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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목적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국내 연구자가 발표한 생명과학관련 분야 논문 중 피

인용 횟수가 높은 논문(이하 상위피인용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널 중심의 

논문 평가에서 피인용 횟수를 근거로 한 개별 논문 중심의 질적 우수 연구 성과에 대

한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자 기획 됨.

2. 데이터 및 조사환경

 분석대상 데이터

1) 분야 : 생명과학관련 분야 논문

2) 국가 : 논문에 표기된 교신저자의 소속기관 주소가 대한민국으로 표기된 논문

3) 논문형식 : 연구논문 (Reviews, Commentaries 형식 논문 제외)

4) 기간 : 논문출판일 기준으로 2003년 ~ 2012년 동안 발표된 논문

5) 상위피인용 논문 기준 : 논문 출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60회 이상, 기간과 상관없

이 120회 이상인 논문. 

6) 피인용 횟수 출처 : Web of Science(TS사), Scopus(Elsevier사), Google scholar

의 피인용 횟수 자료 참고

7) 최종 추출일자 : 2013년 5월

※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소속기관 논문편수 및 교신저자 수

1) 소속기관 논문편수 = ( 1편 / 교신저자 수 ) 의 합계

소속기관은 논문에 표기된 교신저자의 소속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2곳 이상인 

경우 그 중 1곳을 선택하여 분류하였음.

예1) 1편의 논문에 교신저자가 1명인 경우, 소속기관 논문편수 = 1편

예2) 1편의 논문에 (공동)교신저자가 4명인 경우, 소속기관 논문편수 = 0.25편

2) 교신저자수 = ( 1편의 논문에 기재된 교신저자 수 ) 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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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요약 

- 최근 10년간 국내 생명과학관련분야 발표 논문 104,174편 중 상위피인용 대상 논문

은 총 323편으로 조사되었다.

- 논문 피인용 횟수는 논문 발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인용 횟수가 높아질 개연성

이 있다. 따라서 기간이 가장 오래된 2003도에 상위피인용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2008년과 2009년도에 상위피인용 논문의 수가 증가한 분포

를 보였다.     

- 기관별 상위피인용 논문 편수는 대학이 273.4편, 공기관(출연연) 29.5편, 기타(기업, 

병원) 6.5편으로 조사되었다.

- 대학별 상위피인용 논문 분석에서 Bioscience 부분으로 서울대(29.5편), KAIST(15.5

편), POSTECH(7편) 순으로 나타났고, Medical science 부분에서는 서울대(34편), 울

산대(15.5편), 연세대(6.5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Interdisciplinary science 부분에서는 

서울대(18.5편), KAIST(8.5편), 연세대(7편) 순으로 나타났다.

- 공기관(출연연) 분석에서는 KIST(12편)가 가장 많은 편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국

립암센터(5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5편)이 같은 편수로 나타났다.

- 323편의 논문들이 투고된 각 저널들의 Impact Factor(2012 기준, 이하 IF)를 조사

하여 평균 IF를 구한 결과 12.23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F 점수 구간별 분포를 조사

한 결과 0점~5점 사이가 25%, 5점~10점 사이가 38%로 나타나 IF 10점 이하의 저널

에서 상위피인용 대상 논문이 63%를 차지했다. 

- 상위피인용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microRNA, Transcription Factors, 

Arabidopsis Proteins ,Antineoplastic Agents, Fluorescent Dyes 등이 높게 나타났다.

- 국내 생명과학관련분야에서 최근 10년간 출간된 논문들 104,174건의 평균 IF는 

2.7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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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류 소속기관 논문편수* (교신저자수)

대학교 273.4 (317)

공기관 (출연연) 29.5 (36)

기업, 병원, 기타 6.5 (8)

4. 국내 생명과학관련 상위피인용 논문의 연도별 분석

1) 최근 10년간 국내 생명과학분야 상위피인용 대상 논문 : 총 323편

2) 상위피인용 논문의 연도별 분포

3) 대상논문의 기관별 소속기관 논문편수

※ 소속기관 논문편수는 교신저자의 국내 소속기관 정보에 따른 편수 계상이므로, 공

동교신저자 중 소속기관이 국외인 경우로 인하여 전체 논문편수와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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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가나다순) Bioscience 
Medical 

science

Interdisciplinary 

science
합계

가천의과학대학교 1.5 (2) 1.5 (2)

