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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copus Value
•
•

Scopus Content
Scopus 지수, 등재 저널의 영향력 분석

 Scopus 저널 등재 심사
•
•
•
•

Content Selection and Advisory Board (CSAB)
ECSAC-Korea
심사조건
한국타이틀의 탈락 이유 분석

 Scopus 등재 신청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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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Value


Scopus Content

3

|
|

Scopu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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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에 등재된 저널의 국가별 현황>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
전세계 학술문헌 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포함 및 색인하고 있으며, 연구를
스마트하게 추적, 분석 및 시각화 하는 툴
5,000여 이상의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22,245 타이틀(213 종의 한국 저널)
98,060 권의 도서
105개 국가의 저널 등재(40개 언어)
Date: June, 2015

Physical
Sciences
7,443
Health
Sciences
6,795
Social
Sciences
8,086
Life
Sciences
4,492

JOURNALS

<Scopus에 등재된 저널의 국가별 현황>
PATENTS
BOOKS
CONFERENCES

21,150 peer-reviewed
journals
359 trade journals

86k events
7.1M records

521 book series
98,060 books

Conf. expansion:
1,017 conferences
6,022 conf. events
410k conf. papers
5M citations

Books expansion:
120K books by 2015
- Focus on Social
Sciences and A&H

-Full metadata, abstracts
and cited references (pre1996)
-2,800 fully Open Access
titles
- Going back to 1823
- Funding data from
acknowledgements

Mainly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24M patents
from 5 major
patent offices

|
|

| 5
5

Scopus Contents Expansion Project
3가지 컨텐츠 확장 프로그램
–컨퍼런스: Conference Expansion, started 2011 (2014년 1,000 타이틀 등재 완료)
–도서: Book Enhancement, started June 2013 ( 매년 10,000권 등재 목표)
–참고문헌: Cited References Expansion (back file), started March 2014

Coverage
years

• 1970년 아티클까지 추가 (기존 1996년
이후)

Number of
articles

• 8백만 아티클 추가될 것이고 이의
참고문헌이 추가될 예정

Which
Archives

•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모든 주요
출판사들의 아티클을 추가
• 모든 주제 분야가 추가

NOT in
scope

• 디지털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출판사 아카이브
• 1970년대 이전 아티클

<Scopus Cited
Reference Expansion
Project>
 Scopus 상에 등재되는
백파일 추가하여 커버리지
확대
 과거 아티클의 상관도와
가시성 향상
 참고문헌 추가하여 피인용
현황 반영
 1970년대 이후 인용 현황이
집계
 저자 프로파일의 정확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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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툴로 활용
대학 연구력 평가

저자 연구력 평가

국가의 연구 영형력 평가

저널 영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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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대학 및 연구자의 연구영향력 평가툴로 활용
University Ranking Partnership

우리나라 연구기관 –
연구자(교수)연구 업적 평가 시
Scopus에 등재 논문 인정 및
예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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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대학 랭킹의 연구성과 부분 분석


두 대학 평가 기관의 연구성과 평가 부분 메트릭스
Scopus 데이터 비중: 20 ~ 30%
Indicators
Citations per faculty
Citations per paper
Papers per faculty

World
Rankings

Methodology
Citation counts for last five years per FTE
(Author self-citations excluded)
Citation counts per paper for last five years
(Author self-citations excluded)
Scholarly output for last five years per FTE

Asia Rankings

20%

-

-

15%

-

15%

Scopus, SciVal 데이터 비중: 38.5%
Indicators

Methodology

Proportion

Research

(Field-weighted) research output per staff FTE
(Scopus/SciVal data)

6%

Citations

(Field-weighted) citations in recent 6 years to papers published
in recent 5 years (Scopus/SciVal data)

