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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Overview)

Welcome to Scholytics
Search any Institutions, Authors, Countries

스칼리틱스 소개

본 사용자 가이드는 사용자분들께 스칼리틱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법

(Introducing

을 안내해 드리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만일 스칼리틱스의 다양한 지표들과

Scholytics)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메트릭스
가이드 (Scholytics Metrics Guide)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칼리틱
스에 익숙해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칼리틱스 홈페이지의 FAQ 페
이지의 항목 중 궁금한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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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접속 방법
(Subscription and Access)

구독 여부 체크

스칼리틱스는 B2B 서비스이므로 연구소와 대학에서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Check Your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정한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스칼리틱스를 사용

Access)

하려는 사용자들은 먼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스칼리틱스 구독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구독 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칼리틱스 홈페이지의 우상단에 위치한 ‘Check Access’ 버튼을 클릭
해 보는 것입니다.

Home Page

만일 자신의 소속기관이 현재 스칼리틱스를 구독하고 있고, 현재 확인 중
인 물리적인 위치가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IP 대역 내에서 접속한 것이라
면 ‘Sign-up’ 링크를 통하여 새로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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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방범
(Conditions to
Sign-in)

Sign-up Page

하지만 만일 자신의 소속기관이 스칼리틱스를 구독하는 중이 아니라면 ‘Sign up’
페이지로의 링크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소속기관 연구처나 도서관
에 향후 스칼리틱스의 구독 계획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정을 생성할 때는 반드시 소속된 기관의 IP 대역에서 접속하여 야 하며, 그 이유
는 스칼리틱스를 구독하는 기관의 IP 주소 리스트가 등록되어 있어서 이를 대조하
여 계정 생성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계정을 등록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접속 위치나 IP와 무관하게 어디에서라
도 접속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계정 생성 및 로그인에 있어서
아이디 역할을 하는 이메일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이메일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네이버메일, 한메일, G메일 등은 스칼리틱스에서의 계정 등록이나 접속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SUBSCRIPTION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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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Search)

분석 대상에 따른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스칼리틱스 사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색을 이용하

다양한 검색 옵션

게 됩니다. 스칼리틱스에서의 검색은 분석 대상이 국가인지, 기관인지, 아

(Various Entities

니면 저자인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to Search)

institution or author

Search Bar

먼저 검색창 하단의 선택 버튼을 통하여 분석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검색창에
서 분석 대상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Unit’은 하위 조직을 의
미하며, 하위 조직을 검색할 경우는 분석 대상으로 ‘Unit’을 선택한 후 기관을
먼저 검색하여 선택한 후 하위 조직명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를 검색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University of Cambridge’를 입력하여 캠브리지 대학을 검색하여 기관 선택
한 후 ‘Unit’ 검색 창에서 ‘Physics’를 검색하면,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결과물
에서 ‘Department of Physics’가 포함되어 나오며 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Search Bar -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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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 검색

국가는 국가의 이름이나 ISO 3611 기준의 2자리 혹은 3자리 국가 코드를 통하여

(Search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을 검색하기 위해서

Countries)

‘United’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United’라는 명칭이 포함된 여러 국가들이 자동
완성으로 나옵니다. 이때 사용자가 ‘United Kingdom’을 선택하여 영국의 연구 성
과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국의 국가 코드에 해당하는 ‘GB’ 혹은
‘GBR’을 타이핑한 후 결과를 클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earch Bar - Country

3.2. 기관 검색

기관은 기관의 대표명이나 유사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도 검색

(Search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MIT’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MIT’라는 약어 유사어를 간

Institutions)

략히 입력하여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스펠링을 모두 정확히 입력하여 검색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Search Bar - Institution

3.3. 저자 검색

저자는 저자의 이름 및 ORCID ID 로 검색 가능합니다.

(Search Authors)

Search Bar - Institution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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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Filters)

4.1. 개요

필터는 스칼리틱스의 남색 메뉴바 아래, 왼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필터

(Overview)

로 이용해서 문서나 기관들을 한정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 분석
(Research Output), 협업 (Collaboration), 비교 (Comparison) 탭에도 필터는
계속 표시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적용 (Apply)’ 버튼을 눌러야 변경사항이 적용 되며, ‘기본값 (Back to
default)’ 버튼을 누르면 변경사항이 초기화됩니다.

