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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개념 

대표적인 연구성과 중 하나인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분석합니다. 

 

 

  우수한 학술지에 발표하였는가? 

 우수 학술지 

구분 대상 학술지 여부 확인 

SCI 등재 학술지 

(SCI/E, SSCI, A&HCI) 

세계적인 인용색인DB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SCIE, SSCI, A&HCI)’ 

수록 학술지 

Clarivate Analytics 

Master Journals List 

(http://ip-science.thomsonreuters.com/mjl/) 

Scopus 등재 학술지 
세계적인 인용색인DB ‘Scopus’ 수록 

학술지 

Scopus Source Titles 

(https://www.scopus.com/sources) 

KCI 등재 학술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DB 수록 학술지 

(구, 학진등재 학술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https://www.kci.go.kr/) 

 

 얼마나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는가? (학술지 영향력 지수) 

 학술지 영향력 지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 얼마나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는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술지 수록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 등을 바탕으로 산출 

 

학술지 

영향력 지수 
산출 방법 산출 DB 

학술지 영향력 지수 

확인 

Journal 

Impact Factor 

학술지에 최근 2년간 발표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 SCIE/SSCI 

(Web of 

Science) 

Journal Citation 

Reports 

(https://jcr.incites.thomsonreu

ters.com/) 
Eigenfactor 

Score 

학술지에 5년간 발표된 논문의 영향력 수치 

(자기인용 제외, 가중치 부여) 

CiteScore 
학술지에 3년간 발표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 

Scopus 

Scopus 

(www.scopus.com) 

SJR 
학술지에 3년간 발표된 논문의 영향력 수치 

(피인용의 중요도에 가중치 부여) 

Scimago Journal & 

Country Rank 

(http://www.scimagoj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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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논문의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피인용 횟수) 

 피인용 횟수: 논문 등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인용된 횟수 (Times Cited)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피인용 횟수 산출 가능 

 

피인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피인용 횟수 산출 범위 

Web of Science 

(www.webofknowledge.com/wos) 
과학기술분야 약 8,770종 학술지 수록 논문의 인용 관계 

Scopus 

(www.scopus.com) 
전 주제분야 약 21,000종 학술자료 수록 논문의 인용 관계 

Google Scholar 

(scholar.google.com) 
Google Scholar 수록 학술자료의 인용 관계 

 

 

  연구자 개인의 연구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연구자의 연구 영향력을 수치로 나타내면? (h-index) 

 h-index: 논문별 피인용 횟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 영향력 

연구자의 h-index 지수는 ‘연구자가 발표한 h편의 논문은 최소 h번의 인용을 받음’을 뜻함 

 

 h-index 산출: 논문을 피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논문의 순위와 피인용 횟수가 

만나는 지점의 수치가 h-index. (논문의 순위 ≤ 피인용 횟수) 

 

 h-index를 확인 및 산출할 수 있는 웹사이트 

 

웹사이트 및 인용색인DB 개요 

Web of Science 

(www.webofknowledge.com/wos) 

SCI급 학술지 수록 논문의 피인용 횟수 산출 

논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Citation Report 작성 가능 

Researcher ID 

(www.researcherid.com) 

연구자 식별자 서비스 

등록 논문 중 SCI급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바탕으로 h-index 

자동 산출 (Web of Science 기반) 

Scopus 

(www.scopus.com) 

Scopus 수록 문헌의 저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자 

식별자 ‘Author ID’에 분류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바탕으로 

h-index 자동 산출 (Scopus 기반) 

Google Scholar Profile 

(scholar.google.com) 

Google Scholar의 연구자 Profile 서비스 

연구자 등록 논문의 h-index를 산출 (Google Scholar 기반) 

 

  

http://www.webofknowledge.com/wos
https://www.scopus.com/
http://scholar.google.com/
http://www.researcherid.com/
http://www.scopus.com/
https://scholar.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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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급 학술지 

세계 각 종 학회(society) 및 학술 출판사(publisher)에서 발행하는 학술지(Journal)에 수록된 논문(Article)을 

통합적으로 검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술 데이터베이스 (Science Citation Index: SCI) 

 

 

 

  SCI 등재 여부 확인 

 Clarivate Analytics Master Journals List: http://ip-science.thomsonreuters.com/mjl/ 

 Library Website > RESEARCH SUPPORTS > Top Journals List > Useful Websites > SCIE/SSCI/AHCI 

 

 

  

※ 학술지가 SCI와 SCIE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 

→ SCI급 학술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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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 논문 여부 확인: Web of Science SCIE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ww.webofknowledge.com/wos 

Library > RESEARCH SUPPORTS > Top Journals List > Useful Websites > Web of Science (SCIE) 

Library > SEARCH & BROWSE > Databases > Web of Science 

※ 논문 발표 후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기까지 약 4주의 시간 소요 

 

 

 

  

논문명, 저자명, DOI 등으로 

논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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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영향력 지수 

 Journal Impact Factor 

 Impact Factor: 과거 2년간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 수록된 논문의 정보와 피인용 횟수를 바탕 산출 (매년 갱신) 

