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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number of citations for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based on previous studies. Methods: Information on papers including the 
number of citations was collected using a web crawling technique. The effect of the number of author keywords, the number of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keywords, MeSH match rate, abstract word count and keyword-abstract ratio on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use of the MeSH keyword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citations. Among the other factors, only the keyword-abstract rati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Select a topic of constant interest in the field, write the title in detail using colons or asterisks if necessary, and do not repeat the 
words used in the title in keywords. Select specific keywords deeply related to the topic. In particular, choice words or phrase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the abstract. If the MeSH keyword selection contradicts the previous strategies, boldly give up the 
MeSH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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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Impact factor는 매우 주요하게 사용되는 지표이다. Impact factor는 1955년 Garfield에 의해 고안

되었는데,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 즉 피인용수를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총 수로 나누어 매년 집계된다[1]. 높은 Impact 
factor가 반드시 논문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성과를 게재 학술지의 Impact factor로 평가받는 연구자들이 투고 대상 학술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Impact factor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높은 Impact factor → 양질의 논문 투고 → 피인용수 증가 → 
Impact factor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치위생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는 한국치위생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 치위생 및 구강건강 관
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201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치의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2]. 한국치위생학
회지 역시 Impact factor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6년 12월 투고규정을 개정하여 저자 키워드
(Author keywords)를 선정함에 있어 MeSH(Medical subject headings)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저자 키워드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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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하는 핵심 주제어로 저자에 의해 선택된 몇 개의 단어 혹은 구를 의미하며[4], MeSH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만든 의학 주제명 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을 말한다. 많은 의학분야 연구자들은 인용 자료를 검색하기 위하여 
PubMed, Scopus, Web of Science 등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을 이용하고 있는데[5], 이때 MeSH 키워드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
인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MeSH 키워드를 사용하였을 때, 논문이 검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피인용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6].

이전 연구에서 김[7]은 2015년까지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MeSH 일치율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MeSH 수록 용어의 사용이 피인용수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이 결여되었다. 또 2016년 투고규정 개정 이후에 MeSH 일치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최근 호(2021년 4월) 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MeSH 
일치율을 조사하고, 2016년 투고규정 개정이 MeSH 일치율에 미친 영향과 MeSH 일치율이 피인용수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더
불어 논문의 피인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8-12]을 고찰하고, 몇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웹 크롤링 기법(Web crawling techniques)이 사용되었다. 웹 크롤링 기법은 웹 페이지에서 자동

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13].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2015년 기준으로 이미 1,000여편에 달하
였기 때문에 웹 크롤링 기법이 연구에 필요한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
썬(Python)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은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에서 제공하는 인용색인
이다.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 및 제공한다[14]. KCI에서 한국치위생
학회지를 검색하고, 웹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게재된 총 1,368편의 논문의 제목, 저자, 저자 키워드, 초록, KCI 피
인용수를 수집하였다. 영문 저자 키워드가 없거나, 영문 초록이 없는 6편을 제외하고 총 1,362편의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MeSH 수록집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웹 사이트(https://nlm.nih.gov)[15]에서 XML 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분석에 용이하도록 가공하였다. 
2021년 최신판 기준으로 총 29,917개의 주제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2. 연구도구
분석할 요인들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직접 작성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에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연

구에 비하여 분석이 용이하였으므로 각 변수를 다시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김[7]의 연구를 포함한 MeSH 일치율을 조사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
에서는 전체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한꺼번에 나열하고 MeSH 키워드와 일치하는 수를 세어 학술지의 MeSH 일치율을 산출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각 논문마다의 일치율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었기에 MeSH 키워드 사용이 KCI 피인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
석할 수 있었다.

1) 저자 키워드의 개수와 초록의 단어 수
각 논문마다 영문 저자 키워드의 개수와 영문 초록의 단어 수가 추출되었다.

2) MeSH 일치율
각 논문의 영문 저자 키워드 중 MeSH 수록집에 포함된 키워드의 개수를 세어 MeSH 키워드 개수로 하고, 이를 전체 키워드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MeSH 일치율로 하였다. 이때 대/소문자의 일치여부는 무시하였다.

MeSH 일치율 = MeSH 키워드 개수 / 전체 키워드 개수

3) 키워드-초록 비율
각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키워드의 등장 빈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대/소문자의 일치여부는 무시하였으며, 키워드가 단어 단위로 정확히 일치

할 경우에만 등장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Child 키워드가 Children의 일부로 등장할 경우 이는 등장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키워드-초록 비율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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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초록  비율 = 
∑(각 키워드의 등장 횟수 × 키워드의 단어 수)

영문 초록의 전체 단어 수

예를 들어 100 단어로 이루어진 영문 초록에서 Oral health 키워드가 세 번, Dentures 키워드가 등장할 경우 키워드-초록 비율은 0.07로 계
산되었다.

4) 논문 연령
논문이 오래될수록 피인용수는 누적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논문 연령은 피인용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통계분석에 투입

하기 위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논문의 연령이 계산되었다.

