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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자동시인용분석과 자서지결합분석을 종합한 학문의 지  구조 분석 방법론의 유용성을 

밝  이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 다. 한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의 통 인 지  구조뿐만 아니라 

최신의 연구동향  최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핵심 연구자를 악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연구 

결과 특정 학문 분야의 지  구조를 악하는데 있어 학문의 통  하  주제 역의 악이나 실제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을 악하기 하여 자동시인용분석뿐만 아니라 자서지결합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make new suggestions by clarifying usefulness of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disciplines, which combines author co-citation 

analysis and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It also aimed to identify the recent 

research trend and key researchers recently doing research activities actively as well as 

the intellectual structur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t was found to be more efficient 

to conduct both author co-citation analysis and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traditional sub-areas of disciplinary subject or the research trend of 

actual researchers in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pecific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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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계량정보학의 핵심 연구 역이며 학문의 지  

구조 분석을 한 인용분석은 1960년 에 서지결

합분석(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을 시

작으로 2000년 의 자서지결합분석(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1)에 이르기

까지 50년간 다양한 학문 분야를 상으로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동시인용분석은 1981년에 소개된 이래 

30년간 학문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과 지  구

조 분석을 한 표 인 도구로 리 사용되

고 있으나, 인용의 지체 상으로 최신의 연구 

경향과 신진 연구자 악이 어렵다는 제한 으

로 인하여 자서지결합분석이 학문의 지  구

조를 규명하기 한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한 

지  구조 분석 도구로써 동시인용분석이나 

자동시인용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서지

결합분석이나 자서지결합분석을 이용한 연

구 사례는 거의 없다. 해외의 경우에도 동시인

용분석과 비교하면 서지결합분석과 자서지

결합분석을 용한 연구 사례는 미미하다. 

1947년 사회사업학이 도입된 이래 60년간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는 사회학, 정치학, 법학, 

의학, 심리학, 아동학, 간호학 등 인 학문과 상

호 침투하는 역 학문으로 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실천과 련

된 지식이 지나치게 많아 지식들 간의 통합성

이 결여되어 있다(최일섭 2007). 이로 인하여 

내부 으로는 학문  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

고, 외부 으로는 학문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사회복지학 내부의 비 이 두되고 

있다. 계속되는 학문의 정체성에 한 논란 속

에서도 여타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달리 사회

복지학계의 내부에서는 정체성 확립과 검증을 

한 학문의 지  구조에 한 연구는 아직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연구 방법론에 

한 분석과 고찰, 내용 분석이 연구의 주를 이루

고 있다(김인숙 2002; 강철희, 김미옥 2003).

이 연구는 자동시인용분석과 자서지결

합분석을 결합한 학문의 지  구조 분석 방법

론의 유용성을 밝  이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한 새롭게 제안된 방법론을 용하여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의 통 인 지  구조뿐

만 아니라 최신의 연구동향  최근 활발한 연

구 활동을 하는 핵심 연구자를 악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동시인용분석과 자서

지결합분석 기법을 용하여 1999년부터 2009

년까지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  구조를 

악하고 기법 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분석 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사회복

지학 분야의 학술지  사회복지학의 주제 역

을 망라 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 학술지인 ꡔ한

 1) 자서지결합분석은 이재윤(2006)이 제안할 당시 ‘서지  자결합분석’으로 소개하 으나, 이 연구에서는 ‘ 자

동시인용분석’과 명칭 표 의 일 성을 하여 Zhao와 Strotmann이 2008년에 제시한 ‘ 자서지결합분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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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복지학ꡕ과 ꡔ사회복지연구ꡕ이다. 수집 

상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ꡔ한국사회

복지학ꡕ과 ꡔ사회복지연구ꡕ에 게재된 논문과 참

고문헌의 자사항을 포함한 서지사항이다. 

자동시인용분석을 하여 체 피인용 

자 가운데 피인용 빈도를 기 으로 18회 이상 

인용된 자 총 46명을 선정하 고, 자서지결

합분석을 하여 체 자 가운데 투고 논문 

빈도를 기 으로 투고 빈도 6회 이상인 상  

자 총 44명을 선정하고, 이  동명이인인 자 

1명을 제외한 43명을 최종 자로 선정하 다. 

사회복지학 분야의 자 지도는 자동시인

용분석과 자서지결합분석 모두 피어슨 상

계수행렬을 기반으로 다변량분석의 기법인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e)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자군집은 피어슨 상 계수행렬을 입력물

로 작성하 고, 군집화를 하여 SPSS의 군집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 다. 자군집에 사용

된 기법은 계층  응집방법인 Ward 기법이다. 

두 분석 기법에 기반한 자 지도와 자 군집

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십진분류법(이

하 KDC) 5 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단행본을 

참조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의 하  주제 역을 

명명하 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

 구조를 악하 다.

데이터 분석을 하여 기본 데이터 구축과 

자 선정, 자동시인용빈도 산출을 하여 

Microsoft Excel 2007 로그램을, 빈도 산출

은 Visual FoxPro 9.0을 이용하 다.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법은 SPSS for Windows 17.0을 

이용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저자동시인용분석의 정의 및 특징

자동시인용은 자의 문헌  어떠한 문

헌이 인용되었는지는 계없이 특정한 제3의 

자에 의하여 두 명의 자가 동시에 인용되

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인용이 발생된다는 것

이다.

자동시인용분석은 문헌이 아닌 연구자 심

의 지  구조 분석 기법이며, White와 Griffith 

(1981)에 의해 소개된 이후 국외뿐만 아니라 국

내에서도 특정 학문 분야의 지  구조를 분석하

기 한 좋은 도구로 인식되어 철학, 의료정보학, 

기록 리학, 정보학(Kreuzman 2001; Andrews 

2003; 김희정 2005; McCain 2008)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상으로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자동시인용분석은 학문의 세부 주제 분야

에 한 지  구조를 이해하기에 매우 유용하며, 

문헌이 아닌 자명을 분석 상으로 하므로, 

자가 특정 주제를 포 으로 나타내는 특성

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 분야의 상세한 

서지 정보와 뚜렷한 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

아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McCain 

1983; White 1990). 반면, 한 문헌이 다른 사

람에게 인용되기까지 최소한 2년의 시간이 소

요되는 문헌의 발행주기상 나타나는 통상  지

체 상 때문에 인용 분석은 결국 수년 에 문

헌을 발행한 자들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가 아닌 수년 의 지  구조

를 악하는 결과를 래하는 단 이 있다(이

재윤 2008; Zhao, Strotmann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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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자서지결합분석의 정의 및 특징

자서지결합분석은 Kessler가 1961년 MIT 

report에 처음으로 제안하고, 1963년에 발표한 

이론인 서지결합분석(Bibliographic Coupling)

에서 생된 개념이다. 

