳐  

추적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인용내역을 탐색합니다.  

이제 원하는 논문에 대한 인용관계를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hor identification tools(저자 확인 도구)

저자확인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같은 저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논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검색하면 되므로 편리합니다. 

•  비슷한 저자명이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강력하고 명확한 ‘알고리즘’

•  원 논문에 나타난 저자의 전체 이름을 확인하는  

‘전체 저자명 기능’

• 동명이인의 저자들을 서로 구분해주는 ‘저자검색 기능’

•  저자의 이름이 각각 다른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 해당 

저자의 문헌을 그룹화

Related Records®는 공통 참고문헌을 갖고 있는 논문을 

모두 검색해줍니다. 학문분야 전체에 걸쳐 검색되므로  

인용문헌 검색능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ALERTING AND RSS FEEDS(알림 및 RSS 피드)

중요한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RSS 피드를 통해서 검색 및 인용 알림기능을 

설정하세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대한 최신 정보, 그리고 

자신의 연구물을 인용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ENDNOTE® WEB

Web of Knowledge와 완벽하게 통합된  

EndNote Web으로 참고문헌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Web of Knowledge, PubMed®, 수백 건의 도서관  

열람목록을 빠르게 검색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참고문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내용은 EndNote 

Web으로 전송해보세요. EndNote Web 폴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검색세션 간의 참고문헌목록을  

온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 설치된  

EndNote로 파일을 전송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WEB OF SCIENCE는 방대한 색인범위를 제공합니다.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1900년 ~ 현재 

·150개 학문 분야, 7,100개 이상의 주요 논문에 대한 색인

•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 1900년 ~ 현재 

·50개 사회과학분야에 걸친, 2,100개 이상의 저널 

·유명 과학 기술 저널에 동시 색인된 3,500여 개의 저널

•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1975년 ~ 현재  

·1,200개의 예술 및 인문학 분야 저널 

·6,000개 이상의 과학, 사회과학분야에서 선별된 문헌

•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 1990년 ~ 현재  

·256개의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에 걸쳐 11만 편 이상의 저널 및 단행본으로 출판된 회의록 기반 논문 

•  Book Citation IndexSM — 2005년 ~ 현재 

·편집부가 선정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 28,000권 이상의 도서 

·매년 1만 권 이상 새롭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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