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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의 일반적인 구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종류

Journal Title

Full Text DB

소장여부 검색 문헌의 내용파악 문헌의 인용 정보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

문헌의 전문(Full-Text) 읽음

Fields

DB Type

Purpose

Full Text

References

Abstract

Keywords

Article Title

Authors

Examples

다양한 출판사
컨텐츠 포함

특정 출판사 에서 발행되는
Full-Text 수록인 경우가 많음

Article Title

Authors

Abstract

Keywords

Article Title

Authors

Abstract

Keywords

ReferencesReferences

OPAC 
서지&초록 DB

(A&I DB)
초록 & 인용 DB

인용 횟수
확인 및 정렬



연구자들은 왜 Scopus를 사용하는가?

Source 2016 internal Tracking Study and NP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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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rgest abstract and citation database

www.scopus.com



JOURNALS

22,409 peer-reviewed journals

322 trade journals

Full metadata, abstracts and

cited references

Physical 

Sciences

7,450

Health 

Sciences

6,822

Social

Sciences

8,223

Life

Sciences

4,532

90K conference events

7.3M conference papers

Mainly Engineering and Compu

ter Sciences

539 book series

30K Volumes / 1.2M items

130,000 stand-alone books

1M items

Focus on Social Sciences and 

A&H

BOOKSCONFERENCES

SCOPUS –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

• 전 세계 6,000여 출판사
• 22,500 여 종 이상의 “국제적인 학술 저널”

- 전문 심사 위원단에 의한 검증

• 전 주제분야

• Global coverage
o 105개 국가



Scopus

7,450 (+69%)

WoS

4,408

Scopus

6,822 (+91%)

WoS

3,577

Scopus

4,532 (+48%)

WoS

3,052

Scopus

8,223 (+96%)

WoS

4,202

Scopus

22,409

(+80%)

Web of 

Science

12,459

Scopus

• ~22K titles

• >5,000 publishers

• Updated daily

Web of Science TM

• ~12K titles

• 3,300 publishers

• Updated weekly

Assumes customer subscribes to ALL:
• Science Citation Index (SCISEARCH)

•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Source: Web of Science Real Facts,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title list and Scopus’ own data (May 2016)

Physical Sciences Health Sciences Life Sciences Social Sciences

저널 커버리지 비교



커버리지에 따른 인용 상승 효과, 폭 넓은 인용 문헌

Nature

Volume 425, Issue 

6956, 

25 September 2003, 

Pages 415-419

By Researcher @ 

SNU

https://www.scopus.com/sourceid/21206?origin=recordpage


Scopus 활용의 예 - 선행연구탐색



인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합한 관련 문헌 확보

[Reference/참고문헌]

과거 연구 결과

[Cited by / 인용문헌]

미래 연구 결과

[Related Documents/유사문헌]

유사한 연구 결과

현재

과거
미래



특정 연구 키워드에 대한 연구 트렌드 분석

 출판년도 경향, 영향력 있는 저널의 경향, 

 해당연구분야의 선두에 있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대한 분석 및 관련정보
 특정 연구 분야의 주요 연구 키워드 분석



연구 분야의 최신 연구 문헌의 확보
– 다양한 알림 (Alert) 기능 활용

관심 있는 연구자의 최신 발
행 논문, 최신 인용 논문 알
림

관심 논문의 최신 인용 논문
에 대한 알림

관심 연구 키워드에
대한 최신 발행 논문
알림

관심 저널의
최신 발행 논문에 대
한 알림



학문 주제별 영향력 있는 간행물 확인 – 인용지수 CiteScore



Scopus 제공 인용지수 SJR & SNIP

SJR (SCImago Journal Rank) Indicator: 학술지
의 명성에 따른 지수
스페인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교수인 Felix de Moya에 의해 개발
“모든 인용을 동등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전
제하에 Google의 PageRank 알고리즘을 기반 으
로 완성
학술지의 주제, 질, 명성은 SJR지수를 산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 미침
예) 인용도 지수가 낮은 학술지에서 인용하는 것
보다 Cell, Nature, Lancet 등 인용도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서 인용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 (Transfer 
of Prestige: 명성의 이전)

Leiden 대학 CWTS (Center for Science & 
Technology Studies) Henk Moed 교수에 의
해 개발된 평가지수: 학술지의 주제에 따른 지
수
SNIP은 해당연도의 Impact 와 인용잠재력
(Citation Potential) 간의 비율로 계산
학술지의 주제분야별 인용패턴 고려
논문이 얼마나 빠르게 해당 주제분야에 영향
을 미치는지
주제분야 학술지의 Coverage 고려



Journal Metrics (journalmetrics.scopus.com)

 27 대주제, 329 소주제

 학문 주제별 영향력 있는 간행물을 폭넓
게 확인

 엑셀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저널 뿐 아니라 컴퓨터학, 공학분야를 위
한 Conference 자료, 인문 사회학문을
위한 Book Series 자료 포함



Scopus 활용의 예 - 연구성과분석



Scopus 알고리즘으로 자동 생성되는
연구자, 연구기관 프로파일

article author

affiliation

6200만건 이상의
문헌 데이터

1200만명 이상의
저자 프로파일

9백만 연구 기관
프로파일



연구기관 프로파일, 성과분석 데이터 활용

모든 문헌 데이터, 저자 목록은
Excel 파일로 추출가능

• 기본 정보 : 20,000개
• 상세 정보 : 2,000개



연구자 프로파일, 연구 업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저자의 발행 논문, 인용된 논문, 공동
저자들의 목록 확인

 ORCID 번호 연결
 오류 내용은 직접 수정

 저자의 논문 업적 분석 툴
 H-index 그래프
 Citation overview

 저자의 Scopus 등재 목록 다운로드
 저장, Alert, Feed 설정

• 한국연구재단의 스코퍼스 등재 논문 공식 인정
• 연구자의 연구 업적으로 활용
• 연구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프로포잘 작성 시 활용
• 동료 연구자의 연구 현황과 내용을 참고



H-index: 연구자의 연구영향력 평가 지수

No Citations 

1 27

2 25

3 23

4 20

5 19

6 17

7 15

8 11

9 9

10 5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UCSD의 물리학자 Jorge E. Hirsch에 의해
개발

 어떤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빈도가 높은 순부터 나열 하였을 때, 논문의 인용빈도가 논문의
순위보다 크거나 같은 마지막 논문의 순위가 그 연구자의 h-지수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수, 피 인용수 등 개별 지표에서 성과를 양이나 질로 단순히
평가하는 기존의 지표와 달리,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고려

연구자의 h-지수가 9라면, 최소 9회 이상 인용된 논문을 9편 발표했다는 의미



전 세계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평가 툴로 활용

미국과학재단의 과학
공학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6)

세계대학 랭킹인 QS, THE와 한국의 이공계대학 랭킹은 Scopus를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성과 평가



Help and Support !

• User Guide

http://korea.elsevier.com/

http://korea.elsevi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