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rt Here : Basic Search 
 
◆ BASIC SEARCH BOX 

: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 입력 

 

◆ Type Ahead 기능으로 연관 검색어 나열 

 

Other Search Options 
 
◆Command Search 

◆Citation Search 

◆Search Alerts 

◆Search History 

 
BROWSE SEARCH 
 
◆ 16개의 Section 및 Topic 별 자료 검색 가능 

FILTER THESE RESULTS 
 
◆ Search within results 

: 결과 내 재 검색을 위한 검색 창 제공 

 

◆ 10가지의 다양한 검색 필터 

-CONTENT TYPE: Type 별 정보 검색 기능 

-Publication YEAR: 특정 발행연도 선택 및 범위 설정 검색 기능 

-AUTHOR: 저자명 검색 기능 

-AFFILIATION: 소속 기관 검색 기능 

-PUBLICATION TITLE: 출판물의 출판명을 통한 검색 기능 

-PUBLISHER: 출판물의 발행기관을 통한 검색 기능 

-CONFERENCE COUNTRY: Conference 개최국 검색 기능 

-CONFERENCE LOCATION: Conference 개최지역 검색 기능 

-STANDARD STATUS: Standard 상태에 따른 검색 기능 

 

FILTER THESE RESULTS 

◆ 원하는 Filter 선택 후               버튼 클릭하면  

 Filtering된 검색 결과 List 생성 

◆ 검색어가 오렌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검색 결과 생성 

◆ 초록정보와 원문 Link 정보 제공 

 

 

 

 

Search Keyword 

Abstract & Full Text Link 

 

 

 



 

Editing and sorting search results 
 
◆     를 선택하면 적용된 filter 제외하고 재 검색 실시  

◆ Drop down 메뉴를 이용하여 ‘Result per page’,  

   ‘Sort by’를 지정하여 이용 가능 

-Relevance: 연관성 정도에 따라  

-Newest First 

-Oldest First 

-Most Cited [By Papers] 

-Most Cited [By Patents] 

-Publication Title A-Z 

-Publication Title Z-A 

 

Publication Search 

◆ 검색하고자 하는 Article의 서지정보를 Publication 

Title, Volume, Issue, Start Page 각각의 공란에 Key 

in 해서 검색가능 

 
Author Search 
 
◆ 찾고자 하는 저자의 First, Middle, Last Name을 

각각의 공란에 저자의 이름을 Key in 해서 검색가능 

User가 저자의 성과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시에는 

알고 있는 부분을 해당 공란에 Key in 해서 검색 

Advanced Search Options 
 
◆ Advanced Search Option을 통해 보다 자세한 검색 

방법 제공 

◆ Advanced keyword/Phrases 

- AND/OR/NOT와 같은 다양한 연산자 및 검색 필드 적용  

검색 가능 

◆ Command Search 

- Boolean operator를 이용한 user interface 위주의  

검색 기능 제공 

◆ Citation Search 

- 검색하고자 하는 Article의 인용정보를 통한 검색 기능 제공 

 

   

Citation Search 

Editing 

Sorting 

Advanced keyword/Phrases 

Command 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