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siknowledge.com
1

BIOSIS P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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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 Life Sciences
Journals, Patents and Meetings

BIOSIS Previews®
세계 최대의 생명과학 분야 정보원으로써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BIOSIS Previews 는 Biological Abstracts(BA, 저널), Biological Abstracts/RRM
(보고서, 리뷰 및 회의 자료)와 Bio Research Index 에 수록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물학과 생명 공학 분야에서 발행되는 5,000 종 이상의 저널을 비롯하여 국제 회의
자료, 논평, 단행본, 특허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BIOSIS
Previews 는 1969 년부터 현재까지 약 1,450 만 개 이상의 레코드를 수록하며 매주
갱신되므로 매년 560,000 개 이상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BIOSIS
Previews 는 다음과 같이 생명 과학 전 분야를 포함합니다: 생물학, 생화학,
생물공학, 식물학, 임상 및 실험 의학, 약학, 동물학, 수의학 등
생물학 및 생명 과학 분야 출판물 중 약 2,100 여 종은 그대로 색인되며 나머지 3,000
여 종은 BIOSIS 의 주제 전문가에 의해 선별되어 색인됩니다.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제 분야, 출판국, 동류 비평 여부. BIOSIS Previews 는 국제/국가 및
지역적 범주의 저널을 수록하여 전세계 생명 과학 분야 문헌을 가능한 많이
수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IOSIS Previews의 장점
•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행된 저널
및 기타 문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sia and
Australia – 14%

•

생명 과학 분야의 주요 컨퍼런스 및
미팅에서 발표된 학술 정보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연구자의 정보 검색을 용이하기
하게 위한 독특한 색인 및 통제
어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Web of Science를 상호 구독할 경우
개별 아티클에 대한 인용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ISI Web of
Knowledge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구독 할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정보를
BIOSIS Previews 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문(Full-text) 링크를 제공합니다.

•

검색식 저장 및 Aler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urope and Middle
East – 52%

North America
– 31%

Central and
South America
– 2%

•

Africa – 1%

Official Gazette of th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에 발표된 21,000
개 이상의 미국 특허 정보를
제공합니다.(1986~1989, 1995~현재)

개인화 서비스 (Personalization)
등록하기
등록한 후 사용하시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Web of Knowledge
에서 제공하는 검색식
저장 및 email 을
이용한 자동 알림
(Alert), 목차 정보
Alert 및 인용 정보
Alert 기능 등을 등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Alert
기능은 기관별 구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lert 서비스는
Thomson ISI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소속 기관
IP 범위 내에서 접속
시엔 언제든지 저장해
둔 자신의 검색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Register) 후 이용하면
보다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개인 email
주소를 입력한 후 사용할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교차 검색
(Cross Search)
Cross Search 기능을 이용하여
구독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무료 데이터베이스까지 동시에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생명 과학, 의학 및 농학
• Agricola
• Pubmed
• The Cochrane Library
• arXiv.org Quantitative
Biology archive
공학, 전산 및 물리학
• AIAA Meeting Papers
• arXiv.org Computer
Science
• arXiv.org Mathematics
• arXiv.org Nonlinear
Sciences
• arXiv.org Physics),
• Civil Engineering Database
• NASA Astrophysics Data
System
• NTIS Library
사회 및 행동 과학
• Popline
• ERIC Database

-

Quick Search 는 논문
제목, 초록 및 키워드에서
아티클을 검색합니다. General
search 의 Topic 항목 검색과
동일하며, 검색 어구는 최대
50 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eb of Knowledge 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2 가지
방식으로 접속 이용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이름 클릭 혹은
- 상단의 드롭 다운 메뉴 이용

논문 제목, 초록 및
키워드에서 아티클을
검색합니다.

검색 기간 범위를 선택하거나 다음
번 BIOSIS Previews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디폴트 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General Search

절단 검색
다음의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PCB 화합물에 대한 아티클 정보
검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fish same (pcb$ or polychlorinat* biphenyl*)
를 누르면 Topic
항목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필드를 보여줍니다.
문헌 제목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려면 Title only 에
클릭합니다.