30%

International outlook

(Field-weighted) proportion of research papers with
international co-authors (Scopus/SciVal dat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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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를 준비하기 전에
 Scopus
 해당 분야의 등재 저널 탐색
 저널 평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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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제분야의 등재저널 탐색
 해당 주제분야의 유사 타이틀이 있는지 확인: Scopus – 등재 타이틀 브라우즈, 타이틀 리스트
 기존 등재 타이틀이 있는지? 국가, 출판사, 역사 확인? 필요 시 서명 변경 등 전략 수정?
 등재되더라도 정확한 색인 등을 위해 신경 써야 함

<타이틀 리스트>

|

저널 평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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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Standing (저널 평판도)
학술지 인용도: 인용된 아티클의 비율,
개별 논문들의 피인용 건수, 최근에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조사
기존에 Scopus에 등재된 논문들이 우리
학술지 논문을 얼마나 인용하고 있는지
분석
Scopus 싸이트에서 Reference로
제한하여 학회지명으로 검색한 후 인용
건 수 확인
한국타이틀의 문제: 전반적으로 인용이
낮은 편에 속함

|

편집인 인용도 분석
Scopus Author profile: 저자 이름, 소속기관, 주제, 저널 기준으로 저자 아이디 자동 생성

|

편집인 인용도 분석
저자의 연구성과 상세분석: 논문 주제, H-index등

저자의 논문 투고 저널, 주제 현황, H-index, 인용현황,
공동저자 분석

저자의 H-index 상세 분석. H-index가 42라는 것은
발표된 논문 79편 중 42편이 42번 이상 피인용
되었다는 것을 의미

|

저널의 영향력 평가
논문 투고를 위한 저널 선정 시 – 저널의 영향력 분석 및 등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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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Journal Metrics
 3년간 발표된 논문 및 인용건수를
기반으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산출
 SJR: 학술지의 명성에 따른 지수
 SNIP: 학술지의 주제에 따른 지수
 IPP(Impact per Publication):
학술지 영향력 지수

|

SJR (SCImago Journal Rank)
 SJR (SCImago Journal Rank) Indicator: 학술지의 명성에 따른 지수
 스페인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교수인 Felix de Moya에 의해
개발
 3년 동안 발표된 논문과 인용을 기준으로 산출
 “모든 인용을 동등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Google의 PageRank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완성
 학술지의 주제, 질, 명성은 SJR지수를 산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 미침
 예) 인용도 지수가 낮은 학술지에서 인용하는 것보다 Cell, Nature, Lancet 등 인용도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서 인용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 (Transfer of Prestige: 명성의
이전)

SJR 평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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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 (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
 Leiden 대학 CWTS (Center for Science & Technology Studies) Henk Moed 교수에
의해 개발된 평가지수: 학술지의 주제에 따른 지수
 3년 동안 발표된 논문과 인용을 기준으로 산출
 SNIP은 해당연도의 Impact 와 인용잠재력 (Citation Potential) 간의 비율로 계산
 학술지의 주제분야별 인용패턴 고려
 논문이 얼마나 빠르게 해당 주제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제분야 학술지의 Coverage 고려

SNIP 평균 = 1

16

| | 17
| 17

Impact Per Publication (IPP)
 특정 저널의 3년간의 인용현황을 추적하여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산출
 단, 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용지수 산출
2014 IPP 공식
Total citation count in 2014 by articles published in 2011 ~ 2013 year
# of articles published in 2011 ~ 2013 year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0

<Management 분야 주요 저널의 IPP Vs. IF 비교>

2014 Impact Factor

2014 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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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저널 등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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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t title evaluation process by an independent
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 (CSAB)
Publisher
or Editor

Review titles and make decision

Suggest title
Check
Min. criteria

“Enrich”
titles

CSAB
External
reviewer
Continuous review process using an online Scopus Title Evaluation Platform (STEP)
Online suggestion form: http://suggestor.step.scopus.com/index.cfm

|

ECSAC—Korea 운영 목적 / 역할
 국내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가시도를 높이기
위해 Scopus 등재 지원
 위원회는 국내 학술지가 Scopus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우리나라 고유한 특성을 가진 국내 학술지의 Scopus등재를 적극적으로
지원
 Scopus 한국저널 선정위원회는 Pre-selection, Full review 후 결과를
중앙의 CSAB 위원에게 전달

15명의 ECSAC-Korea members:
15분의 주요 대학 교수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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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저널 등재 심사 단계 – CSAB/ECSAC-Korea

Decision +
Reasons
Publisher
Suggestor

Take steps if
accepted

Elsevier
admin
Subject
chair

Check new
titles

Review title?

