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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확인

 나의 연구논문 업적 관리

 저널단위 동향 및 영향력 확인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 검색

 연구동향 확인

인용정보 데이터베이스는 …..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 SCOPUS Google Scholar

개발회사 Clarivate Analytics Elsevier Google

공식 시작연도 1997 2004 2004

수록 저널수 13,000+ 23,000+ ?

인용/성과정보

피인용수
h-Index 

JCR Impact Factor ..

피인용수
h-Index

Citescore/ SJR / SNIP

피인용수
h-Index

인용정보 데이터베이스 비교

WEB OF SCIENCE  2018. 2월 기준
SCOPUS  2017. 10월 기준

432 12,670

WEB OF SCIENCE SCOPUS

• SCI
• SCIE
• SSCI
• A&HCI



인용정보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기



Web of Science



Web of Science CC의 구성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

• Emerging Science Citation Index (ESCI)

•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 Book Citation Index

• Current Chemical Reactions

• Index Chemicus



• Science Citation Index (SCI)

과학기술분야 인용색인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과학기술분야 인용색인

•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사회과학분야 인용색인

•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

인문 예술분야 인용색인

SCI급 DB 종류



1. Web of Science 저자 검색

①검색화면에서 ‘+ 자세히 보기’ 선택 → ‘저자 검색’ 선택
②성과 이름 이니셜을 입력하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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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자가 논문을 발표한 모든 주제분야 체크하고 선택
④ 저자의 소속기관을 체크하고 선택



저자의 h-Index 확인

저자의 정확한 논문 추출을
위해 연도로 제한 가능

저자의 논문이 아니면
체크한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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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색결과에서 [인용 보고서 만들기]를 선택하면 저자의 h-Index를 확
인할 수 있음.



2. Web of Science 논문 분석데이터 확인

① 저자검색 결과화면에서 클릭



② 각종 항목 중 하나를 선택
보고 싶은 항

목 선택 그래프 다운로드
Jpg 파일

리스트 다운로드
txt 파일

레코드 수: 논문수 순
선택한 필드: 가나다순

그래프 선택: 
트리맵 / 막대그래프



3. 내 논문의 Web of Science 주제분야 확인

논문명 혹은 저자명 검색 결과화면에서 학술지명 클릭

학술지명
클릭



SCOPUS



저자검색은 특정저자의 논문과

인용정보, h-Index를 확인할 수 있음.

1.  Authors 선택

2. 저자명과 저자소속기관을 조합하여

검색하거나 저자명만으로 검색가능. 

저자가 ORCID ID를 가진 경우 검색 가능

3. 검색결과를 저널명, 소속기관 등으로

제한하여 재검색 가능

4. 검색결과에서 저자명을 클릭하면

분석정보를, 논문수를 클릭하면

논문목록을 볼 수 있음.

1. SCOPUS 저자검색



논문별
피인용수

저자의 h-Index

SCOPUS Author ID

논문명을 클릭하여
논문별 다양한 metrics 보기

(다음 장에 설명)

ORCID와 연동

저자의 논문, 
피인용논문, 

공동연구자 확인



2. SCOPUS 검색한
저자의 논문분석정보



3. SCOPUS 논문별 피인용정보 확인



Google Scholar



GOOGLE SCHOLAR

• Google이 2004년 출시한 학술논문검색사이트

• 검색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학술DB에서 재

확인 필요 (학술DB: Web of Science, SCOPUS, PubMed 등)

• 웹상의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도서 등 각종 무료자료와

도서관 구독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원문 제공



Google 로그인 후 [내 프로필] 클릭 → 소속/관심분야 정보 입력 →



→ 저자의 이름 선택 후 클릭 →



→ 라디오버튼 중 선택하고, ‘내 프로필 공개’ 여부 선택 후 완료 버튼 클릭 →



→ 논문목록과 h-Index 확인 → 공동저자 입력(선택사항)



→ 삭제할 논문이 있으면 선택하고 삭제 버튼 클릭 →



→ 추가할 논문이 있으면 클릭 → 추가할 이름/논문을 선택하거나 수동입력



ORCiD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 연구자 고유식별 코드 (16자리)

• 2012년부터 전세계 모든 연구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방형 비영리 사업

