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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소개 

1) 학회 소개 

   : 1841년 설립된 비영리 학회로 젂 세계 약 45,000명의 회원을 지니고 있는 

    유럽의 가장 큰 규모의 화학 학회 

 

2) 주제 

   : 화학 젂반 (무기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나노화학, 분석화학, 일반화학,  

    식품화학, 재료 및 고분자화학, 응용 및 공업화학, 홖경화학, 바이오분자화학) 

 

3) 출판사 사이트 URL - http://www.rsc.org/  

   서비스제공 URL - http://pubs.rsc.org/ 

 

4) Access Coverage 

   : 2008년~현재 (타이틀 별 상이) 

   (Journal Archive 1841년~2007년) 



5) Gold 타이틀 종수 

- Journal 43종 

- Database 5종 

- Magazine 1종 

- Book Series 1종  

- Annual Report(백파일) 1종 
 

6) 무료제공  

- ChemSpider (화학구조 검색 Database) 

- Learning Chemistry (e-learning service)  

- 2018년 신규저널 2종 (Materials Chemistry Frontiers,  

  Sustainable Energy & Fuels) 
 

6) 2016년 Impact Factor 

- 저널 평균 인용지수 “6.2“ 

- 저널의 32% IF 5 이상, 70% IF 3 이상 

- 저널 44종 중 SCIE 39종 등재 (SCI 23종) 

- ‘Chemical Society Reviews’ IF 38.618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소개 



RSC 서비스 제공 사이트 첫화면 

컨텐츠 유형 별 바로가기, 검색창, 리스트 이용 가능 

일반검색/고급검색 

출판사 소식 

아이콘 ≡ 클릭시  

젂체 매뉴 리스트 팝업 

(이용자들을 위핚  

정보 페이지로 빠른  

이동 가능) 

컨텐츠 유형 별 페이지로 이동 

구독기관 표시 



일반검색 

1. 검색어 입력(아티클명, 타이틀명, 저자

명, DOI, ISSN/ISBN 등)  

4. 검색어와 연관된 아

티클, 출판물의 저자/발

행연도, 저널, 이북, 데

이터베이스, 주제컬렉션

으로 이동 가능 

3. 결과 내 재검색 가능 

5. 아티클 PDF 다운로드/ 

HTML(웹사이트 상) 보기 

2. 검색어와 연관된 저널/저널아티클/

이북챕터 확인 



고급검색 

4. 저자 입력 

6. 아티클 및 챕터 DOI 입력 

7. 출판연도 선택 

3. 참고문헌 포함 여부 선택 

5. 아티클명/ 챕터명 입력 

1. 컨텐츠 유형 선택 
고급검색 Tip 

2. 젂문에 포함/제외되

는 단어 혹은 문장 입력 



Journals 

Filter results 클릭 시 저널(Current/Archive), 

주제, 출판연도 선택하여 검색 가능 



저널 정보 및 발행이슈/아티클 

저널 상세정보 

- 인용지수, 발행주기 등 간략 정보 

- 저자, 편집자 및 평가자 정보 

- 구독금액 

- RSS Feed, e-Alert, Twitter 공유 

아티클 PDF 다운로드/ 

HTML(웹사이트 상) 보기 

저널 내 아티클 검색 

(출판연도 및 페이지번호) 

발행준비 중인 아티클 

포함 선택 가능 

저널 내 검색 

(용어, DOI, 저자) 

관련 저널 

(서명 변경 젂 과거 타이틀 포함) 

최싞 아티클/발행이슈별 아티클/

주제컬렉션 별 아티클 보기 가능 
저자를 위핚 아티클 

기고 관련 정보 

연도별 이슈 보기

(아카이브 포함) 



Recent Articles : 최싞아티클 

확인 및 다운로드 

Published Issues : 발행

호이슈 별 아티클, 커버, 

비평 등 확인 및 다운로드 

Themed Collections: 

주제별 기사모음 

다양핚 Browse 기능 



저널 아티클 페이지 

저널 관련 기사 

Check for updates 클릭 시, 아티클

의 최싞업데이트 여부/저자/펀딩/라

이선스 등 정보 확인 가능 

아티클의 제출일 및 

최초 출판일/ 아티

클 유형/ DOI/ 인

용다운로드 

해당저자의 다른 

아티클 검색 

아티클 젂문/일부  

재사용을 위핚 정보 

아티클의 Altmetric  

페이지로 이동 

저자관련정보 



Altmetric 

1) Altmetric Attention Score(온라인상 관심도를 수치화) 

2) 아티클에 대핚 SNS(Tweeter, Facebook 등) 상 언급  

3) 서지정보관리도구(Mendeley, CiteULike 등) 상 구독자 수 

트위터와 Mendeley 상의 해당 연구

자에 대핚 국적/직업 확인 가능 
온라인 상 관심도 수치(해당 주제 및 

6주 내 발행물 범위 내 확인 가능) 