자서지결합분석은 서지결합분석에서 문헌 

단 의 분석을 자 단 로 변경하여 자 단

의 서지결합도를 이용하여 자 간의 계를 

악하는 기법으로, 두 자가 각자의 논문에 동

일한 자를 인용하 다면 두 자의 연구 분야

가 유사하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기법이다(이

재윤 2006). 

이재윤(2006)은 자동시인용분석의 한계

을 보완하고자 자서지결합분석을 제안하

는데, 연구 결과 자서지결합분석은 반

인 지  구조는 자동시인용분석 결과와 유사

하나, 세부 인 측면에서는 자동시인용분석

에 드러나지 않던 최신 연구주제와 활발히 연

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악이 가능하고, 국

내 동향 분석에 가장 합한 방식이라는 기법

상의 장 을 밝혔다. 

Zhao와 Strotmann은 자동시인용분석이 

최근 20여 년간 학문 분야의 지  구조를 지도

로 표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2008a)

이나 자서지결합분석은 학문 분야에 있어 

최신의 활발한 연구 분야를 사실 으로 묘사

하는데 있어 매우 합한 방법이며, 자동시

인용분석은 학문 분야의 재와 과거에 한 

지  구조의 향력과 학문 분야의 내부와 외

부를 분석하기에 유용한 기법이라고 밝히고 있

다(2008b). 

자서지결합분석은 자동시인용분석에서 

나타나는 인용의 지체 상이 없으므로 최신 

연구 주제 분야를 악할 수 있으며, 하  주제 

분야별로 재 해당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새롭게 연구를 시작

하고 있는 신진연구자를 악할 수 있다. 한 

자가 작물을 계속 출 하면 이후 서지결합 

빈도는 계속 개될 수 있으므로 서지결합분석

이 가지고 있는 두 문헌 간 서지결합 빈도의 고

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이재윤 

2008; Zhao, Strotmann 2008b).

3. 저자동시인용분석을 이용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3.1 지적 구조 규명을 위한 분석 단계

3.1.1 자료 수집과 자 선정 

1) 자료 수집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  구조를 분석하

기 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사회복지학 

분야의 학술지  사회복지학 분야의 권  있는 

표 학술지이며,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를 망

라하여 다루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정상원, 송

아  2007; 김연옥 1998)받는 ꡔ한국사회복지

학ꡕ과 ꡔ사회복지연구ꡕ를 분석 상 학술지로 

선정하 다.

데이터 수집은 Microsoft Excel 2007을 이

용하여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ꡔ한국사회복지

학ꡕ과 ꡔ사회복지연구ꡕ에 11년간 게재된 논문

과 참고문헌의 자사항을 포함한 서지사항을 

수집하 다. 인용 데이터 구축 시 참고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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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데이터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으로 데이터를 제한하여 입력하 다.

데이터 구축 상인 ꡔ한국사회복지학ꡕ의 경

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체 논문 수

는 565건이며, 565건의 논문의 자는 총 840명

이다. 565건의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10,579건이며, 해당 참

고문헌 논문의 피인용 자는 20,658명이다. ꡔ사

회복지연구ꡕ는 11년간 345건의 논문이 게재되

었으며, 논문의 자 수는 508명이다. 345건의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의 수는 7,280건이며, 해당 참고문헌의 피인

용 자는 14,252명이다. 

2) 자 선정

자동시인용분석을 한 자 선정은 객

성을 유지하고자 피인용 빈도가 높은 자를 

표 자를 선정하 다. 자 선정은 피인용 

빈도 18회 이상을 기 으로 하 으며, 분석 

상인 910건의 논문의 참고문헌에 기재된 자 

34,910명을 상으로 18회 이상 피인용된 자 

46명을 최종 으로 선정하 다. 

최종 선정된 자 46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인용 빈도가 가장 높은 상  5명의 

자는 피인용 빈도 58회인 강철희를 시작으로 

홍경 (53회), 구인회(50회), 양옥경(48회), 김

교성(44회) 순으로 나타났다.

자 번호 피인용 자명 피인용 빈도 자 번호 피인용 자명 피인용 빈도

1 강철희 58 24 이상록 22

2 홍경 53 25 G. J. Brooks 22

3 구인회 50 26 김용득 21

4 양옥경 48 27 이상균 21

5 김교성 44 28 W. Korpi 21

6 윤혜미 39 29 이혜원 20

7 김인숙 38 30 R. D. Conger 20

8 김재엽 35 31 R. L. Simons 20

9 서미경 34 32 김성천 19

10 김용석 32 33 김태 19

11 박경숙 32 34 박병 19

12 김미옥 28 35 이가옥 19

13 석재은 28 36 정익 19

14 황성철 26 37 R. M. Baron 19

15 김 란 25 38 P. M. Bentler 19

16 김미혜 24 39 J. D. Hawkins 19

17 김상균 24 40 김동배 18

18 엄명용 24 41 김태성 18

19 이익섭 24 42 송다 18

20 이혜경 24 43 신은주 18

21 김연옥 23 44 우국희 18

22 박 선 23 45 최명민 18

23 안상훈 23 46 D. A. Kenny 18

<표 1> 상  46명의 피인용 자  피인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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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자동시인용빈도행렬  피어슨상

계수행렬 작성

분석 상으로 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자

들  한명의 자가 나머지 자들과 갖는 동

시인용빈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자동시인용

빈도행렬이 작성될 수 있다. 추출된 자동시

인용빈도를 이용하여 최종 선정된 46명의 자

들로 구성된 46×46 행렬을 작성하 다. 

