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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네트워크 분석 논문 총 2,187건을 상으로 계량서지  분석과 내용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는 살펴보면, 논문 생산에 있어서 교육학, 학제간연구, 컴퓨터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경 학 등의 우 를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 단 로 보면, 메가 학술지의 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피인용 기반의 향력을 살펴보면, 

행정학, 문헌정보학, 교육학의 향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 단 로 분석한 결과 역시 언론정보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우 를 확인할 수 있다. 악된 1,537명의 자 에서 극소수의 자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 변 확 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내용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논문을 데이터셋으로 하여 가 /비방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 인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났다. 노드는 

단어, 링크는 동시출 으로 표 되는 것이 보편 이며, 분석을 해서는 KrKwic, UCINET, NetMiner, NetDraw

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졌다.

ABSTRACT

Research in various academic fields using network analysis techniques has been conducted and 

grown. This study performed bibliographical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n a total of 2,187 network 

analysis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from 2003 to 2021.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elds of Pedagogy,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mputer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ere higher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From the perspective 

of journal, mega-journals were indicated as the most productive journal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impact based on the number of citations, the strength of Public Administr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Pedagogy is clearly reveal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y authors can 

also confirm the higher impact of Journalism, Public Administration Science,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the 1,537 authors identified, very few authors are active in research, confirming 

the need to expand the researcher base.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the weighted 

and non-directional network was the most common network type with using the research papers as 

a data set. Generally nodes are expressed as words and links are expressed as relationship. For network 

analysis, the use of KrKwic, UCINET, NetMiner, and NetDraw is the most pro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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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반부터 여러 학문 분야에서 네

트워크 분석 연구의 심과 활용이 폭발 으

로 증가하여 왔다(Borgatti, Mehra, Brass, & 

Labianca, 2009). 네트워크 분석 연구는 데이

터에 배태된 노드와 노드 사이의 계를 규명

하여 기존의 연구방법이 밝히지 못했던 상을 

설명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다.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상을 설명하는 데 있는 새롭고 요한 도구

로 인식되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받아들여져 

사용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여러 학문 분야에

서는 다학제  연구 흐름과 함께 네트워크 분

석을 연구방법론과 분석기법으로 극 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연구의 확산과 발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연구의 확산과 발 의 배경

에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분석 

도구라는 두 가지 측면이 큰 역할을 수행하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증가는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기

술의 사용 확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그 활용의 내용이 데이터로 축 된다. 

연구자는 축 된 데이터를 오  API 등을 활

용하여 량으로 다운로드받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증가와 함께 데

이터를 다루어 분석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분

석도구 소 트웨어가 다양하게 발 되어 이용

된다는 이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리 확산

되는 기제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도구 소 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상업 분석도구와 이용자에게 비상업  목 으

로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비상업 분석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 트웨어 분석도구

의 발 과 확산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자신 연구 역에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분석 기법에 논의(박한우, 

Leydesdorff, 2004; 이재윤, 2006a; 2006b; 

2013; 안희갑, 신찬수, 2004)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학문 분야의 동향을 악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 다(김성희, 장로

사, 2010; 박치성, 2010; 김 , 2015; 이수상, 

2014).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이 사용된 연

구들을 고찰하는 논의는 행정학, 정보학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 이거나 언어 네트워크 기반 

등의 특정 기법으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국내 네트워크 분석 연구의 

체 인 학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서 한국연구재단의 K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논문을 총 2,187건을 

수집하 다. 본 연구는 수집한 데이터에 하

여 두 단계 분석 과정을 수행하 다. 첫 번째 

단계는 계량서지  분석을 통해 학술지, 학술

지의 주제분야, 연구자 등의 연구 생산성과 인

용 기반 향력에 한 황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체 2,187건의 논문 에서 향

력이 큰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상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 분

석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 네트워

크의 유형, 노드와 링크, 분석도구 등에 한 

황을 규명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네

트워크 분석 연구의 성장과 발 에 있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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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을 수 있으리라 기 한다.

2. 관련 연구

네트워크 연구는 여러 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과 련하여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의 목

표와 유사한 것으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이 

용된 연구의 경향을 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김성희, 장로사, 2010; 박치성, 2010; 김 , 

2015; 이수상, 2014; Borgatti et al., 2009; Otte 

& Rousseau, 2002). 두 번째 연구의 그룹은 네

트워크 분석 기법 자체와 이를 한 분석도구 

제시를 다룬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데이

터 처리, 심성 측정, 네트워크 구성, 군집 구

성을 다루고 있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이재윤, 2006a; 2006b; 2013; 안희갑, 신찬수, 

2004). 

2.1 네트워크 분석 연구 고찰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 한 

고찰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는 다수의 연구 논문을 상으로 리뷰 형식의 

분석 논문이다(김성희, 장로사, 2010; 김 , 

2015; 이수상, 2014). 둘째는 네트워크 분석 기

법을 활용한 논문의 고찰과 함께 해당 학문 분

야에서의 향과 의미를 논의한 연구들이다(박

치성, 2010; Otte & Rousseau, 2002; Borgatti 

et al., 2009). 

