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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Society of Chemistry 소개

■학회소개

1841년 설립된 비영리 학회로 전 세계 약 45,000명의 회원을 지니고 있는

유럽의 가장 큰 규모의 화학 학회

■주제

화학 전반

무기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나노화학, 분석화학, 일반화학, 

식품화학, 재료 및 고분자화학, 응용 및 공업화학, 환경화학, 바이오분자화학 등

■출판사사이트 URL - https://www.rsc.org/

서비스제공 URL - https://pubs.rsc.org/

■ Access Coverage

2008년~현재 (타이틀 별 상이)

(Journal Archive 1841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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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타이틀종수 (47종) 2021년 1월 기준

• Journal 39종

• Database 5종

• Annual Report(백파일) 3종

■무료제공

• ChemSpider (화학구조 검색 Database)

• RSC Education (화학 교육 자료 제공)

■ 2019년 Impact Factor

• 저널 평균 인용지수 7.5

Chemical Society Reviews IF 42.846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IF 30.289

Materials Horizons IF 12.319

Natural Product Reports IF 12

• RSC Impact Factor : 

https://www.rsc.org/journals-books-databases/about-journals/impact-factor/

Royal Society of Chemistry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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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안내

https://pubs.rsc.org/

아이콘 ≡ 클릭하면

전체 메뉴 확인 가능

출판 중인 저널 목록

주제, 출판연도 등으로

저널 목록 필터 가능

콘텐츠 유형 별

페이지로 이동

일반검색 & 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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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검색

https://pubs.rsc.org/

키워드 검색

(아티클명, 타이틀명, 저자명, DOI, ISSN/ISBN 등) 

검색어와 연관된

저널 아티클 및 이북챕터 확인

관련도 순, 출판연도 순 정렬

검색어 관련 컬렉션

검색어와 연관된 아티클, 
출판물의 저자/발행연도, 
저널, 이북, 주제 컬렉션으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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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https://pubs.rsc.org/

콘텐츠 유형 선택 (저널 아티클 / 북 챕터)

저자명 입력

참고문헌 검색

포함 여부 선택

Full-text에
포함/제외되는

단어 혹은 문장 입력

출판연도 설정

아티클명/ 챕터명, 
DOI 입력

고급검색 Tip

고급검색 설정 후
Find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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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페이지

https://pubs.rsc.org/

아티클 PDF 

다운로드

HTML(웹사이트 상) 
보기

주제 컬렉션 별
아티클 보기 가능발행 이슈최신 아티클

저자를 위한 아티클
기고 관련 정보

저널 내 검색

(용어, DOI, 저자)

저널 내 아티클 검색

(출판연도 및 페이지번호)

연도 별 수록 Issue 보기

관련 저널

서명 변경 전 과거 타이틀 포함

6



저널페이지 - Alert 및 RSS Feeds 설정

https://pubs.rsc.org/

저널 상세정보

이메일 알림 (Email Alert) 설정

(8 페이지 참고)

RSS Feeds 설정 (9 페이지 참고)

클릭 시, 해당 저널의 RSS Feeds 설정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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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페이지 – Email Alert 설정

https://pubs.rsc.org/

* Alert 이란? 
: 관심 있는 출판물의 새로운 발행분 및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

Alert를 수신할
Email 주소 입력

이용자의 정보 입력

이메일로 Alert 받고 싶은
출판물의 주제 선택

Security Code에 적힌 6자리 숫자를
동일하게 Enter Security Code에 입력

아이콘 클릭 시
Email Alerts Service 페이지로 이

동
https://www.rsc.org/Publishi

ng/Journals/forms/V5profile.
asp

설정 완료 후, Subscrib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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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Feed 를 받을
저널 클릭

RSS Feeds 설정

* RSS Feed란? 
: Alert Service의 일종으로 웹 상에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발행분의 정보를 확인 가능

* RSS Feeds 설정 페이지

https://pubs.rsc.org/en/ealerts/rssfeed

원하는 Feed 설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Feed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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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페이지

https://pubs.rsc.org/

저자 정보

아티클의 최신 업데이트 여부/

저자/펀딩/라이선스 등 정보
확인 가능

아티클 정보

BibTex,EndNote,RefWorks 등으로

인용정보 확인 가능

아티클 재사용을 위한 안내

본 아티클 저자들의

RSC 다른 아티클 검색

아티클 PDF 

다운로드

HTML(웹사이트 상) 
보기

본 저널을
인용한 저널 관련 아티클/북 챕터

Altmetric

(온라인 상 관심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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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metric

1) Altmetric Attention Score(온라인상 관심도를 수치화)

2) 아티클에 대한 SNS(Tweeter, Facebook 등) 상 언급

3) 서지정보관리도구(Mendeley, CiteULike 등) 상 구독자 수

트위터와 Mendeley 상의 해당 연구자에
대한 국적/직업 확인 가능

온라인 상 관심도 수치

(해당 주제 및 6주 내 발행물 범위 내 확인 가능)

https://pubs.rsc.org/ 11



Books

https://pubs.rsc.org/

기관 접속 또는 RSC 개인 계정 로그인 시,
모든 eBook의 첫 번째 챕터는 무료로 이용 가능

eBook 저자 및 편집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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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페이지

