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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구성 

Web of Science, JCR 등 
기관이 구독한 다른 제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 

탐색형 검색모듈 

통합리포트 제공형 분석모듈 

이용정보, 방법, 
지수설명, 기반이론, 
교육자료 등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유용한 
자료 제공 

Web of Science로부터 
가져온 Custom 
Dataset 이 저장되는 곳 



 

분석모듈 개요 

저자 별 정렬 연구기관별 정렬 국가 별 정렬 연구분야별 정렬 저널 별 정렬 

•  탐색형 분석모듈 : Ranking list up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진행하도록 선택가능.  
   Refocus를 통해 Depth에 관계없이 연속 분석 가능⇒전반적인 연구성과 분석 및 Benchmarking 비교분석 시 이용!   

•  통합리포트 제공형 분석모듈: 특정 연구기관에 대해 통합적 리포트 제공 ⇒ 개별연구기관 분석 시 이용! 

연구성과 관련 리포트 생성 공동연구 관련 리포트 생성 

대학 별 리포트 생성 매체(신문/방송)에 공개된 
관심연구정보 동향 탐색모듈 ※ 연구기관, 연구자, 국가, 연구Topic 등 

다양한 검색기준에 따라 매체에 공개된 
연구동향 검색 가능.  



 

Explorer module (탐색형 분석모듈) 

탐색모듈은 연구자,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역, 연구분야, 
저널 또는 출판물의 5개 분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검색페이지에서 어떤기준으로 검색결과가 List up될지를 
판단하고 탐색모듈을 선택합니다.  



 

어떤 분석조건을 선택했는지 보여줍니다.  

선택했던 모든 조건들을 한번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펼쳐서 세부항목 선택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낼 지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래프에 나타나는 
항목은 아래 표에 나열되어있는 상위 항목 기준으로 그래프로 

제공됩니다. 

검색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세부항목을 
추가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간격은 슬라이드 형태로 
이용가능합니다. 



 

WoS Documents 또는 Times cited 숫자로 분석 
하한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하한선을 지정함으로써, 분석에 의미있는 항목만 
분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조건을 조합하여, 내가 원하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ERMANY 국가의 THE 
ranked 연구기관 중, Corporate type을 

제외하고 검색하고자 할때, 그리고, 
분석하려는 Document type은 Article과 
Review로만 한정하고, 2008년-2013년 
동안 발표한 논문수가 3만편 이상되는 
기관을 검색하고 싶을 때, 우측과 같이 

검색조건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 기호를 통해 
선택조건을 검색결과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clude from results” 버튼을 통해 검색결과에서 배제시키고 싶은 항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이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ournal 검색모듈로 다시 가지 않아도, Organization 검색모듈에서 기관검색 후, Journal로 

Refocus 함으로써, 간편하게 추가분석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리스트에 있는 각 항목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검색항목 아래의 Analyze 메뉴를 통해 공동연구별, 연구분야 별, 저널 별 등 다양한 

추가검색조건으로 추가분석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만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5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가장 높은 

Normalized citation Impact를 나타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만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5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가장 높은 Cited 
Documents 비율을 나타내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검색리스트에 분석지수를 추가하고 싶을 때, 
클릭합니다. 



 

“Browse Indicators” 를 클릭하여, 추가되지 않은 
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Add버튼을 통해 추가한 후, 

Done을 클릭합니다. 



 
지난 10년간 20만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5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가장 
높은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비율을 

나타내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만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5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가장 
높은 H Index를 나타내는 지 알 수 있습니다. 



 

Research Area를 다양한 분류기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만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5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ESI 

category 중 Physics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Citation Impact)를 나타내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을 수정하면서, 검색리스트에서 
관심 연구기관이 삭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심 연구기관을  “PIN TO TOP” 기능을 통해 
검색 리스트 상단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Open Access 
저널에서의 

Research output 
결과만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저널에 대해서 
검색결과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특정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실적만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한 
결과만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관심기관과의 공동연구성과를 검색결과로 보기 위해, 

“Collaborations with Organizations” 섹션에 관심 
연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or 

관심 연구기관명으로 Organization 섹션에서 검색을 
수행한 다음, “collaborating organizations”조건으로 
refocus를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분석결과를 보고자 할 때,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GERMANY와 UK의 연구성과 중 
CNRS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된 연구성과만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Web of Science Document수로 

정렬한 후, 관심 연구기관이 발표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Top 

10저널을 Treemap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Top10 저널 중 가장 피인용 비율이 
높은 저널을 Treemap에 나타내고 

싶다면, 상단의 
정렬조건에서 %Documents Cited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필드의 
검색조건만 제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국가(GERMANY)의 
저널은 빼고 

검색하겠다고 하면, 
Journal 탐색모듈의 
Location에서 ≠ 를 
선택하면 됩니다.  