자동시인용빈도행렬이 작성된 후 자

의 상  유사성과 비유사성 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하여 상 계수

행렬을 작성하 다. 피어슨 상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는 벡터 간 유사도행

렬을 계산하는 것으로 값의 범 는 [-1, 1]이며, 

계의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낸다(Gmür 

2003). 

상 계수의 해석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수

치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Guilford

의 경우 상 계수가 0.9 이상의 경우 아주 높은 

상 계를 가진다고 하 고, 0.2 이하는 거의 

무시할 정도의 경미한 상 계라고 하 다. 

Salkind의 경우 상 계수가 0.8 이상의 경우 아주 

강한 상 계를 가진다고 하 고, 0.0～0.2 이

하는 경미한 상 계라고 하여 Guilford의 해

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Guilford 1950; Salkind 

2004; 최성재 2005).

분석 결과,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 은 

D. A. Kenny-R. M. Baron(0.995)으로 나타나 

Guilford와 Salkind가 제시한 기 에 따라 가장 

강한 상 계를 나타내는 자 으로 밝 졌

다. 상 계수행렬에서 음의 상 계가 큰 자

은 R. L. Simons -우국희(-0.215)로 나타났

으며, 이들은 부정  상 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각 자 의 자들은 연구 주제의 유

사성이 매우 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결과

3.2.1 군집분석에 의한 자 지도 

자 지도에 나타난 자들을 유사한 자들

끼리 군집화하기 하여 피어슨 상 계수행렬

을 입력물로 SPSS의 군집분석 로그램을 이

용하여 계층  응집방법인 Ward 기법을 통해 

자들을 군집화 하 다. 

Ward 기법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합한 

군집수로 결정하는 방법은 군집의 개수에 한 

오차제곱합의 증가분을 검토하여 격한 변화

가 일어나는 치에서 응되는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도 하고 덴드로그램의 결과를 검토하

여 한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도 한다(김

기  외 1994). 이 연구에서는 덴드로그램을 

Guilford의 해석 Salkind의 해석

   <.20

.20～.40

.40～.70

.70～.90

.90～.100

거의 무시할 정도의 경미한 상 계

낮은 상 계

비교  높은 상 계

높은 상 계

아주 높은 상 계

.00～.20

.20～.40

.40～.60

.60～.80

.80～.100

경미한 상 계

낮은 상 계

간 정도의 상 계

강한 상 계

아주 강한 상 계

<표 2> 상 계수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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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 군집 행렬을 이용

하여 8개의 자 군집을 가장 합한 군집수로 

결정하여 분석하 다. 

3.2.2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자 지도

자 간의 계를 2차원 공간상에 나타내기 

하여 피어슨 상 계수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두 자 간의 유사성 는 상이성에 따라 

지도상에 자의 치를 으로 표시하여 공간

으로 시각화하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 다. 

다차원분석의 결과 각 자의 유사도에 따라 

X축(종축)과 Y축(횡축)의 좌표값이 다음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X축 값 가운데 최고값은 

0.797로 해당 자는 이상균이며, 최 값(-0.789)

을 갖는 자는 김상균이다. Y축 값 가운데 최고

값(0.707)을 가지는 자는 구인회이며, 최 값 

-0.692를 갖는 자는 김태 이다. 

자별 좌표값에 따라 상 계수행렬 데이터

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SPSS의 PROXCAL 명

령을 통하여 자들의 치를 2차원 공간상에 

지도로 나타내었다. 기존의 다차원척도법에 주

로 사용되던 ALSCAL 알고리즘은 계가 가

no 인용 자 X축(종축) Y축(횡축) no 인용 자 X축(종축) Y축(횡축)

1 강철희 -0.709 -0.010 24 이상록 -0.540 0.533

2 홍경 -0.688 0.455 25 Brooks, G. J. 0.317 0.646

3 구인회 -0.145 0.707 26 김용득 -0.269 -0.303

4 양옥경 0.080 -0.454 27 이상균 0.797 -0.048

5 김교성 -0.614 0.490 28 Korpi, W. -0.347 0.385

6 윤혜미 0.688 0.289 29 이혜원 -0.602 -0.360

7 김인숙 -0.577 -0.436 30 Conger,R.D. 0.462 0.577

8 김재엽 0.581 -0.329 31 Simons,R.L. 0.509 0.563

9 서미경 0.205 -0.252 32 김성천 0.628 -0.145

10 김용석 0.736 0.153 33 김태 0.215 -0.692

11 박경숙 -0.511 -0.403 34 박병 -0.735 0.222

12 김미옥 -0.254 -0.515 35 이가옥 -0.281 -0.685

13 석재은 -0.552 0.570 36 정익 0.698 0.437

14 황성철 -0.024 -0.533 37 Baron,R.M. 0.553 0.232

15 김 란 -0.645 0.407 38 Bentler,P.M. 0.725 0.244

16 김미혜 0.383 -0.598 39 Hawkins,J.D. 0.752 0.367

17 김상균 -0.789 0.001 40 김동배 0.453 -0.577

18 엄명용 0.475 -0.210 41 김태성 -0.629 0.295

19 이익섭 0.760 -0.149 42 송다 -0.620 -0.235

20 이혜경 -0.661 0.161 43 신은주 -0.635 -0.026

21 김연옥 0.473 -0.374 44 우국희 -0.481 -0.508

22 박 선 0.786 0.033 45 최명민 -0.171 -0.411

23 안상훈 -0.355 0.240 46 Kenny,D.A. 0.561 0.247

※ 음 으로 표시된 자가 X축과 Y축의 최고값과 최 값을 갖는 자임.

<표 4> 자동시인용분석에서 각 자의 좌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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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변수 간의 거리로 구성되는 국지 인 배치 

상태를 상 으로 잘 나타내지 못하는 취약

을 가져 학문의 세부 구조의 표  능력이 취약하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

여 자의 지도 작성 시 상 계수를 z 수로 표

화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산출한 후 PROXCAL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이재윤 2007).

