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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및 문헌 검색

추가 CAS solutions 링크
예) Analytical Methods, Formulus,
or the STN IP Protection Suite

로고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Search Interface

SciFindern 은 간결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결과 저장, 알림, Combine
기능 접근

What‘s New, 세팅, 도움
가이드, 로그아웃

이전 검색 확인

검색어

Advanced Search 기능
문헌검색, 물질 검색에서 사용 가능

구조 그리기 툴

검색 실행하기

Reference Search 문헌 결과는 시각화 된 사용 친화적인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
•
•
•
잠재적으로 관련된 추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헌은 검색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정렬됩니다.
검색을 저장하거나 링크를 전달하거나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통해 검색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PatentPak은 특허 전문 내 색인 된 물질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색인된 물질 확인

색인된 반응식
확인

인용 문헌 확인

결과 재 정렬

결과 표시 방식 변경

다운로드
적용된 필터 선택 취소

저장, 알림
설정

결과 공유
모든 필터 지우기

제목 선택하여 문헌 정보 확인

먼저 Filter by 또는 Exclude를
선택한 다음, 필터 범주를 선택
해당 문헌에 관련한 물질, 반응식, 인용 정보 불러오기

특허 전문 내 물질의 위치 확인
특허전문 옵션에 액세스

결과 구체화를 위해 필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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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상세정보 및 검색
문헌 출처 정보

대표 그림/그래프/물질구조 표시
전문의 액세스 옵션
PDF: 원문 특허 PDF 표시
PDF+: 원문 특허와 함께 색인된 물질 표 확인
Viewer: 주석이 달린 원문의 Interactive 버전 확인

임시 신청에 대한 수선 순위
세부 정보 확인
CAS 과학자들에 의해 색인 및 추가된
문헌 내 주제 및 물질

이 문헌의 참조 목록 확인

Boolean Operators 논리 연산자를 통해 정확한 텍스트 검색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 등의 논리적 표현을 그룹화하기 위해 괄호를 사용하세요.
예: (flavor or odor) and menthol
AND 문서 내 두 Concept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OR

하나 또는 두 Concept이 있어야 합니다.

NOT NOT 뒤에 포함된 단어를 제외한 문헌을 검색합니다.

Wildcards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헌검색과 물질의 이름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어 중간 또는 오른쪽 잘림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알파벳 0개 또는 무제한을 대신합니다.

예: polymorph* | immunoglobulin*conjugate*

알파벳 0개 또는 1개를 대신합니다.

예: benzonorbornen?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용어는 구문으로 검색됩니다.
예: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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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과 구조식 검색
Name searches

하나 이상의 물질명 또는 식별자로 검색합니다.

Streptomycin
57-92-1
Streptomycin sulfate
"Streptomycin sulfate" Streptomycin
Sulfoximin*
WO2019234160

Structure searches

Streptomycin 레코드 검색
CAS Registry number 식별자로 Streptomycin 검색
세가지 검색: Streptomycin, Streptomycin sulfate and Sulfate
두가지 검색: Streptomycin sulfate and Streptomycin
Sulfoximin을 포함한 레코드 검색
특허 내 색인된 모든 물질 검색

물질 검색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 중요한 물성 정보, 고해상도
구조식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새 구조 그리기

화학명 검색어 입력

검색 구조를 클릭하여 수정

물질 검색의 Advanced search 활용

박스 선택하여 Markush 구조 검색
구조 매치 설정
정렬 기준 변경

표시되는 물질의 세부정보 변경

구조 정밀도 분석

Registry Number 선택하여
물질 상세정보 확인

구조를 클릭하여
flyout창 열기

Chemscape 분석 시작하기
물질과 관련된 데이터 확인

구조 편집기 열기

문헌 역할 (Reference Roles) 또는 물질 역할 (Substance
role)은 물질에 대해 보고된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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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또는 .mol 파일로 구조
다운로드 및 구조 Smiles 복사

물질 세부정보 및 Drawing Editor
Substance detail

CAS Registry number를 클릭하여 구조, 분자식, 물성 및 추가
데이터가 포함된 물질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분자식

물질명

주요 물성

물성을 바로 확인 또는 연결된 문헌 확인
가능

CAS Draw editor

개발코드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상표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이름은 분석된 문헌에서 추출됩니다.

