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슨로이터, IP&S 

 
JOURNAL CITATION REPORTS 이용안내 



 

Journal Citation Reports(JCR) 

• JCR이 더욱더 유익하고 편리한 새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기존의 JCR에서 제공했었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저널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더욱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JCR은 전 세계 3,300여 출판사들이 200개 이상의 분야에서 발행하는 
12,000여 우수저널에 대한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Journal comparison, Journal relationship등 관심분야의 저널환경을 
파악하고 저널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Save, Export 기능이 편리해져 이용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 모든지수에 대해 trend graph를 제공하여 저널 발전추세 파악이 
용이해졌습니다. 

 



 

용어 설명  

• Journal Impact Factor 

• Immediacy Index 

• Cited Half Life 

• 5 Year Journal Impact Factor 



 

Journal Impact factor 

• Journal Impact Factor ?  

해당 저널에서 지난 2년간 발행된 논문이 해당년도에 인용된 수의 평균값. 

 

 
Impact Factor (2014) = 

Cites in 2014 to 2012 and 2013 papers 

Papers published in 2012 and 2013 

Ex> 



 

Journal Immediacy Index 

• Journal Immediacy Index 

해당저널에서 해당연도에 발행된 논문이 발행연도에 인용되는 수 

Immediacy Index         no. of citations (in current year) 

 no. of articles (in current year) (in current year) 

Ex> 

= 



 

Journal Cited Half Life 

• Journal Cited Half Life?  

해당저널에서 발행된 모든 논문이 발생시킨 총 인용의 50%에 해당하는  

인용이 발생한 구간(시간) 



 

5 Year Journal Impact Factor 

• 5 Year Journal Impact Factor ?  

해당 저널에서 지난 5년간 발행된 논문이 해당년도에 인용된 수의 평균값. 

 

 

Impact Factor (2014) = 
Cites in 2014 to 2009 ~ 2013 papers 

Papers published in 2009 ~ 2013 

Ex> 



 

Web of Science와 함께 JCR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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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 플랫폼 상단 버튼을 통해 
쉽게 JCR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검색화면에서 편리하게 
저널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널 별 Ranking으로 검색 분야 별 Ranking으로 검색 



 

각 분야(Subject area)별로 Journal summary를 보여줍니다. 
 
이전의 JCR지수를 포함하여 과학영역(SCIE), 
사회과학영역(SSCI)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에 나와있는 항목을 Node와 선으로 연결하여 
연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 Node size: 
- Categories by rank의 경우: number of journals in category 
- Journals by rank의 경우 : Impact Factor of journal 
  
※ 연결 선:  
각 category(혹은 저널)들 간의 Citation 빈도 



 

각 카테고리명을 클릭하면 각 카테고리 별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 별 세부 indicator를 확인 
가능합니다. 

리스트에 표시되는 indicator를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수(숫자)를 클릭하면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Category명을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상세 Category 
profile을 볼 수 있습니다. Category내의 모든 저널에 
대한 통합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category에 대한 세부지수정보 이외에 화면 
아래쪽에서 논문발표수분포, IF관련 Box plot등의 
그래프와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분야에 
해당하는 Category의 저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에 나와있는 주제분야명을 
클릭하거나 리스트에 나와있는 숫자를 
클릭하면, 세부 주제분야에 속한 저널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저널별, 주제분야별로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주제분야 별 리스트에서 
“Biodiversity Conservation” 
주제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주제분야 내 속한 저널 리스트를 
펼쳐 본 결과입니다.  



 

저널명이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검색: 저널명을 입력하여 개별저널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저널을 입력합니다. 저널명을 입력하면 
추천저널명이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저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제분야를 선택하여 저널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개 또는 복수의 주제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저널의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JCR year 이외에 이전 
연도도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 1997년부터 현재 JCR year까지 
검색가능합니다. 



 

과학분야(SCIE)와 사회과학분야(SSCI)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제분야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eb of Science category는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250여개의 분류로 나누어진 세분화된 분류이며, 
Essential Science Indicators(ESI) category는 전 학문분야를 22개의 
분류로 나눈 넓은 범위의 분류입니다.  