관심 연구자의 이름으로 
저널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수상자의 
연구성과 중 해당 

저널에서 발표된 것을 
찾겠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자의 전체 
연구결과가 발표된 
저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발표된 저널을 
검색하고, 어떤저널이 
더 Impact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hysics Condensed Matter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논문발표량 기준 상위 10개 국가의 

Collaboration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Physics Condensed Matter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5개의 국가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논문 발표량 기준 상위 5개국의 
논문 중, 얼마나 많은 논문이 
Highly Cited Papers 일까요? 



 

특정 저널에 발표한 
국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국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심국가와의 

공동연구가 얼마나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를 많이 
진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국가를 선택한 
후, 분석하려는 

연구분야를 지정하면, 
특정분야에서 발표된 

관심국가들의 
연구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특정 분류(SCADC) 기준으로 
관심국가(China)의 연구자들이 가장 

논문을 많이 발표한 연구분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논문 발표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분야의 Average percentiles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한 특정 분류(SCADC) 기준으로 
관심국가(China)의 연구자들이 가장 

논문을 많이 발표한 연구분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야에서 Hot Papers가 

많이 발표되고 있을까요? 



 

Organic/Inorganic 
Chemistry분야에서 
발표 연구성과를 
검색하고자 할때. 

관심연구자 
그룹에서 발표한 
연구분야 분포를 
파악하고자 할때.  

OECD category 
기준으로 어떤 

연구분야에서 관심 
연구기관이 논문을 

발표했는지 
파악하고자 할때. 

지난 10년간 30만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국가 중 관심있는 Major 
국가의 연구발표 

분야분포를 파악하고자 
할때.  



 

InCites Custom data set 이용안내 
• Web of Science에서 검색한 논문set을 InCites로 옮겨서 나만의 분석 data set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우수연구자 검색시, 관심 연구분야에서의 연구영향력 높은 기관/연구자 먼저 검색 (InCites 지표로 
검색 또는 Topic 검색) ⇒ 관심 연구분야에서 우수 역량 나타내는 연구기관/연구자의 공동연구 분포 먼저 탐색 
⇒ 연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주는 공동연구 scenario 획득 ⇒ 우리기관의 공동연구 현황 파악내용과 획득한 
우수 공동연구 Scenario 비교분석 ⇒ 공동연구 후보군 탐색 전략 도출 

최근 5년간 원하는 연구Topic에서 WOS 
CC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검색 

ESI Top papers 항목에서, 
- 지난 10년간 가장 인용을 
많이 받은 우수연구를 
보고자하면, Highly Cited 
Papers 선택 
-지난 2년간 발표된 논문 중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인용을 
받은 떠오르는 연구를 보고자 
하면 Hot papers를 선택한다.  
⇒ e.g. 떠오르는 연구, Hot 
papers 선택 후 Refine 클릭! 

상단의 Send to InCites 클릭! 

InCites 
저자분석 클릭! 

Dataset을 Custom data set으로 선택 



InCites Custom data set 이용 예시 2>  
Benchmarking 분석 및 우수교원후보 탐색을 위한  
특정 연구Topic에 해당하는 기관/저자 검색 

• InCites에서 제공하는 연구 주제분야가 탐색/고려하려는 연구Topic을 나타내기에 너무 넓을때, 연구 Topic 
기반 기관/저자(교원) 검색 가능. ⇒ Custom data set 기능 활용! 
예> Material science 분야 내에서 Graphene 관련 연구 중 interface 방면 연구에 집중한 연구자/연구기관  

• 이용 순서 : 논문/Topic 기반 검색 가능한 Web of Science에서 원하는 Topic 검색 수행 → Web of Science에서 
InCites로 data 전달 → InCites custom data set(My Folders)에 전달된 data가 저장됨 → InCites의 탐색/분석 
기능을 저장된 customized data set 에서 구동 → Topic 별 세부 분석 가능. 

논문/Topic 기반 검색 가능한 Web of Science에서 원하는 Topic 검색 수행 

InCites custom data set(My Folders)에 전달된 data가 저장됨 

 InCites의 탐색/분석 기능을 저장된 customized data set 에서 
선택하여 분석 시행 



InCites 
검색조건 
선택화면 

목적 
연구분야 별 연구기관/저자 
탐색 

특정 Funder와의 
relationship이 많은 
기관/저자를 검색 

우리기관과 연구규모가 
비슷한 대학을 중심으로 검색 

특정 기간 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을 검색 

설명 

Web of Science category 및 
ESI category를 비롯하여 
OECD, China 등의 Regional 
category를 제공. 
관심 주제분야의 연구성과를 
보이는 기관을 탐색 가능 

전략적으로 특정 Funding 
agency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공동연구 대상 및 임용교원을  
탐색 시 특정 Funder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한 
빈도가 높은 기관/저자를 
탐색할 수 있다. 

논문발표수로 나타날 수 있는 
연구규모 별로 비교대상 
기관을 좁히고 싶을 때 활용. 
연간 논문발표규모에 따라 
연구성과분석 결과추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비슷한 
연구규모로 검색조건을 
적용하여 탐색결과를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다.  

관심있는 특정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만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할 때 활용가능. 

Benchmarking 대상 연구기관/대학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InCites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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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이용 중 질문사항 문의처:  

THOMSON REUTERS 한국지사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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