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이용자 매뉴얼

Last Update : Dec, 2013

http://pubs.rsc.org/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소개

1) 학회 소개

: 1841년 설립된 비영리 학회로 전 세계 약 45,000명의

회원을 지니고 있는 유럽의 가장 큰 규모의 화학 학회

2) 주제

: 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나노화학, 분석화학, 

일반화학, 식품화학, 재료 및 고분자화학, 응용 및 공업화학, 

환경화학, 바이오분자화학)

3) Coverage

저널 Current : 2008년~현재 (저널 별로 상이)

저널 Archive : 1841-2007년 (저널 별로 상이)

이북 : 1968년 ~ 현재 (컬렉션 별로 다름)

4) 서비스제공 URL : http://pubs.rsc.org/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소개

5) 타이틀 종 수

- 저널 36종

- 데이터베이스 6종

- 매거진 2종

- 이북 1,000권 이상

6) 2012년 Impact Factor

- 2012년 평균 인용지수 “5.41“

- 2012년 화학 분야 Top 20위 내 6종 포함

- 저널의 약 70%가 3 이상의 인용지수 보유

- ‘Chemical Society Reviews’  2012 IF 2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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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 출판사의 관련

소식 안내

RSC 이용사이트 첫 페이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브라우즈 가능

가장 인기 있는 저

널 및 이북 소개

Reference 정보 및 DOI 

입력을 통한 아티클 검색 ChemSpider로 화학

구조 검색 (무료서비스)



관련 뉴스 확인

Journal Browse

브라우즈 옵션 선택

- Current/Archive 

- 주제, 출판연도

원하는 저널의 이슈

/Article 검색

알파벳 순 브라우즈

선택된 옵션에 따른

타이틀 브라우즈



RSS Feed, Alert 

설정, Twitter 공유

관련 뉴스

아티클의 출판연

도, 볼륨, 이슈 선

택

1) 관련 주제 타이틀 2) 출판

연도에 따라 서명만 변경된

경우 해당 타이틀 기재

Journal Page

저널 정보

해당 저널의 인용지수, 

출판주기 등 간략 정보

해당 저널 내 아티클 검색

인용정보 다운

로드 유형 선택

아티클 원문 다운

로드(PDF/HTML)



Recent Articles 

1) 아티클 내용을 빠르게 확

인 가능

2) 최신발행아티클, 발행 전

아티클, 원고 확인 가능

Issues : 최신호의 아티클

및 커버, 비평 등 확인 가능

Themed Collections:

이슈 내 Article을 주제

별로 묶어 나열
Most Read Articles:

지난 30일 동안 이슈 내 가장 많이 다

운로드된 아티클 확인 가능

Journal Page



신규발행/모든 타이틀, 시리즈, 주제, 

이북 컬렉션, 출판연도 선택 가능

관련 뉴스 확인

EBook Browse

이북 간편검색

알파벳 순 브라우즈

선택된 옵션에 따른

타이틀 브라우즈



해당 E-Book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북 Chapter 리스트

Email/ Bookmark로

공유, 선호리스트에

추가

해당 타이틀과 관련된

저널 Article/ 이북 확인

EBook Page

원문다운로드



Advanced Search

컨텐츠 유형 선택

참고문헌 포함/비포함 선택

고급검색 Tip

저자 입력

Full Text에 포함 및 제

외된 단어/문장 입력

아티클 명/ 챕터 명 입력

아티클 및 챕터 DOI 입력

발행연도 선택



검색 키워드 확인

검색어가 포함된 컨텐츠

유형 별 아티클

컨텐츠 유형, 저자, 발행연도, 

저널/이북/데이터베이스/비

RSC저널의 아티클 별 분류

검색 수정 및 History 확인

Advanced Search (결과)

클릭 시 아티클의 엑세

스 가능 여부 확인 가능



Database

구독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선

택하여 접속

(ChemSpider는 무료이용가능)



부가서비스 (무료)

1) Blogs : 타이틀 별 블로그 이용 및 코멘트 가능

2) Chemspider : 화학구조 데이터 베이스

(별도 이용매뉴얼 제공)

3) Open Access: 무료이용 가능한 오픈엑세스 타이틀



부가서비스 (무료)

* Learn Chemistry 란?

: 화학분야 교수와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e-learning 서비
스 (매월 업데이트)

1) RSC 컨텐츠 및 화학용어, 전세계 이슈 검색

2) 화학 관련 비디오, 시뮬레이션, 게임 등 제공

3) “Talk Chemistry” : 주요 커리큘럼 뉴스와 의견 개진 가능

4) “Wiki” : RSC 컨텐츠의 최신뉴스 및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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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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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rt Email주소 설정

이용자의 정보 입력

Alert 을 받고자 하는 출판물의

주제 선택
동일한 Security Code 입력 후

Subscribe 클릭

Alert 설정

* Alert 이란? 

: 관심 있는 저널의 이슈 발행 및 새로

운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



웹 화면 “피드”탭에서 확인 가능

RSS Feed 를 받고자

하는 저널 선택

RSS Feeds 설정

* RSS Feed란? 

: Alert Service 의 일종으로 웹 상에서

실시간으로 저널 이슈의 정보를 확인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 iOS 3.0버전 이상 (iPad, iPod,iPhone) : 

http://itunes.apple.com/gb/app/rsc-mobile/id459371444?mt=8

• Android 2.1버전 이상: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rsc.rscmobile

2) 기관 내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원하는 아티클을 HTML/PDF로 저장
하여 이용

* 기관 외 장소에서의 이용

- 오프라인 상 저장된 아티클만 이용 가능

- 개인계정으로 로그인 시 기관구독분이 아닌 신규발행 무료저널의 첫
번째, 두번째 볼륨 및 아티클만 보기 가능

RSC 모바일서비스 이용안내

http://itunes.apple.com/gb/app/rsc-mobile/id459371444?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rsc.rscmobile


1) 구독 중인 타이틀 및 최신 저널 엑세스 가능

2) Full text로 HTML 및 PDF 저장 및 보기 가능

3) RSC 플랫폼의 최신 뉴스 보기 가능

4) 오프라인 상 작업을 위한 아티클 저장 가능

5) email, Twitter, Facebook를 통한 선호타이틀 공유 가능

RSC 모바일서비스 특징



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