* - 0 부터 1 개 이상
여러 글자
Gene*
Gene, Genes,
General, Generation
? – 1 글자
Car?
Cars, Care
$ - 0 혹은 1 글자
Cell$
Cell, Cells, Cello

불리언 연산자
다음 연산자를 이용해
검색어를 조합하거나
이전에 실행한 검색
세트를 조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괄호를
사용하여 연산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SAME
NOT
AND
OR

하나 이상의 언어, 문헌 유형 및 형식, Taxa
notes 로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SAME 연산자는 한
문장 혹은 하나의
키워드 내에서
검색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TOPIC 검색 항목
Title – 논문, 단행본, 특허 혹은 단행본
시리즈의 권차 등 해당 소스의 Title. 1992 년
이전에는 미국식 철자가 Title 필드에
사용되었으므로 좀 더 많은 검색 결과를
위해서는 미국 및 영국식 철자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영어로 번역된 Title 을 제공합니다.
Abstract (1976-) – 원 문헌에 수록된 영문 저자
초록
Organisms (1993-) – 모든 유기체의 학명 또는
보통 명칭, 상위 분류 범주 혹은 세포군을
포함하며 유기체 진화 단계, 나이, 성별 등을
포함하는 용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 BIOSIS
전거 파일에서는 새로운 분류군이나 화석의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Major Concepts (1969-) – 생명 과학 분야의
168 개 주제 분야 중 원 문헌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를 표시합니다.
Super Taxa (1969-) – 유기체 분류 체계를
참조한 상위 분류학적 용어(속 이상)로
검색합니다.
Biosystematic Codes/Names – 원 문헌에 제시된
상위 분류학적 용어에 대 5 자리의 코드입니다.
Taxa Notes (1969 - ) – 소스 문헌에 언급된
유기체가 속한 포괄적 그룹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그 명칭이 레코드 내에는 없을
경우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용어를 사용합니. 자세한 검색을 위해서는
동의어 및 기타 다양한 관련 용어들을 함께
검색하여야 합니다.
비고: 1993 년 이전에는 구조식, 동위체,
원소기호, 이온 등은 확장된 형태로 변환되어
입력되었지만, 1993 년 이후에는 소스 문헌에서
쓰인 화학 용어의 철자나 관례에 따라 쓰여짐.
CAS Registry Numbers® (1969-) – 문헌에
언급된 화학물의 CAS Registry Number®이며
모든 동의어 및 관련 용어를 포함합니다.
Sequence Data (1993-) – molecular sequence
데이터와 관련된 accession numbers 와 data bank
명칭입니다.
Methods & Equipment (1998-) – 문헌에 언급된
방식, 기구, 기술에 대한 정보.
Geopolitical Locations (1993- ) – 정부/지리학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육지 혹은 수역 (예: town,
city, state, country, international entity). 육지
넓이 혹은 위치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위적 구조물을 포함하며, 주요 용어는 원
문헌에서 발췌합니다.
Time (1993-) – 원 문헌에 언급된 지질학적,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시기나 연대.
Institutions & Organizations (1998-) – 원
문헌에 언급된 회사, 기관 혹은 조직의 명칭.

Diseases (1998-) – 문헌에 언급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질병 명칭, 질환, 병리학적
디스크립터를 제공합니다.

Miscellaneous Descriptors (1969-) – 다른 어떤
하위 분야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추가적인 주제
용어입니다. 또한 1998 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필드의 정보 (예: Persons, Diseases, Institutions &
Organizations, 등) 와 함께 1969 년부터
1992 년까지 사용되었던 Added Keywords 도
포함합니다.

Chemicals & Biochemicals (1993-) – 자연 발생
혹은 합성 화학물과 실존물의 복합물에 대 구성
성분 등을 표시하며, 원 문헌에서 제공한

Alternate Indexing (1999-) – 레코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MeSH 용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색인 용어 등을 포함합니다.

Parts, Structures & Systems of Organisms
(1998-) – 고분자 계층 이상의 유기체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타 검색 항목
Author – 원 문헌에 표기된 저자, 편집자 혹은
발명가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성
다음에 이름 및/혹은 이니셜이 표시되어
최대 100 명까지 색인됩니다.
입력 예: barnola j*
검색 예: Barnola, J. M.; Barnola, J.-M.;
Barnola, Jean-Marc.을 검색
복잡하거나 특수 기호를 포함하는 이름은
다양한 형태로 검색합니다:
입력 예: obrien g* or o’brien g*
검색 예: O’Brien G.; O Brien G.; Obrien G.
Source Publication—Journal – 저널의 전체
제목을 입력하거나 혹은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화면에서 제공하는
검색 보조 도구인 저널 목록을 이용하여
복사/붙여넣기 하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예: science*
검색 예: Science Progress; Science 등
Source Publication—Book – 주 서명과 보조
서명 모두를 포함하며, 영문 제목이 아닌 경우
미국 영어로 번역 색인됩니다. 단행본을 검색할
때는 Topic 과 Source Publication 을 함께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행본의 시리즈
제목은 Source Publication 필드에 나타납니다.
입력 예: ① TOPIC: rivers same italy 및
DOCUMENT TYPE: Book 선택
② TOPIC: rivers same italy 및
SOURCE PUBLICATION: ecosystems of the
world
검색 예: Ecosystems of the World 시리즈
간행물 중에서 The Rivers of Italy 를 검색
Patent Number – 특허 발행 국가 및 특허
번호로 검색합니다. 1995 년 이전의 정보는
Title 필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력 예: 6361951 혹은 US 6361951