가톨릭대학교 7 (7) 7 (7)

강원대학교 1 (1) 1 (1)

건국대학교 1 (1) 1.5 (2) 2.5 (3)

경북대학교 1 (1) 2 (2) 3 (3)

경상대학교 4.5 (5) 1 (1) 5.5 (6)

경희대학교 2 (3) 4.5 (6) 1 (2) 7.5 (11)

계명대학교 2 (2) 2 (2)

고려대학교 2.5 (3) 4 (4) 4.8 (7) 11.3 (14)

광주과학기술원 4 (4) 4 (4)

금오공과대학교 1 (1) 1 (1)

동국대학교 2 (2) 2 (2)

동덕여자대학교 3 (3) 3 (3)

명지대학교 3 (3) 3 (3)

목포대학교 1 (1) 1 (1)

부경대학교 5 (5) 5 (5)

부산대학교 3 (3) 3 (3)

서울대학교 29.5 (32) 34 (39) 18.5 (24) 82 (95)

서울시립대학교 0.5 (1) 0.5 (1)

성균관대학교 7 (8) 0.3 (1) 7.3 (9)

세종대학교 1 (2) 1 (2)

5. 국내 생명과학관련 상위피인용 논문의 소속기관별 분석

 1) 대학교

단위: 소속기관 논문편수 (교신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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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0.5 (1) 0.5 (1)

아주대학교 2 (2) 2 (2)

연세대학교 2.3 (3) 6.5 (7) 7 (11) 15.8 (21)

울산대학교 15.5 (16) 1 (1) 16.5 (17)

원광대학교 2 (2) 2 (2)

이화여자대학교 6.5 (8) 3.1 (6) 9.6 (14)

인제대학교 1 (1) 1 (1)

인하대학교 1 (1) 2.5 (3) 3.5 (4)

전남대학교 2 (2) 4.5 (5) 2 (2) 8.5 (9)

전북대학교 1.5 (2) 2.9 (5) 4.4 (7)

제주대학교 2 (2) 2 (2)

창원대학교 1 (1) 1 (1)

충남대학교 0.5 (1) 2 (2) 2.5 (4) 5 (7)

충북대학교 1 (1) 2 (2) 3 (3)

KAIST 15.5 (16) 8.5 (10) 24 (26)

POSTECH 7 (8) 4 (4) 11 (12)

한남대학교 1 (1) 2 (2) 3 (3)

한림대학교 2 (2) 2 (2)

한양대학교 1 (1) 3.5 (4) 4.5 (5)

1) 대학의 분류는 단과대학/학과, 대학부설연구소, 의과대학, 대학부속병원 등 포함되

었음.

2) Bioscience, Medical science, Interdisciplinary science의 분류

- Bioscience : 생물학관련 학과/학부, 농과대, 약학대 등.

- Medical science : 의과대학, 대학 부속병원 등.

- Interdisciplinary science : 화학과, 재료공학과, 의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화학생

물공학부, 신소재공학과 등. (생명과학관련분야 중심의 융합연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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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가나다순) 계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KOBIC) 0.5 (1)

국립보건원(NIH) 0.5 (1)

국립암센터(NCC) 5 (5)

농촌진흥청(RDA) 1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2 (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5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1 (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EMTI) 1 (1)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1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1 (1)

한국화학연구원(KRICT) 1.5 (2)

기업, 병원, 기타 (가나다순) 계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 1 (1)

서울보훈병원 1 (1)

크리스탈지노믹스 1.5 (3)

(주)툴젠 1 (1)

Osseointegration Research Institute 1 (1)

한화석유화학 1 (1)

2) 공기관 (출연연)

단위: 소속기관 논문편수 (교신저자 수)

3) 기업, 병원, 기타

단위: 소속기관 논문편수 (교신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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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수 JCR Impact  Factor 총 점수 Impact Factor 평균 

323편 3,829.591 12.236

6. 국내 생명과학관련 상위피인용 논문의 Impact Factor 분석

※ 분석방법: 대상논문들이 발표된 저널의 JCR Science Edition 2012 기준 Impact 

Factor를 입력하여 평균값을 구함.

