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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학술정보 DB와 그 Challenge

o 학술정보를제공하는 수많은 DB가존재하며, 한정된 시간안에서누가먼저양질의 논문을찾아내느냐가경쟁력의
중요요인으로 대두됨

o 논문의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되는인용 수, 그러나 집계하는범위에 따라동일논문이라도다른 인용수를
나타내서 해당논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평가하기 어려움

o 정확한연구트렌드 분석과영향력평가를위해서는우수 데이터세트안에서집계한 정확한인용수를나타내는
DB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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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 공인된 핵심 학술정보 DB

o Clarivate Analytics(舊 Thomson Reuters IP & Science 사업부)는 1950년대전세계최초로 Journal indexing을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엄격한 journal selection process를운영 중

o Web of Science는 반세기동안 축적된저널 선정능력을통해 학계의가장 공신력있는 database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약 6,000여 연구기관에서이용중.

o Web of Science에서독점적으로제공하는 “SCI급 논문”은연구성과를평가하는가장 중요한지표로사용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학 업적 평가나국가연구비지원시 대상선정의가장중요한 평가기준임

Quality Research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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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 실증 가능한 High Quality

o WoS의 우수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아래의 저널영향력비교그래프로, 유사한 DB를운영하면서상대적으로더
많은종수의 저널을 수록하고있는경쟁 DB와 WoS를비교해보면,

 경쟁 DB가 단독으로수록하고 있는저널들 (그래프의 빨간색표시 부분)은 상대적으로학계에서 영향력이 낮은
저널 그룹인 경우가 많아오히려 DB 내 노이즈발생을유발할가능성이 높은 것을알 수있음

 반대로, WoS에 수록된저널중일부가 경쟁 DB에수록되지않고 있어, 경쟁 DB 이용 시에는 주요 학술연구
정보 누락에 대비해야 할수있음을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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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 Core Collection, specialized editions

o Web of Science는다양한 edition을 운영하고있어, 목적에따라선별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지원함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은 자연과학(SCIE), 사회과학(SSCI), 예술및인문학(AHCI) 분야의 학술 전
영역에서 영향력있는 12,000종 저널과 14만편이상의학술대회논문집 등핵심저널군을 엄선하여 수록

 Core Collection 이외에도각 전문분야 별특성화된 data collection을제공 중
(ex. INSPEC®은 physics, electrical/electronic engineering, computing, contro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주요저널, 컨퍼런스 프로시딩을 폭
넓게 수록)



가장 효과적인 저널 분석 :

Journal Citation Reports



7

InCites JCR (Journal Citation Reports)란?

InCites JCR은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ended)와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를 구성하는 저널들의
성과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각종 성과 평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Journal Impact Factor (IF)와 IF ranking, quartile, percentile 이외에도
Eigenfactor Score (저널 영향력 지수), Immediacy Index (즉시성 지수) 등의 다양한 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논문 발표를
위한 저널 선택 및 학회의 저널 운영 전략을 위한 가장 유용한 지침을 제공함

Science Citation Index Expended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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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의 유용한 기능 1 : 연구 분야 별, 연구 성과 별 저널 리스트 검색

 JCR에서는 WoS Category (250여개 분류) 혹은 ESI category (22개 분류) 별 저널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 분야의 저널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음

 연구 분야 이외에도 Impact Factor range, JIF percentile, 오픈액세스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의 저널 검색을 지원하여
목적에 맞는 저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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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의 유용한 기능 2 : 저널 세부 정보 및 시계열적 성과 분석

 JCR에서는 저널들의 연도 별 각종 지표 추이 및 각 저널이 속한 연구 분야에서의 위치 (IF 순위, Quartile, Percentile) 
정보를 제공하므로, 저널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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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의 유용한 기능 3 : Eigenfactor Score, Immediacy Index 등 효과적인 Indicators

 특히,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저널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유용한 Indicator로 활용될 수 있음

Eigenfactor Score (저널 영향력 지수): 피인용 횟수 뿐만 아니라 피인용 저널의 영향력까지 고려해서 해당 저널의
영향력을 측정. 즉, 동일한 피인용수를 가진 저널이라도 보다 영향력 높은 저널에 피인용되는 경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더 높은 영향력 지수를 가지도록 함. 

 Immediacy Index (즉시성 지수): 어떤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이 발표 당해에 피인용된 수의 평균값. 즉, 얼마나 빠른
싸이클로 피인용을 획득하는 경향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어, Material Science 분야의 IF 3점 후반대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라면…

 좌측의 6개 저널이 근소한 IF 차이로 조건에 부합됨
(IF 3.736~3.997)

 이 중 3개의 저널(Materials & Design, Soft Matter, 
IEEE Journal of Photovoltaics)이 높은 Immediacy 
Index를 가지고 있어 논문 발표 이후 빠른 피인용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Eigenfactor Score를 기준으로는 Langmuir와 Soft 
Matter의 지표가 우수해, 보다 영향력 높은 저널에
피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Soft Matter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단기적 피인용 획득과
장기적 논문 홍보에 모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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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의 유용한 기능 4 : Compare Journals

또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 저널들의 성과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선택한 저널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피인용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성장세/하강세에 접어들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위와 같이 5개 저널의 연도 별 IF를 분석해 보면… 

 AA 저널 (주황색 그래프)은 IF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BB 저널 (파랑색 그래프)은 지속적으로 4점대의 IF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5년에 3점 후반대로 소폭

하락
 CC 저널 (보라색 그래프)은 2015년에 처음으로 IF를 획득하고 JCR에 편입된 신규 저널임
 DD 저널 (빨강색 그래프)은 IF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보고 있는 상황
 EE 저널 (초록색 그래프)은 IF가 성장 추세 (2012-2013년)였다가 최근 소폭 하락하고 있음 (2014-

2015년)

2015년 시점에 유사한 IF를 가지고 있는 5개 저널 중에서도 BB 저널과 DD 저널이 가장
안정적인 IF trend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

AA
BB
CC
DD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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