논문 연령 = 2021 – 논문의 게재 연도

3. 자료분석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0(IBM®, New York,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투고규정 전·후의 MeSH 일치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를 수행하였고, 논문의 피인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모든 변수는 동시에 투입되었으며, 유의 수준 α=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MeSH 일치율 변화 추이와 2016년 투고규정 개정의 영향
연도에 따른 MeSH 일치율의 변화 추이를 <Fig. 1> 및 <Table 1>에 나타냈다.
2016년 12월 투고규정 개정 이전에는 MeSH 일치율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 MeSH 일치율이 0.16±0.007에서 0.30±0.014로 유

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Fig. 2, Table 2>.

2. 피인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문의 피인용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저자 키워드의 개수, 초록의 단어 수, MeSH 키워드 개수, MeSH 일치율, 키워드-초록 비율, 논문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수행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F값은 46.142, F검정의 유의 확률은 0.001 미만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846으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 상관 문제가 없었으며,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은 0.170으로 나타났다. 분
석 요인 중 키워드-초록 비율과 논문 연령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Table 3>.

Fig. 1. Changes in MeSH match rate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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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MeSH match rate by year
Year Average MeSH match rate Samples Standard deviation
2007 0.14 34 0.205
2008 0.17 58 0.218
2009 0.18 83 0.244
2010 0.14 96 0.198
2011 0.17 93 0.228
2012 0.15 119 0.217
2013 0.17 122 0.229
2014 0.15 116 0.194
2015 0.16 126 0.190
2016 0.19 119 0.229
2017 0.25 103 0.249
2018 0.24 93 0.223
2019 0.35 94 0.295
2020 0.39 88 0.323
2021 0.19 18 0.178

Table 2. Difference in match rate before and after 2016 revision of instructions to authors
2016 revision of instructions to author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Before 966 0.16 0.007 -9.830 < 0.001
After 396 0.30 0.014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citation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0.132 0.840 -0.157  0.875
Number of author keywords  0.106 0.183  0.020  0.578  0.563
Number of MeSH keywords -0.851 0.563 -0.158 -1.510  0.131
Mesh match rate  2.439 2.171  0.111  1.124  0.261
Abstract word count -0.001 0.002 -0.011 -0.383  0.702
Keyword-abstract ratio  9.483 2.500  0.099   3.793 < 0.001
Article age  0.592 0.044  0.406  13.446 < 0.001
F = 46.142, p < 0.001, R2 = 0.170, Adjusted R2 = 0.166, Durbin-Watson = 1.846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g. 2. Difference in match rate before and after 2016 revision of instructions to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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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Impact factor는 결국 게재논문의 평균 피인용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논문 각각의 피인용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논문의 

피인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Rostami 등[8]은 2014년 연구에서 논문 제목에 쌍점(Colon) 혹은 붙임표(Hyphen)를 사용하거나 저자 키워드로 제목에 없는 단어를 선정하

는 것이 피인용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Borsuk 등[9]은 저자의 성별, 제1언어, 저자 수 등 저자요인의 영향이 피인용수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자 수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2013년 Falagas 등[10]은 일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에서 게재 학술지
의 Impact factor, 저자 수, 논문의 길이, 연구 디자인(중재/관찰연구 혹은 전향적/후향적 연구), 제목 및 초록의 단어 수, 참고문헌의 수가 피인
용수와 모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 에서는 논문의 길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2016년 Uddin과 Khan[11]은 저자 키워드와 관련된 요인들이 피인용수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는데, 키워드의 성장(분야 내
에서의 증가 혹은 감소세), 키워드의 수, 중심성이 피인용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새로운 키워드의 비율은 피인용수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고 하였다. 즉,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 받는 주제의 중심어 위주로 다수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함을 시사하였다. 2017년 
Sohrabi와 Iraj[12]는 키워드-초록 비율(Abstract ratio)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피인용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
서 연구자가 초록에서 키워드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피인용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제안
된 몇 가지 요인들과 MeSH 일치율이 한국치위생학회지의 피인용수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MeSH 일치율은 2016년 투고규정 개정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약 40%에 달하였으나,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대한응급의학회지의[16] 50.7%나 대한간호학회지의[17] 51.6%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그러나 투고규정 개정 이후에도 MeSH 용
어 사용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던 사상체질의학회지[18]에 비하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고규정 개정 이후에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에,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장기간의 추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MeSH의 일치율이나 MeSH 키워드 개수가 피인용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를 투
고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포괄적인 MeSH 키워드가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Dental hygienist’, ‘Oral health’ 등이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저자의 단순 추정일 뿐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추가로 선정된 요인들 중에서는, 논문 연령과 키워드-초록 비율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10,1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인용수 데이터가 KCI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학술지에서의 피인용 횟수만을 의미하기에, MeSH 키워드 사

용 전략의 주 타겟이 되는 해외 학술지에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후 해외 학술지 
인용 횟수를 조사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제목은 필요하다면 쌍점 혹은 붙임표를 사용하여 구
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 받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키워드에서 제목에 사용된 단어를 
반복하기 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넷째, 주제와 깊이 연관된 구체적인 키워드를 선정하고, 특히 초록에서 많이 사
용되는 단어 혹은 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만약 MeSH 키워드 선정이 앞의 전략들과 배치된다면 과감하게 MeSH 키워드를 포기할 
것을 권장한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피인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피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후보 요인들을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저자 키워드의 개수와 초록의 단어 수, MeSH 키워드의 개수나 일치율은 피인용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논문의 연령과 키워드-초록 비율은 피인용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논문의 피인용수를 높이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5가지 전략을 반영하도록 이후의 연구자들에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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