   

1) 대상논문이 게재된 저널들의 평균 Impact Factor

2) 대상논문의 출간 일에 따른 저널 Impact Factor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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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논문의 Impact Factor 구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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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개수 키워드

1 12번  microRNA  Transcription Factors 

3 11번  Arabidopsis Proteins 

4 8번

 Antineoplastic Agents  Fluorescent Dyes 

 RNA, Small Interfering  Recombinant Fusion Proteins

8 6번

 cancer  drugdelivery 

 Ligands  mutation 

 Nanoparticle  Obesity 

 Parkinsondisease  Proteins 

 Reactive Oxygen Species  Silver 

18 5번

 Apoptosis  Arabidopsis 

 Cell Cycle Proteins  DNA-Binding Proteins 

 Drosophila Proteins  Electrospinning 

 gefitinib  Isoenzymes 

 Lipopolysaccharides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Oxidative stress  Recombinant Proteins

 RNA, Messenger   Transplantation

7. 국내 생명과학관련 상위피인용 논문의 키워드 분석

※ 분석방법: 1차 대상논문에 기재된 Author Keyword, 2차 PubMed의 MeSH term, 3

차 Web of Science의 KeyWords Plus 순으로 추출하였음. 일반적 의미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동일한 의미의 키워드를 재분류한 후 각 키워드의 개수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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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내 생명과학관련 논문편수와 평균 Impact Factor

1. 분석대상 데이터

1) Database: Thomson Reuters의 Web of Science

2) 분야 : 생명과학관련 분야 (53개 분야: Agriculture, Dairy & Animal Science, Allergy, 

Anatomy & Morphology, Biochemical Research Methods,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Biodiversity Conservation, Biology, Biophysics,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Cardiac 

& Cardiovascular Systems, Cell & Tissue Engineering, Cell Biology, Chemistry, Medicinal, 

Dermatology, Developmental Biology, Ecology, Endocrinology & Metabolism, Engineering, 

Biomedical, Entomology, Environmental Sciences, Evolutionary Biology, Food Science & 

Technology, Gastroenterology & Hepatology, Genetics & Heredity, Hematology, Horticulture, 

Immunology, Infectious Diseases, Marine & Freshwater Biology, Mathematical & Computational 

Biology, Medicine, General & Internal, Medicine, Research & Experimental, Microbiology, 

Mycology, Neurosciences, Nutrition & Dietetics, Oceanography, Oncology, Ornithology, 

Parasitology, Pathology, Peripheral Vascular Disease, Pharmacology & Pharmacy, Physiology, 

Plant Sciences, Reproductive Biology, Respiratory System, Rheumatology, Surgery, Toxicology, 

Veterinary Sciences, Virology, Zoology)

3) 국가: 논문에 표기된 소속기관의 주소 중 Korea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

4) 논문형식: Article

5) 기간: 논문출판일 기준으로 2003년 ~ 2012년 동안 발표된 논문

6) 논문 추출일: 2013년 8월 6일자

7) 분석대상기간(2003년~2012년) 동안 논문 10편 이상 게재된 저널들을 대상으로 1

차 추출하였으며, 10편미만 게재된 저널들의 논문은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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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생명과학관련 논문편수와 저널의 평균 IF

※ 분석방법: 대상논문들이 발표된 저널의 JCR Science Edition 2012 기준 Impact 

Factor를 입력하여 평균값을 구함.

기간 논문편수 (편)
JCR Impact Factor 

총 점수
Impact Factor 평균

2003년~2012년 104,174 289499.296 2.779

3. 연도별 국내 생명과학관련 논문편수와 저널의 평균 IF

※ 분석방법: [2. 국내 생명과학관련 논문편수와 저널의 평균 IF]의 분석방법과 동일하

며, 대상논문들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음.

년도 논문편수(편)
JCR Impact Factor 

총 점수
Impact Factor 평균

2003년 5,986 16021.261 2.892

2004년 6,476 18890.196 2.917

2005년 7,158 21297.017 2.975

2006년 7,882 23146.704 2.937

2007년 9,427 25727.801 2.729

2008년 10,972 29193.425 2.661

2009년 12,300 32631.406 2.653

2010년 13,857 37112.784 2.678

2011년 14,806 40865.474 2.760

2012년 15,756 44613.228 2.832

전체

(2003~2012)
104,174 289499.296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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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있습니다. 일부 내용 인용 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

이 가능하며, 전체 내용에 대한 인용 시 BRIC의 사전 허락 (member@bric.postech.ac.kr Tel: 

054-279-8196~8)을 받으신 후 전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