Yes

Score + vote

Make
decision

No

Local
Board

Check
titles
assigned

All info to
history
Decision to
re- viewer
history

Review title

Score + vote

Yes
Accept review?

Communicate
decision

All info stored

No

<Workflow with local board>

Communicate to
SC

Reviewer
history

21

Sales Training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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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선별 및 관리
Scopus에 등재되기 위해서는1차적인 최소요건과 2차 평가지표 모두를 충족시켜야 함
<1차 심사>
Regular
Publication:
학술지의
정기적인 발행

English
abstract:
영문초록

Peer-Review:
동료연구자의
심사평가제도

Reference in
Roman Script:
참고문헌 영문
작성

Publication
Ethics and
Malpractice
Statement:
출판윤리 규정

<2차 심사> 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CSAB)의 심사 후, 등재 여부 결정
Journal Policy
(정책)

Quality of
Content (편집)

편집정책 및
방향



학문에 기여도



학술지 인용도



초록상태



편집인 인용도



동료평가제도





편집인의
다양성

학술지 목적에
부합정도



이독성





Regularity
(정규성)

Online
Availability
(접근성)





온라인 접근성



홈페이지 언어



홈페이지 상태

Journal Standing
(저널 평판)

저자의 다양성

Info: http://www.elsevier.com/online-tools/scopus/content-overview
Questions: titlesuggestion@scopus.com

정시발행

|

1차 심사: 최소 자격요건
 최소 2 년 이상의 출판역사
 Peer-reviewed 저널인지
 규칙적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ISSN 번호를 가지고 있음)
 전세계 저자들이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타이틀 초록, 참고문헌 등이
작성되어 있어야 함
 출판윤리 및 윤리 위반 관련 규정
 1차에서 탈락된 한국 타이틀의 사례분석
•

출판윤리,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기준 미약

•

참고문헌 로마자 표기 이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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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thics (출판윤리)
한국타이틀이 최소 요건 심사에서 탈락되는 주요이유 - 출판윤리
최근 가장 중요한 출판 윤리 규정 관련 이슈






Plagiarism (표절)
Collaboration (연구 협력)
Originality (독창성)
Fraud (사기)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

심각성
FFP
• 데이터/사례 조작
• 고의적인 데이터 위조
• 표절

QRP
출판 윤리 규정 위반의 결과
 연구자 개인 관점: 실직, 학위 및 수상 취소, 법적 분쟁, 신뢰도
하락
 브랜드 관점: 명성/브랜드 가치 손상, 출판 철회, 저널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
 자본 관점: 소송 및 법률 비용, 조사 비용 지출, 보조금 취소
 인력 관점: 오진, 연구비 및 시간 낭비

기타 윤리
미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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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와 관련된 학회, 출판사들의 움직임
<표절 방지 소프트웨어>

<출판윤리 관련 안내>

<출판윤리 위원회>

<투고시스템 - 출판윤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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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olicy (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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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Journal Policy - 심사 기준
Journal Policy (정책)
 저널의 발행 목적과 범위 (Aims and scope)
 Scopus 이용자들에게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아티클을 발표하고 있는지 여부
 학계에 명확하고, 주제 집중적인 연구를 제공하는지, 너무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저자의 아티클 출판이 해당 저널의 범위, 주제에 적합한지
 학술지 정책의 좋은 사례 검토

