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ites JCR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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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ites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InCites JCR은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을 기반으로 하여 저널의 피인용을 기준으로 저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임
▪ InCites JCR은 SCIE와 SSCI의 에디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1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InCites JCR의 대표 저널평가지표는 Journal Impact Factor(JIF)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저널평가지수를 제공하고 있음
▪ InCites JCR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전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학회
(출판사/ 에디터)

도서관

연구자

•

같은 연구분야의 저널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학회 운영 전략수립

•

우리 학회의 저널의 논문들의 피인용 정보를 논문단위로 확인 가능

•

커스텀 저널 리스트를 활용하여 저널의 성과 트래킹 및 트랜드 분석

•

구독 저널의 상대적 비교분석

•

구독 저널 선택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로 활용

•

기관의 학과 또는 연구자의 논문 성과를 저널을 기준으로 분석 및 관리

•

논문 발표를 위한 저널 선정의 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과제 성과 분석을 위한 논문 개제 저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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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Cites JCR 주요 저널 평가 지수
▪ Journal Impact Factor: JCR 연도 직전 2년 간의 출판된 논문(article, review)이 JCR 연도에 평균 인용된 횟수로 저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2015

2017 JIF =

2016

2017

2017년도 citation 합계
2015 + 2016 에 출판된 논문수의 합계
(citable items: articles, reviews)

▪ 5 Year JIF: JCR 연도 직전 5년 간의 출판물이 JCR 연도에 인용된 횟수로 저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수
▪ Immediacy Index: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article 평균값으로 인용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값이
높을 수록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빠르게 인용되고 있음을 의미
▪ Eigenfactor Score: 피인용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저널 영향력 평가 지수
▪ Normalized Eigenfactor Score: Eigenfactor Score를 normalization한 지수로 평균은 1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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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ites JCR Quick Overview – 기본화면
▪ InCites JCR 기본화면 보기

마스터 검색: 저널명 검색

1

번호

항목명

1

Browse by Journal
(저널 별 분석)

2

3

설명
▪ JCR에 포함된 모든 저널을 저널명 또는 JCR에서 제공하는
지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저널을 다양한 지표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모듈
▪ Web of Science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분야 별 저널분포, Journal

2

Browse by Category
(연구분야 분석)

Impact Factor의 중간값, 평균값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듈

3

Custom Reports
(내 폴더)

▪ 사용자가 자주 확인하는 저널을 저장해 비교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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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Cites JCR Quick Overview – 분석화면 (저널 별 분석)
▪ 저널 별 분석화면 보기
저널명 검색으로
저널 프로필 보기
선택한 저널 비교 분석하기

Custom Reports(내 폴더)에 저널 저장하기

지수 설정

변경 된 저널명 보기
저널 평가 지수
저널 선택

V

저널 선택
연구 분야 선택

JCR 연도 선택

에디션 선택

연구 분야
Schema 선택

JIF 사분위 선택

저널 명

저널 평가 지수값

JIF 범위 설정
JIF 백분위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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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Cites JCR Quick Overview – 분석화면 (연구분야 분석)
▪ 연구분야 별 분석화면 보기
저널명 분석

연구분야
연구분야를 클릭하면, 해당 연구분야의 트랜드 확인

연구분야 분석

분야별 저널 수
저널 수 클릭시, 해당 연구 분야의 저널 목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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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스터 서치: 저널명 검색하기
▪ 마스터 서치를 통해 원하는 저널 검색하기

기본 화면에서

분석 화면에서

▪ 검색 예시

검색하고자 하는
저널 명 입력

검색어가 들어간
저널들이 검색 됨

저널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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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널 평가 지수 설정하기
▪ 사용자가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저널의 평가 지수를 설정하기

필요한 지수를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
(선택된 지수만 보임)

선택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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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널 프로필 Overview
▪ JCR의 저널 프로필에서 제공하는 평가지수 및 기타 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저널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음

1

2

최근 5년간의 JIF와
저널이 속한 연구분야별 백분위

최신 JCR 연도의 논문 형태(article & review)에
따른 citation 중간값

3

Citable items/ Citation

최신JCR연도의JIF계산식과계산에사용된데이터
• Citatble itmes: 해당 저널의 JIF 계산에 사용된
개제 논문 확인
• Citation: 해당 저널의 citable item(논문)을
인용한 저널과 논문을 확인
• Web of Science에서 해당 저널의 논문을 인용한
저널과 논문 분석
• 인용한 저널과 논문 데이터 다운로드

Show all 클릭 시 가능한 기능

최신 JCR 연도의
주요 저널 평가 지수값

최신 JCR 연도에 해당하는
저널의 article과 Review 논문의 개요
* 다음 JCR을 계산하는 항목

해당 저널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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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널 프로필 – 저널 출판 정보
▪ 저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저널에 해당하는
Web of Science 범주 목록

매년 발행되는 호의 수

(복수개의 범주를 가질 수 있음)

Web of Science의 Current Contents Connect DB에서
해당 저널의 최근 이용 가능 컨텐츠 목록으로 바로가기

❑ 참고
Web of Science Current Contents Connect DB를
구독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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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 프로필 – 최근 5년 동향 확인
▪ 최근 5년의 JIF, Percentile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최근 5년의 JIF와 연구분야별
백분위 동향 그래프

