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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기반의 저널 영향력 지수



Journal metrics in Scopus

CiteScore™ : 저널의 인용 영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의 저널 영향력지수

▪ 연구문헌이 발표된 저널의 영향력을 포괄적이며,
투명한 방법으로 측정. 1년에 한번씩 발행되는
공식적인 지수 외에 매달 업데이트 되는 지수를 통해
저널의 영향력 지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Scopus에 색인된 모든 컨텐츠가 저널과
컨퍼런스로부터 받은 인용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저널의 영향력지수는 논문 투고를 위한 최적의
저널을 탐색 및 선별하는데 참고할 수 있음

Source-Normalized Impact per Paper (SNIP)

▪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의 CWTS가 개발

▪ 특정 주제 분야의 전체 인용수에 기반하여 인용을 측정함으로써

주제에 따른 저널의 인용 영향력 측정 (저널의 주제에 기반한

영향력 지수)

▪ 인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제분야에서 한 번의 인용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인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주제분야에서의 한번의 인용은 더 작은 값을 갖게 됨

SCImago Journal Rank (SJR)

▪ 스페인의 SCImago가 개발

▪ 학술지의 명성에 따라 인용을 측정하며, 저널, 도서, 컨퍼런스도

지수 산출됨 (저널의 명성에 기반한 영향력 지수)

▪ 저널의 주제 분야, 우수성과 명성은 인용의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기반으로 인용영향력 지수 산출됨



CiteScore 업데이트

새롭게 발표된 2019 CiteScore 는 연구자, 사서, 출판사, 연구기관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산출방법을 변경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저널을 평가

▪ 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북 챕터, 데이터 페이퍼 등을 포함하도록 방법을 개선

▪ 인용 패턴을 고려하여 4년간의 인용 수를 반영 (1년 → 4년)

▪ 가장 최근 연도의 출판물을 포함

▪ 정확도 높이기 위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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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core 특징

포괄적. CiteScore는 한 학술지가 지난 4년 동안 받은 논문당 평균 인용 수. Scopus에 등재되어 있는 2019년 이전에
출판된 대부분의 학술지(저널, 책 간행물, 컨퍼런스, 산업계 출판물)의 2019년 CiteScore 지수 이용가능

실시간. CiteScore 지수는 매년 산출되며, 1년 평균 인용 지수 제시. 인용 영향력은 1년보다 더 빠르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CiteScore  Tracker를 통해 매달 인용지수를 업데이트 하면서 저널의 인용이 어떻게 축적되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공개. 6월에 공개된 2019 CiteScore 지수는 변하지 않지만 그 이후 CiteScore 지수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추적

투명. 명료하면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움. CiteScore는 숨겨진 알고리즘이나 정보가 없어 누구나 산출 할 수 있으며,  
Scopus의 저널 페이지인 Source Details에서 CiteScore 지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산출 시 활용된
모든 출판물 수와 인용수를 확인 할 수 있음.

무료. Scopus를 구독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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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9년의 인용

3년간의 출판물

CiteScore 측정 방법

CiteScore =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출판된
모든 문헌이 2019년에 받은 인용 수

특정 출판물에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발표된 문헌(13개의 타입) 수

CiteScore = 

2016년에서 2019년 동안 출판된
문헌이 2016-2019년간 인용된 수

특정 출판물에 2016년에서
2019년 동안 출판된 문헌(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북챕터, 데이터
페이퍼) 수

변경

*주요 변경사항
1. 문헌타입을 13개 타입에서 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북챕터, 데이터 페이퍼의 5개로 조정
2. 인용 수 반영기간을 지수 산출연도인(예: 2019년) 1년에서 4년(예: 2016 ~ 2019년) 간 인용된 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조정



CiteScore 2019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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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해진 저널간 비교

동료평가(peer-review)
를 받은 문헌(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북 챕터, 데이터
페이퍼)만을 기반으로 저널의
영향력 지수 산출

동료평가를 받지 않은 형식의
출판물은 저널의 영향력 지수
산출 시 제외

출판된 문헌의 인용에 대한
견고해진 평가방법

견고하고 안정적인 저널
평가 방법

발표된 후 시간이 지난
아티클이 더 많이 인용되며, 
인용영향력 지수 산출 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음

인용패턴을 고려하여 더
긴 시간동안 인용변화를
관찰

새로운 저널 (주로 Open 
Access) 을 위한 조기의
인용영향력 지수

이전의 CiteScore와 비교하면, 
신규 저널이나 최근에
Scopus에 등재된 저널도 인용
영향력 지수가 빨리 산출될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수
많은 저널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새로운 저널에 수록된 문헌의
인용 영향력이 더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서와 연구자를 위한 동영상 자료

Librarian: 저널의 영향력 지수 활용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support/webinars?commid=411508

저널 영향력 지수는 저널의 질, 영향력과 같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여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저널 영향력 지수는 데이터 소스, 산출방법, 문헌의 타입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수 산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필요 있음.  

▪ 도서관 구독저널 관련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개발

▪ 어떤 저널을 구독할지에 대한 통찰력 제공

▪ 연구자가 논문 투고할 저널 탐색 시 의사결정 지원

Researcher: CiteScore 2019와 지수 활용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support/webinars?commid=411506

산출방법이 변경된 CiteScore 2019의 방법론, 연구자가 CiteScore를 포함하여 저널 영향력 지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

▪ 논문을 투고할 적합한 저널 탐색, 비교, 선정

▪ 어떤 저널을 읽고 인용할지 결정

▪ 새롭게 출판되는 영향력 높은 Open Access 저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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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core inf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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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감사합니다.
엘스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