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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on the Web 개요 

• Web of Science의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저널의 Impact Factor(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즉시성색인), Cited-Half Life(피인용반감기) 등 인용

도 분석 및 평가 지수 제공 

 

• 수록 범위  

– Science Edition : 과학기술 분야의 저널 6,600여 종을 대상으로 함 

– Social Sciences Edition : 사회과학 분야의 저널 1,980여 종을 대상으로 함  

 

• 이용 가능 연도  

– 본교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정보를 볼 수 있음 

– 2012년 2월 현재, JCR on the Web 2010 이용 가능 

– JCR on the Web 2011는 2012년 하반기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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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on the Web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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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자료 → 데이터베이스 
→ JCR on the web으로 접근 

2. JCR on the web 이용매뉴얼 등을  
포함한 상세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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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JCR on the Web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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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대상 및 option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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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 검색 옵션 지정  
 View a group journals by  

주제 카테고리, 출판사, 국가 및 지역별로 저널 찾기  
 Search for a specific journal  

저널명, 저널 약어, 키워드, ISSN으로 특정한 저널 찾기  
 View all journals 

등재된 전체 저널 보기  

3. 저널 검색 시작  1. JCR Edition과 연도 선택 
 SCI(E)  Science Edition 
 SSCI  Social Sciences Edition 
 수록연도:  2001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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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for a specific journal 특정 저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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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어 입력 
 저널명/ISSN을 정확하게 입력 
 저널명이 불확실한 경우, 

- view list of full journal titles 를 참조하거나 
-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다음에 ‘ * ’를 붙여 검색  

 Title Word 검색 시 여러 단어를 입력하면, 띄어쓰기는 
‘구’로 인식 

2. 검색필드 선택  
 Full Journal Title  

저널의 완전서명 (전체, 시작 부분) 
 Abbreviated Journal Title  

저널의 축약서명  
 Title Word : 저널명 중 일부 단어(구)  
 ISSN : 저널의 ISSN 

4. 저널명 변경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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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이용하는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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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에서 Search for a specific journal 선택 



검색결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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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의 JCR 정보(영향력지수, 반감기, 즉시성지수 
등), Eigenfactor 정보 등 요약정보 표시 

3. 저널을 Marked List에 추가   
1. 저널의 약어, ISSN 표시 

저널명을 누르면 상세정보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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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상세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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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의 인용관계 보기  
• Cited Journal Data  

해당 저널의 논문을 인용한 저널 
• Citing Journal Data  

해당 저널이 인용한 논문을 게재한 저널 
• Impact Factor Trend  

지난 5년간의 Impact Factors를 보여
주는 그래프 

• Related Journals  
상호 인용을 통해 해당 저널과 의미론적
으로 연관성을 갖는 저널 

1. 저널 정보의 요약 정보 표시 
축약서명, ISSN, 인용 수, Impact 
Factor 등의 링크를 누르면, 해당 값을 
산정한 방법을 볼 수 있음  

1 

2 



저널 상세정보 #2 Journal Information, Journal Subject, Journal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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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이 속한 주제 카테고리 
• SCOPE NOTE : 해당 주제 분야의 

적용 범위 설명  
• VIEW JOURNAL SUMMARY 

LIST : 해당 주제에 속한 저널 정보 
조회  

• VIEW CATEGORY DATA  
: 해당 주제 카테고리의 Impact 
Factor 등 조회   

3. 저널이 속한 분야 내에서의 해당 
Impact Factor 순위 조회 

1. 저널 정보 
저널의 완전서명, 축약서명(ISO,  
JCR),  ISSN, 언어, 발행빈도, 발행
국, 출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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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상세정보 #3 Journal Impact Factor, Journal Self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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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인용(Journal Self Cites) 
같은 저널에 수록된 논문으로부터의 피인
용횟수  

1.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JCR edition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2년 동

안의 논문에 대해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당해년도의 IF와 5년 단위 IF를 함께 제공 

                                      해당 저널에 수록된 2008, 2009년 논문을 2010년 다른 저널에서 인용한 횟수 
2010 Impact Factor =  
                                                            2008, 2009년에 해당 저널에 수록된 논문 수 
 
 분모 : 순수 연구 논문과 리뷰 논문만이  분모의 계산에 사용됨. 레터, 사설 등은 제외 
 분자 : 모든 문헌 유형에 대한 인용 횟수가 반영됨  



주제 카테고리별 저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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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표시 방법 선택 
 View Journal Data  

: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저널 리스트 및 정보 표시  
 View Category Data 