 

해당 주제안에서 일정수준의 우수성을 
가지는 저널들만 검색할 때 Quartile 
ranking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Impact Factor의 범위를 지정하여, 
원하는 수준의 저널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저널은 내 계정에 
저장해두고 나만의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Indicator을 
지정하여 원하는 지수만 제공하는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널명 클릭 시 해당 저널 관련 
세부정보 확인 가능 
 



 

과거 데이터를 포함한 해당 저널  관련 상세 
설명 및 소스 데이터 확인 가능 

Journal status 확인 가능 



 

각종 지표별 추세 그래프 확인 가능 
(전체 년도 또는 지난 5개년도 조건 
간 손쉽게 전환 가능) 

 

각 지표값에 대한 산출식 확인 가능 



 

어떤 페이지에서든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JCR로부터 전체 테이블을 엑셀 포맷으로 다운로드 
가능(경우에 따라 일부 제약조건 존재 가능)  



 
소스 아이템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개별 article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 가능 

전체 상세정보 및 인용 데이터를 위한 
Web of Science 링크 기능 제공 



 

각 주제분야 내에서의 IF의 개별순위 및 
Quartile ranking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tal citation 기준으로 주제분야 내에서의  
본 저널의 개별순위 및 Quartile ranking를 알 
수 있고, 각 연도 별 Total citation을 
나타내줍니다.  



 

검색한 저널에서 해당 JCR 
year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한 
다른 저널수와 분포를 
보여줍니다.  
 
예를들어, 상단의 “CA-A 
CANCER..”에서 현재 JCR 
year(Ex.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PLOS ONE이라는 
저널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에 
제일 많이 인용된것으로 나오며, 
이를 통해 검색한 저널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저널을 알 
수 있고, 어떤 저널이 검색한 
저널의 연구에 영향을 많이 
받고있고, 관계를 가깝게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가장많이 인용한 
논문들이 분포하고 있는 저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상단의 “CA-A 
CANCER..”에서 현재 JCR 
year(Ex.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J CLIN ONCOL 
저널의 논문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검색한 저널이 가장 많이 
연구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저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저널의 연구가 어떤 
저널의 연구내용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계를 가깝게 갖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저널이 포함된 각 주제 분야별 
Box plots 확인 가능  
 
검색한 저널이 포함된 주제분야 
내에서의 본 저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분야 내의 저널들의 IF분포와 
검색한 저널의 IF를 비교하여 연구분야 
내에서의 해당저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저널과 인용 또는 피인용 저널 
간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Citing Data를 통해서는 이 
저널발표논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저널들의 분포를 알 
수 있어, 이 저널의 연구Source인 
참고문헌의 저널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Cited Data를 통해서는 이 저널 
발표논문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저널들의 분포를 알 수 있어, 
이 저널의 발표논문이 영향을 미친 
다른 저널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ompare Journal 기능을 활용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저널 간 직접 
비교 가능 



 

관심있는 저널들을 복수로 선택하여 저널의 우수역량을 비교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문의처:  

Thomson Reuters 한국지사 고객지원센터 

ts.support.korea@thomsonreuters.com 

무료통화번호 080-010-8100  

mailto:ts.support.korea@thomsonreuters.com


JCR (Journal Cit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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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tes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소개

• SCIE + SSCI 에디션으로구성

➢ WoS의 250여개또는 ESI의 22개분야

➢ 포함저널수: 11,600여개

➢ 최신버전: 2017 JCR

• 저널평가지수및분석제공

➢ Journal Impact Factor (JIF)

➢ Eigenfactor Score

➢ IF ranking, quartile, percentile

➢ Immediacy Index등

JCR은 Web of Science CC를기반으로하여저널의피인용을기준으로저널의성과를비교/ 분석할수있는 DB로,

매년새로운 JCR 버전을발표하고있음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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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특성에따른 InCites JCR 활용목적

학회 (출판사/ 에디터)

• 같은연구분야의저널들간의직접적인비교분석을통한학회운영전략수립

• 우리학회의저널의논문들의피인용정보를논문단위로확인가능

• 커스텀저널리스트를활용하여저널의성과트래킹및트랜드분석

도서관

• 구독저널의상대적비교분석및구독저널선택을위한가이드데이터로활용가능

• 기관의학과또는연구자의논문성과를저널을기준분석및관리

연구자

• 논문발표를위한저널선정의전략수립기초자료로활용

• 과제성과분석을위한논문개제저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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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저널평가지수

2015 2016 2017

• Impact Factor: JCR 연도직전의 2년간의출판물이인용된횟수로저널의영향력을나타내는지수

2015+2016 에출판된논문수의합계
(citable items: articles, reviews)

