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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Verse 소개

Elsevier의 새로운 플랫폼인 SciVerse는 ScienceDirect, Scopus와 과학분야 웹 컨텐츠가 통합된 플랫폼입니다. SciVerse는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와 검색 및 연구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능 제공으로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의 생산성을 향상
시킵니다.

ScienceDirect 및 Scopus 이용자를 위한 연구자료의 새로운 검색시스템

■ SciVerse ScienceDirect

■ SciVerse Hub
통합검색 및 Application 제공
www.hub.sciverse.com
ScienceDirect, Scopus, 웹 정보를 통합검색하며
Application 제공

Full-text DB
www.sciencedirect.com
2,500종 저널, 15,000권 이상의 전자도서 수록

■ SciVerse Scopus
서지 인용 DB
www.scopus.com
5,000여 출판사를 통해 약 18,000종 이상 학술정보의
초록, 참고문헌, 인용정보 제공

■ SciVerse SciTopics
신뢰할 수 있는 지식 공유 서비스
www.scitopics.com

■ SciVerse Applications
맞춤형 연구자료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
www.applications.sciverse.com

 플랫폼의 통합: ScienceDirect, Scopus는 SciVerse 플랫폼에 통합되어 SciVerse ScienceDirect, SciVerse Scopus가
되었습니다. 통합된 두 제품을 통해 상호 운용성이 향상된 SciVerse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 기능: SciVerse Hub는 SciVerse ScienceDirect, SciVerse Scopus 자사 데이터베이스와 웹 정보의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는 중복 정보를 제거하고 관련 항목별로 정렬됩니다.
※ SciVerse Scopus 검색 결과는 Scopus 구독기관에만 표시됩니다.

SciVerse 특징

 Applications 프로그램: SciVerse Applications(2011년 2월 정식 오픈)는 SciVerse ScienceDirect, SciVerse Scopus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이용자에게 맞춤형 검색을 지원합니다.



SciVerse Hub를 이용한 통합검색

단일 계정 로그인으로 효율적인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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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iVerse Hub는 화면 상단에서 Hub 링크
를 선택하거나 아래 URL로 접속합니다.
http://www.hub.sciverse.com

2. SciVerse Hub는 다음의 통합 검색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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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습니다.
• SciVerse ScienceDirect
• SciVerse Scopus(구독 기관에 한해)
• 과학분야 웹 컨텐츠

3. 특화된 각종 Application을 탑재하여 효
율적인 검색 및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결과는 ScienceDirect, Scopus, 웹 정
보에서 가장 관련 높은 자료 순으로 각 DB
별 중복이 제거되어 정렬됩니다.
다음 아이콘으로 정보 출처를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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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arch within Results로 추가 검색하거
나 결과 내 재검색 할 수 있습니다.

SciVerse ScienceDirect

SciVerse Scopus(구독기관에 한해)

웹 정보

나 결과 내 재검색 할 수 있습니다.
• Search within results: 결과 내 재 검색
• Year: 연도별 검색
• Keyword: 관련 키워드 별 검색

6. Application을 통한 향상된 검색결과를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SciVerse Applications 소개

향상된 컨텐츠 가치와, 쉬운 워크플로우 관리: SciVerse Applications는 ScienceDirect, Scopus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Applications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Application Gallery 보기

Application Gallery페이지는 제품 별 각 웹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Applications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가능하며,
Application 아이콘, 이름, 별점, 탑재가능 제품, 개발자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Semantic search: 요청된 쿼리에
맞게 관련성 위주의 검색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 t & t t i i 검색 결과는 Data & text mining: 검색 결과는
특정 패턴을 중심으로 통찰력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Visualization: 검 색 결 과 의 이 해 를
높이기 위한 그래픽 결과를 제공합니다.

 Recommenders: 서 로 의 제 안 을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Other tools: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 다양한
분야에 걸친 최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ciVerse는 API를 공개하면 다른 이용자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정보는 Developers 메뉴를 선택하거나 다음
URL을 방문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evelopers.sciverse.com 



SciVerse Application 적용 예

Application 프로그램은 그 기능에 따라 제품별 적용대상이 상이합니다.

SciVerse Hub 홈페이지
예) My WorkFlow Search, Methods Search,
Top 25 Hottest Articles, Search Translator

SciVerse Hub 검색결과 페이지
예) Prolific Author, Matching Sentences

SciVerse ScienceDirect 검색결과 페이지
예) Most Cited

SciVerse ScienceDirect 논문 보기 페이지
예) Table Download, eReader Formats

SciVerse Scopus 초록보기 페이지
예) More by These Authors



이용 가능한 SciVerse Applications

Application Name Developer Platform Description

eReader Formats Elsevier ScienceDirect 전체 텍스트를 eBook 리더 (iBook, Kindle적인 등)포맷 (ePub 또는
Mobipocket)으로 변환합니다.