Define structure and reaction queries with the structure editor

구조 다운로드/업로드
Atom과 Bond 그리기 | 지우개

Registry Number, SMILES 또는
InChI를 통해 구조 그리기

주기율표에서 원자 선택하기 | Shortcuts

키보드 단축기 확인하기
예: 헤테로 원자 쉽게 그리기

구조식에 Variables 선택 | 구조식에 R-Group 생성
반복 그룹 표시 | 링 구조의 여러 위치에 치환체 결합 표시
Carbon 체인 그리기 | Template에 그려진 구조 선택 및 구조 지정하기
선택 도구 | 올가미 도구
Ring fusion 방지 | H atom을 제외한 치환기 차단
회전 | 뒤집기
헤테로 원자 및 H
동위원소 선택

Charge 설정
반응물 및 생성물 지정 | 반응 역할 지정

원자 매핑 | 끊어지거나 형성될
본드 지정

본드 그리기. 점선은 unspecified bond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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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구조 그리기

Advanced search 검색어 지정하기
Advanced Search SciFindern 메인 페이지에서 특정 문헌 및 물질 상세검색 필드를
제공합니다.
Query Builder
•
•
•
•

연산자는 OR, AND, NOT 순서로 처리됩니다.
연산자는 단일 Advanced Search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와일드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peek*
최대 50개의 상세 검색 필드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검색을 사용하는 경우 49개)

관련 시스템 내 도움말 액세스

클릭하여 필드 선택 열기

Examples

Reference Search

Substance Search

검색어 해석:
"pollution monitoring" and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검색어 해석:
Steel with tensile strength property
information

검색 필드를 합칠 수
있는 연산자 선택

Advanced Search 아래 상세 검색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elds
Reference

Subst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Author Name
Journal Name
Organization Name
Title
Concepts
Substances
Publication Year
Document Identifier
Patent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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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Registry Number
Chemical Name
Document Identifier
Molecular Formula
Patent Identifier
Experimental Spectra
Biological
Chemical Properties
Density
Electrical
Lipinski
Magnetic
Mechanical
Optical and Scattering
Structure Related
Thermal

CAS Roles
CAS Roles

Roles는 물질에 연결되며 문헌 내 특정 역할과 연관된 문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Roles in
substance
results

Super roles는 광범위한 범주이며, 관련된 모든 특정 역할로 구성됩니다.
예로는 Analytical Study, Preparation, Occurrence 등이 있습니다.
Specific roles는 상세한 범주이며, 분석연구에서 분석물질 (Analyte)로
사용하거나 천연 추출물 (Natural Product Occurrence)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질 검색에서의 Role 필터는 문헌의 물질과 연결된 역할 종류를
나타냅니다.
물질 검색에서의 Reference Role 예

해당 역할에 포함된 물질의 개수

Roles in
reference
results

Role 필터는 검색한 물질이 문헌 내에 색인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물질명이나 구조 그리기를 통해 검색 후 관련 문헌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 해양 오염에 관심이 많은데, 폴리프로필렌이 구체적 오염 물질로 기술된
문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폴리프로필렌을 검색하면 많은 수의 문헌이 나타납니다. Substance Role 필터에는
폴리프로필렌에 적용되는 모든 역할이 표시됩니다. 그 중 Pollutant는
폴리프로필렌을 오염 물질로 표기 및 설명한 1,657개의 문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View All＇을 클릭한 후 특정
Role 선택 가능

1,657개의 문헌은 오염 물질과 관련된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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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equence 검색
BLAST
similarity
search

BLAST를 통해 유사한 뉴클리오타이드 및 아미노산 서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렬 결과는 식별 및 적용 범위 백분율에 대한 사용하기
쉬운 정밀 필터링과 함께 직관적인 그래픽 레이아웃으로 표시됩니다.
시퀀스 결과와 관련 문헌 연결이 가능합니다.
BLAST 검색 수행
•
•
•
•
•