첫 번째 그룹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김성

희와 장로사(2010)는 2000년부터 2009년 10년 

동안 국내 학술지의 163편의 네트워크 분석 논

문을 분석하 다. 네트워크 분석 논문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격한 증가세를 확인

하 다. 네트워크 분석 논문은 주로 경 학, 교

육학, 행정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공동

연구로 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문헌정

보학 분야에서는 계량정보학 분야에서 주로 이

루어졌다고 제시하 다. 분석도구로는 Pajek, 

SPSS, UCINET 소 트웨어 로그램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2015)의 연

구는 행정학 분야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네트워

크로 시각화하는 연구들을 통찰하 다. 총 18

편의 논문을 탐색하여 33%에 해당하는 논문이 

지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목 을 지녔

다고 밝혔다. 주로 사용된 네트워크 분석도구

는 KrKwic, UCINET, NetDraw라고 제시하

다. 분석 상 부분의 논문은 네트워크로 

시각화하 으며, 심성, 하 집단 식별, 도, 

다차원척도법 등을 분석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제시하 다. 이수상(2014)의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다룬 국내 논문 53편을 

분석하 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상은 논문

과 인터뷰 자료가 부분을 차지하고, 키워드

는 본문에서 추출하여 상  빈도수를 기반으

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간의 

계는 동시출 이 부분이며, 사용한 분석도

구는 NetMiner, UCINET, NodeXL, Pajek으

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은 도, 심성, 하

네트워크 규명을 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제

시하 다. 

두 번째 그룹의 논의로써, 박치성(2010)은 

우리나라 행정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

론이 용된 논문을 분석하여 발 할 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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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 다. 첫째는 연구설

계부터 네트워크 분석에 한 방식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 하 다. 둘째는 분석 내용에 

있어서도 탐색 /기술  연구방법론에서 벗어

나 인과  설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 다. 셋째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모든 연구방법론의 체가 아니

라 상호보완  근과 활용이 보다 건설 인 

방식이라고 제시하 다. 넷째는 네트워크 분석

의 요한 요소인 계를 살펴보기 해서는 

공식화된 계 보다는 비공식  계를 규명하

여 네트워크로 해석하는 것이 요하다고 밝혔

다. Otte와 Rousseau(2002)는 네트워크 분석

에 한 논의와 함께 여러 학문 분야의 용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특히 정보학 분야의 

용 사례를 제시하 다. 이 연구는 1963년부터 

2000년까지의 1,601건의 네트워크 논문을 분석

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성장하는 네트워크 

연구를 규명하 다. 정보학 분야에서 출 물, 

인용, 동시인용, 공 , 사회  상호작용 네트워

크에 보다 집 한 것으로 나타났다. Borgatti et 

al.(2009)의 연구는 사회과학과 물리학 분야에

서의 네트워크 연구를 비교하여 체를 조명하

여 제시하 다.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 사회 상과 

사회과학의 기본 인 제, 목표, 설명 기제를 

리뷰하 다. 이를 통해서 물리학 분야의 연구

자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가 공통 인 심

사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분석 연구의 결과를 

소통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론을 제시하여 이러한 소통을 극

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이를 해서 네트

워크 이론을 탐색하 는데, 링크 연결의 유형, 

네트워크 구조의 요성, 연구문제 구성, 이론

인 구조 등을 논의하 다.

2.2 네트워크 분석 기법 연구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다룬 연구들로 데이터 

분석 도구, 심성 척도, 네트워크 형성, 군집구

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한우와 Leydesdorff 

(2004)의 연구는 우리말로 된 문을 처리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

도록 KrKwic 소 트웨어 로그램을 제안하

다. 기존의 어 데이터 처리를 한 소 트

웨어를 변형하여 우리말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

성하 다.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KrKwic 소

트웨어 로그램의 사용법이 제시되어 있으

며, 로그램 실행 결과로 획득된 행렬을 활용

하여 UCINET의 NetDraw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각화 제를 설명하 다. 이재윤(2006a)은 가

 네트워크에서의 심성 척도를 제안하 다. 

기존의 사회 네트워크는 이진 네트워크의 속성

인 경향이 많으나, 계량서지 분석 데이터는 가

 네트워크인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사회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심

성 척도를 그 로 사용하여 가  네트워크의 

특성이 반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

하며, 새로운 심성 척도를 제안하 다. 최

근 심성은 지역 심성을 반 하여 측정하

며, 평균연 성, 평균 로 일연 성, 삼각매개

심성은 역 심성을 측정하고자 제안하

다. 제안된 가  네트워크 심성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자동시인용, 단어동시출 , 웹사이

트 동시링크 네트워크 데이터에 용하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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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용성을 입증하 다. 일련의 후속 연구로

써 이재윤(2013)은 공개된 가  네트워크 분석

용 소 트웨어인 Opsahl의 tnet과 자체 개발 분

석도구인 WNET의 가  네트워크 심성 지

수를 비교 분석하 다. WNET은 최근 이웃

심성, 평균연 성, 평균 로 일연 성, 삼각

매개 심성을 계산하여 제시하며, 선형 변화에 

tnet과 비교하여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tnet과 WNET의 개별 심성 지수의 특성