Address – 원 문헌에 나타난 저자, 편집자 및
발명가의 주소 주소 정보를 검색합니다. 주소
사항을 BIOSIS 에서 표준화 하지 않으므로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거나 도시 이름, 우편
번호 등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입력 예: univ* same washington
검색 예: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Princeton University, Washington Road,
등
Concept Code/Heading – 원 문헌에 제시된
광의의 생물학적 용어와 그에 대한 5 자리의
코드로서 동의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고
자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 075*
검색 예: Ecology and Environmental Biology
분야 문헌 검색
입력 예: meat* and history
검색 예: Concept Code 항목에 두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문헌 검색
Patent Assignee (1995 - ) – 특허권자 (개인 혹은
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속
도시나 국가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1995 년 이전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 정보는
Author 필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력 예: glaxo*
검색 예: GlaxoSmithKline; Glaxo Group
Limited; Glaxo Wellcome; LABORATOIRE
GLAXO WELLCOME S.A.;
LABORATOIRES GLAXO SA;
GlaxoWellcome 등 검색
Meeting Info. – 과학적 미팅 혹은 컨퍼런스에
대해 컨퍼런스명, 개최지, 스폰서, 날짜 등의
관련 정보를 검색합니다.
입력 예: phycological and santa cruz and
1996
검색 예: 1996 Meeting of the Phycological
Society of America, Santa Cruz, California,
USA July 14-19, 1996 와 관련된 정보 검색

검색 도구 활용
검색 보조 도구는 Author, Source Publication, Taxonomic Data, Major Concepts 및
Concept Code/Heading 필드 검색에 활용할 수 있으며, General Search 와 Advanced
Search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활용하려는 검색 도구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②용어 목록을 보기 위해 이니셜을
클릭하거나 검색어의 중간 혹은 끝
부분에 와일드 카드 (*)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AND, OR, NOT 을
이용해 어구나 여러 개의 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를 누르면 해당 용어에 대한 scope notes
를 볼 수 있습니다. Scope notes 는 새로운
창으로 뜨며 concept code 혹은 heading 에
대한 정보 및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③ Add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의 프레임에
표시되며, 검색식에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검색어를 모두 추가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검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검색 결과 보기
검색 결과의 총 레코드 수가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 분석

검색 결과의 정렬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Latest
date 혹은 Relevance 에
의한 정렬은 최대 500 건,
Times Cited, First
author, 혹은 Source
title 에 의한 정렬은 최대
300 건까지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를 분석한 후 랭킹
정보를 보려면 검색 결과
(Summary) 화면에서 Analyze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최대 2000 건에 대한
저자, Concept Code, Source Title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체크 박스에 표시한 후 View
Records 버튼을 누릅니다.

문헌 샘플 – 상세 서지 (Full Record) ①
Journals & Books
원문, 도서관 소장 정보 및
Open URL 검색 정보에 대한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저희 Thomson
Scientific 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를 구독할 경우
해당 문헌에 대한 인용 정보(참고
문헌, 피인용 정보 및 Related
Records)를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인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Citation Alert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ISI Web of Knowledge 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링크가 제공됩니다:
• JCR: 저널의 impact factor
• CCC: 해당 저널 최신호의 목차
정보
• Web of Science: 해당 문헌의 인용
정보

Biosis Previews 의
레코드에 제공되는 각
표에는 분류명, 화학적
데이터, 지리적 정보와
함께 지질학적, 분자
구조, 방법 및 장비 등과
같이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헌 샘플 – 상세 서지 (Full Record) ②
Patents
향후의 인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Citation Alert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특허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과
함께 특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주제 정보가 제공됩니다.

