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ites B&A
(Benchmark & Analytics)
InCites JCR & InCites ESI

Web of Science 데이터
분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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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 SCI급 논문 데이터의 독점 공급원

o

o

o

o

Clarivate Analytics는 1950년대 전 세계 최초로 저널 선정 및 색인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엄격한 저널 선정
절차를 운영 중
“SCI급” 논문은 우수한 연구의 국제적 기준. 국내에서도 대학 업적 평가나 국가 연구비 지원 시 주요 평가기준으로 작용
Web of Science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저널 선정 능력을 통해 학계의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 약 7,000여 연구기관에서 이용중.
SCI급을 너머, “최상위 연구(HCP) 및 연구자(HCR)” - SCI 중 피인용 상위 1% 논문 (HCP), HCP를 바탕으로 영향력이 우수한
연구자 (HCR)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Quality Research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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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 HCP → HCR : 국가 및 기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선정

Highly Cited Paper (HCP)

Highly Cited Researcher (HCR)*

•

HCR 방법론 및 리스트: https://hcr.clariv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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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vate Analytics Research Evaluation & Management Solutions
High-quality metadata • Research Portals • Custom Dashboards • Expert Consulting

InCites Benchmarking & Analytics
Benchmark your institution’s research output against peers
worldwide.

APIs and Custom Data
Improve your institutional systems with trustworthy
publications data.

Converis
Manage the research workflow at your organization with a
customizable CRIS system configured to meet your needs.

VIVO Services
We can build or improve your VIVO implementation for
you, and offer consulting services.

Research Fronts Navigator
Identify hot topics and emerging research areas in fields relevant to
your institution to inform your strategic decisions.

XML Dataset
Your faculty can perform large-scale network analytics and “big data”
projects that mash up bibliometric data from the Web of Science with
other data types.

Professional Services
Our team of PhD consultants can produce custom analyses based on your
specific goals, and offer consulting services.

Author Connect Service
Market your institution to our the world’s top researchers.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requires trustworthy evidence.
Support your strategic initiatives with the world’s most trusted source of publication and cit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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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소개 : 1) WOS/JCR/ESI 데이터를 한 곳에서 분석
o
o
o

WOS : WOS 핵심컬렉션 (CC) 전체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 가능 – SCI 저널 +ESCI 저널, 학술대회 논문집, 도서
JCR : 정확한 최신 IF, IF Quartile을 분석에 활용 가능
ESI : 정확한 HCP (피인용 상위 1% 논문) 개수와 비중 활용 가능

• SCI 저널 +
• 1980년 ~

• Impact Factor
• IF Quartile
• Highly Cited Paper

• WOS 데이터 연동

• ESI 연구분야

완전한

WoS 데이터

자매제품

SCI 급
18,000 +

JCR, ESI 연계

180,000 +

• 상대적 피인용 지수
• 국제 협력 비율
• 산학 협력 비율

우수한

쉽고 직관적

독점지수

인터페이스

80,000 +
•Filtering & Thresholds:
분석 조건
•Refocus: 분석 확장

•Benchmark: 평균/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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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소개 : 2) Web of Science 핵심학술정보(CC)를 원하는 대로 분석
o

WOS 전체 데이터 분석: 1980년도 부터 WOS CC 수록 학술지, 학술대회 논문집, 도서 등 모든 데이터 활용 가능
1) SCI급 연구 분석: SCIE, SSCI, AHCI 저널 게재 논문 분석
2) 연구 동향 분석: SCI 뿐만 아니라 ESCI 저널, CPCI 학술대회 논문집, BKCI 도서 형식의 연구까지 연구 분석



o

나만의 WOS 데이터셋 생성:
1) WOS 검색 결과 (주제 검색, 학과 검색 등)> WOS에서 ‘InCites에 저장’ 선택> InCites 내 Dataset에서 확인

2) CSV 파일 작성 (UT, PMID, DOI ) > InCites 내 My Folders> ‘Create’