Florida State University - Research Output -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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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판 연도

출판 연도 필터는 필터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cholytics는 최근 트렌

(Publication

드 반영을 위해 Naver 학술정보의 2010 부터의 논문을 사용합니다.

Year)

Filter- Publication Year

4.3. 저널 인덱스

유저들은 논문의 저널 인덱스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다양한 각도

(Journal Index)

로 분석할 수 있도록 스칼리틱스는 다양한 저널 인덱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저널 인덱스 필터는 논문, 컨퍼런스 프로시딩 등 모든 종류의 문서에 적용되기 때문
에, 예를 들어 SSCI의 논문만을 보고 싶다면, SSCI 와 Article 모두에 체크를 해야 합
니다.
만일 모든 문서를 보고 싶을 경우, 모든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하든지 ‘All’ 체크박스
를 체크하면 됩니다. ‘Not indexed’ 는 위 6가지 저널 인덱스에 모두 속하지 않는
문서들을 뜻합니다.
글로벌 데이터를 비교하기에 더 적합 하도록 SCI(E), SSCI, AHCI, SCOPUS 와
같은 글로벌 인덱스들만 기본 값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Filter- Journ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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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문서 타입

논문 (Articles), 컨퍼런스 프로시딩 (Conferences), 보고서 (Trends/Reports),

(Document Type)

책 (Books), 그리고 기타 (Others) 이렇게 5가지 문서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FWCI는 5가지 문서 타입 중 논문 (Articles), 컨퍼런스 프로시딩
(Conferences), 책 (Books) 이렇게 3가지 문서 타입에 대해서만 산출 됩니다.

Filter - Document type

4.5. 카테고리

스칼리틱스는 Naver 학술정보의 카테고리를 사용합니다 (10개의 메인 카테고리와

(Subject Area)

175개의 서브 카테고리).

Filter - Sub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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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저자들의 기관

저자를 검색 시 ‘저자들의 기관 정보 필터’가 모든 저자의 ‘Research Output’ 탭에,

정보 (Affiliation of

카테고리 (Subject area) 필터 아래 쪽에 나타납니다. 저자가 한 때 속했던 기관들이

authors)

여기에 나타나며, 현재 공동저자의 기관들도 같이 나타납니다.

Affiliation of Authors

Filter - Aﬃliation of Authors

4.7. 기관 타입

기관 종류 필터는 모든 국가의 ‘Research Output’ 탭에 나타납니다. 국가를 검색

(Institution Type)

시, 기관 타입 필터가 카테고리 (Subject area) 필터 아래에 나타납니다. 이 필터를
이용해서 해당 국가에 속하는 기관들의 타입을 제한하여 볼 수 있습니다.

Filter - Institu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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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협업 유형

‘국제 협업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출판물은 해당 출판물이 각기 다른 국가

(Collaboration

들에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각기 다른 협업 타입에 해

Type)

당하는 출판물만을 볼 수 있으며, ‘Collaboration’ 탭으로 이동 시 모두 선택으로 변
경됩니다.

Filter - Collaboration Type

4.9. 자기 인용

자기 인용은 같은 저자로 부터 받은 인용 수를 의미합니다. 자기 인용 수는 연구자의

(Self-Citation)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소수의 어뷰징 케이스가 존재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인용을 제외하고 인용 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존
재합니다.
스칼리틱스는 어떤 기관이 선택되었든지에 관계 없이 같은 저자로부터 받은 인용 수
를 보여줍니다. 자기 인용 필터는 문서 단위로 적용되는 다른 필터와는 달리 인용 정
보에만 적용되는 필터입니다. 만일 ‘제외 (excluded)’ 를 선택할 경우, 자기 인용을
제외한 인용 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Filter - Self-Citation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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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한 범위
(Thresholds)

5.1. 개요

Scholytics에는 1) 문서 수 (Publications), 2) 각 문서 당 인용 수 (Citation of

(Overview)

each document), 3) 저자 수 (Number of Authors) 이상 3가지 종류의 제한 범
위 (Thresholds) 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제한 범위 (Thresholds) 는 다양한 상
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Research Output' 탭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나, ‘Collaboration’ 과
‘Comparison' 탭에도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텍스트 박스에 숫자를 직접 입력하거
나 초록색 바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Min (최소값)’ 과
‘Max (최대값)’ 도 클릭 가능합니다.