지리적 다양성
 편집인, 편집진의 다양성: 단일기관, 한 국가내의 다양한 기관, 지역적 다양성,
세계적 다양성
 저자: 단일 기관, 한 국가내의 다양한 기관, 지역적 다양성, 세계적 다양성
 학술지는 국제적인 학술지라고 주장하지만 편집진과 저자들은 지역적 이거나,
국내적인 저널인 상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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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Content (편집)

28

<2차 심사>

|

Quality of Content - 심사기준
Quality of Content (편집)
 학문에 기여도, 학술지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

좋은, 바람직한 연구? 기존연구에 기여를 하는가?, 교수님의 단순한 출판인가?,
투고 대부분이 등재로 되는지? 등재율, 탈락율은?

 초록 상태, 이독성
 문제점: 모호하고 설명적인 기록, 현존하는 문헌 외에 추가 연구가 없음,
저널의 발행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않음
Poor Journals - 주의사항
 편집자와 저자가 같은 기관 소속
 표절, 수치 문제, 잘못된 문법, 연구 결함, 아티클의 질 차이, 주제의 집중성
부족
 홈페이지 문제
초록의 명료성
 초록은 Scopus 및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문헌검색을 위해 매우 중요
 내용이 명확하고, 영어가 이해가능하며 정확한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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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Standing

30

<2차 심사>

|

Journal Standing - 심사기준
Journal Standing (저널 평판도)
 학술지 인용도: 인용된 아티클의 비율, 개별 논문들의 피인용 건수, 최근에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편집인 인용도: 편집인이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출판하고, 논문이 인용되고
있으며, 저자 웹 페이지 구축, Scopus author profile 확인

인용 – 높은 경우





영어 논문 (영어 외 언어의 경우는 인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리뷰 아티클, 논평, 토론
초청 논문, 편집자에게 보내는 독자 편지, 특별 이슈
영어 웹 싸이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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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ity (정기적인 발행) - 심사기준

32

<2차 심사>

 저널의 발행주기에 따라 정확하게 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사
•

일년에 발행되는 이슈 수 (월간, 격월간, 계간 등)

•

이슈당 발표되는 아티클 수

•

출판이 지연되고 있는지

•

일년에 두 번 발행되는 저널이며, 한 이슈당 6권의 아티클이 발표되고 있다면?
(일년에 12건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을까? )

|

Online Availability - 심사기준

온라인 접근성
온라인상에서 아티클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 이용의 편리성, 영어 홈페이지
일년에 몇 이슈 발행, 이슈마다 몇 편의 논문이 실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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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최종 결정 - Scopus 등재/탈락 심사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
 각 항목별 점수 취합
 저널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질적인 판단, 평가
 저널 컨텐츠 질이 가장 중요
• 비 영어권 저널의 경우 영어 초록의 질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최종 결정
 등재, 탈락으로 결정
 등재 탈락에 대한 이유를 출판사에 제공하며, 저널의 질 향상을 위한 조언, 재
신청에 대한 안내 (18개월 ~ 5년)

결론
 평가 기준에 기반한 심사. 컨텐츠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영어 초록의 질 매우 중요
 한국저널에 대한 조언: 영어 초록을 향상 시키고, 영어 홈페이지 구축,
인용증가, 국제적인 편집진 구성 및 국제적인 논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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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이틀의 등재탈락 이유 분석 (~ 2013년)
홈페이지 상에 출판윤리, 불법관련 사항 미비

The website of this title does not contain a recognized publication ethics and…
최근에 Scopus에 등재

Title was recently accepted for Scopus

ECSAC-Korea 에 의해 심사 중

Title validated and currently reviewed by local ECSAC board. On hold,…
저널 출판 역사 최소 2년

Title should generally have a publication history of at least 2 years
Title is already indexed in Scopus