이 규명되었다.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한 논의는 이재윤

(2006b)과 안희갑, 신찬수(2004)의 연구를 찾

아볼 수 있다. 이재윤(2006b)의 연구는 네트워

크 구 에 있어서 네 가지 방식인 기 값 단 

방식, 최근 이웃 그래 , 최소비용 신장트리, 

패스 인더를 비교하 다. 이 에서 체 구

조와 세부 구조의 표  능력이 모두 뛰어난 패

스 인더 네트워크 구  방식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기존의 네트워크 표 과 군집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와 유사하게 안희갑과 신찬수(2004)의 연구

는 최소지름 신장트리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

할 때 최 의 조건에 한 제시하 다. 네 가

지 조건인 트리의 분지수, 트리의 지름, 단조 조

건, 에지의 비교차를 만족시키면 신장트리를 

시각화하는데 있어서 최 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이재윤(2006c)은 기존에 제시한 패

스 인터 네트워크 기반의 군집구성 기법인 병

렬최근 이웃클러스터링(PNNC) 기법을 제안

하 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지  구

조 분석에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3.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을 해선 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

다. 검색은 2021년 1월 29일에 수행하 다. 논

문검색 기능에서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으

로 하 다. 다른 선택 항목으로 주제분류 “

체”, 재단 등재 구분은 “우수등재”, “등재”, “등

재후보”로 선택하 다. 발행 일자는 “ 체”로 

설정하 다. 검색한 결과를 검토하여 네트워크 

분석 논문 주제에 합한 검색결과는 총 2,187

건이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

용한 논문 2,187건에 하여 계량서지분석과 

내용분석의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학술

지, 자, 피인용, 주제 분야 등의 계량서지  

분석이 수행되었다. 둘째, 피인용빈도 기 으로 

상  100건의 논문을 상으로 내용분석을 수

행하 다. 내용분석의 항목은 사용된 데이터셋, 

노드, 링크, 분석도구, 분석단 , 네트워크 유형

(이진 네트워크, 가  네트워크, 방향네트워크, 

비방향네트워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4. 분석결과

4.1 네트워크 분석 논문 생산 현황

총 2,187건의 논문을 연도별 생산 황을 살

펴보면 <그림 1>과 같다. KCI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축이 시작된 2003년에 네트워크 분석 

논문이 최 로 등장하 으며, 이 후에 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 이러한 경향은 김성희, 

장로사(2010)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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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분석 논문 연도별 생산 황

논문의 증가 추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Otte와 

Rousseau(2002)의 연구에서는 1963부터 2000

년까지 1,601건의 논문을 분석하 으며, 이 역

시 지속 인 성장 추세를 제시하 다.

네트워크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589종

으로 나타났다. 589종의 학술지의 주제 분야로 

살펴보면, 연구재단의 학술지 학문 분류  분

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

수해양학, 술체육학, 복합학에 따르면, <표 1>

과 같이 나타났다. 8개의 분류로 구분된 학문

의  역에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에서 사회과학의 비 이 61%로 

압도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 공학이 12%를 차지하 으며, 인문학이 9%, 

복합학이 7%, 술체육학이 4%, 자연과학이 

3% 등으로 학문 분야의 역에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분류 학술지 %

사회과학 355 61

공학 69 12

인문학 53 9

복합학 41 7

술체육학 25 4

자연과학 15 3

농수해양학 12 2

의약학 12 2

미분류 4 1

합계 586 100

<표 1>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학술지 황

2021년 1월 재 KCI의 등재와 등재후보 학

술지는 총 2,601건2)이며, 이 에서 586건 약 

22.5%의 학술지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

한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분류 

학문 역에서 KCI 등재와 등재 후보 학술지의 

수 비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수를 비율로 살

펴보면 <표 2>와 같다. 사회과학과 복합학 분야

 1) 2021년 논문 수는 2021년 1월 29일에 KCI를 검색하 기 때문에 1년 체의 논문 생산을 반 하지 못했다.

 2) KCI 홈페이지 http://www.kci.go.kr/kciportal/main.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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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체학술지 네트워크 논문 게재학술지 %

사회과학 949 355 37.4

복합학 127 41 32.3

공학 253 69 27.3

술체육학 152 25 16.5

농수해양학 81 12 14.8

자연과학 122 15 12.3

인문학 600 53 8.8

의약학 317 12 3.8

미분류 - 4 -

합계 2,601 586 22.5

<표 2> KCI 체 학술지 수 비 네트워크 논문 게재 학술지 수

에서 각각 37.4%와 32.3%의 학술지가 네트워

크 분석 논문을 게재하 으며, 그 뒤를 이어 공

학 분야 학술지의 27.3%가 네트워크 분석 논문

을 수록하 다. 의약학 분야와 인문학 분야는 

상 으로 작은 비 인 8.8%와 3.8%의 학술

지가 각각 네트워크 분석 논문을 게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분된 주제 분야로 학술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기 해서 학술지에 부여된 주제분야를 

활용하 다. 이 에서 상  20 까지 학술지의 

주제 분야는 <표 3>과 같다. 교육학(8.92%), 학

제간 연구(6.36%), 컴퓨터학(4.85%), 문헌정

보학(4.66%), 행정학(4.34%), 경 학(4.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  20 의 주제 분야

