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지등재정보의이해

-SCI 급논문검색및활용-



오늘교육의주제는? 

SCI 급논문은무엇인가?

저널은어디서찾을수있는가?

나의연구분야에가장영향력높은저널은?

어떤저널에투고하면좋을까?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초록

원문보기

참고문헌
(인용정보)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초록

원문보기

참고문헌
(인용정보)

인용색인 DB

논문검색학술자원 기존학술자원 인용색인 DB



인용색인이란?

- 인용색인은저자명이나논문명을색인어로하여그저작이다른어떤논문에서

인용되었는가를검색하기위한색인

- 인용은논문과논문사이에서발생

내가찾은논문
인용 피인용

인용색인 DB



인용정보를통해서논문의영향력, 연구성과를분석할수있음

인용색인 DB



- 특정인용색인 DB에해당학술지가등재되는것을의미

- 학술지가등재될경우, 수록논문이해당 DB에서검색이가능해짐

* 등재는학술지단위로발생

국외

Scopus
국외

Web of Science
SCI(E), SSCI, 

A&HCI

국내

KCI

학술지등재의개념



Web of Science Scopus KCI

• Clarivate에서제공하는

인용색인 DB

• SCI(E), SSCI, A&HCI, 

CPCI 등의주제별랭킹

제공

• 저널평가지표(JCR, JCI)

• Elsevier사에서제공

• 저널평가지표(CiteScore)

• 인용정보, 인용분석

• 한국연구재단

• 국내학술지및게재

논문대상

• 저널영향력지표

• 2004년이후의논문에

대한인용현황

인용색인 DB



• 세계적으로권위있는영향력있는저널을수록한인용색인데이터베이스
• 과학기술, 사회과학, 예술 및 인문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에 수록된

문헌들의서지정보및인용정보제공

A&HCI
인문예술
분야

CPCI
전주제

(회의자료)

SSCI
사회과학
분야

SCIE
과학기술
분야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국외web DB> Web of Science 

1. Web of Science



1. Web of Science - JCR 저널영향력지수
• 저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의 핵심 컬렉션의

인용데이터를기반하여제공
• SCIE, SSCI 등재논문에대해서만 JCR 지표제공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국외web DB> JCR



1. Web of Science –논문 / 저널검색

인용횟수: 이논문을인용한논문목록

인용문헌: 이논문에서인용한참고문헌목록

관련레코드: 동일한참고문헌을인용한논문

홍익대도서관구독
전자자원으로이동(full text)

저널의영향력지수안내
JCR Impact Factor



1. Web of Science - JCR 저널영향력지수

저널개요(저널명, ISSN 등)

등재정보–카테고리, 등재구분, 언어등

저널영향력지표
저널에서가장많이인용된논문

주제분야내저널순위



Impact Factor는무엇인가요?

Impact Factor는저널의영향력을수치화한것(논문의영향력 X)

𝟐𝟎𝟏𝟔 𝐈𝐦𝐩𝐚𝐜𝐭 𝐅𝐚𝐜𝐭𝐨𝐫 =
해당저널에수록된 𝟐𝟎𝟏𝟒, 𝟐𝟎𝟏𝟓년논문을다른논문에서인용한횟수

𝟐𝟎𝟏𝟒, 𝟐𝟎𝟏𝟓년에해당저널에수록된논문수

2014년논문수
15

2015년논문수
27

2014년논문인용횟수(2016년기준)
9

2015년인용횟수(2016년기준)
18

9+18

15+27
= 0.628

2016년 A저널의 Impact Factor

1. Web of Science - JCR 저널영향력지수



1. Web of Science - JCR 저널영향력지수

• Browse Journal : 전체 저널에 대해 기본 정보 제공, 필터를 활용하여 카테고리별,
인용색인별(SCIE, SSCI, A&HCI), JCR IF 순위별브라우징가능



2. SCOPUS • Elseiver 출판사에서발행하는세계최대인용, 초록데이터베이스

• 연구문헌의인용정보분석, 연구자및연구기관의연구성과분석도구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국외web DB> SCOPUS



2. SCOPUS- 논문/저널검색

저널명, 논문키워드검색 SCOPUS 등재자원전체보기

항목별상세검색가능

검색키워드입력



2. SCOPUS- 논문/저널검색

원문정보다운로드

이논문을인용한자료
(20번인용됨)

이논문과유사한논문

FWCI(Field Weighted Citation Impact)
같은주제분야, 출판형태에따라인용을측정 / 평균은 1이며, 1이상이면평균이상



2. SCOPUS- 저널검색

SCOPUS 저널평가지표

1. CiteScore: 피인용을 바탕으로 한

저널영향력지수

2. SJR:학술지 명성에 따른 영향력

지수(SJR평균: 1)

3. SNIP: 학술지 주제에 따른 영향력

지수(SNIP평균: 1)

연도별 Citescore 확인, 산출방식안내 주제별 CiteScore 순위



2. SCOPUS- 키워드별동향정보



3. S2Journal • 저널의영향력을나타내는지표(JCR IF, CiteScore, SJR, KCI) 종합정보제공

• 가짜저널, 약탈적학술지저널정보제공(투고저널추천서비스)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국내 web DB> S2Journal



3. S2Journal –저널정보제공

저널상세정보(등재여부확인), 연도별/카테고리별 JCR IF 정보확인



3. S2Journal –저널순위제공

저널랭킹

1. JCR 랭킹: Web of Science 등재지 SCIE,

SSCI 저널순위

2. JCI 랭킹: Web of Science 등재지 SCIE,

SSCI, A&HCI, ESCI 저널순위

3. CiteScore, SJR 랭킹: SCOPUS 등재 저널

순위

4. KCI 랭킹: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중순위

저널명검색



3. S2Journal –약탈적학술지/가짜학회정보

구분 특징

위조학술지
(Hijacked Journals)

유명학술지와유사한학술지이름을사용하여저자에
게혼동을주는학술지

약탈적학술지
(Predatory Journals)

돈만지불하면무조건게재해주고출판윤리를어기는
학술지

대량발행학술지
SCI/SCOPUS 등에등재되어있으면서학술지한호를
발행할때마다대량으로발행하여출판윤리를어기는
학술지

S2Journal에는약탈적학술지/가짜학회리스트제공

• 연구성과를악용하여정확한검증을거치지않고연구성과, 논문투고료등을노리는학술지

• SCIE, Scopus 등인용색인 DB에등재되어있다고하지만, 실제해당인용색인 DB에서등재

여부와인용지수를확인할수없음 -> S2Journal에서존재여부확인



3. S2Journal –약탈적학술지/가짜학회정보

연구윤리에위반하는가짜학회, 약탈적학술지정보제공 / 논문투고시주의필요



홍익대학교연구성과물– ScholarWorks

학술지등재정보안내및주의해야할학술지안내 홍익대연구성과물안내(기관리포지터리)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연구지원 > 연구성과분석



KCI 등재지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국내 web DB>KCI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중앙도서관멀티자료실

문의: 02-320-1319

이메일: julee9012@hongi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