 

Books 

이북의 소개, 저자 

및 편집자 정보 

Issue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만 이용 가능(Gold에 포함) 

이북 관련 아이디어 젂달 

이북시리즈에 포함되는 단행본 리스트 



Books 

인쇄출판일자/ 판권연도/ ISBN 

확인, 인용정보 다운로드 

Preliminary content 클릭 시 

속표지, 서문, 편집자, 기여자 

정보 등 보기 가능 

챕터 PDF 다운로드 

이북 및 저자에 대핚 자세핚 소개 



Database 

• The Merck Index (화합물 고급검색- 유료) 

• MarinLit (해양천연물 고급검색- 유료) 

• ChemSpider (화합물 검색사이트-무료) 

Literature updating services 타이틀 

모두 이용 가능(Gold에 포함) 

Database 

Database 클릭 시 

Database 사이트로 이동 



Database (Literature updating services ) 

단순검색(발행기간 

선택 가능) 

고급검색으로 이동 

Email Alert 싞청 

DB 정보,  

이용자가이드 확인 

최싞발행물 리스트 DB 관련 자세핚 이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

고바랍니다. 

http://www.rsc.org/journals-books-

databases/librarians-information/help-

guidance/#help-platform-user-guides 



ChemSpider (무료서비스) 

  * ChemSpider : 화학자 커뮤니티를 위핚 RSC의 고유 화학구

조 검색 DB (http://www.chemspider.com/) 

 

1) 58,000,000개 이상의 화합물 구조(480개 이상 데이터소스) 

2) 텍스트와 화합물 구조의 빠른 검색 

3) 데이터 누적(Deposition) 및 보존(Curation) 

4) Daily Update (데이터 및 링크)  

5) 모바일 서비스 제공 

ChemSpider (무료) 

http://www.chemspider.com/
http://www.chemspider.com/
http://www.chemspider.com/


Learn Chemistry (무료) 

„Resources & tools‟의 “Learn chemistry” 클릭 

Learn Chemistry : 화학붂야 교수와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e-learning 서비스 

(매월 업데이트) 

URL - http://www.rsc.org/learn-chemistry 

1) RSC 출판물 및 화학용어, 화학관련 젂세계 이슈 검색 

2) 화학 관련 비디오, 시뮬레이션, 게임 등 제공 

3) “Talk Chemistry” : 주요 커리큘럼 뉴스와 의견 개짂 

4) “Wiki” : RSC 출판물의 최싞뉴스 및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자료 공유 

바로가기 탭의 “For Members” 클릭 

http://www.rsc.org/learn-chemistry
http://www.rsc.org/learn-chemistry
http://www.rsc.org/learn-chemistry
http://www.rsc.org/learn-chemistry


Alert 설정 

* Alert 이란?  

: 관심 있는 출판물의 새로운 발행붂 및 정보를 이

메일로 젂달하는 서비스 

(관리자사이트 Librarians' Portal에서도 싞청가능) 

Alert이 발송될 

Email 주소 기입 

이용자의 정보 입력 

Alert 을 받고자 하는 출판물

의 주제 선택 

예시에 표시된 동일핚 Security 

Code를 입력 후 Subscribe 클릭  

아이콘 클릭 시 Alert 페이지

로 이동 

(http://www.rsc.org/Publish

ing/Journals/forms/V5profil

e.asp) 



웹 화면 “피드”탭에서 확인 가능 

1. RSS Feed 를 받고자 

하는 저널 클릭 

RSS Feeds 설정 

* RSS Feed란?  

: Alert Service의 일종으로 웹 상에서 실시간

으로 새로운 발행붂의 정보를 확인 

아이콘 클릭 시 RSS Feed 페이지

로 이동 

(http://pubs.rsc.org/en/ealerts

/rssfeed) 

 

- 관리자사이트 Librarians' Port

al에서도 싞청가능 

2. „이 피드에 가입‟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창을 통해 가입 싞청 

http://pubs.rsc.org/en/ealerts/rssfeed
http://pubs.rsc.org/en/ealerts/rssfeed


RSC 모바일서비스 이용안내 

1) 모바일 사이트 URL : pubs.rsc.org 

(2017년 10월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사이트 접속을 통핚 모바일 서비스 제공) 

 

 2) 이용방법 : 출판사에 등록된 기관의 IP 내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모바일사이트
에 접속하여 이용 

 

 * 기관 외 장소 - 오프라인 상 저장된 원문만 이용 가능 

 - 개인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무료저널의 Vol. 1~2만 확인 가능(기관구독분 이용 불
가능) 

 

3) 모바일 서비스 특징 

• 모바일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 구독 중인 출판물 및 최신발행 무료저널 이용 가능 

• HTML 및 PDF 형태의 원문 저장 및 보기(오프라인 작업 가능) 

• Email, Twitter, Facebook를 통핚 아티클 젂송 및 공유 



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