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evier R&D Solutions

Quick Reference Guide
Knovel(노벨)은 100개 이상의 출판사·학술단체가 발행하는 공학서적 및 핸드북을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본문, 표, 그래프, 데이터까지
직접 검색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웹클라우드 기반의 툴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35개 연구분야 및 6개의 프리미엄 콜렉션을 제
공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과 재료 물성치 검색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Basic Search （기본검색）

②

①

③

④

① 키워드 입력

② 컨텐츠 유형별 검색 결과

검색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키워드를 검색 창에 입력합니다. 여러 키
워드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AND 검색이 됩니다. 키워드 입력
규칙은 본 페이지 하단 "키워드 입력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결과는 Text Sections, Conference Proceedings, Book Titles,
Interactive Graphs 등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 분류 한 목록으로 표시됩니
다. 컨텐츠 유형을 선택하면 검색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③ 검색결과 보기
컨텐츠 정보가 게재되어있는 서적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표시됩니
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④ 키워드 추가
추가 키워드를 우측상단 검색창에 입력 후
드가 적용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을 클릭하면 추가 키워

※ 키워드 입력 규칙
1. AND, OR, NOT 검색
・ 키워드 사이에 AND, OR, NOT을 입력하여 AND 검색, OR 검색,
NOT 검색이 가능합니다.
・ 키워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여러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 여러 키워드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다음 세 가지
검색이 실행됩니다.
- 한묶음의 절로서 검색
- 근방 검색 (동일 페이지에 10 단어 이내 키워드가 존재)
- AN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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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옴표 사용
・ 여러 키워드를 따옴표 (“키워드") 안에 있는 경우는 한 묶음의 절로서
검색됩니다. 그러나 대화 형 테이블에 포함되는 항목은 제외 됩니다.
4. 기타
・ 와일드 카드로 별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he, if, any, at are, also 같은 단어는 검색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5. 책 제목과 저자 이름으로 검색
・ 본문이 아닌 제목과 저자 이름을 대상으로 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 Title : chemical (제목 chemical가 포함 된 도서를 검색)
- Author : Morrison (저자 이름에 Morrison가 포함 된 도서를 검색)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기혁 과장(Engineering Solution Sales Manager) / Tel. 02) 6714-3136 / Email. key.lee@elsevier.com

⑧
⑥

⑨

⑤

⑦

⑩

⑤ 본문 읽기
③번에서 언급된 링크를 클릭하면 본문, 그래프 및 표 등이 표시됩니다.
검색한 단어는 하이라이트로 표시됩니다.

⑨ 페이지 스크롤
아이콘을 통해 PDF의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⑥ 자료출처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보고있는 컨텐츠의 자료출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⑩ 인쇄, 다운로드 등
를 사용하면 표시하는 검색 결과의 인쇄, 다운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 Share URL: Knovel에서 URL을 이메일로 공유
・ Create Citation: Citation을 기입 해 Mendeley와
EndNote에 import (PDF의 import 불가)
・ Download Section: PDF 다운로드
・ Print Section: 섹션 인쇄

⑦ 표시 옵션
확대, 축소, 화면 크기에 맞는 크기로 보기 등을 아이콘 만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⑧ 페이지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여 키워드가 포함 된 앞·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Data Search（재료물성치 정보검색, Interactive Table 외）
②

③

①

① Data Search
Home 페이지의 "Data Search"버튼을 클릭하면 Data Search 화면이
표시됩니다.

② 쿼리 입력
"Material or Substance Name” 상자에 재료명을 입력하고, 화면 우측
상단의 "Find a property” 상자 아래에 표시되는 물성치 중에서 이용하
고 싶은 것을 화면 중앙으로 드래그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검색 건수가
화면 우측하단의 "Your Query"란에 "○○ results"로 표시됩니다.
③ 물성치 범위 지정
물성치의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질 또는 물성치만을 지정한 검
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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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④
⑤

④ 검색 결과 목록의 표시
②에 표시된

⑤ 데이터의 표시
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목록이 표현됩니다. 검색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정렬, 필터링, 오름·내림차순이 가능합니다.

을 수행하고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표의 제목, 출처, 정보, 표의 항목
⑥ 각종 아이콘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의 출처 정보 (서적 · 사전 등의 정보)
・

My Knovel에 테이블 저장

・

표시되어있는 테이블에 대한 주석보기

・

PDF, Excel, csv 형식으로 내려받기

Tools

① Tools
단위변환기인 "Unit Converter"와 다양한 방정식을 수록한 "Interactive Equations"등의 도구는 Tool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novel 그래프 (Interactive Graph 예시)

①

②
③

① 인터랙티브 컨텐츠에 액세스

③ 그래프의 표시

검색 결과의 컨텐츠 형식 중에서 Interactive Graphs 또는 Interactive

"Graph digitizer"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래프가 표 시됩니다.

Tables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검색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 열람중인 PDF에서 "LIVE GRAPH"라고 적혀있는 것도 인터랙티브
컨텐츠입니다.

를 클릭하면 인터랙티브 컨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② 그래프 요약 정보보기
"CLICK LINK TO VIEW THE TABLE"을 클릭합니다. 그래프의 X 축, Y 축,
그래프 제목 등의 정보가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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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④
⑤

④ 차트 영역 지정
그래프가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배경색이 녹색 영역이 현재 선택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 경우, Y Axis를 "Strength, ksi, and
reduction in area %"로 전환하면 화면 아래의 그래프 배경색이 녹색입니다.) Active Area의 체크를 해제하면 배경색이 사라집니다.
⑤ 그래프 항목

⑥ 데이터 내보내기

・ X 축 · Y 축 단위 변경
(단위 변경 가능 여부는 그래프에 따라 다릅니다.)
・ 그래프에서 플롯 X 축, Y 축 좌표값의 추출
・ 좌표 값의 소수점 자리수 변경
・ 그래프의 라벨명
・ 그래프 영역의 확대 · 축소

My Knovel

"Actions"에서 추출된 X, Y 값을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Add to My Knovel
・ Export
・ Print

①

③

① My Knovel
검색 쿼리 및 결과 등을 저장하기 위해 My Knovel를 엽니다. (My Knovel의 이용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② My Knovel 항목
지금까지 Save Search, Add to My Knovel, Save to My Knovel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 나 검색 쿼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③ 폴더 만들기
새 폴더를 만들고 정보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③

Browse

①

②

① Browse 메뉴를 클릭하면 Knovel에 포함된 주제 범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콘텐츠 목록 "All Content"가 선택되어있는 경우에는 Knovel 전체 내용이 표시됩니다. "My Subscription"가 선택되어있는 경우는, 소속 기관에서 구독
하는 Subject Area 또는 Premium Contents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③ 특정 주제 분야를 선택하면 주제 분야 별로 포함 되어 있는 컨텐츠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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