United States - Units - Thresholds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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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문서 수

국가, 기관, 저자를 검색 시 문서 수를 제한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Publications)

국의 대학 중 5,000개 이상의 문서 수를 가진 대학만 보고 싶다면, 5,000을 ‘Min
(최소값)’에 입력해도 되고 초록색 바를 조정해도 됩니다. 이 제한 범위
(Thresholds) 는 ‘Document’ 탭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Thresholds - Publications

5.3. 문서 별 인용 수

많은 문서들은 인용 수가 0 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인용된 문서만 보고 싶을 때 이

(Citations of each

제한 범위 (Thresholds) 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ax (최대값)’ 텍스트

document)

박스를 이용해 최대 인용수를 한정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Thresholds - Ciattions of each document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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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자 수

1,000 명 이상의 연구자를 가진 기관을 찾거나 100명 이하의 공동저자인 문서를 찾

(Number of

을 때 이 제한 범위 (Thresholds) 를 사용하여 저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uthors)

Thresholds - Publications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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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분석
(Resesarch Output)

6.1. 개요

사용자가 분석 대상을 검색하고 그 이름을 클릭하면 ‘Research Output’에 있는

(Overview)

‘Overview’ 탭에 위치한 연구 성과 개요 페이지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최근 10년간의 연구 성과 정보가 요약되어 표시됩니다. 해당 분석 대상
의 주요 지표들이 상단에 위치하고, 하위에는 하위 조직 (분석 대상이 국가인 경우
에는 기관)이나, 저자, 발행 문서들이 요약되어 제공됩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Research Output - Overview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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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하위 조직

‘Units’ 탭에서 보여지는 하위 조직 리스트들은 하위 조직 분석을 위한 가장 손쉬운

(Units)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위 조직은 최상단에 위치한 검색을 통하여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으나, 하위 조직 리스트에서 클릭만으로 한 단계 하위 조직의
연구 분석 페이지로 손쉽게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한 방법입
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Research Output - Units

하위 조직명을 클릭하게 되면 하위 조직의 연구 성과 개요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
니다. 이 페이지는 최상위 기관의 연구 성과 개요 페이지와 형식이 비슷하나 하위
조직의 연구 성과로 명확히 식별되는 결과만 담겨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College of Science - Research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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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조직의 연구 성과 개요 페이지에서 상단의 해당 조직명 하단에는 해당 조직의
상위 조직들에 대한 계층형 관계가 표기되어 있으며, 여기서 특정 상위 조직을 클릭
하면 손쉽게 상위 조직의 연구 성과 개요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Institution Unit Search Hierarchy

6.3. 저자

분석 대상의 저자 리스트는 ‘Authors’ 탭을 누르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저자 페이

(Authors)

지의 기본적인 정렬 순서는 발행 문서 수 (Publications) 기준으로되어 있으나 테
이블 상단의 지표 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표 기준으로 정렬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
다. 지표 명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선택된 지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 기준을 바꾸어 가며 볼 수 있습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Research Output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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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발행 문서

분석 대상의 발행 문서들은 ‘Documents’ 탭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발행 문서페

(Documents)

이지의 기본적인 정렬 순서는 인용 수 (Citations)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테이블 상
단의 지표 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표 기준으로 정렬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지표 우측에 상하 방향 표시가 없는 항목은 해당 항목 기준으로 정렬이 불가능한 항
목에 해당합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Research Output - Documents

만일 문서의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문서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네이버 학술정
보 서비스로 연결되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ver Academic, Korea’s largest scholarly sear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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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학술지