 과거 2년 동안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 다른 연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나타나는 지수 

 Impact Factor를 바탕으로 카테고리별 학술지의 순위를 산출 → 학술지 상위 비율에 활용 

(예) Nature Communications 학술지의 2016 Impact Factor: 12.124 

 

 

  학술지 Impact Factor 검색 

 Journal Citation Reports: http://jcr.incites.thomsonreuters.com 

Library > RESEARCH SUPPORTS > Top Journals List > Useful Websites > Journal Citation Reports  

Library > SEARCH & BROWSE > Databases > Journal Citation Reports (JCR) 

 학술지 검색 방법 

① ‘Go to Journal Profile’ 메뉴에 학술지명 입력 → 목록 내 학술지명 선택 

② ‘Select Categories’에서 원하는 카테고리 선택 → JCR Year/Edition 등 선택 → Submit 

 

 

 

 

개별 학술지 검색 

카테고리별  

학술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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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상세 정보 확인: Impact Factor & Rank 

 

 

※ Nature Communication 학술지의 2016 Impact Factor 기준 상위 비율은? 

Multidisciplinary Science 카테고리 내 순위: 3/64 → 4.68% 

  

연도별 

Impact Factor 

학술지가 분류된 카테고리 내 

Impact Factor 기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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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피인용 횟수 

 피인용 횟수 

 인용 색인데이터베이스 내 논문들의 참고문헌 관계를 분석하여 산출된 지수 

 논문 A가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 (Times Cited) 

 피인용 횟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므로, 확인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짐 

 

 

 논문 피인용 횟수 확인 (SCI 기준)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ww.webofknowledge.com/wos 

Library > RESEARCH SUPPORTS > Top Journals List > Useful Websites > Web of Science (SCIE) 

Library > SEARCH & BROWSE > Databases > Web of Science 

 논문 검색 결과 → ‘Times Cited’ 수치 

 

 

 

 

 

21 

39 

52 

4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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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연구 영향력 

 h-index 

 Jorge E. Hirsh가 2005년에 발표한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수 

 연구자의 h-index는 그 연구자가 발표한 h 건수의 논문은 최소 h 번의 인용을 받음을 뜻함 

 h-index 구하는 방법: 논문을 피인용 횟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구함 

논문 번호 1 2 3 4 5 6 7 8 

피인용 횟수 15 12 12 8 7 6 5 4 

 

 h-index 산출 (SCI 기준)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ww.webofknowledge.com/wos 

Library > RESEARCH SUPPORTS > Top Journals List > Useful Websites > Web of Science (SCIE) 

Library > SEARCH & BROWSE > Databases > Web of Science 

 논문명, 저자명 등으로 논문 검색 → Create Cit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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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dex 자동 산출: Researcher ID 

 Researcher ID: www.researcherid.com 

Library > RESEARCH SUPPORTS > Top Journals List> Useful Websites > Researcher ID 

 Clarivate Analytics에서 제공하는 연구자 식별 서비스 

연구자별 Researcher ID에 등록된 논문을 바탕으로 h-index 자동 산출 (Web of Science 기반) 

 예시: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조재필 교수님 (http://www.researcherid.com/rid/E-426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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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분석: SciVal 

  SciVal (www.scival.com) 

 개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Scopus’를 기반의 연구성과 분석 솔루션 

 220개 국가, 7,500여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손쉽게 비교 분석 가능 

 저자/연구자 식별자 (Scopus Author ID, ORCID 등) 및 주제 키워드 등을 활용하여 분석 가능 

 분석 가능한 모듈 

모듈 분석 대상 

Overview 220개 국가, 7,500여 기관의 연구성과 분석 

문헌 수 및 연구 분야, 피인용, 협력 연구, 고유 연구역량 등 

Benchmarking 국가/기관/연구자 간 연구성과 비교 

Collaboration 기관 및 국가 기준 주요 연구 협력 현황 

Trends 문헌 그룹/주제 분야의 연구성과 동향, 주요 연구 키워드 

 

 SciVal 접속 및 계정 생성 

 SciVal: www.scival.com (캠퍼스 내에서만 접속 가능) 

Library > RESEARCH SUPPORTS > Top Journals List > Useful Websites > SciVal 

Library > SEARCH & BROWSE > Databases > SciVal 

 

 계정 생성: SciVal > Register Now 

※ 기존 Scopus, ScienceDirect, Mendeley 계정이 있을 경우 통합 사용 가능 

※ 신규 등록 시 e-Mail 주소는 UNIST e-Mail 입력(기관 사용자 인증, e-Mail 주소가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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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Val을 활용한 개인 연구성과 분석 

 분석 대상 연구성과 구성 

1) Researcher 검색 또는 입력 

 연구자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Scopus Author ID를 입력 

 저자에게 분류된 논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필요 

 

2) Publication Sets 구성 

 저자 이름을 검색하여 논문 그룹을 설정하거나 

 논문의 DOI, PMIS, EID 등 고유 식별자를 반입하여 논문 그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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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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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문헌정보팀 권유리 

(ext. 1405, kyl7539@unist.ac.kr) 

 

UNIST Library (http://library.un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