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연구평가의 지표

세계 유수 대학의 업적 평가 및 연구비 지원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력을 측정하는 대명사 
InCites를 만나보세요.

자연과학(SCIE), 사회과학(SSCI), 예술 및 인문학(AHCI) 
분야의 학술 전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12,000종 저널과 
17만편 이상의 학술대회 논문집 등 핵심저널 군을 
엄선하여 수록한 핵심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noise 없는 핵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update 주기 엄수로 늘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7/9/11월 bimonthly)

누구나 손쉽게 전문적인 연구성과 평가 및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도구 및 리포팅 기능 탑재

InCites에서는 Data filtering 및 refocus 분석을 통해 
검색 결과의 depth를 늘려 가며 연속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수의 indicator 동시 분석은 물론 
분석 data의 Export도 무제한입니다. 임팩트 있는 
그래픽 도구을 활용하여 맞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및 분석

InCites는 JCR 및 ESI의 호환을 통해 Journal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Eigenfactor, Highly 
Cited Papers 등 학계와 국가 과제 등에서 널리 쓰이는 
주요 Indicator를 활용하여 보다 공신력있는 평가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InCites
핵심�학술정보�기반의�연구성과�평가/분석�시스템
전 세계, 각 국가, 개별 기관 및 연구자들의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기관 내 연구역량의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성과 평가 및 분석 솔루션



InCites,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국가, 기관,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같이 다양한 연구 
주체별 연구성과 분석

•국가, 기관, 연구자 및 연구 그룹 간의 연구 경쟁력 분석

•연구 분야 별 포트폴리오 분석 및 특성 연구 분야 발굴

•연구 주체 별, 연구 분야별 연구 경쟁력 변화 추이 확인

•기관 내 연구성과 관리 및 HR 분석

•저널 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

•과제 제안서 등 공적 자료 작성 시 대응

•국제 연구 협력 현황 분석

•국제 연구 협력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

•산학 연구 협력 현황 분석

•전략적 산학 협력을 위한 기관 및 연구자 리스트 확보

Journal Citation Reports (JCR)

권위있는 학술지 평가 지수인 JCR은 전세계 연구 
집단에서 출판물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인 
잣대를 제공합니다. 인용 데이터 기준 약 1만개에 가까운 
과학 및 사회과학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인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술지와 범주 전체에 거쳐 기간별 
인용 상관 관계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Journal Impact Factor, Self Citation, 5 Years 
Impact Factor, Eigenfactor등의 저널 영향력 판단 
지수를 제공하며, InCites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Essential Science Indicators (ESI)

당신의 연구는 어디쯤 있을까요?

과학분야의 연구성과와 동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툴로 Citation 
Rankings, Highly Cited Paper, Citation Analysis 
정보를 통한 저널, 논문, 국가 및 저자에 대한 순위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떠오르거나 영향력이 높은 논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주목하고 소속 기관의 연구가 학계의 흐름과 
연구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SI는 JCR과 함께 InCites를 통해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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