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of Science
학술정보 검색 및 분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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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소개

•

세계 최초, 최고 수준




•

우수한 데이터 베이스





•

1950년대 저널 색인화 시작
엄격하고 공정한 저널 선정 절차
Science Citation Index (SCI) 개발/보유

Core Collection: ‘SCI급’ 영향력 있는 논문
저널: 18,000 이상
컨퍼런스 논문집: 180,000 이상
도서: 80,000 이상
전문 분야/지역별 데이터베이스 보유
전 세계 7천 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용

정확한 정보와 심도있는 분석



저자/소속기관/인용 정보 100% 수록
인용수 한계 보완

Source: Clarivate Analytics, “Real-world examples of the difference” January 2017

Web of Science 소개 – 정확성, 신뢰도

Zika Virus 관련 1938년도 논문 인용수
WoS: 16,000 vs. 9,000 (-7,000)

Lymphoma 관련 2005년도 논문 저자 기관정보
WoS: 13 vs. 1 (-12)
Source: Clarivate Analytics, “Real-world examples of the difference,”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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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검색 기본화면 (Basic Search)

DB 선택

검색어 입력 (연산자 활용*)

필드 추가 예) 토픽 + 저자

기간 설정
에디션 선택

검색 필드: 범위 설정
예) Topic: 제목,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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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검색 필드

필드값

검색 범위

Topic

제목, 초록, 키워드 (저자,키워드 플러스)

Title

논문 제목, 컨퍼런스 발표자료, 책 제목, 책 챕터명

Author

저자

Author Identifiers

Researcher ID 또는 ORCID ID

Group Author

기관이나 단체명, 출판사명으로 등록된 저자

Editor

에디터

Publication Name

저널명, 단행본 제목 및 소제목

DOI

Digital Object Indentifier (DOI)

Year Published

출판년도 (특정년도, 연속기간)

Address

기관 주소 검색

Organizations-Enhanced

기관명 (인덱스 이용 가능)

Conference

컨퍼런스명, 장소, 날짜, 후원기관

Language

논문을 작성한 언어

Document Type

논문, 단행본, 정정, 리뷰 등 문서 형식

Funding Agency

후원기관

Grant Number

후원 승인 번호

Accession Number

WOS 문서 고유번호

PubMed ID

MEDLINE 문서 고유번호

* 연산자 활용 - 단어
1)
2)
3)
-

AND/ OR/ NOT
AND: A와 B 포함
OR: A나 B 포함
NOT: A 포함, B 제외
NEAR
NEAR: A _최대 15단어_B
NEAR/n: A _n단어_B
SAME
주소 검색에만 활용
A,B가 같은 줄

* 연산자 활용 - 부호
1) “ “
-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
2) 와일드카드 - */$/?
- *: 0자 이상
예) *carbon*=_carbon_,
hydrocarbon, polycarbonate
- $: 0자 또는 1자
예) colo$r= colo_r, colour
- ?: 1자
예) en?oblast = entoblast, end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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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검색결과 기본 화면

검색 결과

정렬방식

내보내기 , 저장

현재 위치
알림 설정

필터 추가

저널 정보

원문 링크, 초록 확인

논문 상세페이지

인용 보고서: 검색결과의 전체적인 그림 파악
결과 분석 : 필드별 구성 파악
예) 특정 기관의 펀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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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논문 상세 화면

원문 정보
- 내보내기
- 저장하기

저널 분야,
Impact
Factor 등

- 인용 횟수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공유 자료

전자문서
고유번호

인용 알림

DB 별
인용 횟수

- WoS 추천
(참고문헌
분석 기반)
교신 저자
소속 기관명
기관 주소

원문 조회+
내보내기
(인용 횟수
한계 보완)

펀딩 기관,
승인 번호

- 저널 목차
- ESI/ JC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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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분석 기능: 인용보고서 (Citation Report) & 결과 분석 (Analyze Results)

인용보고서

결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