출판사, 편집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신 없음

The publisher/editor could not be contacted or has not responded

저널명이 명확하지 않음
최근에 Scopus에서 등재 탈락

Unclear which serial title was suggested
Title was recently rejected for Scopus

Title should generally have a publication history of at least 2 years|The…
참고문헌이 로마자로 작성되지 않음

Title has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Title on hold, temporarily out of review process. Suggestors not yet…
Title is not a serial publication with a registered ISSN at the International…
Title has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The website of this title does not…
The website of this title does not contain a recognized publication ethics and…
Conference proceeding, temporarily on hold. Suggestors not yet cont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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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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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이틀의 최종 등재탈락 이유 분석 (2014 ~ 2015년)
심사자의 질적인 심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최종 심사평에는 결정 사유와 앞으로 보완을
위한 제안 포함됨

Journal
Policy

Quality of
contents

Journal
Standing

Online
Availabilit
y

• 6개 학회:편집정책 및 방향, Peer-review 제도, 편집인의 다양성
(글로벌 저널인가? 로컬 저널인가?)

• 3개 학회: 학술지 목적에 부합정도, 학문에 기여도

• 2개 학회: 저널의 인용도. 해당 분야의 저널이라면 다른 논문에 의해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 빈도가 매우 낮았음

• 2개 학회: 영어 웹 싸이트가 잘 구축되어 전세계 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독자에게 논문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음

36

|

최근 등재 탈락된 저널 사례
 Peer Review 형태
•
•
•

Single blind peer review
Double blind peer review
Open peer review

 Peer Review 관련 이슈
•

주 편집자에 의한 Single review

•

Peer review 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리뷰 기간이 매우 짧음: 2주 혹은 2주 미만,
등재 보장

•

신생 저널인데 볼륨의 증가가 매우 빠를 때

•

저자가 본인의 논문을 추천하는 경우
What is Questionable 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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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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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Title Suggestion (1)
등재 신청 싸이트: http://suggestor.step.scopus.com/suggestTitle/step1.cfm

등재 신청 시 관련 질문은 “titlesuggestion@scopus.com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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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Title Suggestion (2)

 신청 전 Scopus 타이틀 리스트 상에서 등재여부 확인
 업로드할 논문 및 이슈 준비 후 입력 진행
 “Save Draft”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정보 저장 (일주일간 저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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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Title Suggestion (3)

 등재 신청자(입력자)의 정보 입력
 추후 등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담당자가 수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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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Title Suggestion (4)

 저널명, ISSN, 주제 선택(최대 3개 분야), 출판사, 국적 등 입력
 등재 신청 페이지 앞, 뒤로 이동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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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Title Suggestion (5)

 논문 업로드: 최근 이슈 3호, 최근 논문 9편과 목차
 파일 업로드 용량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는 titlesuggestion@scopus.com로 송부 및 문의

|

Scopus – Title Suggestion (6)

(학회, 출판사 웹 페이지에 출판 윤리, 위반등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널 출판목적, 출판윤리, Editor 정보, 저자 다양성,
저널 홈페이지, 접근성, 온라인 이용가능,
Peer-review, 영어초록/참고문헌
등 저널 관련 사항 상세히 입력 및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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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Title Suggestion (7)
등재 신청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Submit” 클릭하면 등록완료
 등록완료 되면 STEP 팀의 Confirmation 이메일 수령
 이메일의 포함된 Tracking number를 통해 심사과정
실시간 확인
• http://suggestor.step.scopus.com/progressTrac
ker/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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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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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aluation 정책 - 등재 후 질 관리
 저널의 질 유지를 위해, 해당 저널이 속한 주제분야의 저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저널에 한해 Re-evaluation 관련 이메일 송부
 저널의 질 향상과 관련한 계획을 묻게 되며, 일정 유예기간 후, 성과가 좋아지지 않는 저널의
경우 CSAB에 의한 재 심사를 받게 되며, 재 심사 후 등재 유지 및 탈락 결정
Bench
mark