Biosis Previews 에
수록된 특허 정보는
Major Concept,
분류명, 화학적
데이터, 질병 정보
등의 자세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문헌 샘플 – 상세 서지 (Full Record) ③
Meeting Information
향후의 인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Citation Alert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를 구독할 경우
해당 문헌에 대한 인용 정보(참고
문헌, 피인용 정보 및 Related
Records)를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 및 각 컨퍼런스 및
미팅에 대한 개최지, 날짜, 스폰서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Biosis Previews 에
수록된 컨퍼런스 및
미팅 관련 정보는 해당
문헌에 나타난 분류명,
화학적 데이터, 지리적
정보와 함께 질병 정보,
방법 및 장비 등의
정보를 함께 수록
제공합니다.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ISI Web of Science 를 함께 구독하는 경우, BIOSIS
Previews 레코드에 대한 관련 인용 정보를 View in Web of Science 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 샘플 - Cited References (Web of Science)
이 버튼을 누르면
BIOSIS Previews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Find Related Records 을
눌러 같은 참고 문헌을
사용하는 문헌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를 통해 아티클 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 파란색으로 링크 되어 있으며,
View Record 를 누르면 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문헌 샘플 – Related Records (Web of Science)
Related Records 검색을 통해
검색어를 추가하여 재
검색하지 않더라도 PCB 와
fish 에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
문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Related
Records 의 총 레코드
수가 표시됩니다.

Related Records 목록은
상단에 있는 원 문헌의
참고 문헌 중에
공통적으로 인용한 문헌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첫 번째
문헌을 예로 보면 72 개의
참고 문헌 중 11 개의
문헌이 원 문헌과
공통으로 인용한
문헌이며, 링크를 눌러
해당 문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 샘플 – Citing Articles (Web of Science)

상단의 원 문헌을 인용한
다른 문헌 정보입니다.
원 문헌의 연구 결과가
현재 어떻게 발전
응용되는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itation Alert
관심 문헌에 대한 새로운 피인용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email 로 자동
통보해주는 Citation Alert 기능을 상세 화면(full record)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ISI Web of Science 를 구독하여야 하며, ISI Web of Knowledge
포털 페이지에서 email 주소 및 비밀 번호를 등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I Web of Knowledge Citation Alert
=======================================================================
Cited Article:
Date, Yukari . Ghrelin is present in pancreatic alpha-cells of humans
and rats and stimulates insulin secretion
Alert Expires:
08 SEP 2004
Number of Citing Articles:
4 new records this week (4 in this e-mail)
Organization ID: 9c1330f0dda3f188a3813b9840d1143f
=======================================================================
*Record 1 of 4.
*View Full Record: http://linksqa.isiknowledge.com/gateway/Gateway.cgi?GWVersion=2&SrcAuth=Alerting&SrcApp=Alerting&Des
tApp=WOS&DestLinkType=FullRecord;KeyUT=000222905600001
Title:
Plasma ghrelin concentration correlates with the levels of serum pepsinogen I and
레코드의
상세 서지
(Full
pepsinogen I/II ratio - A possible novel and non-invasive marker
for gastric
atrophy
Authors:
Suzuki, H; Masaoka, T; Hosoda, H; Nomura, S; Ohara, T;
Source:

record)
화면에서 Citation Alert 를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Kangawa, K; Ishii, H; Hibi, T

검색 결과 분석
검색된 결과를 다음의 필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랭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uthor, Assignee, Concept Code, Major Concept, Super Taxa
Source Title, Publication Year, Document Type, Language.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Summary 화면
① 검색한 결과를(검색 건수 및 간략한 아티클
정보) Summary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② 검색 결과를 항목별로 분류
하여 보기 위해 Analyze 버튼을
누릅니다.

③ 분석 항목을 선택한 후 Analyze 버튼을
누릅니다. (최대 2000 건에 대한 랭킹 정보
및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선택된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Analyze 버튼을 이용해
재분석함으로써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④ 분석된 결과 중 일부 레코드만을
보려면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View
Records 를 누르면 선택된 레코드에
대한 Summary 화면을 보여줍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그에 대한 랭킹 정보를
막대 그래프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jor Concept 혹은 Concept Code 를 선택한
경우 어떤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혹은
주제 분야별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식 저장 및 Alerts 생성

Alert 를 설정할 경우 가장 마지막 검색식에 대한
결과만이 email 로 자동 통보되므로, 이전에
실행한 다른 검색 세트에 대한 결과를 email 로
받고자 할 경우는 관련 검색 세트에 대한 조합
검색을 실행하여 마지막 검색 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 검색 방법은 각 세트 번호 앞의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AND 혹은 OR 연산자를
클릭한 후 COMBINE 버튼을 누릅니다.

