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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M Journals Online 소개
 SIAM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은 14,500명 이상의 개인 회원, 500개 이상의 기관회원

으로 구성된 미국 산업응용수학회입니다. 1942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Mathematics + Science + 
Technology를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솔루션의 기초가 되는 산업&응용수학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저널
인용 보고서 (Journal Citation Reports, JCR)에 따르면 SIAM의 저널 중 10 개가 Impact Factor순위에서 각 카테
고리 별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IAM의 미션은 출판물, 연구 및 커뮤니티를 통해 수학과 과학 및 기술 세계 간의 협
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SIAM은 수학자,엔지니어 및 과학자 간의 정보 및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방대한 학술 정보 라이
브러리를 제공합니다.

 Finance, Aeronautics, Pharmaceuticals, Automotive technology, Textiles, Computers,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al modeling, Weather등 다양한 산업 적용 가능

 18종의 저널 연관 분야 상위에 랭크 (Siam Review는 2018년 기준 랭킹 1위)



 SIAM은 전 세계 응용 수학 및 컴퓨터 과학 커뮤니티를 위한 최고의 지식 소스인 18 종의 Peer Reviewed 연구 저널을 발
간하고 있습니다. SIAM 저널의 전체 Impact Factor 는 1.698을 기록했고 (2017/2018년 기준) `산업응용수학회 리뷰
(SIAM Review)`는 2.8의 수치를 나타내어 응용수학 분야에서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종 저널의 온라인 저
널 아카이브 (1953-1996년)인 LOCUS를 제공하고 있고, 2018년에 런칭된 SIMODS(Journal on Mathematics of 
Data Science)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최신 트렌드 및 관련 지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IAM E-book은 전 세계 응용 수학 및 컴퓨터 과학 기관을 위한 최고의 지식 소스이자,전 세계의 연구원, 교수 및 학생에
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16개 시리즈의 E-book 520권 이상을 제공 하며, 학계, 정부 기관 및 업계에서
일하는 수학자, 계산 과학자 및 엔지니어를 위한 고품질의 도서를 발행합니다.

 저널 이용 홈페이지: https://epubs.si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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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M Main Page

1. 저널명을 클릭하여 해당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
2. Browse 클릭하여 issue 페이지로 이동
3. SIAM e-books 페이지로 이동



SIAM Journal Onlin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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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살표 모양 클릭하여 각 저널의 홈페이지로 이동
2. 각 저널 커버이미지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3. 최근 발행된 아티클 보기
4. 가장 많이 읽은 10개 아티클 보기
5. FaceBook, Twitter, YouTube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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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 Keyword 검색
- 저널 및 ebook 컨텐츠 및 특정 저널 내 검색 가능
-”This Journal”은 해당 저널 페이지에서 검색하고자 할 때만 활성화됨

2. Citation 검색
- 저널별 volume, issue, page 정보로 검색 가능

3. DOI/ISSN 검색
- 아티클 단위 DOI 검색
- ISSN, ISBN 검색



Advanced Search

“Add another search term” 
클릭하여 검색 키워드 추가 가능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
타이틀 지정



Search Results

1. Search Filter
-출판물, 아티클 유형, 저자, 키워드, 출판년도 등으로 검색결과
제한

2. Show/Edit: -검색식 보기 및 결과 수정
3. New Search: 새롭게 검색 시작
4. 검색결과 보기

-Email: 이메일 Alert 설정
-Track Citations: RSS Feed 설정으로 새로운 아티클 발행 여
부 확인

5. 검색식에 대해 RSS 설정

2



Search Results

1. Save Search
-검색식 저장
-새롭게 검색되는 아티클 확인을 위한 Alert 주기 설정

2. 과거 검색되었던 검색식 history 보기
3. Show Abstract: 검색결과 내에서 초록 보기



Journal Home

저널에 대한 상세 소개
(ISSN, 저널ID 포함)

해당 저널의 주요 아티클 안내

Volume, Issue 브라우즈 및 검색 링크
-Issue in Progress: 정식 출판되기 전 이슈

이슈별 Editorial Board 정보 제공

가장 많이 인용된 20개의 아티클

최근 출판된 아티클



Issue Home

이슈 내 검색

10년 주기로 드롭-다운
버튼 통해 이슈 브라우즈



Article

1. Article Tools

- 즐겨찾기, 서지정보 다운로드, Alert 설정

2. Recommend & Share

- 도서관 및 친구 추천

- Facebook, Twitter 등을 통한 정보 공유

3. Notify Me!

- 이메일 Alert, RSS 등록

4. Session History

- 최근에 본 아티클, 최근 검색한 내용 확인

5. Related Database

- 해당 아티클과 관련있는 데이터베이스

6. Article Data

- 원고 제출일, 최종 승인일 및 발행일자 제공

- Keywords, AMS 분류, DOI 정보

7. Publication Data

- ISSN 등 출판물 정보

다음 아티클로 이동



LOCUS

LOCUS 

- SIAM’s Online Journal Archive Collection

- 1953년부터 1996년까지의 과거 자료에 대한 별도
링크 제공 (검색 시, 컨소시엄으로 제공되는 커버리
지와 통합된 전체 대상으로 검색)

- 저널별 이용 가능한 커버리지와 볼륨정보 바로 확
인 가능



TOC Alerts

TOC Alerts 

- 저널 및 이북의 새로 출간되는 이슈에 대한 목차정
보를 ASCII 또는 HTML 포맷으로 받아 초록과 원문
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 

1. Citation Email Alert 

- “Tracking Citations” 통해 지정된 Alert에 대
해 새로 발행되는 아티클 트래킹



감사합니다.

http://igroupkorea.kr/

michelle@igroupkorea.com

http://igroup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