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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제공 중심에서 각종 분석결과를 

통한 Insight discovering으로 기능의 

핵심이 이동했습니다. 

•  2014년 새로워진 ESI에서는  

보다 향상된 분석결과 및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분석예시 1.  

Highly Cited Paper를 통한 선도연구 동향분석 

• 국가별 HCP 발표동향 
: 전 세계 선도연구 중 한국의 ranking 

• 한국 HCP성과 중 주제분야 별 분포 

• 한국 HCP성과 중 연구기관 별 분포 



분석예시 2.  

한국의 선도연구중 특정주제분야에서의 동향분석 

•한국의 Highly Cited Paper 성과의 동향변화  
: Chemistry 

•한국의 Hot paper 성과의 동향변화 
: Chemistry 



분석예시 3.  

한국의 선도연구중 특정연구기관의 동향분석 

•한국의 Highly Cited Paper 성과의 동향변화  
: Seoul Nat’l Univ 

•한국의 Hot paper 성과의 동향변화 
:  Seoul Nat’l Univ 



분석예시 4.  

한국 내 관심연구기관의 HCP 별 Citation trend 



분석예시 5.  

Research Front 별 Trend에서의 세계동향 vs.한국동향 

• 한국 동향 • 전 세계 동향 

vs. 



분석예시 6.  

New JCR과 함께 심도있는 Collaboration 분석 

• 동일한 플랫폼에서 ESI/JCR 함께 배치.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정보 획득  
 

 <Journal 간 Collaboration 동향분석> 



2014, 새로워진 InCites를 소개합니다! 
InCites는 ESI/JCR과의 통합으로 더욱 새로워진 솔루션을 통해 연구성과분석 및 R&D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최고의 학술 및 연구성과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제공합니다.  

2014년 새로워진 InCites를 통해 연구기획, R&D 정책수립, 연구성과관리 및 평가, 국가 및 연구기관 

R&D 발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전 세계 연구동향 및 성과창출 동향을 한눈에! 

• 기관 또는 국가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유익한 Benchmarking Model을 적용하기 위한 최고의 정보원  

• 국제 공동연구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동향 탐색가능! 

• Top 연구자 발굴 및 연구역량 평가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강화된 그래픽 및 분석결과 제공 

저자, 연구기관, 국가 등 다양한 탐색 분류 

Collaboration 및 연구분야 등 심도있는 
분석위한 다양한 검색필드 제공 

NCI, Citation impact 등 연구역량 평가위한 신뢰성높은 데이터 및 분석결과 제공 

New 정보를 활용한 연구활동 
트렌드 정보 실시간 제공 

검색자, 분석자위한 
편의 기능 강화 



분석예시 7.  

New InCites와 함께 심도있는 학술성과 및 연구동향 분석 

• 학술성과 및 연구동향에 대한 다양한 검색 및 분석결과 제공 

• 저자, 국가, 연구기관 간 Collaboration 분석결과 제공 

분야 별 국가 간 Collaboration 
저자 간 Collaboration 

연구분야 간 Collaboration 

연구기관 간 
Collaboration 



 

Thank you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