를 살펴보면, 체로 사회과학의 비 이 크며, 

복합학과 공학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에 수행된 장로사와 김성

희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장로사, 김성희(2010)의 연구는 163편의 논문

을 상으로 분석하여 경 학, 교육학, 행정학, 

언론정보학, 사회학, 컴퓨터공학 등의 분야의 

강세를 제시하 다. 이 후 약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학제간연구, 문

헌정보학 분야의 도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

학과 사회학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

의 비  감소를 찾아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 별로 

수록 건수를 기 으로 상  20건의 학술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교육학 분야의 학습

자 심교과교육연구가 65건의 논문을 수록하

다. 이 후에는 복합학 분야 학제간 연구 주제

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문헌정보학의 정
보 리학회지, 기타과학기술학의 디지털융복

합연구, 기술정책의 기술 신학회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여러 주제 분야 에서 복합학의 

하  분야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4.2 네트워크 분석 논문 영향력 현황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향력을 살펴보기 

해서 피인용 수와 학술지 h-지수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논문의 피인용 수를 기반으

로 하여 학술지별 인용 수에 따라 상  20건의 

학술지의 피인용 총수와 학술지 h-지수를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학술지의 주제 분야는 문

헌정보학의 정보 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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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제분야 논문건수 %

사회과학 교육학 195 8.92

복합학 학제간연구 139 6.36

공학 컴퓨터학 106 4.85

복합학 문헌정보학 102 4.66

사회과학 행정학 95 4.34

사회과학 경 학 91 4.16

사회과학 교과교육학 72 3.29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56 2.56

사회과학 학 54 2.47

사회과학 정책학 54 2.47

사회과학 기술정책 51 2.33

공학 공학일반 46 2.10

복합학 기타과학기술학 45 2.06

자연과학 통계학 45 2.06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44 2.01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43 1.97

사회과학 지리학 40 1.83

사회과학 경제학 38 1.74

공학 자/정보통신공학 35 1.60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33 1.51

<표 3> 네트워크 분석 논문 게재 학술지의 상  20  주제 분야

학술지명 논문건수 분류 주제분야

학습자 심교과교육연구 65 교육학 교과교육학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63 복합학 학제간연구

정보 리학회지 51 복합학 문헌정보학

디지털융복합연구 43 복합학 기타과학기술학

기술 신학회지 32 복합학 기술정책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9 자연과학 통계학

국토계획 27 공학 공학일반

학연구 22 사회과학 학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 복합학 문헌정보학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8 복합학 학제간연구

기술 신연구 18 복합학 기술정책

지능정보연구 17 공학 산업공학

한국행정학보 16 사회과학 행정학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6 공학 자/정보통신공학

지방정부연구 16 사회과학 행정학

한국 자거래학회지 15 공학 컴퓨터학

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15 복합학 학제간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4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14 복합학 문헌정보학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4 공학 컴퓨터학

<표 4> 논문 건수 기반 상  20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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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주제 분야 인용 합계 h-지수

정보 리학회지 문헌정보학 861 11

학연구 학 271 10

한국정책학회보 정책학 188 10

행정논총 행정학 296 9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학제간연구 280 9

국토계획 공학일반 237 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통계학 733 8

학습자 심교과교육연구 교육학 287 8

디지털융복합연구 기타과학기술학 177 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문헌정보학 323 7

한국비교정부학보 행정학 152 7

지능정보연구 산업공학 132 7

한국행정학보 행정학 430 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지리학 124 6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문헌정보학 180 5

사이버커뮤니 이션학보 사회과학일반 142 5

상담학연구 교육학 118 5

정부학연구 행정학 188 4

언론정보연구 신문방송학 187 4

기술 신학회지 기술정책 131 4

<표 5> 피인용 건수 기반 상  20  학술지의 수와 h-지수

회지, 통계학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행정학의 한국행정학보, 
교육학의 학습자 심교과교육연구 등의 분야

가 상 에 있다. 이 에서도 문헌정보학의 정
보 리학회지와 통계학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의 피인용 기

반의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  

20 의 학술지별에 해서 논문의 생산과 향

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학술지 기반 h-지수가 제

시되었다. 학술지 기반 h-지수는 Hirsch(2005)

의 h-지수를 학술지 단 로 계산하 다. 문헌

정보학 분야의 정보 리학회지의 피인용 총

수와 h-지수에서 모두 우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인용 총수 기 의 순 와

는 다르게 h-지수로는 통계학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과 행정

학의 한국행정학보 등의 순 가 내려갔으며, 

반면에  학연구, 한국정책학회보, 행정

논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국토계획 등
이 상 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지는 반 으로 일정 수 이상의 네트워크 

분석 논문이 게재되며, 피인용수로 악된 

향력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의 주제 분야별로 피인용 수를 살펴보

면, <표 6>과 같다. 학술지에 부여된 주제 분야

는 계층 단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 

주제를 일 으로 이용하 다. 피인용 비 이 

높은 주요 주제 분야는 행정학, 문헌정보학, 교

육학 등으로 나타났다. 

