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eb of Science를 기반으로 –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김미희

엑셀을 이용한

연구논문 성과분석

제6회 한국메들라스센터 이용자그룹 세미나_2019.06.12





연구논문
성과분석

의료원

정책수립
기초자료

교원

개별 교원
연구력 파악

교실

교실연구력
기초자료

과제 신청
통계 제출

대학

대학연구력
기초자료

각종 심사
평가 자료

연구논문 성과분석의 목적

 교원 업적평가 기준 기초자료
 연구 인센티브 지급 기준 기초자료
 교원인사 기초자료
 대학 Annual Report 기초자료

 성재의학상
 의과대학 우수교수상
 의과대학 멘티 멘토 분석
 신임교원 업적 분석



의학도서관 인용정보DB 이용교육에서 피인용수, IF, h-Index 등 개념 설명

2012년 12월, 산부인과학교실에서 교원별 h-Index 요청으로 시작

2013년 6월,   외과학교실 연구논문 성과분석 보고서로 교실 분석 서비스 시작

2014년 2월,   치과대학 연구논문 성과분석 보고서로 단과대학 분석 서비스 시작

…..

2019년, 연구성과분석시스템 RIMS, PRISM 도입, 논문데이터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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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일시 중지 성과시스템

구축 중

연구논문 성과분석 서비스의 시작



보고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학/교실 경쟁력 파악, 수상 , Annual Report 등

항목 선택

교원 현직 교원 vs. 전현직 교원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 vs. SCOPUS

저자유형 제1저자 vs. 교신저자 vs. 주저자 vs. 모든저자

논문유형 Article vs. Article+Review vs. Article+Review+α

논문발표연도 1년 vs. 1년 이상

교원별 연구성과 Yes vs. No

타 대학 비교 Yes vs. No

대상 대학 선택 A대, B대, C대…..

분석 전 협의사항



한달

소요

보고서 분석자료의 민감성 정확성 → 공문 필수

분석 요청 공문



 내부 분석 자료 – 내부 업적관리시스템 등록논문 비교

• 대학/교실/분과 연구성과 현황
• 교원별 연구성과 비교

 국내외 대학 비교 자료 – Web of Science 검색 논문 비교

• 타 대학과 연구성과 비교
• 국제공동연구 논문 비교
• 대학별 발표논문의 주제분야 비교
• 대학별 발표논문의 피인용현황
• 대학별 주요 키워드 비교

 전세계 연구기관 비교 – Web of Science 주제분야 비교

•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비중
• 우리 대학의 국내/세계 순위

 세계대학순위 – 대학순위와 항목별 점수 비교

• 타 대학과 비교
• 우리 대학의 연도별 변화

요

약

표 

그래프

해설

분석 보고서의 구성



구분 국내외 발표
연도

논문
유형

1인당 대학별
병원별

교실별
분과별

교원별

총논문수

• 어떤 항목을 선택할 것인가?
•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
• IF의 적용기준: 당해연도IF 혹은 전년도 IF
• 논문당 피인용수 / 논문당IF의 적용기준: 

SCI급 논문이지만 WOS 미등재 논문
SCI급 학술지이지만 IF가 없는 학술지

------------------------------------------------------------------------------
• 어떤 해설을 달 것인가?

(=나는 왜 이것을 분석했는가?)

SCI급논문수
SCI급논문비율

피인용수
논문당피인용수

IF합계
논문당IF

h-Index
g-Index, h5-Index

기본 분석 항목



AD=((yonsei OR yuhs OR (gangnam
severance)) SAME (dent OR oral OR 
orthodont OR prosthodont OR periodontol))

기본 검색식

논문 검색

YRI* 논문 대조

누락논문의 원인 파악

검색 키워드 추가

재검색

치과대학 사례
AD=((yonsei OR yuhs OR 
(gangnam severance)) 
SAME dent)

교실명 사례
AD=(….Pediat*…)
AD=(….Anesthes*…)
AD=(….Thoracic Surg*…)

AD=(….Pediat* OR Paediat*…)
AD=(….Anesthes* OR Anaesthes*…)
AD=(….Thoracic Surg* OR Cardiovasc Surg*…)

* YRI (Yonsei Researcher Information) 
: 연세대학교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대학/교실 논문 검색

[ 주의할 점 ]
검색식에서 불리안연산자 NOT 사용 불가



논문 저자의

소속 확인

대상 기관 논문이

아니면 제외

기관 논문 완료

→ 피인용정보 재검색

외과학교실
Dept. of Oral Surgery, Dept. of Neurosurgery, Dept. Plastic Surgery, 
Dept. Thoracic Surgery, Dept. of Orthopedic Surgery 등 제외

소아과학교실
Dept. of Pediatric Surgery, Dept. of Pediatric Dentistry 등 제외

[ 엑셀 ]
‘저자별 소속항목’에서 기관별 셀 나누기

→ 조건부 서식 → 셀 강조 규칙 → 텍스트 포함

엑셀 WoS UT 검색 (MS-Word)