메인 SciFindern 검색 페이지에서 Biosequenes 모듈을 엽니다.
시퀀스 파일 또는 시퀀스를 붙여 넣습니다.
지원되는 형식: 단일 문자 코드로 표시되는 잔기를 포함하는 시퀀스 (예:
FASTA 포맷), 선행 번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퀀스 입력에는 header line (>으로 시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헤더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일괄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BLAST parameter를 조정하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시퀀스 붙여넣기

FASTA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붙여넣기

Advanced BLAS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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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결과 분석
Access Results

Biosequence 검색 결과는 최근 검색기록 및 일반 검색기록
(
)에 나타납니다. 결과를 분석하려면 ‘View Results’를
클릭하세요. 브라우저를 새로고침 하여 기록을 업데이트 하세요.

View Results

BLAST 서열 유사성 확인하기
•
•
•
•
•
•
•

Sequence Identity 별로 정렬됩니다.
단순화된 그래픽은 높은 정렬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불일치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Alignment‘ 탭에서 상세 정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ject와 특허 미리보기는 별도의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하여 관련 특허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XLSX 결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검색 서열 길이

Alignment 길이:
33+18=51
대조군 길이
정렬 상세
정보
+ Mismatch: 대조군 aa에
정렬된 검색 서열 aa
Match

이 시퀀스에 대한 특허
참조문헌 가져오기

Mismatch

검색 서열 및 대조군
시퀀스의 Alignment 시작

Filter Results

필터링을 통해 검색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𝐸𝑥𝑝𝑒𝑐𝑡𝑎𝑡𝑖𝑜𝑛 𝑉𝑎𝑙𝑢𝑒

𝐴𝑙𝑖𝑔𝑛𝑚𝑒𝑛𝑡 𝐿𝑒𝑛𝑔𝑡ℎ
𝑄𝑢𝑒𝑟𝑦 𝐿𝑒𝑛𝑔𝑡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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𝐴𝑙𝑖𝑔𝑛𝑚𝑒𝑛𝑡 𝐿𝑒𝑛𝑔𝑡ℎ
𝑆𝑢𝑏𝑗𝑒𝑐𝑡 𝐿𝑒𝑛𝑔𝑡ℎ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𝑀𝑎𝑡𝑐ℎ𝑒𝑠
𝐴𝑙𝑖𝑔𝑛𝑚𝑒𝑛𝑡 𝐿𝑒𝑛𝑔𝑡ℎ

반응식 검색
Reaction searches 반응식 검색어로는 물질명, CAS Registry Numbers, 문서 식별자
(DOI) 또는 구조식이 가능합니다.
•
•

결과는 동일한 반응물 및 생성물을 포함하는 Scheme별로 그룹화됩니다.
Scheme 내 반응식들은 수율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Reactions 선택

Structure 매치로 구분하기

반응식 구조를 선택하여 편집

동일 Scheme의 모든 반응식
살펴보기
물질 세부정보 확인하기

보여지는 반응식의 수율
판매처 보기

반응식 문헌 확인하기

물질 세부정보 확인

반응식 세부정보

반응식 결과 필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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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세부정보
Reaction details

용매, 촉매, 반응물, 컨디션을 포함한 세부정보와 문헌과
supplement에서 추출한 실험 프로토콜을 나타냅니다.

관련 문헌 보기

대체 반응 컨디션 보기

모든 저자 보기

상세 절차를 포함한 실험 프로토콜 보기

분석 정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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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성 플래너 (Retrosynthesis)
Launch plan
generation

SciFindern Retrosynthesis Planner를 시작하는 두가지 방법
1
2

반응 구조를 그린 후 Create Retrosynthesis Plan을 클릭하여 시작
물질 구조의 플라이아웃 창을 열고 생성 시작

Reactions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Create Retrosynthesis Plan"을
클릭하여 계획옵션을 열고
생성하기

Plan options

2
1

계획 옵션 수정을 통해
•
•
•
•

합성 길이/깊이 조절
Protect bonds를 통한 전체 합성 경로 설정
첫번째 Disconnection 설정
유의미한 대안으로 계획 설정
예: for poly- or heterocyclic molecules