피인용 수 기반 상  20건의 논문을 살펴보

면, <표 7>과 같다. 피인용 수 기반의 상  논문

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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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피인용수 % 분류 분류 피인용수 %

사회과학 교육학 2,084 16.06 복합학 여성학 48 0.37

사회과학 행정학 1,627 12.54 자연과학 생활과학 40 0.31

복합학 문헌정보학 1,526 11.76 공학 기타공학 39 0.30

자연과학 통계학 816 6.29 공학 건축공학 38 0.29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673 5.19 공학 36 0.28

사회과학 경 학 626 4.82 술체육학 음악학 32 0.25

사회과학 학 564 4.35 사회과학 지역학 31 0.24

복합학 학제간연구 548 4.22 의약학 간호학 28 0.22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458 3.53 공학 기타공학일반 26 0.20

사회과학 정책학 412 3.17 사회과학 심리과학 19 0.15

사회과학 지리학 308 2.37 농수해양학 조경학 16 0.12

공학 공학일반 268 2.07 술체육학 의상 16 0.12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263 2.03 인문학 기타인문학 15 0.12

공학 컴퓨터학 251 1.93 인문학 기독교신학 13 0.10

사회과학 지역개발 242 1.86 공학 기계공학 11 0.08

사회과학 경제학 212 1.63 공학 기공학 11 0.08

복합학 과학기술학 194 1.49 술체육학 디자인 11 0.08

복합학 기술정책 193 1.49 농수해양학 수산학 9 0.07

공학 산업공학 133 1.02 인문학 일본어와문학 9 0.07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133 1.02 술체육학 무용 8 0.06

사회과학 무역학 128 0.99 인문학 독일어와문학 6 0.05

공학 자/정보통신공학 123 0.95 인문학 역사학 6 0.05

술체육학 체육 99 0.76 사회과학 회계학 4 0.03

자연과학 지구과학 90 0.69 술체육학 술일반 3 0.02

사회과학 법학 82 0.63 의약학 한의학 3 0.02

사회과학 기타사회과학 79 0.61 인문학 철학 3 0.02

인문학 한국어와문학 74 0.57 자연과학 물리학 3 0.02

공학 토목공학 63 0.49 술체육학 기타 술체육 2 0.02

사회과학 사회학 61 0.47 인문학 통역번역학 2 0.02

미분류 미분류 54 0.42 공학 항공우주공학 1 0.01

인문학 언어학 52 0.40 복합학 감성과학 1 0.01

농수해양학 해상운송학 50 0.39 의약학 방의학/직업환경의학 1 0.01

합계 12,977 100.00

<표 6> 학술지 주제 분야별 피인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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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자 학술지 연도 주제분야 인용수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한 KrKwic 로그램의 
이해와 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 신에 
한 뉴스를 상으로

박한우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4 통계학 555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용

최 출 한국행정학보 2011 행정학 24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  인식 네트워크(socio- 
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 계자 
간 공유된 의미 악 사례

박치성 정부학연구 2013 행정학 166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 최근 
연구 경향 분석

조재인 정보 리학회지 2011 문헌정보학 118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방안에 한 탐색
 연구: TV홈쇼핑을 심으로

김해원 사이버커뮤니 이션학보 2014 사회과학일반 92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신문 자료의 오피니언 마이
닝에 한 연구

강범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13 문헌정보학 89

계량서지  네트워크 분석을 한 심성 척도에 
한 연구

이재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6 문헌정보학 88

권 비후보자 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과 홍보 략

남인용 한국정당학회보 2007 정치권력/정치과정 83

지  구조 분석을 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한 연구

이재윤 정보 리학회지 2006 문헌정보학 81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임의 
분석

신 섭 한국행정연구 2011 행정학 75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한 
국내 HRD 연구동향 탐색

정승환 HRD연구 2014 평생교육 61

공  네트워크 분석에 한 기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심으로

이수상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2010 문헌정보학 60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
석: 울진 신원  건설과 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채종헌 한국행정학보 2009 행정학 59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한 한국 산업 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심원섭 학연구 2008 학 59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랜차이즈 교육 로
그램 개발

이혜 Korea Business Review 2010 경 교육 57

한국 고홍보학 연구경향 언어 네트워크 분석: 
 고연구,  고학연구, 홍보학연구, 한국
고홍보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핵심어를 심으로

김수연 한국 고홍보학보 2013 신문방송학 56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교육과정 목표와교
과서 학습 목표와의 일치성 분석: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지구과학 I을 심으로

정덕호 한국지구과학회지 2013 지구과학 54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 리학 분야 
지 구조 분석

이재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7 문헌정보학 54

tnet과 WNET의 가  네트워크 심성 지수 비교 
연구

이재윤 정보 리학회지 2013 문헌정보학 53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1980-2000년

이희연 국토계획 2006 공학일반 53

<표 7> 인용 수 기반 상  20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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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분석의 방법론과 도구를 소개하는 논문이 

인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향력이 크다.인용 수

가 가장 많은 논문은 총 555건이며 ｢한국어의 내

용분석을 한 KrKwic 로그램의 이해와 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 신에 한 뉴스를 

