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선행 연구의 시작 :

Web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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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소개

•

세계 최초, 최고 수준
➢
➢
➢

•

우수한 데이터 베이스
➢

➢
➢

•

1950년대 저널 색인화 시작
엄격하고 공정한 저널 선정 절차
Science Citation Index 개발/보유

Core Collection: ‘SCI급’ 등 영향력 있는 논문
저널: 18,000 이상
컨퍼런스 논문집: 180,000 이상
도서: 80,000 이상
전문 분야/지역별 데이터베이스 보유
전 세계 7천 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용

정확한 정보와 심도있는 분석
➢
➢

저자/소속기관/인용 정보 100% 수록
인용수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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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검색 기본화면 (Basic Search)

DB 선택

검색어 입력 (연산자 활용*)

필드 추가 예) 토픽 + 저자

* 연산자 활용 - 단어

기간 설정

1)
2)
3)
-

AND/ OR/ NOT
AND: A와 B 포함
OR: A나 B 포함
NOT: A 포함, B 제외
NEAR
NEAR: A _최대 15단어_B
NEAR/n: A _n단어_B
SAME
주소 검색에만 활용
A,B가 같은 줄

검색 범위 설정
예) Topic: 제목, 초록, 키워드

* 연산자 활용 - 부호

1) “두 단어 이상 “
-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
2) 와일드카드 - */$/?
- *: 0자 이상
예) *carbon*=_carbon_,
hydrocarbon, polycarbonate
- $: 0자 또는 1자
예) colo$r= colo_r, colour
- ?: 1자
예) en?oblast = entoblast, end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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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Core Collection: 16개 필드 검색 지원
용도
연구 키워드
검색

연구자 관련
검색

출판 정보 검색

연구 기관 검색

논문 정보 검색

필드명

기능

주제

Topic

제목

Title

논문 제목 중에서 검색

저자

Author

저자명 검색

저자 식별자

Author Identifiers

ResearcherID, OCID ID 검색

그룹 저자

Group Author

40명 이상의 집단 저자에게 부여된 명칭 검색

에디터

Editor

논문 심사위원명 검색

저널명

Publication name

연구 저널명 검색

DOI

DOI

논문 별 고유 ID 검색

출판 연도

Year published

논문 출판 연도 기준 검색

연구기관명 및 주소

Address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소속 기관명 검색

확장된 연구기관명

Organization-Enhanced

WoS가 제공하는 기관 Index 중에서 검색

학회명

Conference

Conference에서 발표된 Proceeding Paper 검색

언어

Language

논문의 본문 언어 별 검색

문서 유형

Document type

Article, Review 등 논문 타입 별 검색

연구비 지원 기관

Funding Agency

연구 기금 제공 기관 검색

선정 번호

Grant number

연구 기금 고유 번호 검색

식별 번호

Accession number

WoS 내 논문 고유 번호 검색

PubMed ID

PubMed ID

PubMedID 기준 논문 검색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중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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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검색결과 기본 화면

검색 결과

정렬방식

내보내기 , 저장

현재 위치
알림 설정

필터 추가

저널 정보

원문 링크, 초록 확인

논문 상세페이지

인용 보고서: 검색결과의 전체적인 그림 파악
결과 분석 : 필드별 구성 파악
예) 특정 기관의 펀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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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논문 상세 화면

원문 정보
- 내보내기
- 저장하기

- 인용 횟수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공유 자료
인용 알림

저널 분야, IF,
순위 등

DB 별
인용 횟수

- WoS 추천
(참고문헌
분석 기반)

원문 조회+
내보내기
(인용 횟수
한계 보완)

재판본 저자
기관명 전체

펀딩 기관,
승인 번호

문서고유번호

- 저널 목차
- ESI/ JC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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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분석 기능: 인용보고서 (Citation Report), 결과 분석 (Analyz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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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분석 예시
 Stroke 환자들의 warfarin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논문 검색 및 분석
1. Stroke와 Warfarin을 동시에 다루는 논문을 확인하기 위해 “AND” 조건으로 Topic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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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분석 예시
 Stroke 환자들의 warfarin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논문 검색 및 분석
2. 검색 결과 중 특정 연구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불포함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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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분석 예시
 Stroke 환자들의 warfarin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논문 검색 및 분석
3. 검색 결과를 분석하면, 어떤 국가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는지,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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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분석 예시
 Stroke 환자들의 warfarin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논문 검색 및 분석
4. Funding Agency 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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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분석 예시
 Stroke 환자들의 warfarin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논문 검색 및 분석
5. Citation Report를 통해 해당 논문들의 글로벌 출판 동향, 국내 출판 동향 확인 가능
6. Citing articles를 통해 해당 논문들을 피인용한 논문 리스트를 확인 가능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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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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BB
CC
DD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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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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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Note를 활용한
최적합 저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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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논문과 가장 적합한 WoS 저널 추천
논문 제목과 초록을 입력하면 유관 저널 리스트 및 저널 정보 제공
•https://www.myendnoteweb.com/EndNoteWeb.html?func=journalDetails&cat=details
&
•

Journal
M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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