2017년도 citation 합계

2017 JIF =

• 5 Year JIF: JCR 연도직전 5년간의출판물이인용된횟수로영향력평가

• Immediacy Index: 논문이출판된해에인용된 article  평균값으로 얼마나빨리인용되는지나타내는지수

• Eigenfactor Score: 피인용저널의영향력에따라가중치를부여한영향력평가지수

- Normalized Eigenfactor Score는평균값 1이기준이되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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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저널검색하기(기본화면)

Master Search: 저널명검색

저널명을통한분석 연구분야를통한분석

Clarivate의다른제품으로연결 로그인정보/ 도움말/ 언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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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by Journal: 저널검색하기

• Data 다운로드

- PDF/ EXCEL로저장

• Go to Journal Profile

- 저널명, ISSN번호입력

- 전체정보 (Journal Profile 페이지)

• Select Journals

- 저널명검색을통해여러저널비교

• Select Categories

- WoS(230여개)/ ESI(22개)의분야별

저널리스트제공

• Category Schema

- WoS/ ESI의카테고리선택

• Select Publisher

- 출판사별저널리스트제공

• Clear/ Submit

- filter reset/ filter 적용

• Select Country/Region

- 지역별저널리스트제공

• Data Custom Reports 보내기

- Custom Reports 편집/ 추가/ 저장

• Custom Reports

- Custom Reports 편집

• Customize Indicator

- 보여지는 Indicators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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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을활용한분석 1: 연구 분야 별, 연구 성과 별 저널 리스트 검색

▪ JCR은WoS/ ESI Category에서제공하는연구분야별저널리스트를제공하여연구자중심의저널검색가능

▪ Impact Factor range/ JIF percentile/ 오픈액세스등의다양한조건을활용하여저널의분석과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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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을활용한분석 2: 저널 세부 정보 (1) – 2018 new

▪ JCR은저널의연도별각종지표추이, 저널이속한연구분야에서의위치 (IF 순위, Quartile, Percentile) 정보제공

저널출판정보

JIF 연도별동향 Citation 분포도

문서유형별피인용횟수

article & review 의

피인용횟수의중간값JIF 년도별동향

해당범주의

percentile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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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을활용한분석 2: 저널 세부 정보 (2) – 2018 new

2017년도저널별인용된논문수

2017 JCR IF 결과값

- 해당값 (분자/분모)을
클릭하면데이타를볼수있음

모든관련논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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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을활용한분석 2: 저널 세부 정보 (3) 인용한논문을통한연구분야분석 – 2018 new

▪ Web of Science를활용한저널을인용한논문분석및 Data 다운로드제공

Web of Science를활용한결과분석
Data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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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을활용한분석 2: 저널 세부 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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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의 유용한 기능 3 : Eigenfactor Score, Immediacy Index 등 효과적인 Indicators

Indicator 의미

Immediacy Index 논문이출판된해에인용된 article  평균값

Eigenfactor Score 피인용저널의영향력에따라가중치를부여한영향력평가지수

Normalized Eigenfactor Score Eigenfactor Score의평균값을 1로했을때상대적인값을나타냄

예시: Physics: Condensed Matter분야의저널

• JIF 21의값을가지는저널

- JIF/ Immediacy Index/ Eigenfactor Score를

비교하여전략적인저널선택

▪ Advanced Matters/ Advanced Evergy Materials/ Annual Review of Condensed Matter Physics의세저널을비교

▪ JIF/ Eigenfactor Score의값을비교하였을때, Advanced Materials 저널이가장영향력이있음을알수있음

▪ 그러나 Immediacy Index의값은 Annual Review of Condensed Matter Physics로논문발표후빠른시일내에피인용

지수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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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을 활용한 분석 4: Compare Journals (Trends)

Journal Impact Factor

Impact Factor Without 

Journal Self cites

5 Year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Eigenfactor Score

Article Influence Score

JIF Quartile

Citable Items

Cited Half-Life

Citing Half-Life

Total Cites

• Select JCR Years

- 다수선택가능

▪ 다양한지표들을활용해저널들의성과추이를분석할수있는기능도제공하고있어, 선택한저널이꾸준하고

안정적인피인용성과를보유하고있는지, 혹은성장세/하강세에접어들었는지등을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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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등록하기

1

23

❖ 도서관홈페이지 → 학술 DB → JCR의경로로접속가능 (일부기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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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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