상으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하기 해서 한국어 데이터 처리를 한 KrKwic

라는 분석도구의 소개 논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네트워크의 분석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는 연구들

이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서지  

네트워크 분석을 한 심성 척도에 한 연구｣, 

｢지  구조 분석을 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

에 한 연구｣, ｢tnet과 WNET의 가  네트워크 

심성 지수 비교 연구｣ 등의 연구이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지 구조와 연

구 경향/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한 기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학 분야의 2010년  반 논문들

인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

트 분석방법의 용｣,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

회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

석을 통한 정책이해 계자 간 공유된 의미 악 

사례｣이 표 이라고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

야에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헌정

보학 최근 연구 경향 분석｣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3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저자 현황

2,187건의 논문의 자 황을 살펴보기 

해서 논문의 주 자를 분석하 다. 총 1,537명

이 악되었다. 각 자별 논문 건수를 분석하

면, <표 8>에서와 같이, 20건의 논문을 발간한 

자가 1명, 14건, 13건, 12건의 자는 각 1명

으로 나타났다. 10건의 논문 자는 3명, 8건 

논문의 자는 1명, 7건 논문의 자는 4명 등

으로 나타났다. 1건의 논문을 발간한 자의 수

가 1,134명으로 체 자  약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건 이상의 네트워크 

분석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의 비 은 6.3%에 

불과하며, 1-2건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가 

체의 부분인 9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건수 자 수 비율(%)

20건 1 0.1

14건 1 0.1

13건 1 0.1

12건 1 0.1

10건 3 0.2

8건 1 0.1

7건 4 0.3

6건 8 0.5

5건 9 0.6

4건 23 1.5

3건 41 2.7

2건 310 20.2

1건 1,134 73.8

합계 1,537 100.0

<표 8> 논문 건수별 자 수와 비율

이 에서 논문 6건을 기 으로 상  20명의 

자를 살펴 보면, <표 9>와 같다. 학술지의 주

제 분야 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과학 학문 분야의 언론정보학, 행정

학, 국제무역/마 , 교육학, 공공인재학, 경

학 등의 연구자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복합학

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상  20  

이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의 향력을 규명하기 해서 자별 피

인용 수와 자 h-지수를 살펴보면 <표 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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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속기 학과/ 공 논문 건수

홍주 국민 학교 언론정보학부 20

최 출 충북 학교 행정학과 14

임병학 부산외국어 학교 국제무역/마 학부 13

이재윤 경기 학교 문헌정보학과 12

김 환 부산 학교 교육학과 10

박치성 앙 학교 공공인재학부 10

박한우 남 학교 언론정보학과 10

정재헌 부경 학교 경 학과 8

문주 숭의여자 학교 비서행정과 7

정덕호 북 학교 지구과학 공 7

정병수 세한 학교 경찰행정학과 7

정은경 이화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 7

박상훈 서울시립 학교 도시공학과 6

박수정 충남 학교 교육학과 6

박양우 앙 학교 술경 학과 6

선은정 한남 학교 회계학과 6

이동호 경상 학교 해양수산경 학과 6

이수상 부산 학교 문헌정보학과 6

장임숙 경성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최상희 구가톨릭 학교 도서 학과 6

<표 9> 논문 건수 기  상  20명의 자 황

자 소속기 학과/ 공 피인용 h-지수

최 출 충북 학교 행정학과 544 10

이재윤 명지 학교 문헌정보학과 391 9

박한우 남 학교 언론정보학과 645 7

이수상 부산 학교 문헌정보학과 393 6

김 환 부산 학교 교육학과 144 6

임병학 부산외국어 학교 국제무역/마 학부 102 6

홍주 국민 학교 언론정보학부 100 6

박치성 앙 학교 공공인재학부 288 5

박수정 충남 학교 교육학과 148 5

이성용 순천향 학교 특수교육과 107 5

심 섭 앙 학교 공공인재학부 115 3

장덕진 서울 학교 사회학과 165 2

조재인 인천 학교 문헌정보학과 131 2

이희연 서울 학교 환경 학원 118 2

심원섭 한국문화 연구원 경 학 80 2

고길곤 서울 학교 행정학과 104 1

임유나 고려 학교 교육학과 98 1

김해원 이화여자 학교 인문 술미디어분과 92 1

강범일 연세 학교 국어정보학 89 1

남인용 부경 학교 신문방송학과 83 1

<표 10> 피인용 수 기  상  20명의 자의 피인용 수와 h-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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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자별 논문의 생산 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목록이 생성되었다. <표 10>의 피인용 수를 

기 으로 상  20  자 에서 논문 생산에 

있어서 상  순 의 자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

는 박한우, 최 출, 이수상, 이재윤, 박치성, 박수

정, 김여환, 조재인, 임병학, 홍주  등의 자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논문 생산성 보다는 피

인용 수 기반의 향력이 있는 자로는 장덕진, 

이희연, 심 섭, 이성용, 고길곤 등의 연구자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논문의 생산성과 향력 

함께 고려한 h-지수로 살펴보면, 최 출, 이재

윤, 이수상, 김 환, 임병학, 홍주  등 자의 활

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는 생산한 논문

의 수와 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피인용 총수의 값은 크기만, 

반 인 논문의 향력이라기 보다는 소수의 

논문이 받은 인용 수의 향이 큰 자는 박한

우, 박치성, 고길곤 등으로 나타났다.

