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구분야의논문기본검색하기 (Search Query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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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추가 번튼을 눌러
복수의 검색필드를
동시에 적용

데이터베이스 선택: Web of Science 핵심 컬렉션
1

검색필드 선택: 주제 (TOPIC)
2

Search Query 입력: 부울연산자와 기호연산자 활용
3

기간 설정: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 설정
4

추가 설정: 검색하고자 하는 Index 선택 가능
5

검색 버튼 클릭
6

연구키워드로논문검색하는순서1 활용가능부울연산자2

활용가능기호연산자3

기호 의미(예시)

“       “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연산자가 포함되는 단어 검색

ex) “Artificial Intelligence” / “ ___ “and” ____

*
0자 이상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ex) *carbon*=_carbon_ → hydrocarbon, polycarbonate

$
1자 이하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ex) colo$r=colo_r → color, colour

?
1자의 글자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

ex) en?oblast=en_oblast → entoblast, endoblast

A NEAR B A와 B사이에 최대 15개의 단어 검색

A NEAR/# B

A와 B사이에 #개 이하의 단어 검색

ex) coffee NEAR/2 tree  → coffee tree/ Coffee Shade

Tree/   COFFEE WITH MARRANGO TREE

SAME
연구기관명 및 주소에서만 사용하는 연산자

ex) (Sungkyunkwan univ) SAME Suwon
* Web of Science 사용자 매뉴얼 참조



인용보고서만들기를활용한후행연구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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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인용 보고서 만들기” 클릭

인용 보고서 만들기 페이지에서 검색된
선행연구 결과가 인용된 논문 클릭

후행 연구 논문 중 고인용 논문(Highly Cited Paper, HCP), 
화제의 논문(Hot Paper, HP)을 선별하여 후행 연구의

핵심 연구 논문 읽기

Web of Science 범주 분석: 후행 연구의 연구 분야 별

논문 수 분석

출판 연도 분석: 후행 연구의 출판 연도를

활용한 트랜드 분석



Web of Science 알람설정하기

내연구주제에맞는 Search Query로검색된논문알림받기1

관심논문인용알림받기2

로그인 이메일 주소

로그인 이메일 주소



최상위인용논문골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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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횟수로정렬하여피인용수가높은논문골라보기1

Highly Cited Paper(HCP)와 Hot Paper(HP) 골라보기2

▪ Highly Cited Papers: 최근 10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 ESI의 22개

연구분야별 상위 1% 인용을 받은 논문

▪ Hot Papers: 최근 2년간 출판된 논문 중 최근 2개월 동안 받은 인용수를

기준으로 ESI의 22개 연구분야별 상위 0.1% 에 해당하는 논문

일부 기관에서는 HCP와 HP 필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