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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Citation Reports (JCR) ? 

• 전 세계 3,300여 출판사들이 200개 이상의 분야에서 발행하는 
11,000여 저널에 대한 인용 정보를 제공. 



 

용어  

• Journal Impact Factor 

• Immediacy Index 

• Cited Half Life 

• 5 Year Journal Impact Factor 



 

Journal Impact factor 
• Journal Impact Factor ?  

해당 저널에서 지난 2년간 발행된 논문이 해당년도에 인용된 수의 평균값. 

 

 

Impact Factor (2012) = 
Cites in 2012 to 2010 and 2011 papers 

Papers published in 2010 and 2011 

Ex> 



 

Journal Immediacy Index 
• Journal Immediacy Index 

해당저널에서 해당연도에 발행된 논문이 발행연도에 인용되는 수 

Immediacy Index           no. of citations (in current year) 

 no. of articles (in current year) (in current year) 

Ex> 

= 



 

Journal Cited Half Life 
• Journal Cited Half Life?  

해당저널에서 발행된 모든 논문이 발생시킨 총 인용의 50%에 해당하는  

인용이 발생한 구간(시간) 



 

5 Year Journal Impact Factor 
• 5 Year Journal Impact Factor ?  

해당 저널에서 지난 5년간 발행된 논문이 해당년도에 인용된 수의 평균값. 

 

 

Impact Factor (2012) = 
Cites in 2012 to 2007 ~ 2011 papers 

Papers published in 2007 ~ 2011 

Ex> 



 

Journal Citation Reports 접속화면 

Step 1:  

Web of Knowledge  

(www.webofknowledge.com) 

>  Additional Resources  

> Journal Citation Reports ↵ 



 

검색 초기 화면 

Step 2:  

아래 분류별로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Subject Category 

•Publisher  

•Country/Territory 



 

검색 대상 연구 분야 선택 

Step 3: “Ctrl” key 와 함께 클릭을 
하시면 복수개의 저널을 한꺼번에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값 기준으로 재 배열하기 

Step 4: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등 
원하는 분류조건으로 
저널을 재정렬 시킬 수 
있습니다. 



 

인용 분석을 통한 저널 및 연구분야 탐색 

Step 5: 각종 지수를 
검토해 보고 
submit할 우수한, 
적합한 저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연구분야에 따라 Impact 
Factor보다 5year Impact Factor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구논문의 발표이후 성숙 
및 발전에 비교적 오랜시간이 걸리는 
학문분야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학문분야별로 특성에 맞추어 지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널이 속한 subject categories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View related journal list  
 

저널이 속한 연구분야 내에서 해당 저널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저널정보 이용하기 

최근 5년의 Journal Impact 

factor 추세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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