4.4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내용분석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사용한 논문 2,187건 

에서 논문의 피인용 수를 기반으로 상  100

건의 논문에 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 다.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내용분석 항목은 데이터

셋, 노드, 링크, 분석도구이다. 

우선 네트워크 유형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가장 일반 인 형태의 네트워크는 

가  네트워크와 비방향 네트워크로 구 된 것

을 확인하 다(최 출, 박수정, 2011). 그러나 

몇몇 소수의 네트워크는 가  네트워크와 방향 

네트워크, 이진 네트워크와 방향 네트워크, 이

진 네트워크와 비방향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우선 가  네트워크와 방향 네트워크의 사례는 

정부 부처 간의 문서 수발 데이터를 표 한 연

구(박치성, 오재록, 남주 , 2011)를 찾아볼 수 

있다. 이진 네트워크와 방향 네트워크의 사례

는 조직 간의 향을 주고받는 계를 표 한 

연구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진 네트워크

와 비방향 네트워크의 구성은 부처 간의 갈등 

계를 네트워크로 표 한 연구(채종헌, 200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이수상(2014)의 연구와 같이 

논문(34.7%)을 상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

여 분석한 논문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박한우와 Leydesdorff(2004)의 연구와 같

은 신문 데이터셋, 심원섭, 이연택(2008)의 연

구와 같은 설문조사 데이터셋, 이혜 , 이동일, 

이주 (2010)의 연구와 같은 인터뷰 데이터셋, 

박지 , 김태호, 박한우(2013)의 연구와 같은 

소셜미디어 데이터셋 등도 나타났다. 이러한 

황은 논문이 주된 데이터셋 유형이지만 비교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기반 데이터셋이 네

트워크 분석 논문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와 링크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서

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노드를 보면, 조재인

(2011)의 연구와 같이 텍스트에서 추출한 단어

가 가장 큰 비 (69.7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수상(2010)의 연구

와 같이 자(10.10%)를 사용하거나, 장연진

(2010)의 연구와 같이 기 /기업/단체(7.07%)

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부서/부

처/지자체(3.03%)(박치성, 원구환, 2009), 장

소(2.02%)(이희연, 김홍주, 20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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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건수 % 데이터셋 건수 %

논문(제목, 키워드, 록 등) 34 34.7 독후감텍스트 1 1.0

신문(기사, 사설) 13 13.3 로그 데이터 1 1.0

설문조사 8 8.2 리뷰 텍스트 1 1.0

인터뷰 8 8.2 문헌자료 1 1.0

소셜미디어(트 터, 페이스북 등) 4 4.1 블로그 1 1.0

교과서 텍스트 2 2.0 스포츠경기 1 1.0

인용데이터 2 2.0 연구 로젝트 1 1.0

특허 2 2.0 연설문 1 1.0

회의록 2 2.0 이동노선 1 1.0

개념서술 1 1.0 인구총조사 1 1.0

공문서 1 1.0 잡지기사 1 1.0

과제제안서 1 1.0 정부문서 1 1.0

교통 1 1.0 토론 텍스트 1 1.0

국제교류 1 1.0 통계법 1 1.0

기  웹사이트 1 1.0 로필정보 1 1.0

네이버 지식인 1 1.0 학술지 1 1.0

합계 98 100.0

<표 11>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데이터셋 황

노드 건수 % 링크 건수 %

단어 69 69.70 동시출 71 71.00

자 10 10.10 인용 7 7.00

기 /기업/단체 7 7.07 공동연구 5 5.00

부서/부처/지자체 3 3.03 계 4 4.00

장소 2 2.02 업무 계 3 3.00

기업 CEO 1 1.01 수신/발신 2 2.00

문서 1 1.01 교류 1 1.00

웹페이지 1 1.01 교통연결 1 1.00

이용자 1 1.01 동시이용 1 1.00

지역 1 1.01 향수신/발신 1 1.00

패스 1 1.01 이동 1 1.00

학생 1 1.01 통근/통학 1 1.00

학술지 1 1.01 하이퍼링크 1 1.00

합계 99 100.00 학연 1 1.00

합계 100 100.00

<표 12>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노드와 링크 분표 황

이외에도 기업 CEO, 문서, 웹페이지, 이용자, 

지역, 패스, 학생, 학술지 등이 각각 1건씩 나타

났다. 

링크로 표 되는 계를 살펴보면, 김해원

(2014)의 연구와 같이 동시출 이 가장 큰 비

으로 71%이며, 박 형과 곽기 (201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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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같은 인용(7%), 남수 , 설성수(2007)의 

연구와 같이 공동연구(5%), 남창우(2012)의 

연구와 같이 계(4%), 박순애, 박치성(2008)

의 연구와 같이 업무 계(3%), 최승배, 강창

완, 최형 , 강병욱(2011)의 연구와 같이 수신/

발신(2%) 등의 링크 표 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교류, 교통연결, 동시이용, 향수신/

발신, 이동, 통근/통학, 하이퍼링크, 학연이 각

각 1건씩 나타났다. 