Save History 를 눌러
검색식을 저장하거나
Alert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행했던 검색식을
본인의 컴퓨터 혹은
Thomson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
저장 검색식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실행할 수 있으며,
서버에 저장된 경우
Alert 를 설정하거나
간편한 관리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검색식 저장 및 Alert
생성은 Search History
혹은 Advanced Search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식은 최대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Alert 의
경우 마지막 검색 세트에
대한 결과만 전송됩니다.

Save 버튼을 눌러 검색식을
저장합니다. 검색식을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Save to
Your Workstation 메뉴 아래의
Save 버튼을 누릅니다. 단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검색식은
Alert 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History Name 을 입력합니다.
Send Me E-mail Alerts 체크 박스에 클릭하고 email
주소를 입력하여 Alert 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검색
세트에 대한 결과를 자동으로 email 로 전송합니다.

①Alert 형식 (Alert types) 은 Notify Only, Biblio
(논문 제목, 소스 문헌, 저자명 ), Biblio + Abstract,
및 Full Record 가 있습니다. ②E-mail 형식 은 Plain
Text, Html (상세 서지 정보로의 링크 포함), ISI
Research Soft (EndNote, Reference Manager, 및
ProCite)와 Field Tagged 중에서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Alert 주기는 매주 혹은 매월 단위
발송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SI Web of Knowledge Search Alert

매주 혹은 매월 단위로

=================================================================================
설정된 검색식에 대한
Product:
BIOSIS Previews
결과를 email 로 받을 수
History Name:
antioxidant
Description:
antioxidant
있습니다.
email 내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Alert Expires:
06 SEP 2004
BIOSIS Previews 의 상세 서지
Alert Query:
#1 and (#2 or #3 or #4)
Results Found:
1 new records were found this week (1 in this e-mail)
정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 ID: 9c1330f0dda3f188a3813b9840d1143f
========================================================================

검색식 및 Alerts 관리

*Record 1 of 1. Search terms matched: ANTIOXIDANT(7); WINE(2) *View Full Record: http://linksqa.isiknowledge.com/gateway/Gateway.cgi?GWVersion=2&SrcAuth=Alerting&SrcApp=Alerting&DestApp=BIOSIS
&DestLinkType=FullRecord;UT=PREV200400354054

서버에 저장된 검색식이나
Alert 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이름을 클릭하면 검색식을
재실행할 수 있으며
Open/Manage Saved
Searches 버튼을 누르면
다른 옵션을 선택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버튼을 누르면 Alert
혹은 email 형식, 알림 주기
및 email 주소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lert 의 유효 기간은 26 주 이며, 만료
시기가 되면 안내 email 이 발송됩니다.
Alert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면 ISI Web of
Knowledge 홈페이지에서 Open/Manage
Saved Searches 화면으로 이동 후 Renew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 컴퓨터에 검색식을 저장한
경우 Browse 버튼을 눌러 파일을
찾은 후 Open 버튼을 누릅니다.

레코드 선택 및 관리

검색 결과의 Summary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Mark 메뉴에서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개별 레코드를 선택할 경우 각각의 레코드 왼편에 위치한 체크
박스에 클릭하여 선택한 후 Selected Records 옵션을 선택합니다.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선택할 땐 All Records on this Page 옵션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레코드의
번호를 이용해 선택할 수 옵션입니다. 옵션을 선택한 후 Submit 버튼을 누르면 최대
500 개의 레코드를 선택(Mark)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선택하면 Marked List 버튼이 화면 위 도구바에 생성되며, 이 버튼을 누르면 Marked
List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uthor, Title 및 Source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다른
필드는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레코드는 email 로 보내거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 혹은 인쇄가 가능합니다. 또한
EndNote, Reference Manager 및 ProCite 와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으로의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Contact us at:
Thomson Scientific 한국 지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1 가 226
흥국생명빌딩 13 층
110-786
Phone: 02 2076 8100
Toll Free: 080-010-8100
Fax: 02 2076 8122

Thomson Scientific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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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4
USA
Phone: +1 800 336 4474
+1 215 386 0100
Fax: +1 215 386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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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센터: www.thomsonscientific.com/crc/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의 Helpdesk 로 연락하십시오:
ts.support.korea@thom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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