4. 저자서지결합분석을 이용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4.1 지적 구조 규명을 위한 분석 단계

4.1.1 자료 수집과 자 선정 

1) 자료 수집 

자서지결합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구축한 데이터를 그 로 이용하 다. 수집

된 논문은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910건

이며, 논문 자는 1,348명이고, 910건 논문에

서 인용한 참고문헌의 논문 수는 17,859건이며, 

피인용 자는 34,910명이다. 

자서지결합분석만을 수행할 경우 논문 게

재 빈도를 기 으로 상  자를 선정한 후 해

당 자들의 참고문헌에 나타난 피인용 자에 

한 사항을 입력하면 되므로 자서지결합분

석은 자동시인용분석 보다 데이터 수집이 용

이하다는 장 이 있다. 

2) 자 선정 

자 선정은 자동시인용분석에서의 차

와 동일하나 자서지결합분석의 경우 발표 논

문 수를 기 으로 논문 투고빈도가 높은 자

를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자는 ꡔ한국사회복지학ꡕ과 ꡔ사회복지연구ꡕ

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총 분석 

상인 910건의 논문의 자 1,348명  투고빈

도 6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 44명  동명

이인 1인을 제외한 43명을 분석 상으로 선정

하 고 <표 5>와 같다. 43명의 자를 선정한 

이유는 연구자의 단에 의하여 한 기 에 

의해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White

와 McCain(1989)의 연구를 근거로 하 고,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자 집단과 규

모를 최 한 유사하게 맞추고, 군집의 규모가 

무 크거나 작지 않은 한 기 이 43명으

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재 논

문빈도가 6회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장 많

은 논문을 게재한 자는 18회의 논문을 게재

한 강철희이며, 김교성(14회), 김용석(14회), 홍

경 (13회) 순으로 나타났다. 

4.1.2 자 로 일 벡터 구성 

43명의 자가 선정된 후, 분석 상으로 선

정된 자들이 어떠한 자를 몇 회 인용하

는지를 악하여 자 로 일 벡터를 구성

하 다. 최종 자로 선정된 43명의 로 일 

벡터의 구성요소는 자동시인용분석을 하

여 선정된 피인용 빈도 18회 이상인 피인용 

자 46명을 43명의 자가 각각 몇 회씩 인용

했는가를 산출하여 나타난 빈도이다. 이 빈도

를 이용하여 자 로 일 벡터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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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번호 자명 게재 논문수 자번호 자명 게재 논문수

1 강철희 18 23 이익섭 8

2 김교성 14 24 이혜원 8

3 김용석 14 25 최명민 8

4 홍경 13 26 홍백의 8

5 구인회 11 27 김미혜 7

6 김미옥 11 28 김 숙 7

7 박 선 11 29 서인해 7

8 안상훈 11 30 석재은 7

9 정익 11 31 유동철 7

10 서미경 10 32 정재훈 7

11 김용득 9 33 지은정 7

12 김인숙 9 34 김 미 6

13 송다 9 35 김진구 6

14 이상균 9 36 김환 6

15 이상록 9 37 노연희 6

16 이인정 9 38 우국희 6

17 공계순 8 39 윤홍식 6

18 권지성 8 40 이상은 6

19 김재엽 8 41 정선욱 6

20 엄명용 8 42 주은선 6

21 윤혜미 8 43 채구묵 6

22 이수연 8

<표 5> 상  43명의 자  게재 논문수 

4.1.3 코사인 유사도행렬 작성

자와 피인용 자 간 인용-피인용행렬인 

자 로 일 벡터 간 연 도를 산출한 후 분

석 상인 43명의 자 간 자서지결합도 행

렬을 산출하 다. 이 연구에서는 로 일 유

사도행렬인 코사인 유사도행렬과 벡터 유사도 

공식인 피어슨 상 계수 공식을 용한 피어슨 

상 계수행렬을 작성하 다. 

분석 결과, 다음의 <표 6>과 같이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 은 공계순-서

인해(0.808)로 나타났으며, 유사도가 0으로 나

타난 194개의 자 을 제외하고 유사도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자 은 권지성-최명

민(0.111)이다. 유사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하거

나 유사한 주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반 로 유사도가 낮은 자 을 구

성하는 두 자의 경우 주제 으로 연 성이 

다고 해석할 수 있다. 

4.1.4 피어슨 상 계수행렬 작성

자와 피인용 자 간 인용-피인용행렬인 

자 로 일 벡터 간 연 도를 산출한 후 분

석 상인 43명의 자 간 자서지결합도 행

렬을 산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코사인 유사

도행렬 외에 벡터 유사도 공식인 피어슨 상

계수 공식을 용한 피어슨 상 계수행렬을 작

성하 다.

분석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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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 은 공계순-

서인해(0.976)이며, 이는 공계순이 제3의 자

에 의해 인용될 경우 서인해도 체로 동시에 

인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상

계가 높은 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결과

4.2.1 군집분석에 의한 자지도 

피어슨 상 계수행렬을 입력물로 SPSS의 

군집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층  응집방

식인 Ward 기법을 통해 자들을 군집화 하

다. Ward 기법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에 따라 

자 군집 행렬을 작성하여 군집을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하 다.

자동시인용분석의 경우 8개의 자 군집을 

분석하 으므로, 자서지결합분석에서도 분석

의 일 성을 하여 8개의 자 군집을 합한 

군집수로 결정하 다. 