• 연구자의 명확한 구분과 저작물과의 정확한 연결

• 회원등록 필수

• 개인정보 공개/비공개 선택 Web of Science와 자동 연동

• ResearcherID / Scopus AuthorID와 수동 연동 및 논문정보 이동 가능

• 2018.11.12 현재, 550만 이상의 ID 생성

ORCiD https://orcid.org

https://orcid.org/


연구논문성과 데이터베이스 관계도

Web of 
Science

ResearcherID

SCOPUS

SCOPUS Author ID

SCIVAL

Google
Scholar

ORCiD

JCR YUHSpace



1. ORCiD 등록하기



2. 나의 ORCiD페이지에 내 논문 등록하기_YUHSpace

YRI YUHSpace ORCiD

ORCID 관리권한을
도서관에 위임

YUHSpace에등
록된내논문이
정확한지확인



 

 

 

 

의학도서관에 ORCiD 관리권한 위임이 완료되면 YUHSpace의 등록논문이 ORCiD에 자동 등록됨.



Add to ORCID 클릭 →

SCOPUS Author ID

ORCID와 연동

3. 나의 ORCiD페이지에 내 논문 등록하기_SCOPUS



→ ORCID 로그인 → 인증 클릭 →









• ORCiD와 협약에 의해 월1회 자동 연동

• ORCiD에 가입하면 최대 한달 이내에 Web of Science 에서 검색 가능

• Web of Science의 저자관리사이트 ResearcherID를 통해 ORCiD 논문 관리 가능

4. 나의 ORCiD페이지에 내 논문 등록하기_Web of Science



Journal Citation 
Reports



Journal Citation Reports

•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인용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술지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솔루션

• Impact Factor

• 주제별 학술지 순위 정보

• 웹상에서 JCR 1997~2017 검색가능



Journal Citation Reports update

2017

Publication 

/ Citation Data

2018년 6월
------------------

JCR 2017

Release

2018년 9~10월
--------------------

JCR 2017

Update



Impact Factor 산출공식

YONSEI MEDICAL JOURNAL
(JCR2017 Science edition)

2015년과 2016년 출판논문의 2017년 피인용수

2015년과 2016년에 출판된 논문수
=



1. Journal Citation Reports 들어가기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Impact Factor 선택

44

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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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학술지명 입력

학술지 전체리스트
보기와 검색

주제리스트 보기 개인 선택사항 보기

2. 기본검색 화면



4. 특정저널의 Impact Factor와순위

① 검색한 저널의 다양한 분석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고서

학술지 주제분야 확인

46

연도별+주제별 IF 순위
JCR2017 154종 중 76위

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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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에 따라
연도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한 학술지가 SCIE와 SSCI에 모두 포함된 경우 제공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참고



3. 주제분야별 Impact Factor에 의한 학술지 순위 검색

① 선택 > 연도 선택 > Submit 클릭

② 검색된 주제명의 #Journals의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주제의 IF순 학술지 리스트가 보임

③ 학술지명 왼쪽의 번호로 총 학술지수 파악하고, 상위 10%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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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와 학술지 순위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 학술지랭킹(S2JOURNAL)

참고

상위% 선택

상위% 입력
검색한 상위% 
학술지 리스트



SCIVAL



• SCOPUS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 분석 솔루션

• 220개 국가, 9000여 기관의 연구성과 분석 평가

• 국내외 연구자/기관/국가간 비교

• 회원등록 필수

SciVal https://www.scival.com

https://www.researcherid.com/


1. SCIVAL에서 저자검색하기

Overview에서 ‘Researchers and Groups → + Add Researcher and Groups → Define a new Researcher →   

성/이름/소속 입력’ 혹은 +Add another field에서 Add an ORCID클릭하여 ORCID 입력 → Search 클릭 →



논문추가
하기

→ 정확한 저자 선택 → 논문 목록 확인과 논문추가 → tag 입력 → Save and finish 클릭



검색한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인



검색한 연구자들간의 연구성과 비교



Publication Sets와
Topics and Research Areas

만 이용 가능

연구키워드 중심의 전세계 연구경향 분석



Overview
Benchmarking
Collaboration

Trends
에서 선택한 항목
으로 보고서 작성

분석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저장



의학도서관 김미희

문의전화 02-2228-2911

이 메 일 mhkim@yuhs.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