인쇄출판일자/ 판권연도/ ISBN 확인, 

인용정보 다운로드

Preliminary content 클릭 시 속표지, 
서문, 편집자, 기여자 정보 등 보기 가능

챕터 PDF 다운로드

이북 및 저자 정보

https://pubs.rsc.org/ 13



DatabaseDatabases

https://pubs.rsc.org/ 페이지에

서 Database 클릭

Literature updating services (Gold Package 구독기관이용가능)

https://www.rsc.org/journals-books-databases/databases-
literature-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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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Spider (무료서비스)ChemSpider (무료)
ChemSpider : 화학자커뮤니티를위한 RSC의고유화학구조검색 DB

https://www.chemspider.com/

1) 1 억 개 이상의 화합물 구조 제공

2) 텍스트와 화합물 구조의 빠른 검색

3) 데이터 누적(Deposition) 및 보존(Curation)
4) Daily Update (데이터 및 링크) 

5) 모바일 서비스 제공

https://pubs.rsc.or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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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 Education (무료)

RSC Education : 화학분야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https://edu.rsc.org/resources

https://pubs.rsc.org/

https://www.rsc.org/ 에서

Teaching & learning → Education websit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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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highlights 

https://pubs.rsc.org/ 17

https://www.rsc.org/news-events/journals-
highlights/

https://www.rsc.org/ 에서
News & event → Journals Highlights 클릭

RSC 저널에 실린 주요 연구 내용 소개

https://www.rsc.org/news-events/journals-highlights/
https://www.rsc.org/


RSC계정등록

https://pubs.rsc.org/

메뉴 상단에 Log in/register 
또는 아이콘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Register 클릭하여 계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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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계정등록

https://pubs.rsc.org/

이용약관 확인 후 클릭 (필수)

RSC 안내 이메일 수신을 원하면

Yes, please keep me informed 
클릭

원하지 않으면 No thanks 클릭

Username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공백을 포함할 수 없음. 

숫자, 아래의 특수문자 포함 가능

밑줄(_), 하이픈(-), 마침표(.), at 기호(@) 

Password는 최소 6자, 최대 20자여야 함

최소 하나 이상의 알파벳 또는 숫자를 포함해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음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예: 밑줄(_), 하이픈(-), 마침표(.), at 기호(@)] 포함
가능

PERSONAL DETAILS : 개인 정보 입력

PROFESSIONAL DETAILS : 소속 분야 및 기관명 입력

클릭 후, 요청내용 확인

정보 입력 완료 후 Register 
클릭

등록한 이메일로 RSC에서 계정확인 이메일 발송

이메일 내 계정확인 링크를 클릭하면 계정 등록 완료 19



RSC 관외접속

https://pubs.rsc.org/

Google CASA (Campus Activated Subscriber Access)

• CASA는 구글 스콜라에서 색인된 모든 저널 기사에 대해 자동으로 활성화

• 이용자가 캠퍼스 내 또는 Proxy, VPN 등을 통해 기관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로 Google 

Scholar에서 기관이 구독하는 RSC 아티클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Google CASA 연결이 생성되며, 

이후 30일 동안 관외에서도 기관이 구독하는 저널 아티클에 액세스 가능

• 연결이 만료된 경우, 다시 기관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Google Scholar를 통해 RSC 아티클을

이용하여 연결을 활성화 가능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교내 이용자 로그인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RSC 검색 또는 브라우징하여 https://pubs.rsc.org/ 에 접속

[참고] Google Scholar – Access

https://scholar.google.com/intl/en/scholar/help.html#ac
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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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 관외접속

https://pubs.rsc.org/

Google Scholar에서 설정
클릭

라이브러리 링크에서 소속 기관명을 검색하여 선택 후 저장

라이브러리 링크 설정 후

Google Scholar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기관에서 구독하는 콘텐츠는

[PDF] 또는 [HTML], Find it @ 기관명 등
링크가 표시됨

※ 교외 접속 시, 기관 인증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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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 모바일서비스이용안내

1) 모바일사이트 URL : https://pubs.rsc.org/

2017년 10월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사이트 접속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2) 이용방법 :

- 관내 접속: 관내 IP 대역 내에서 이용할 경우, https://pubs.rsc.org/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여 이
용

- 관외 접속: 기관의 Shibboleth 또는 OpenAthens 인증, 프록시 서버로 접속

3) 모바일서비스특징

• 모바일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 구독 중인 출판물 및 최신발행 무료저널 이용 가능

• HTML 및 PDF 형태의 원문 저장 및 보기(오프라인 작업 가능)

• Email, Twitter, Facebook를 통한 아티클 전송 및 공유

https://pubs.rsc.or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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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www.ebsco.co.kr

Tel : 02-598-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