4.2.2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자지도

피어슨 상 계수행렬을 이용하여 SPSS 

로그램으로 다차원 분석을 실행하 고, 각 

자의 유사도에 따라 자의 X축과 Y축의 좌표

값이 다음의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X축 값 

no 자 X축(종축) Y축(횡축) no 자 X축(종축) Y축(횡축)

1 강철희 -0.158 -0.628 23 이익섭 0.443 0.097

2 김교성 -0.662 -0.346 24 이혜원 -0.037 0.034

3 김용석 0.797 0.268 25 최명민 0.475 -0.678

4 홍경 -0.873 0.254 26 홍백의 -0.360 0.352

5 구인회 -0.013 0.802 27 김미혜 -0.284 -0.220

6 김미옥 0.513 -0.589 28 김 숙 0.425 -0.047

7 박 선 0.509 0.795 29 서인해 0.828 -0.333

8 안상훈 -0.875 0.163 30 석재은 -0.655 -0.441

9 정익 0.387 0.825 31 유동철 -0.189 0.197

10 서미경 0.530 -0.289 32 정재훈 -0.759 -0.155

11 김용득 0.044 -0.694 33 지은정 -0.388 0.414

12 김인숙 0.260 -0.708 34 김 미 0.230 0.667

13 송다 -0.217 -0.392 35 김진구 -0.509 -0.121

14 이상균 0.691 0.559 36 김환 -0.734 0.137

15 이상록 -0.573 0.191 37 노연희 -0.021 -0.175

16 이인정 0.248 0.098 38 우국희 0.322 -0.693

17 공계순 0.858 -0.192 39 윤홍식 -0.447 -0.378

18 권지성 0.288 -0.420 40 이상은 -0.485 0.547

19 김재엽 0.468 0.310 41 정선욱 0.186 -0.365

20 엄명용 0.564 0.368 42 주은선 -0.833 0.095

21 윤혜미 0.767 0.204 43 채구묵 -0.631 -0.024

22 이수연 -0.130 0.511 -

※ 음 으로 표시된 자가 X축(종축)과 Y축(횡축)의 최고값과 최 값을 갖는 자임.

<표 8> 자서지결합분석에서 각 자의 좌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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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최고값을 갖는 자는 공계순(0.858)이

며, 최 값(-0.875)을 갖는 자는 안상훈으로 

나타났다. Y축 값 가운데 최고값(0.825)을 가

지는 자는 정익 이며, 최 값(-0.708)을 갖

는 자는 김인숙이다.

자별 좌표값에 따라 상 계수행렬 데이터

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SPSS의 PROXCAL 명

령을 통하여 자들의 치를 2차원 공간상에 

지도로 나타내었다.

    5. 사회복지학 분야의 
지적 구조 비교 

5.1 저자의 인구동태학적 비교2)

5.1.1 연령  연구기간 분석 

분석 기법별로 연구자들의 평균 연령의 차이

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자동시인용

분석을 해 선정된 피인용 자 46명  외국

인 자 8명을 제외한 자 38명과 자서지결

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 43명의 연령별 인

원비를 악하 다.

두 자의 연령별 구분은 다음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시인용분석을 한 피인

용 자의 경우 51세 이상의 연구자가 50%를 

차지하는 반면, 자서지결합분석을 한 자

의 경우 51세 이상의 연구자가 32.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피인용 

자 46명  외국인 자 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

여 최종 피인용 자 38명을 상으로 연구 활

동 기간을 분석하 고, 자서지결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의 경우 43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 시작일은 연구의 편의상 피인용 

자와 자들의 박사학  취득일을 기 으로 하

구 분 성 별 인 원(명) 백분율(%)

피인용 자

( 자동시인용분석)

30세 이하 0 0%

31～40세 0 0%

41～50세 19 50.0%

51～60세 14 36.8%

61세 이상 5 13.2%

합 계 38 100.0%

자

( 자서지결합분석)

30세 이하 0 0%

31～40세 2 4.7%

41～50세 27 62.8%

51～60세 13 30.2%

61세 이상 1 2.3%

합 계 43 100.0%

<표 9> 자 연령별 구분

 2) 자의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RI(한국연구업 통합정보)와 자가 속한 소속기 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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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 활동 기간은 박사학  취득일을 기

으로 2010년 재까지의 기간을 산출하 다.

박사학  취득일을 연구 시작일의 기 으로 

하고, 2010년 재까지 소요기간을 자의 연

구 활동 기간으로 정의하여 각 자별 평균 연

구 활동 기간을 산출하면, 자동시인용분석을 

한 피인용 자의 경우 38명의 자들의 연

구 활동 기간은 평균 17.3년으로 나타나고, 

자서지결합분석을 한 자의 경우 연구 활동 

기간이 평균 13.1년으로 나타났다. 

두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상 으로 자

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피인용 자보다 

자서지결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의 연령

가 비교  낮으며, 연구 활동이 짧아 자서

지결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들이 사회복지

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1.2 소속기   학  수여교 분석

분석 기법별로 선정된 자들의 소속기 을 

분석하여 소속기 과 학  수여교의 동질성에 

따른 군집화 상이 존재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피인용 

자 46명과 자서지결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 43명에 한 소속기 을 살펴보았다. 자

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피인용 자 46명 

원이 직 교수로, 피인용 자 46명  연세

학교 교수가 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었고, 46명의 피인용 자  26.1%인 

12명의 피인용 자가 동일한 소속기 을 가지

고 있어,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피

인용 자들의 소속기 의 동일성에 따른 자

들의 군집화 경향을 악할 수 있었다. 

피인용 자 46명  8명의 해외 자를 제외

한 38명의 자와 자서지결합분석을 해 선

정된 자 43명의 박사학  수여교를 조사하

다. 학  수여교는 서울 학교가 6명으로 15.8%

를 차지하여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피인용 자의 학  수여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군집 내에 속한 피인용 

자들의 학  수여교를 살펴보면 분석 상인 

38명의 피인용 자  26.3%에 해당하는 10명

의 자가 동일한 학  수여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피인용 자  서울 에서 

학 를 수여받은 6명의 자  5명의 자가 

동일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고 이화여자 학에

서 학 를 수여받은 자는 총 4명  3명이 동

일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서지결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의 경

우 43명  소속기 이 시간강사로 등록되어 있

는 1명을 제외한 42명의 자가 모두 직 교수

로, 자서지결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 43명 

 가톨릭 학교에 소속된 자는 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43명의 자  

9.3%에 해당하는 4명의 자가 동일한 소속기

을 가지고 있어,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선

정된 피인용 자들의 26.1%가 동일한 소속기

에 재직 인 자들이 동일한 군집에 포함되

어 있는 군집화 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자서지결합분석의 경우 9.3%로 소속기 에 

따른 자들의 군집화 상은 상 으로 낮은 

비율로 악되고 있다. 