• 최대 50,000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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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소개 : 3) 주요 지표
분류

Indicator

논문
건수

Web of Science Documents

피인용
분석

협력
분석

활용예시

Web of Science 핵심 콜렉션에 수록된 논문 수

SCI급 논문 발표 성과분석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 (CNCI)

Citation Impact (논문 당 평균 피인용 수)를 연구 분야, 출판 연도, 논문
타입으로 정규화한 값

연구분야별 세계/ 국가의
평균값과 비교분석/ 평가

# Highly Cited Papers

ESI (최근 10년간의 상위 논문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Clarivate의 DB 명) 기준
연구 분야 및 출판 연도 기준 상위 1% 피인용을 획득한 논문 (아티클과 리뷰) 건수

우수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 분석

인용수 기준 상위 1(10)%에 해당하는 논문의 비율

기관/연구자의 연구결과의
우수성 분석

논문 당 평균 피인용 수를 세계평균값과 비교한 지수로 Citation Impact를
Baseline으로 나눈 값

논문 당 피인용수의 값을
세계/국가의 평균값과 비교분석

Citation Impact (논문 당 평균 피인용 수)를 저널, 출판 연도, 논문 타입으로
정규화한 값

연구결과의 파급력 세계/국가의
평균값과 비교분석/ 평가

% Documents in
Q1~Q4 Journals

Q1 저널 (JIF 기준 상위 25%엥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 비율
= (Q1 저널에 발표한 논문 건수) / (JIF를 부여 받은 저널에 발표한 논문 건수)

JIF는 연구성과평가 필수요소
연구결과의 우수성 분석

%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국제적인 공저자가 포함된 논문의 비율

국제협력 비중 분석

% Industrial Collaborations

산업체의 공저자가 포함된 논문의 비율

연구결과의 산업과의 연계성 분석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평균 또는 합계(중복제거)

경쟁그룹과의 비교분석/

* 분석대상의 특징 또는 목적에 따라 세계/ 지역/ 특정 집단으로 설정

벤치마킹

% Documents in
Top 1(10)%
Impact Relative to World

저널
분석

의미

Journal Normalized
Citation Impact (JNCI)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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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소개 : 4) 기본 구성

1. 탐색형: 스스로 설계하는 분석 모델

연구자

기관

2. 시스템 제공: 기본 제공 분석 모델

국가

연구분야

저널

연구비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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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소개 : 5) 기본 구성 - 다양한 시스템 제공 분석 모델 (InCites System Report)
분석 모델 (에. Local Utilization Report) 선택 후 Run > 기관명 (예. Harvard University) 입력> 시스템 제공 분석 결과 확인
추가 분석 진행 방법
•
설정버튼 > View Data: 분석 모델 페이지로 이동> 세부 필터 적용 내역 확인 & 추가 분석 (Refocus, Threshold 등) 가능

•
•

1
4

설정버튼

2

기관명 입력
기관 연구자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저널

기관 연구자들이 많이
출판하는 저널

3

기관 연구자가 많이
인용하는 저널

기관 연구자가 많이
피인용되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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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소개 : 6) 탐색형 분석 페이지 구성 (Explore InCites Data)
2

1
데이터셋

3

1. 그래프 종류 선택
- Trend, Scatter Plot, Collaboration 등
2. 지수 선택
- 인용수, 논문수 등
3. 결과값 개수 지정
- 선택한 지수 기준 상위 N 개
4.그래프 다운로드

1. 분석 결과 - 그래프

분석모듈
분석기간

3

2. 분석 결과 - 데이터 테이블

1
2
적용

4

1. 지수 선택
- 논문수, 인용수, CNCI 등
2. 논문 정보 확인/ 다운로드
- WOS 링크, 논문 제목 등
3. 결과 테이블 전체 다운로드

InCites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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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기능 1) : Filter & Thresholds 기능
•

