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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주제
1-1.
대학원생이 개별 연구에 필요한 key paper 를 독자적으로 선별하는 능력은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논문이나 선배학생의 조언으로 key paper 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 

수업시간에 문헌검색도구를 사용하게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용법만 익힌 상태에서 

서투른 검색으로 과제물을 해결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헌검색도구의 

고급기능을 소개받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학생이 연구착수를 위해서 제출한 key paper 에 대하여 그 선택이유를 물어보면, 학생이 

우연히 접한 소수의 학술논문과 연관된 문헌 중, 피인용횟수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검색대상 학술지의 중요도나, 검색주제의 학술적 인지도, 피인용횟수가 

가지는 허수등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학생연구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key paper 를 잘못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원 수업에서 문헌검색도구의 고급기능을 이용하여 가치있는 key paper 를 

찾아내는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수진에게 소개하는 것이 본 연구(ICT4College, Step 

3)의 주제이다.



2. 연구목적

2.1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가치있는 key paper 를 찾아내기 위해 

문헌검색도구의 고급기능 응용방법을 전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학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문헌검색도구를 사용하므로 교수나 

학생에게 비용부담은 없다.



3. 방법 및 절차

3.1
전세계에서 매일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학술지와 논문들 속에서 가치있는 소수의 key paper 

를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는 것과 같이 힘든 작업이고, 방법도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교수-학생간에 형성하는것과 교수진 간에 

형성하는것 모두 중요하다.

대학원 물리치료학과에서 2015년 2학기 수업으로 “논문분석1”을 진행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시도해 보았다.

◆ 피인용횟수에서 자기인용을 배제하기

◆ 인용맵(Citation map)을 이용하기

◆ 투고자의 국적 및 소속대학 분석

◆ 연구주제의 변화양상 분석

◆ 초록과 index keyword 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phrase 분석



4. 연구결과

4.1 Scopus 이용

SCOPUS (Elsevier 출판사, Mendeley 연동) 이용. 학술지별 최근경향 분석하기

각 연구분야에서 기존에 지명도가 높은 학술지가 최근 게재하고 있는 논문의 추이를 

알아본다.

>> 물리치료학과 에서 대표적인 “Physical Therapy” 를 2010년 부터 현재까지 Article 

자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중에서 Document type = Article, Source title = Physical Therapy 를 

클릭후, 하단에 “Limit to” 하면 검색범위가 축소된다.

  



>>검색결과를 “Cited by”(인용횟수 많은 순서)로 설정하고 상단메뉴에서 “Analyze search 

results” 선택

>> 인용횟수 많은 저자 순 명단에서 최상위 2~3명 확인.  이름을 클릭.

>> 연구자 이름, 인적사항 아래 메뉴확인.

>> “Analyze author output” 의 결과 확인하여 해당연구자의 논문이 주로 어느 학술지에 
발표되었는지 파악한다. 



>> “View h-graph” 선택.  논문발행연도를 2011~2015로 설정후 “Exclude self citations” 

옵션선택.

이 옵션은 자기인용 횟수를 제외하므로 순수한 타 연구자 인용횟수가 조회된다.

 저자의 논문이 인용된 횟수가 많은 순서로 목록이 표시되므로 해당 저자의 최근 

연구주제를 파악알 수 있다. 



4.2 Word Frequency Counter 이용

>> 인터넷 탐색창을 새로이 하나 열고, 다음주소를 URL 창에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Phrase frequency counter 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동한다.
http://www.writewords.org.uk/phrase_count.asp



>> Scopus 검색결과를 “Sort on: Cited by”로 정리하면 해당 학술지(예: Physical Therapy) 에서 지정된 기간동안(예: 2011~2015) 가장많이 인용된 순서로 나열되게 한다.

>> 화면 좌측상단에서 화면에 보이는 20개 논문을 동시에 선택하고, “Export - Text - Choose the information to export: Specific fields to be exported”를 차례로 선택한다.



>> Text 로 내보낼 정보중 “Abstract”와 “Index Keywords”를 선택하고 Export 클릭한다.

>> 인터넷 탐색기 창이 새로 열리면서 선택한 항목의 데이터가 표시된다.  Ctrl+A, Ctrl+C 를 눌러 모든 Text 를 clipboard 에 복사한다.



>> Phrase frequency counter 사이트 창으로 이동하여 Paste your text 칸에 커서를 놓고 Ctrl+V 를 눌러 clipboard 의 내용을 붙여넣는다.  number of words in a phrase to check 를 3으로 설정하고 Submit 을 클릭한다.  결과화면은 2011~2015년 사이에 “Physical Therapy”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중, 피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20개 논문의 초록과 index keyword 에 사용된 단어를 빈도순으로 보여준다.  정관사, 부정관사, 대명사, 동사를 제외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추가검색에 사용할 검색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

4.3 Web of Science 이용_인용맵
Web of Science (Thomson Reuters, Endnote) 이용. 관심 논문의 파급효과 분석 



- 인용맵(Citation Map) 만들기: 논문들 간의 인용-피인용 지도를 통하여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쉽고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다.   JAVA 설치 필수. 
>> 검색어 입력 (예: 노인에서 시지각 능력 감퇴에 관한 연구)

>> 정렬기준: 연관성, 문서유형: article “범위재설정”클릭하여 결과물 표시를 최적화 한다.



>> 검색주제에 가까운 논문 중, 인용횟수가 적절한 논문을 선택하여 클릭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화면우측 “인용맵 보기” 클릭 

>> 해당논문으로 들어가 화면 우측의 “인용 맵 보기” 선택.  정방향, 2개세대 선택후 “맵 만들기” 클릭.   해당논문 발표이후에 이를 인용한 논문들을 “정방향”논문이라 하고, 해당논문보다 이전에 발표되어 해당논문이 인용한 논문들을 “역방향” 논문이라 한다.  JAVA plug-in 설치요구하면 승인. 

>> 1세대 논문은 해당논문을 직접 인용한 논문이고, 그것(1세대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 2세대 논문이다.  따라서 2세대 논문이 많이 파생된 1세대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처음 검색한 해당논문의 주제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마우스로 화면을 드래그하면 원하는 부분이 확대되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용맵”에서 관심있는 논문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하면 화면 우측하단에 상세정보가 나온다.



4.4 Web of Science_인용보고서
>> 정렬기준: 연관성, 문서유형: article “범위재설정”클릭하여 결과물 표시를 최적화 한다.  화면 우측에서 “인용보고서만들기” 선택

>> 최근 20년간 해당 검색어 조건에 대한 “출판항목”의 집계는 해당주제에 관한 연구물의 증감추세를 알 수 있으므로, 가장 연구물이 많았던 시기를 확인하거나, 최근 연구물 감소추세가 있다면 그 원인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  “연간인용수”는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지만, 최근 1-2년 논문은 아직 피인용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3년 전보다 적게 나온다.



5. 요약 및 결과
5.1
학술정보원에서 제공되는 문헌검색도구중 Scopus 와 Web of Science 의 고급기능을 이용하여 기초검색보다 심도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였고, 대학원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을 때 교내나 교외접속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학문적 호기심이나 관심주제를 좀더 구체화하고 합리적으로 다듬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