‘Journals’ 탭 내의 정보는 분석 대상의 문서들이 실려 있는 다양한 학술지의 정보

(Journals)

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 대상의 문서들에서의 수치와 저널의 전 세계 기준 수
치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좌측 필터 경우 분석 대상 문서들의 수치에는
모두 적용되나 전 세계 기준 문서 수치에는 오직 발행연도만 영향을 줍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Research Output - Journals

Journals - Filter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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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협력 유형 분석
(Collaboration)

7.1. 공동 저자 협력

공동 저자의 협력 유형에 대한 분석은 ‘Collaboration’ 메뉴 하단에서 살펴볼 수 있

유형 (Status by

습니다. ‘Status by Collaboration Type’ 탭에서는 각 문서의 공동저자 협력 유형

Collaboration

에 따라서 발행 문서 수나 인용 수 기준으로 비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칼리틱

Type)

스 내의 공동 저자 협력 유형은 국제 협력 (international), 국가 내 협력
(national), 기관 내 협력 (institutional), 그리고 단독 저술
(single authorship)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칼리틱스 내에서 공동 저자 협력 유형
판별이 가능한 모든 문서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판별이 불가능한 문서들은 비중에서 제외됩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Collaboration - Status by Collabo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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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Corporate Collaboration’은 산학 협동 관계인 경우를 의미하며, 구
체적으로는 소속기관의 유형이 학술 (academic)로 분류된 저자와 산업
(corporate)으로 분류된 저자가 공동 저자로 저술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스칼리틱
스에서는 소속기관의 유형을 학술 (academic), 산업 (corporate), 정부
(government), 병원 (hospital), 공공기관 (public sector), 그리고 그 외에 해당
하는 기타 (others)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2. 상위 협력 대상

‘Top Collaboration’ 탭에서는 분석 대상의 저자들의 공동 저자들이 속한 상위 국

(Top Collaboration)

가, 상위 기관을 알 수 있고, 또한 가장 많이 공동 저술한 저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분석 대상 자신은 분석 대상과 동일한 레벨의 탭에서만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석 대상이 기관인 경우는 분석 대상과 동일한 레벨인 ‘Institutions’ 탭에
서 자신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 기관들을 볼 수 있으며, Countries
나 Authors에서는 해당 기관이 속한 국가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저자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협력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Collaboration - Top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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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비교 분석 (Comparison)

비교 분석

스칼리틱스의 비교 분석 (Comparison) 에서는 최대 50개의 비교 대상까지 한 번

(Comparison

에 비교 가능합니다. ‘Comparison Report’ 탭 내에서 ‘+ Comparison’ 부분을 클

Report)

릭하면 손쉽게 비교 대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국가나 기관, 하위 기
관 혹은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추가한 비교 대상을 삭제하려면 비교 대상 명
칭 하단의 쓰레기통 모양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Johns Hopkins University - Comparison Report

비교 결과는 다양한 종류의 차트와 테이블로 선택하고 원하는 지표를 바꾸어 가며
다양한 시각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Johns Hopkins University - Comparison Report - Bubble Chart, Lin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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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운로드 (Download)

스칼리틱스 데이터

스칼리틱스 내의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결과물을 다운로드 가능하며 각 페이지의 우

다운로드

상단에 위치한 ‘Download’ 버튼을 누르면 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Downloading
Scholytics Data)

Downloading Data

만일 다운로드하려는 개체수가 총 3만개를 넘는 경우에는 테이블에 보이는 정렬 순
서를 기준으로 상위 3만개까지만 다운로드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스칼리틱스 내에
서 한 번에 다운로드 가능한 최대 데이터가 3만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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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나오는 선택 화면에서 어떤 필드를 다운로드
결과에 담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lecting Fields for Download

다운로드 신청한 결과가 산출되면 사용자의 등록된 이메일로 다운로드 완료 여부
통지가 발송됩니다. 만일 최대 한도인 3만개 가까운 숫자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기
를 선택한 경우는 보통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cel Download
Your Download was successfully complete.
Please, click the link below to download your data.

Download

Do you have other questions? dl_scholytics@navercorp.com
Copyright © 2019 Scholytic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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