Explanation

Self-citations (자기인용)

200%

The journal has a self-citation rate two times higher, or more, when compared to peer journals
in its subject field.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Self-Citation이 2배 이상 높은 저널

Citations (인용)

50%

The journal received half the number of citations, when compared to peer journals in its subject
field.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인용 건수가 절반 수준인 경우

50%

The journal has an IPP score half or less than the average IPP score, when compared to peer
journals in its subject field. 해당 저널의 IPP를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IPP 지수 의 절반이거나 그 보다 낮은 경우

Metric

Impact Per Publication
(저널의 영향력 지수,
3년기준)

Article Output (아티클 수) 50%

The journal produced half, or less, the number of articles, when compared to peer journals in
its subject field.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발표한 논문의 수가 절반이거나 그
보다 낮은 경우

Abstract Usage (초록
이용통계)

50%

The journal's abstract are used half as much, or less, when compared to peer journals in its
subject field.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저널의 초록 이용 통계
건수가 절반이거나, 그 보다 낮은 경우

50%

The journal's full text are used half as much, or less, when compared to peer journals in its
subject field.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저널의 전문 이용을 위해 클릭한
통계가 절반이거나, 그 보다 낮은 경우

Full Text Links (전문
이용을 위한 클릭 통계)

|

등재 결정 후 아티클 등재과정
 등재 결정된 타이틀의 Scopus 색인 과정
• 해당 저널의 컨텐츠를 어떤 방식(PDF 송부, OA의 저널인 경우 엘스비어팀이 컨텐츠
다운로드)으로 주고 받을 지 논의
• 출판사에서 아티클등의 데이터 송부, Scopus 팀이 다운 받은 후 컨텐츠 논문 색인
 최신 컨텐츠가 Scopus에 등재되면 저널명으로 컨텐츠 등재 현황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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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홈페이지 - 관리

<Check points>
 Scopus 상에 아티클 등재가 잘
되고 있는지?
 피인용 현황은? (IPP, SJR,
SNIP등)
 저자, 국가는 다양한가?
 Self citation 현황은?
 해당 주제 분야 다른저널들의
지수, 논문 건수는 어느정도
되는지?

49

| | 50
| 50

저널의 영향력 비교/분석
 등재 타이틀, 준비 타이틀: 주제분야의 타 저널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영향력 비교 (저널의
논문 건수, 인용 건수, 영향력 지수, 피인용 논문 비율, 리뷰 비율 등으로 분석)
 논문은 제대로 색인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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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강화




2010-2014년 발표된 주요 연구중심 국가의 연구협력 현황과 논문의 영향력(FWCI, 상대적인 피인용지수)
분석
X축은 국제협력 비율, Y축은 상대적인 피인용지수(FWCI)로 국제협력 비율이 높을 수록 상대적인
피인용지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논문 작성 시 다른 국가 연구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Switzerland

USA

Korea
FWCI 전세계 평균=1

Source: Sc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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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 협력 효과 - 연구영향력 상승

Source: SciVal

2010-2014년 발표된 P 대학 공학 논문의 연구협력 현황과 영향력 분석
 국내 기관간의 연구협력으로 발표된 논문에 비해 해외 기관, 산학협력으로 발표된 논문의 인용 및
영향력(FWCI, CPP)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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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 Summary
 한국 타이틀의 Scopus 등재 신청 (STEP site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에서 등재까지 평균 2년 소요
1. STEP팀의 1차 심사
2. ECSAC-Korea 위원들의 “Pre-selection” 심사
3. ECSAC-Korea 위원들의 2차 온라인 심사
4. 2차 심사 결과 CSAB Subject Chair에게 송부
5. 등재 및 탈락 등의 결과 이메일 송부 (반려의 경우 해당 이유와 재 신청 기간 제시)
<심사결과 이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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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현주 부장 (d.jang@elsevier.com, 02-6714-3102)

www.elsevier.com/research-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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