자 43명의 자의 학  수여교는 서울 학

교가 12명으로 27.9%를 차지하여 자서지결

합분석을 해 선정된 자의 학  수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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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군집 

내에 속한 자들의 학  수여교를 살펴보면 

분석 상인 43명의 자  44.2%에 해당하

는 19명의 자가 동일한 학  수여교를 가지

고 있다. 

자동시인용분석을 해 선정된 피인용 

자들의 26.3%가 동일한 학문  배경을 가진 

자들이 동일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군집화 

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자서지결합

분석의 경우 44.2%로 동일한 학문  배경을 가

진 자들의 군집화 상은 상 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5.2 지적 구조의 해석학적 비교

5.2.1 분석기법별 지  구조 해석

1) 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한 지  구조 해석 

46명의 피인용 자에 하여 KRI와 각 자

들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자들의 연구 분야 정

보를 수집하고, 자들의 문헌에서 자가 선정

한 주제어와 록의 키워드를 추출하 다. 추출

된 키워드를 참조하여 피인용 자 지도에 표시

된 8개의 군집을 표할 수 있는 하  주제명을 

명명하 다. 표 주제명은 KDC 5 과 사회복

지학 분야의 연구자가 술한 단행본(임춘식 외 

2007; 장인 , 이혜경, 오정수 2009)에서 하  

주제명을 분류한 부분을 종합하여 차용하 다. 

제1군집의 소속 자는 강철희, 김미옥, 김인

숙, 우국희, 김용득, 양옥경, 서미경, 최명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보건복지’ 분야를 연구하는 표

인 자들이다. 사회복지학은 학문 으로 크게 

‘정책’과 ‘실천’으로 연구 분야를 구분할 수 있으

며, ‘정책’과 ‘실천’이라는 큰 흐름 아래 사회복

지학 분야의 하  주제인 ‘노인․여성․아동․

장애인․정신보건․청소년복지’ 등이 구분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제2군집은 홍경 , 구인

회, 김교성, 이상록, 석재은, 김 란으로 구성된 

자군집으로 이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학 분야

의 표 인 ‘사회복지정책’ 분야, 그 에서도 

‘빈곤’에 련된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한 연

구자들로 나타났다. 제3군집은 윤혜미, 김용석, 

김성천, P. M. Bentler, 엄명용, 박 선, 이상균, 

정익 , J. D. Hawkins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분야를 표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김용석, 정익

, 윤혜미 등의 연구자는 ‘청소년복지’  ‘약물

남용’에 한 연구를 진행하는 표 자들이다. 

제4군집은 김재엽, 이익섭, 황성철, 김연옥, 김

미혜, 김태 , 김동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은 ‘가족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분야의 표 연

구자들이다. 제5군집은 박경숙, 이혜원, 신은주, 

이혜경, 박병 , 이가옥, 송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정책’과 ‘여성복지’를 

연구하는 표 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상에 

0 을 기 으로 지도의 상단과 하단에 걸쳐 나

타나는 제5군집은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자

들과 ‘여성복지’를 공으로 하는 자들이 포

함된 군집으로 ‘정책’과 ‘실천’ 분야가 공존하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6군집은 김상

균, 김태성, 안상훈, W. Korpi로 구성된 자군

집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복지국가론’에 한 표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군집은 사회복지

학 분야의 연구자 집단의 특성으로 발생된 독특

한 군집으로 단되는데 김태성, 김상균, 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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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등으로 구성된 제6군집은 W. Korpi를 제외

한 3명의 자는 ‘서울 학교’에 재 재직 인 

3인의 교수로 구성된 독립 인 군집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제7군집은 G. J. Brooks와 R. D. 

Conger, R. L. Simons로 구성된 군집이며, 이들 

군집은 ‘아동발달’과 ‘청소년 발달’ 분야를 연구

하는 표 인 해외 자이다. 제8군집은 D. A. 

Kenny와 R. M. Baron으로 구성된 군집으로 이

들은 ‘심리학’ 분야의 표 인 해외 자들이다. 

D. A. Kenny와 R. M. Baron의 경우 1986년에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에 두 자가 함께 게재한 논문이 2003년까지 

4,000회 이상 인용된 심리학 분야의 핵심 자

로 ISI HighlyCited.com의 “highly cited”에 수

록된 자들이다. 

다음 <그림 1>은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자 지도상에 자

들의 군집을 선으로 표시하고 표 주제명을 

표기한 지도이다. 군집별 표 주제명을 명명

한 이후 자 지도의 종축과 횡축에 나타난 학

문의 특성을 악하 다.

자 지도에서 지도의 종축을 기 으로 지도

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학문분야의 종합

이며, 거시 인 주제 분야에서 특정 세부 주

제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즉, 지도의 하부로 

내려갈수록 학문의 세부 주제 분야인 미시 인 

<그림 1> 자동시인용분석에 기반한 피인용 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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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분야의 개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지도의 원  아래에 치한 자는 특정 주제 

분야에 하여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이고 반 로, 원 의 상단에 치한 자는 

문 인 분야 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합 인 성격을 갖는다(White 1983).

한국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동향 지도를 X

축과 Y축을 기 으로 살펴보면, X축을 기 으

로 지도의 좌측은 사회복지학 분야의 질  연

구 역(담론)이며, 우측으로 갈수록 양  연

구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White(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X축을 기 으로 자 지도상의 좌측에 속하

는 제6군집의 김상균, 제2군집의 홍경 , 김교

성, 제1군집의 강철희, 김인숙 등은 피인용 빈

도가 상 에 속하면서 각 군집의 표 자들

인데, 이들은 연구에 있어 질  연구 방법을 취

하거나 담론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는 표

인 자들로 해석할 수 있다. X축을 기 으로 

지도의 우측에 속한 제3군집의 윤혜미, 김용석 

등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한 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 해석된다.

