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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동 가능

- AMS 출판사의 전세계적인 수학문헌 저널인 Mathematical
Review(MR)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온라인 검색도구
- AMS 외 610여 개 출판사의 저널 1,900여종에 실린 약 160만개 이
상의 아티클 링크와 약 280만개 이상 데이터를 포함
-매년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며, 대부분이 수학주제
분류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방식으로 정리

* MathSciNet 이란?



MathSciNet 검색방법 (출판물, 저자, 저널, 참고문헌 별)

현재 검색 가능한 출판물 총 수

1) 저자, 타이틀명, MSC(수학분류코드),
Institution Code(출판기관) 등 다중검색
- 출판기관 코드 검색사이트 :
http://www.ams.org/instcode/
2) 출판연도 별 검색
3) 출판형태 별 검색
4) 다운로드 양식 별 검색

- 총 출판물 다중검색
- 저자 및 저널 단일검색
- 인용타이틀 세부검색 가능

** 검색 Tip : 불확실한 부분에 “ * ” 입력
1) 저자명
- First Name 불확실 시
ex) Graham, R* 입력 -> ‘Ron, Graham’, ‘Robert,
Graham’ 등 결과값 가능
- 저자명의 중간이 불확실 시
ex) M*cDonald, J. 입력 -> ‘MacDonald, J.’, ‘McDonald
J’. 등 결과값 가능
2) 타이틀 명 : 서명 중간이 불확실 시
ex) Spher* conditions 입력 -> Sphericity conditions,
Spherical conditions 등 결과값 가능



검색된 총 출판물 수

MathSciNet 검색결과 – 저자명 ‘Graham, R*’ 으로 검색 시

1) PDF : 리뷰/저자요약/참고문헌
2) Clipboard : 인용도구(클릭 시 상단에 Clipboard 메뉴 자동 생성)
3) Journal : 해당 저널 사이트로 이동(구독 시만 원문 엑세스 가능)
4) Article : 해당 아티클 사이트로 이동(구독 시만 원문 엑세스 가능)



MathSciNet Item Tags 서비스

1. Preliminary Data (출판예정 컨텐츠)
: 저자증명 및 편집 관련 결정 등 모든 출판과정이 진행되는 동
안 새로운 논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2012년 11월 중순부
터 시작)
2. Pending Item
: 저자 권한 및 MSC 분류를 포함한 서지에 관한 모든 논의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리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3. Reviewed Item
: 저자 권한 및 MSC 분류를 포함한 서지에 관한 모든 논의가
완료되었으며, 제 3자에 의한 리뷰 혹은 저자요약 존재
4. Indexed Item
: 저자 권한 및 MSC 분류를 포함한 서지에 관한 모든 논의가
완료되었으며, 리뷰는 되지 않을 예정
5. Database Expansion Item
: MR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커버리지가 팽창되어 분류 및 리뷰
는 되지 않았으나, 다른 출판물들과 동등하게 취급
6. DML Item
: World Digital Mathematics Library (WDML)와 같은 특정
기관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거쳐 만들어진 새로
운 컨텐츠
7. Thesis Item
: 외부기관의 박사(Ph.D. )에 의해 제출된 컨텐츠 (저자 및 저
자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만을 통해 리뷰 가능)

MathSciNet Item Tags란?
: 아이템(아티클)의 검토과정
단계를 표시하는 태그



MathSciNet 검색결과 – 저널 명 ‘Duke’ 로 검색 시

- 부분 서명으로 전체 서명 검색 가능
- 저널의 서지정보 확인 가능
- 인용 리스트 확인 가능
- 저널 URL

- 저널 데이터베이스는 MathSciNet에 인덱스된
저널로 구성
- AMS 외 610여 개 출판사의 저널 1,900여종에
실린 약 160만개 이상의 아티클 링크와 약 280만
개 이상 데이터를 포함

1) List Journal Issues : MathSciNet에서 인덱스된 인용 이
슈리스트(이슈 및 타이틀 별 인용 확인 가능) – 1985년 이
슈부터 가능

2) Journal Citations : 해당 저널의 2000년 이래 인용정보
3) RSS Feeds : Feeds로 추가 시 해당 저널의 웹사이트에서

자동 업데이트된 컨텐츠 정보 제공



MathSciNet 의 저널 검색 도움 정보

MathSciNet에 인덱스
된 새로운 저널 리스트

저널 검색 및 결과값에
대한 도움정보



<인용 검색>
- 저자 검색
- 저널명 검색
- 주제 검색
- 인용연도 검색
- 인용 Top 10

MathSciNet 검색방법 (인용상세검색)

인용 Top 10 :
세부검색 가능 (출판형태 별 & 연도 별)

검색 초기화면으로 복귀



MathSciNet 검색결과 – ’Acta Math.’의 인용정보

클릭 시 인용한 타이틀의
리스트 확인 가능

저널과 저널 아이템의 연도 별 인용횟수

Mathematical Citation Quotient(MCQ) :
5년 간 해당 저널에서 인덱스된 아티클 별
평균 인용 횟수



MathSciNet 튜터링 서비스– http://www.mathscinet.info/index.html

MathSciNet의 검색도구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튜터링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http://www.ams.org/pairing/pair_my_device.html

* Mobile Pairing 등록방법
1) 기관의 등록된 IP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바일 서
비스 http://www.ams.org/pairing/pair_my_device.html
접속
2) 첫번째 페이지에서 ‘Yes, contiune’ 클릭 -> 두번째 페
이지에서 ‘Accept’ 클릭 -> 완료
3) 페어링 후 90일동안 이용 가능 (만기 시 재등록)



MathSciNet 이용통계 사이트 – http://www.ams.org/CounterSushiServer/ 

기관의 Institution Code(Username) 와
Password 입력
(엡스코로 문의 시 출판사로 요청 가능)

1) 구독기간 선택
2) ‘DB 1 Release 3(MathSciNet)’ 선택
3) 통계 다운로드 양식 선택
4) ‘Submit’ 클릭



감 사 합 니 다.

www.ebscokorea.co.kr

TEL: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