분석도구는 <표 13>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 으로 사용된 도구는 KrKwic으

로 텍스트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빈도와 행렬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최승배 

외(2011)의 연구와 같이 KrKwic 분석도구와 

함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도구가 함께 사용

되어야 하는데, 일반 으로 UCINET, NetDraw, 

Pajek이 함께 나타났다. 고 용(2014)의 연구

는 UCINET(21.94%)을 사용하 으며, 임병

학(2012)의 연구와 같이 NetMiner(15.48%)을 

사용하거나, 남인용, 박한우(2007)의 연구와 

같이 NetDraw(14.84%)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 인 경향이다. 이 외에도 가 네트워크 분

석, 클러스터 구성, 빅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등을 한 소 트웨어 분석 도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 R의 라이 러리 활용한 사례도 나타났

다. 한  처리를 한 형태소 분석기에 한 언

도 확인할 수 있다.

분석도구 건수 %

KrKwic 37 23.87

UCINET 34 21.94

NetMiner 24 15.48

NetDraw 23 14.84

NodeXL 7 4.52

WNET(PFNET, PNNC) 6 3.87

Pajek 5 3.23

UCINET의 CONCOR 3 1.94

Textom 2 1.29

MALLET, MALLET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 2 1.29

Gephi 1 0.65

KH Coder 1 0.65

Lucene Korean Analyzer 3.5 형태소 분석기 1 0.65

SAS의 Optgraph procedure for SNA 1 0.65

R, R sna 패키지, R의 topicmodels 3 1.94

Utagger 1 0.65

잡이 형태소분석기 1 0.65

잡이II 1 0.65

지능형 형태소분석기(21C 세종계획) 1 0.65

형태소분석기 HAM 1 0.65

합계 155 100.00

<표 13>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분석도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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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와 결론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가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

은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는 총 2,187건의 국내 논문을 상으로 네트워

크 분석 논문의 황을 고찰하 다. 분석결과

는 생산 황, 향력 황, 자 황, 내용분

석의 네 가지 구분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네트

워크 분석 연구의 생산 황의 에서 살펴보

면 체 학술지  네트워크 분석 논문을 다룬 

학술지는 2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문별 황을 살펴보기 해서 학술지의 분류 

주제 역으로 구분하면 사회과학 분야(61%)

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세분된 학문 역으

로 살펴보면, 교육학, 학제간연구, 컴퓨터학, 문

헌정보학, 행정학, 경 학 등의 우 를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로 보면, 메가 학술지의 성격을 

지닌 학습자 심교과교육연구와 한국콘텐

츠학회 논문지 등의 학술지가 많은 네트워크 

분석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수와 학술지 h-지수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향력 에서 살펴보면, 문헌

정보학의 정보 리학회지, 학의 
학연구, 행정학의 한국정책학회보, 행정논

총, 학제간연구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공학일반의 국토계획 등으로 나타나 생산 

황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학술지 주제 

분야별 피인용 황을 보면, 교육학, 행정학, 문

헌정보학, 통계학의 강세를 살펴볼 수 있다. 논

문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분석 도구와 분석 

기법 제안을 다룬 연구나 개별 학문 역의 

기 연구들이 가장 인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자별 황을 살펴보면, 총 1,537명

의 자가 악되었다. 이 에서 극소수의 

자가 왕성한 작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약 50여명의 자가 4편 이상의 논문을 생

산하 으며, 부분의 자는 1편 혹은 2편의 

논문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네트워크 분석 연구는 소수 연구자 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구자 변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논문 생산의 상  자는 체로 행정

학, 문헌정보학, 교육학, 언론정보학 분야의 연

구자로 나타났다. 피인용과 자 h-지수 기반 

상 의 자도 행정학, 문헌정보학, 언론정보

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강세를 보 다. 네트

워크 분석 연구의 생산과 향력 황을 보면, 

사회과학 분야의 우 가 나타나지만, 세분된 

학문 역에서 복합학 역의 문헌정보학 분야

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학술지 단 로 

살펴보면, 학습자 심교과교육연구와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와 같은 메가학술지의 생

산 우 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인용과 학술지 

h-지수 기반의 향력 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강세를 악할 수 있다. 한 피인용 수 

기반의 자의 황에서도 문헌정보학 분야의 

강세를 악할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 분석 논

문의 내용분석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유형은 가

네트워크와 비방향네트워크가 일반 인 형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은 것은 신문자료로 

나타났다. 노드와 링크의 에서 보면, 단어

가 가장 많이 노드로 표 되었으며, 동시출 이 

링크로 가장 많이 표 되었다. 분석도구를 살펴

보면, KrKwic, UCINET, NetMiner, Net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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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인용이 많은 

논문을 심으로 100편에 해서만 제한 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포 인 네트워

크 분석 논문에 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 향후 네트워크 분석 논문

에서 사용된 분석도구의 분석 가능 요소와 해

당 논문이 설정한 연구문제와의 성에 한 

논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

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한 분석 기법과 도구에 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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