피인용수의 공정성: 
모든 논문 데이터는
동시 다운로드 필수

[ MS WORD ]
레이아웃: 텍스트로 변환
바꾸기: ^p → 공백 or 공백

대학/교실 논문 데이터 정제 (1)



[참고1] 소속기관 확인

❸기관별 나뉜 셀

❶ C1을 텍스트 나누기하여 기관별로 분리

C1: 저자별 소
속기관 항목

❷ Excel 텍스트 나누기

RP: 교신저자
소속



❺표시된 셀을 삭제 혹은 선택❹필요한 텍스트 선택

❻예시)
- 소아과학 확인 시, surg 표시하여 삭제
- 한국 검색 시, korea 표시하여 선택



[참고2] 피인용정보 재검색

❻Web of Science - Advanced Search 검색창에 붙여넣기❺MS-Word 바뀐 결과

❹MS-Word 바꾸기❸MS-Word 레이아웃: 텍스트로 변환

❷MS-Word❶ UT 만 복사하여 MS-Word에 붙여넣기



저자역할 확인

저자명 확인

IF, 상위% 입력

h-Index 함수
논문 성과분석

JCR연도별
학술지명-IF-상위% 
엑셀자료 만들기
[S2Journal]

[ Excel ]
함수 Concatenate, vlookup 사용

원문 확인 (EndNote) 엑셀

[ Excel ]
피벗테이블

Web of Science
데이터 누락/오류

공동 제1저자
공동 교신저자
저자의 이중 소속

정확히 분석하고자
한다면
원문 확인 필수

[ EndNote ]
원문자동찾기 기능

주의
일부 학술지명은 JCR 공지사항 확인
예) Tissue Engineering Part A → Tissue Engineering

Tissue Engineering Part B → Tissue Engineering
Tissue Engineering Part C → Tissue Engineering

대학/교실 논문 데이터 정제 (2)



[참고3] IF 상위 % 산출식

=IF((ROUND((D267*0.1),0))>=E267,10,0)

JCR 주제별 학술지 데이터 다운로드
∇

함수 적용
(빨간 글자 수정으로 상위 % 변경 가능)



[참고4] h-Index 산출식

=IF(C1=C2,B1+1,1) =IF(D2>=B2,1,0)

성명 오름차순
피인용수 내림차순 정렬
∇

함수 적용
∇

피벗테이블



분석 보고서



분석 보고서 목차



YRI 

논문데이터

Web of 
Science

논문 매칭

피인용수, 
Impact Factor, 

상위% 검색

Excel 분석

교원이 직접 본인 연구성과 입력
→ 저자의 정확성

피벗테이블 + 함수
→ 분석데이터의 정확성

* YRI (Yonsei Researcher Information) 연세대학교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내부 분석 기초자료



WOS 

기관명 검색

기관명 확인

저자명 확인

[원문 확인 필수]

Impact Factor, 

상위% 검색
엑셀 분석

국내외 대학 비교 기초자료

교원 기준 vs. 소속 기준 선택
교원 기준은 1인당 분석 포함 가능



타기관비교

분석항목 ① 국제공동연구논문



분석항목 ② MeSH_세계 동향

타기관비교



WOS 

연도 검색

주제분야

확인

전세계/한국/

대학별

논문수 검색

한국순위

세계순위

세계 속 우리의 위치는?
소속 기관 기준이 아니라 주제분야 기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현황 파악은 가능

전세계 연구기관 비교 기초자료



분석항목 ① 한국의 위치

세계비교

NURSING  2013-2017



분석항목 ② 세계와 동아시아 동향

세계비교



• 매년 보고서 작성 시, 가능한 동일 날짜에 논문/피인용수 다운로드

• 기관 비교 시, 논문데이터와 피인용 데이터 동일 날짜에 다운로드

• 보고서 요청자에게 분석 항목 설명 후 필요 여부 확인

• 개인성과정보의 민감성 주의

– 논문수, 논문당피인용수, 논문당IF, h-Index 등

• 표나 그래프에 대한 해설 필요

– 분석 결과 어떤 특이점이 나타났는지 설명

• 가능하다면 분석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자료 제공

분석 작업 시 주의할 점



• 장시간 소요 – 분석 대상 기관수 확장의 한계

• 인력 문제

• 동일 작업 반복

• 기존 분석자료의 공유와 보존 문제

• 서비스 홍보 기반 부족

분석 수작업의 문제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서비스 혹은 영역의 확장

• 도서관 업무영역 확장과 서비스 다변화

• 대학 연구자 평가와 연구비 인센티브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신임 교원 평가 자료 제공

• 각종 수상 기초자료 제공

• 연구영역 서비스를 넘어 행정영역 서비스 확장으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