Y축을 심으로 지도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사회복지학 분야의 종합 인 주제 분야

에서 특정 세부 주제로 옮겨가는 연구 경향이 

악되고 있다. Y축의 상단에는 제2군집, 제6

군집과 같이 사회복지학분야의 ‘사회복지정책’ 

분야와 같은 거시  주제 분야가 치하고 있

다. 반면, 지도의 원 을 기 으로 하단의 제1

군집과 제5군집, 제4군집은 ‘가족복지’, ‘노인복

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등과 같이 특정 주제 

분야에 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자들로 

구성된 군집으로 해석된다.

한 지도의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가

로지르는 각선 축을 기 으로 구분하면 사회

복지학 분야의 ‘정책’과 ‘실천’이라는 학문의 연

구 경향이 뚜렷하게 악된다. 지도의 좌측 상

단에 치하고 있는 제2군집과 제6군집은 ‘사회

복지정책’의 표 인 연구자들로 구성된 군집

이다. 각선 축을 기 으로 우측 하단에 치

한 자들이 치하고 있는 제1군집의 일부 

자와 제3군집, 제4군집, 제5군집의 일부 자의 

경우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정신

보건복지’,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아동복

지’,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천’ 분야에 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자들로 해석된다.

2) 자서지결합분석을 통한 지  구조 해석

43명의 자에 하여 자동시인용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 지도에 표시된 8개의 군

집을 표할 수 있는 하  주제명을 명명하

다. 자서지결합분석에 기반한 자지도는 

자동시인용분석과 달리 학문의 세부 인 주제 

역이 나타나므로 동일한 주제명을 이용하되, 

필요에 따라 ‘실천’과 ‘정책’ 분야로 구분하여 

명명하 다.

제1군집은 강철희, 김교성, 홍경 , 석재은. 

정재훈, 이상록, 김진구, 김환 , 홍백의, 지은

정, 채구묵, 이상은, 송다 , 윤홍식 등 14명의 

자로 구성된 가장 큰 군집으로 이들 자들

은 ‘사회복지정책’ 분야  ‘가족복지’, ‘빈곤’, 

‘여성복지’ 분야의 ‘정책’에 한 연구를 수행하

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군집은 ‘정책’

과 ‘실천’으로 양분되는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

구 경향에 따르면 각종 ‘정책’에 한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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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표 연구자들로 구성된 군집이다. 제2

군집은 김용석, 윤혜미, 이수연, 김 미, 노연희

로 구성된 군집으로 이들은 ‘청소년복지’와 ‘아

동복지’의 ‘실천’ 분야를 표하는 연구자들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복지’ 분야의 경우 

약물과 음주 분야에 하여 문 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 군집이다. 제2군집의 경우 자

들의 치가 비교  떨어져있는 자들로 구성

된 군집이어서 다소 이질 인 주제명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군집은 구인회, 박

선, 정익 , 이상균으로 구성된 군집으로 이

들은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의 ‘실천’ 분야의 

표 인 연구자 집단이다. 제2군집과 달리 청

소년의 비행, 흡연 문제와 아동의 학  분야에 

한 문  연구를 수행하는 군집으로 나타났

다. 제4군집은 김미옥, 김용득, 김인숙, 우국희

로 구성된 군집으로 이들은 ‘노인복지’, ‘여성복

지’, ‘장애인복지’ 분야의 ‘실천’ 분야의 자들

로 악되었다. 제5군집은 안상훈, 주은선으로 

구성된 군집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야  ‘비교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론’을 으로 연구하

는 자 군집으로 나타났다. 제6군집은 서미경, 

최명민, 이인정, 김미혜, 이익섭, 유동철, 김재

엽, 엄명용, 이혜원, 김 숙으로 구성된 자군

집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 분야  ‘노인복

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분야를 연구하는 자들과, ‘가족복지’ 분야의 

‘실천’과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

는 자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복지’ 분

야의 경우 제1군집에 나타나는 가족복지 정책

과는 상이한 가정폭력 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

족복지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속한 군집이다. 

제6군집의 경우 자들의 치가 비교  떨어

져있는 자들로 구성된 군집으로 ‘정책’과 ‘실

천’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7군집은 공계

순, 서인해로 구성된 군집으로 ‘사회복지실천’ 

분야  ‘사회복지 로그램’에 한 연구를 수

행하는 연구자들이다. 제8군집은 권지성, 정선

욱으로 구성된 군집으로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들로 구성된 군집이다. 

다음 <그림 2>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자 지도상에 자

들의 군집을 선으로 표시하고, 표 주제명

을 표기한 지도이다. 군집별 표주제명을 명

명한 이후 자 지도의 종축과 횡축에 나타난 

학문의 특성을 악하 다.

자 지도를 X축과 Y축을 기 으로 살펴보

면 Y축을 기 으로 지도의 상단과 하단에는 

자동시인용분석의 결과와 달리 유의미한 학문

의 연구 경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X축을 기 으로 지도의 좌측은 사회복지학 

분야의 거시 인 역을 나타내며, ‘정책’에 

련된 부분을 나타내는 주제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의 우측으로 갈수록 미시 인 하  

주제 분야와 ‘실천’ 역의 주제 분야들이 나타

나는 것으로 밝 졌다. X축을 기 으로 지도의 

좌측에 치하고 있는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군집의 ‘비교사회복지’와 제1군집의 ‘빈곤․

여성․가족복지정책’ 등은 ‘사회복지정책’ 분

야의 하  주제 분야로 악될 수 있고, 제6군

집의 일부인 ‘노인․장애인․정신보건복지 정

책’ 분야도 ‘사회복지정책’의 하  주제 분야로 

해석되어 모두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하  주

제 분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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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서지결합분석에 기반한 자 지도

지도의 우측에 치하고 있는 군집의 경우 

제3군집의 ‘청소년․아동복지’, 제4군집의 ‘장

애인․여성․노인복지’, 제6군집의 일부인 ‘가

족복지’, 제7군집의 ‘사회복지실천’ 등 해당 분

야는 모두 사회복지학 분야의 ‘실천’ 역에 포

함되는 하  주제 역으로 악되며, 사회복

지학 분야의 특정 세부 주제 분야로 악된다.