Journal Impact Factor

Percentile rank in category

최신 JCR 연도의 JIF

저널의 해당 Web of Science 범주

선택 연도의 데이터값 보기

선택 지수의 데이터값 보기
JIF와 Percentile 값
선택한 지수값

해당 JCR 연도의 JIF와
연구 분야별 백분위 확인
(마우스 오버)
원하는 지수를 클릭하여
그래프에 데이터값 표시
(다수 클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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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널 프로필 – 인용수 분포
▪ 최신 JCR 연도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 형태별 인용수 분포를 통해 저널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음

article 타입의
논문 인용수의 중간값

review 타입의
논문 인용수의 중간값

인용수 50회 초과

선택 인용 수의 데이터값 보기

막대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해당 인용수에 대해
같은 인용수를 받은 논문 수를
문서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음

선택 지수의 데이터값 보기

(예: articles의 인용 수 별 논문 수)

articles, reviews, other 등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 유형에 대해
인용수 별 논문수 (데이터 라벨)를
확인할 수 있음
(복수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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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널 프로필 – JIF 계산 자세히 보기 (1)
▪ JIF 계산식과 계산에 사용된 해당 저널의 article과 Review 논문 그리고 citation을 논문 단위로 공개하여 JIF에 기여한
논문 및 저널을 확인할 수 있음

JCR 연도의 인용 횟수

해당 저널의 JCR 연도 직전 2개년도의
citable item 수

인용해 간 저널에서
인용한 해당 저널의 논문 수

해당 저널을 인용한
저널 및 인용수 확인

인용해간 저널
인용해간 논문

인용해간 논문에서
인용한 해당 저널의 논문 수

인용된 해당 저널의 논문

인용한 논문 단위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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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널 프로필 – JIF 계산 자세히 보기 (2)
▪ Web of Science에서 저널의 논문(article, review)을 인용해간 저널 및 논문을 분석하여 저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저널을 확인하고 후행연구를 분석할 수 있음

1

1

2

View in Web of Science: Web of Science에서 후행 연구 분석하기

❑ 참고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을
구독한 경우에 이용 가능

2

Export: Data 다운로드하여 인용해간 논문 자세히 보기

UT

Authors

Item Title Source Title Volume

Issue

Page

Publications Date

Publication Year Docu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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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널 프로필 – 주요 저널 평가 지수값
▪ 가장 최신 JCR 연도의 주요 저널 평가 지수를 확인하고 최근 5년간의 트렌드 확인하기

Graph 클릭

Matric Trend에서 최근 5년의 해당 지수 동향 그래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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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널 프로필 – Source data
▪ 최신 JCR연도의 해당 저널의 citable items(article, review)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Citable items

저널 프로필 – Box plot
▪ 저널이 해당되는 각 Web of Science 범주의 box plot을 보여줌

Maximum IF 값

상위 25% 값, Q1 IF
하위 75% 값, Q3 IF
해당 Web of Science 범주의 JIF 중간값

Minimum IF 값

해당 저널의 JIF

해당 저널이 포함되어 있는
Web of Science 범주

❑ 참고
Maximum = Q1 IF + 3.5(Q1 IF - Q3 IF)
Minimum = Q1 IF - 3.5(Q1 IF - Q3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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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널 프로필 – Rank
▪ 저널이 속해 있는 Web of Science 범주를 기준으로 JIF 기준 순위, Quartile, Percentile의 값을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저널의 최근 5년의 피인용 수의 동향과 ESI 를 기준으로 JIF 순위와 Quartile을 알 수 있음

저널이 속하는 각 Web of Science 범주
(연구분야)에서의 JIF 기준 Rank, Quartile,
percentile값으로 JCR 연도 별로 각 분야마다
성과 지수가 달라짐

ESI에 해당하는 연구분야에서
최근 5년의 JIF Rank와 Quartile

최근 5년의 Total citations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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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널 프로필 – Cited/Citing Journal Data
▪ 저널의 피인용/인용 Data를 확인할 수 있음

자기인용

해당 JCR 연도에서 지수 계산에 사용된 값

피인용된 저널의 정보 (저널명, 연도별 citation #)

❑ 참고
자기 인용의 경우 막대 그래프의 색깔의 비율을 통해 전체에서 자기 인용
논문의 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데이터는 JIF 계산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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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널 프로필 – Contributions
▪ 최근 3년간 저널에 실린 모든 논문(article, review, other)의 연구자들 소속기관/ 기관의 소속국가 분석으로 국가별
기관별 저널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음

국가/지역별 기여도

기관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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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JCR 연도의 저널 정보 자세히 보기
▪ 저널 JCR에 수록된 모든 JCR 연도에 해당하는 저널의 평가 지수를 확인할 수 있음

저널 프로필 페이지로 돌아가기

보고자 하는 JCR 연도를 클릭하면,
해당 JCR 연도의 Data와 지수값을 확인할 수 있음

선택된 JCR 연도에 따라 Data와 지수값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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