Filters : 조건을 지정 > Update Results: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만 손쉽게 확인 가능
•
예를 들어, Organization 분석 시, Organization type 별 (Academic,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Health 등), Location 별 (OECD,
APAC, South Korea, USA, China Mainland 등)에 해당하느 기관만 간단히 추려낼 수 있음

분석 예시 :
국내 대학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Organization Type: Academic 선택
Location: South Korea 선택

Update Results 클릭

▪ 결과 목록: Web of Science Documents로 정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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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기능 2) : Filter & Thresholds 기능
•

Thresholds: 최소/ 최대값 지정 > Update Results: 유의미한 결과값 만 확인 가능
•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저자 중 관련 논문을 100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 혹은 공저자가 50명 이하인 논문
실적만을 간단히 추려낼 수 있음

Web of Science Documents: min 100 으로 설정

1
2
Times Cited: min 1,000 으로 설정

3
4

Authors per Document: max 8 로 설정

JIF Quartile: Q1, Q2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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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기능 3) : Refocus 기능
•

심화 분석을 원하는 대상 선택> 드롭다운에서 내용 선택 > Refocus : 현재 결과에서 깊이를 더해 분석 진행 가능
•
예를 들어, 특정 연구 분야의 우수 연구 기관/ 연구자를 알고 싶을 때, 특정 기관의 우수 연구 분야나 저널을 알고 싶을 때
등, 분석을 진행하다가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손쉽게 깊이를 더할 수 있음
분석 예시 :
WoS data 중에서 Materials Science, Multidisciplinary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할 때

1
2

3

결과 화면에서 Material Science, Multidisciplinary 클릭
Organization 선택

Refocus 클릭

Refocus결과로 나온 Organization 중
분석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소속 연구자 Refocus

Research Area → Organization → Affiliated People
순서의 Refocus를 통해 Depth를 늘려가며 분석 가능

도출된 결과 중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언제든지 Refocus를 통해 심화 분석 진행

15

InCites 기능 - 4) Baseline, Pin to Top
•

•

Benchmark > Baseline: 선택한 지표들의 평균 및 중복제거 합계
•
Global Baseline – 데이터셋 전체 기준
•
Baseline for All Items – 데이터 테이블 표시된 대상 기준
선택 (체크) > Pin to Top: 원하는 대상만 상단에 고정 - 정렬 기준에 관계없이 그래프와 테이블 상단에 표시
•
상단에 고정시 Benchmark > Baseline for Pinned Item 생성 - 선택한 대상만의 평균 및 중복제거 합계 집계

1
분석 예시 :
Materials Science관련 WoS CC 내 전체 데이터,
주요 과기대의 개별 및 통합 성과,
주요 과기대의 소속 지역 (한국, 홍콩, 싱가폴) 평균 성과

1. 선택

2

 선택

4

2. 고정

32.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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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기능 5) : My Organization (옵션) – 완벽한 기관 데이터 생성
o

담당자 1명(Admin User)이 CSV 파일 2개 업로드 : 원하는 구조대로 데이터 셋 생성


1) Org Hierarchy.csv : 기관의 상하 구조 지정 (최대 5단계)
• 분석 단위별 번호 (Organization ID) 지정
– 학과, 연구 분야, 교수/학생, 임용/지원 연도, 사업명 등
예시

연구 관리
데이터 구조

사업 관리
데이터 구조

Lv. 1

대학명

기관명

Lv. 2

단과대학

사업명

Lv. 3

학부

과제명

1

2



Lv. 4

학과

지원년도

Lv. 5

교원 여부
산합협력 여부

과학기술표준분류
국가중점과학기술

3

2) Peopledocument.csv: 연구자/ 논문 데이터
• 행별로 논문 번호 (UT, PMID, DOI) 입력
• 연구자 번호 (PersonID) 지정
– 연구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 연구자별 원하는 성명과 하나의 PersonID 지정
✓