5.2.2 지도의 해석에 기반한 지  구조 비교 

자동시인용분석과 자서지결합분석에 기

반한 자 지도를 비교하여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 은 사회복지학 분야의 하  주제 분야의 

세분화 상과, 특정 하  주제 분야의 확  

상, 그리고 새로운 주제 분야의 출 과 기존 주

제 분야의 락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복지학 분야의 하  주제 역의 

세분화 상은 ‘정책’과 ‘실천’으로 양분되는 사

회복지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표 인 로 자동시인용분석

의 결과를 기 으로 제1군집의 경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분야를 표하는 

군집으로 악되는데, 이 하  주제 역이 

자서지결합분석의 결과에서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분야가 ‘정책’과 

‘실천’으로 세분화되어 ‘정책’ 분야의 경우 제6

군집에서, ‘실천’ 분야의 경우 제4군집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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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제5군집의 ‘여성복

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제1군집과 제4군집에서 

각각 ‘정책’과 ‘실천’ 분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의 역 학문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자서지결합분석을 통하여 

재 사회복지학 분야의 실제 연구 경향을 반

한 학문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즉, 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사회복지학 분야의 하  주제는 ‘가족복지’, ‘노

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지역사

회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으로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회복지

의 학문  연구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주제 분

야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반

면 자서지결합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사회복

지학 분야의 세부 주제는 ‘정책’과 ‘실천’이 통

합되어 연구되지 못하고 극명하게 양분되어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실제 연

구 경향을 반 한 지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학 분야의 하  주제 역의 

확  상으로, 자동시인용분석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 분야가 하  주제 역

의 구분 없이 제2군집과 제6군집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분야를 자서지

결합분석의 결과인 자 지도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종합 인 정책 분야가 아

닌 ‘가족’, ‘노인’, ‘빈곤’, ‘장애인’, ‘정신보건’, 

‘여성’ 등과 같이 사회복지학의 세부 주제 역

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어, 각 분야의 문

인 정책에 한 연구가 개별 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은 첫 번째 

특징과 마찬가지로 자동시인용분석 기법을 

통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의 일반  주제 역을 

악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자서지결합분석

을 통하여 재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실제 연

구 경향을 반 한 학문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새로운 주제 분야의 출 이나 기존의 

연구 역이 락되는 로는 자서지결합분

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 지도에서 제7군집

은 ‘사회복지실천’과 8번 군집인 ‘사회복지시설’

로 매우 지엽 인 사회복지학 분야의 한 하  

주제이기는 하나 자동시인용분석의 결과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세부 주제 분야가 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이

나 ‘사회복지시설’에 한 부분이 사회복지학 

분야의 일반  하  주제 분야에 포함될 만큼 

규모가 있는 주제 역은 아니므로 자동시인

용분석의 결과에는 반 되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

지시설’에 한 지엽 인 연구가 실제로 수행

되고 있는 재의 연구 경향을 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사회복지학 연구 역의 

한 분류인 ‘지역사회복지’ 분야는 독립 인 분

야로 최근에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

미한다.

자동시인용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복

지학의 세부 학문 역인 ‘가족복지’, ‘노인복

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분

야는 자서지결합분석의 자 지도에서는 ‘정

책’과 ‘실천’ 분야로 양분되어 서로 다른 군집에

서 별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서

지결합분석에 기반한 지  구조 분석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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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문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최신의 연구 

경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자동시인용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사

회복지정책’ 분야의 연구가 기존의 거시  사

회복지정책 분야인 ‘사회복지행정’, ‘비교사회

복지’ 분야가 여 히 나타나는 상 외에 자

동시인용분석의 결과에서는 ‘가족복지’, ‘노인

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와 같은 하  주제 역으로 세분화되어 문

인 ‘정책’ 분야의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동시인용분석과 자서지결

합분석을 종합한 학문의 지  구조 분석 방법론

의 유용성을 밝  이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

다. 한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의 통 인 지

 구조뿐만 아니라 최신의 연구동향  최근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는 핵심 연구자를 악하

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기법별로 피어슨 상 계수를 이

용하여 자 간의 상 계를 악하고, 다차

원척도법을 이용한 자 지도 작성과 군집분석

을 통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의 자 군집을 

악하 다.

둘째, 자동시인용분석에 기반한 자 지도

의 해석을 통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의 역  

주제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는 사회복

지학 분야의 주제 구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자서지결합분석에 기반한 자 지도의 

해석을 통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의 최근 연구동

향이 반 된 지  구조를 악하 다.

셋째, 자들의 인구동태학  특성에 따라 

소속기 과 학 수여교에 따른 자의 군집화 

상과 연구기간과 연령에 따른 연구자의 특성

을 악하 다.

넷째, 자동시인용분석과 비교하여 자서

지결합분석의 장 이 드러났다. 자서지결합

분석의 경우 인용의 지체 상이 없어 최신의 

연구동향의 악이 가능하고, 문헌이 출 된 

즉시 분석이 가능하다. 한 국내에서 논문 발

표를 하지 않는 외국 연구자가 분석 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 동향분석에 합한 분석 기법

임이 밝 졌다. 

이 연구에서 자동시인용분석과 자서지

결합분석의 결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반 으

로 유사한 형태의 지  구조를 악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자동시인용분석에 기반한 자 

지도를 통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의 표 인 하

 주제 역인 ‘가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보건복지’, ‘지역사회복지’, ‘아동복

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등이 자 지도

에 그 로 반 되어 나타났다. 반면 자서지

결합분석에 기반한 자 지도를 통하여 세부

인 지  구조 차원에서 사회복지학 ‘정책’ 분야

의 하  주제 역별 세분화 상과 ‘가족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복지’, ‘지역사회복지’와 같은 세부 역이 ‘정

책’과 ‘실천’ 분야로 양분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정 학문 분야의 지  구조를 분석

하는데 있어, 학문의 일반  하  주제 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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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실제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을 악

하기 하여 자동시인용분석뿐만 아니라 

자서지결합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구조에 한 연구는 분석의 

상이 되는 특정한 시기에 따라 연구 경향이 매

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특정 학문 분야에 

한 정기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따라 향후 연구 과제로 사회복지학 분야의 

통시 인 지  구조를 악하기 하여 국내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이래로 최근까지 특정한 

연구 시기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지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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