 :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개요 정보 보기  

2. 주제 카테고리 선택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 선택 가능 

4. 각 주제 카테고리의 범위 설명 보기 

5. 현재 이용하는 Edition 

1. 메인화면에서 View a group of journals by Subject Category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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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카테고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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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결과의 정렬 조건 지정 

3. 검색결과 저널의 요약정보 표시  
 저널명을 누르면, 해당 저널의 

상세정보 화면으로 이동 

1. 선택한 카테고리 정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세부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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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결과 중 전체 또는 일부 저
널을 선택하여 MARKED LIST로 
보내기 

 최대 500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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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리스트의 출력과 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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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한 저널 리스트 조회 화면으로 이동 
 선택한 저널이 없을 때는 아이콘이 나타

나지 않음 

1. 저장/출력할 저널 선택  
 일부 저널 선택 : 대상 저널에 체크한 후 

UPDATE MARKED LIST를 클릭  
 전체 선택 : MARK ALL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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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리스트의 출력과 저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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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장 또는 출력을 선택 
• SAVE TO FILE : 엑셀에서 반입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  
• FORMAT FOR PRINT : 출력할 수 있는 

HTML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 표시 

1.저널 정보의 정렬 조건 지정 

저장한 파일을 엑셀에서 열 때,  
(1) 원본 데이터 형식을 '구분 기호로 분리됨’으로 선택한 후,  
(2) 구분기호를 세미콜론으로 지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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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활용  특정 저널이 속한 주제분야 내에서의 IF 순위, % 계산 
14 

2.                            을 클릭해 카테고리 내 
순위 정보 화면으로 이동  

1. 찾고자 하는 저널의 상세정보 화면으로 
이동 

2 

3. 카테고리 내의 전체 저널 수, 순위  및 % 
계산 

3 

PLOS BIOLOGY의 경우,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내에서의 순위는 9위 

                                      해당 주제 내에서의 순위 9위 
 상위 3%에 해당함 :                                                             * 100 

                                 해당 주제에 속한 저널 전체 수 286 



JCR 활용  특정 주제분야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저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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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act Factor 순으로 정렬 

3. 저널 리스트의 전체 저널 수 확인 
 PHARMACOLOGY & 

PHARMACY의 전체 저널 수는 249
종 

1. 첫 화면에서 Edition과 option을 선
택하여 리스트 조회 

 전체 저널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View all journals 선택 

 특정 분야 저널을 대상으로 할 때에
는 View a group of journals by 
Subject Category를 선택한 후 해
당 분야를 선택 

4. 해당 분야 저널 중 IF 상위 20%에 
속하는 저널은 순위 49(← 249 * 
0.2 ≒ 49.8) 까지의 저널 

 49위인 INT J ANTIMICROB AG의 
IF는 3.78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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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활용  SCI, SCIE, SSCI 등재저널 확인 

• SCI 등재저널 확인 
– Thomson Reuters 홈페이지 이용 

• http://science.thomsonreuters.com/cgi-bin/jrnlst/jloptions.cgi?PC=K 

 

• SCI(E) 등재저널 확인 
– JCR on the web 이용 

• 특정 연도 등재여부 확인 가능 

• 저널의 IF 확인 가능 

 

– Thomson Reuters 홈페이지 이용 
• http://science.thomsonreuters.com/cgi-bin/jrnlst/jloptions.cgi?PC=D 

 

• SSCI 등재저널 확인 
– JCR on the web 이용 

• 특정 연도 등재여부 확인 가능 

• 저널의 IF 확인 가능 

 

– Thomson Reuters 홈페이지 이용 
• http://science.thomsonreuters.com/cgi-bin/jrnlst/jloptions.cgi?P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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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활용  JCR에서의 SCI, SCIE 등재저널 구분 

• JCR에서 SCI, SCIE 등재저널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JCR science edition은 Web of Science, 즉 SCI Expanded 등재 기준  

– JCR on the Web에서 SCI 등재저널과 SCI Expanded 등재저널을 구분할 수 
없음  

 

• SCI, SCIE 등재저널을 각각 확인하려면 Thomson Reuters 홈페이지를 
이용. 단, Thomson Reuters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저널의 IF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SCI Expanded에 수록된 저널이 JCR에는 없는 경우  

– JCR 요소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JCR에 수록되지 않은 저널 

 

• JCR에 수록된 저널이 SCI Expanded 저널 리스트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  

– SCI Expanded 등재 대상에서 탈락된 저널  

– 폐간된 저널 또는 서명이 바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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