Tsinghua Unive HubExpert Search Tsinghua Unive
rsity

Hub, 
ScienceDirect 컴퓨터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llinois Catalog Vi
ewer

University of Il
linois

Hub, 
ScienceDirect 일리노이 대학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동시에 검색합니다.

* Matching Sente
nces NextBio Hub 검색어가 포함된 문장과 단락을 표시합니다.

* Methods Search NextBio Hub ScienceDirect 전체 텍스트에서 Methods (방법론 및 물질) 섹션만을
검색합니다.

* More by These 
Authors Elsevier Scopus 해당 논문의 저자가 쓴 다른 논문을 표시합니다.

* Most Cited Elsevier ScienceDirect 검색 결과 내에서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5건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My Workflow Se
arch Elsevier Hub, 

ScienceDirect
myExperiment™ (www.myexperiment.org) 에 포함된 Health 및
Life Science 분야 관련 실험절차 및 데이터를 검색 및 열람합니다.

아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의학 및 생물분야 시소러스에서 동의어 및
ODiSSea(Ontology 
Driven Semantic S
earch)

Elsevier
/ Stanford Uni
versity NCBO

Hub

아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의학 및 생물분야 시소러스에서 동의어 및
관련 단어를 검색합니다.
(ClinicalTrials.gov, DrugBank, ResearchCrossroads, OMIM)Clinical
Trials.gov (clinical trials), DrugBank (prescription or OTC drugs), 
OMIM (genes) and Research Crossroads (grants).

* Prolific Authors NextBio Hub 검색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저자 Top 10을 표
시합니다.

quantiFind quantiFind Hub, 
ScienceDirect 수치 데이터 단위를 추출하여 연구 동향을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ScienceDirect Top 
25 Elsevier Hub ScienceDirect 논문 중 분기별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25편의 논문을

24개 주제별로 열람 가능합니다.

* Table Download Elsevier ScienceDirect ScienceDirect에서 제공하는 논문의 표를 Excel 호환의 CSV 파일로
전환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Recommend This Elsevier ScienceDirect Facebook 로그인을 통하여 해당 논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누가 이를
추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Google Translate API를 통해 52개 국어를 영어로 전환하여 검색할Search Translator Elsevier Hub Google Translate API를 통해 52개 국어를 영어로 전환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Data.gov Dataset 
Search

TWC/LOGD at 
RPI Hub 약 30만건의 US 정부 문건(Data.gov)을 대상으로 SciVerse Hub 상에

서 검색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결과가 동시 열람됩니다.

HealthMash Weblib Hub
검색하는 키워드와 각 부분별로 관련어를 열거해 주며 해당 키워드를
SciVerse 에서 다시검색 하거나 HealthMash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
과를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표시가 있는 Applications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으며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SciVerse Applications - 프로그램 추가 삭제 이용방법

Applications 프로그램 추가

1. 화면 상단의 링크에서 Applications를 선택
하거나 다음의 URL로 접속합니다.
http://applications.sciverse.com

2. 메뉴에서 Application gallery를 선택하거
나 Browse applications 버튼을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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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rowse applications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Applications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합니다.

3 Application Gallery에서 다양한 프로그램3. Application Gallery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확인한 후 추가할 프로그램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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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s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면 [Add
applic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Application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권한 ID / PW로 로그인하여 관리자
가 개인별 설정하거나 (Add app for self)
기관 전체 설정 dd f i i i기관 전체로 설정(Add app for institution)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엘스비어 한
국지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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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프로그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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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 가능한 Applications 프로그램은[My
Settings] 메 뉴 에 서 [Modify Personal
Details and Manage Applications]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삭제하려면 Remove 버튼을 클릭합니다.

7.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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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Verse Applications / Hub / ScienceDirect / SciTopics / Scopus

Achieve more  To gain access to our SciVerse suite of  products  Achieve more. To gain access to our SciVerse suite of  products, 
please contact the Elsevier Regional Sales Office nearest you.

www.info.sciverse.com

Elsevier Korea L.L.C.
140-86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534 천우빌딩 4층
Tel: 02-6714-3000 e 0 6 3000
Fax: 02-732-8689 
Email: krinfo@elsevier.com
http://korea.elsevi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