동명이인, 이명 동일인 문제 해결한 연구자 성과 분석 가능

– 연구자 데이터가 없는 경우: 성명란에 임의 문자 (예시. NA) 입력
✓

Org Hierarchy.csv 에서 지정한 구조대로 논문 성과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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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기능 6) : My Organization (옵션) – 완벽한 기관 데이터 분석 기능 추가

o

System Report 추가
Faculty Report, Department Report 기능 생성


o

My Organization Dataset 분석 필터 추가
My Organization Dataset 선택
예. Organization 분석시,
• Department Level 선택 가능



InCites 주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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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 주요 연구 기관/ 연구자 확인
o
o

특정 dataset 내에서 기관 별 성과를 확인하여 해당 연구 주제의 주요 player를 확인할 수 있음
Web of Science Documents 지표 하단의 논문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논문 리스트를 확인 가능
(개별 논문의 WoS 링크를 제공하여 서지정보 및 초록까지 쉽게 확인 가능)
[ “Polymer” 관련 주요 국내 연구 기관 별 성과 ]

[ “Polymer” 관련 주요 연구자 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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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 연구 분야 별 분석
o
o

특정 dataset 내에서 논문의 연구 분야 별 분포 및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2개 대분류 (ESI category), 250개 소분류 (WoS category) 등의 연구 분야 분석을 지원

Agricultural Sciences
Social Sciences, general
Biology & Biochemistry
Psychiatry/Psychology
Chemistry
Plant & Animal Science
Physics

Clinical Medicine

CNCI=1 Computer Science

Pharmacology &…

Economics & Business

Neuroscience &…
Multidisciplinary
Molecular Biology &…
Microbiology
Mathematics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

Engineering
Environment/Ecology
Geosciences
Immunology
Materials Science
WOS Documents

[XX 기관의 ESI 22개 연구분야별 성과 : 양과 질]

[ XX 기관의 상위 10개 연구분야 성과 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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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 주요 저널 확인
o
o

특정 키워드 관련 논문이 발표된 저널 리스트의 피인용성과를 분석하여 연구자의 저널 전략 수립
JCR에서 제공하는 지수(JIF, Eigenfactor, Immediacy Index)와 InCites에서 제공하는 지수인 JNCI 동시 활용
Journal Normalization Citation Index의 동시비교 분석 가능/ Eigenfactor: 보다 영향력 있는 저널에 피인용 되는 경향
Immediacy Index : 출판 당해에 피인용 되는 경향/ JNCI: 년도, 문서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널의 피인용 지수를 정규화한 값

[ “Polymer” 관련 주요 저널 별 성과 ]
CHEMICAL SOCIETY
REVIEWS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BIOMATERIALS

ADVANCED MATERIAL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연구결과의성향에따라, 저널의영향력또는빠른시일내의

피인용결과등의저널의특성에맞게논문투고

JNCI
JIF

CHEMISTRY OF MATERIALS

NANO LETTER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Eigenfactor
Immediacy Index

예시)

영향력 있는 저널에 투고
: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빠른 피인용 저널에 투고
: Chemical Society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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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 주요 Funding Agency 확인
o
o

“Polymer” 관련 논문에 기금 지원을 많이 한 주요 Funding Agency는 다음과 같음
특정 키워드관련 논문의 연구기금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연구재단 외의 다양한 연구기금을 찾아 연구자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활용될 수 있음

[ “Polymer” 관련 주요 Funding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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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 WoS에 HCP/HP filter 생성
o

InCites/ESI에서 제공하는 HCP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 HP (화제의 논문) 정보를 바로 확인




o

HCP (Highly Cited Papers): 최근 10년간 출판된 SCI급 논문 중, 22개 ESI 연구분야별 상위 1% 피인용 획득한 논문
HP (Hot Papers) : 최근 2년간 출판된 SCI급 논문 중, 22개 ESI 연구 분야별 최근 2달간 상위 0.1% 피인용 획득한 논문

특정 연구 키워드 관련 HCP와 HP의 현황 분석을 통해 연구계의 Trend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방향 기획
[ “Polymer” 관련 논문 검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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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Citation Reports: jcr.clariv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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