플랜의 disconnection 수
설정하기
첫 disconnection
결합 설정하기

Uncommon 또는 Rare를
선택하여 적은 문헌에서
다루는 흔하지 않은 규칙
확인 가능

플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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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결합
설정하기

전체 선택 삭제

끊어지는 첫번째 결합

보호된 결합

역합성 플랜 및 대체 스텝
Experimental Plan은 몇 초 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Predictive
Retrosynthesis Plan (예측 역합성 플랜)은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Open plan

Predictive step 온/오프 스위치

다운로드, 공유하기, 저장

플랜 스텝 보기
플랜 정보
녹색 점선은 Predictive
step (예측 스텝)을 뜻함

보라색 실선은 Experimental
step (실험 스텝)을 뜻함.
문헌에 보고된 스텝

점수 옵션 조정하기

대체 disconnection
검토하기

Alternative steps 모든 실험 및 예측된 disconnection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증거로 사용된 반응식은 반응식 결과세트로 표시됩니다.
•

증거로 사용된 반응식은
1 Steps Overview에서 연결 하거나
2 Alternative reaction scheme (대체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의 disconnection 증거
반응식(Predictive)

2

1
대안 선택 – 계획 재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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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옵션
Scoring Options

예측 단계를 포함한 플랜의 경우, 계획/대안 단계에 표시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프로필의 점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
•

각 점수 프로필은 끄기, 낮음, 중간 또는 높음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필의 기본 설정은 아래와 같이 “중간”입니다.
슬라이더를 왼쪽 끝으로 이동하면 해당 프로필의 점수가 “끄기”로 설정되어 스텝
선택이나 대체의 순위에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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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h 검색 및 PatentPak
Markush searching

Markush 구조 검색은 Substance 검색 모드에서 “Search Patent
Markush” 기능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Markush 검색
타입
Markush 검색 옵션

Markush 구조의 위치

해당 특허의 상세
정보로 연결

PatentPak Viewer로 연결

첫번째
특허기관으로
필터링

특허 PDF를 보기 위한 세가지 PatentPak 옵션:

PatentPak

•
•
•
디스틀레이 조절

PDF: 특허 전문 PDF; 문서 내 텍스트 검색 가능
PDF+: 주요 물질이 마크업 된 특허 전문 PDF;
문서 내 텍스트 검색 가능
Viewer: 주요 물질의 마크업이 연결된 특허 PDF; 아래 참조:
PDF 다운로드

화학 주석이 포함된 PDF 다운로드

연관 정보로의 연결

특허 내 핵심 물질 표시

특허 물질 위치 링크
마크는 CAS 과학자들이
선별한 핵심물질을 표시

특허 내 주요 물질이 색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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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검색 및 ChemDoodle®
Suppliers searching

물질명, 화학 구조식 또는 기타 식별자를 통해 판매처 검색을
하여 카탈로그에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렬 방식
선호/비선호 공급업체 설정

상세정보로 이동
선호/비선호 공급업체 설정

연락처 정보

카탈로그 세부정보

주문 링크

ChemDoodle®

ChemDoodle structure editor is available in addition to the standard
CASdraw editor. ChemDoodle is useful for tablets and mobile devices.
센터

뒤집기

자르기 | 복사 | 붙여넣기

올가미 도구

CAS Registry Number로 구조 불러오기

전체 지우기 | 지우개
Labeling

템플릿

실행 취소 | 다시 실행

본드 그리기
링 그리기
Charge 그리기

열기 | 저장
줌 인/아웃

체인 그리기
반복 그룹 표시
링 구조의 여러 위치에 치환체 결합 표시
Atoms/Chains/rRngs 막기
반응식 설정
반응식 매핑
본드 break/form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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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피드백, 도움말
Login Details

• http://scifinder-n.cas.org
• SciFinder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Feedback Button

CAS에 직접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Learn More

SciFindern 교육 토픽:
https://www.cas.org/support/training/scifinder-n
예정 및 녹화된 SciFindern 웨비나:
https://www.cas.org/about/events/scifinder-webinars

Contact Customer help@cas.org로 이메일 보내셔서 CAS Customer Center의
Support
도움을 받아보세요.

CAS Contacts

CAS Korea Team, korea@acs-i.org
국내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CAS Korea
Team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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