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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한국학의 주류를 이루는 연구 역들의 기원과 발 경로를 악하기 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주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 기법을 수행하 다. 이를 하여 통 인 인문학 연구방법론이 아닌 디지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량  분석을 시도하 고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용정보가 포함된 한국학 련 

문헌들을 수집하고 직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학 분야 주경로를 추출하 다. 주경로 추출 결과, 한국학 

인문분야에서는 키루트(key-route) 주경로 탐색에서 두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고  농경문화(역사․문화․고고

학), ②한국인의 어습득(언어학))이 발견되었고, 한국학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키루트 주경로 탐색에서 네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지역(공간)개발․조경, ②한국 경제발 (경제원조․소 트 워), ③한국의 산업(정치경제

학), ④한국의 인구구성(남아선호)․북한경제(빈곤․ 국 력))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학의 정체성

을 악하는데 기존의 지엽  분석에서 벗어나 한국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역의 발 과 진화를 

거시 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한국학이 가지는 포 성과 모호성을 다소 해소하고 한국학 외연을 가시 으로 

조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ext mining and main path analysis (MPA) were applied to understand the origins 

and development paths of research areas that make up the mainstream of Korean studies. To this 

end, a quantitative analysis was attempted based on digital text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humanities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main paths of Korean studies were extracted by collecting 

documents related to Korean studies including citation information using a citation database, and 

establishing a direct citation network. As a result of the main path analysis, two main path clusters 

(Korean ancient agricultural culture (history, culture, archeology) and Korean acquisition of English 

(linguistics)) were found in the key-route search for the Humanities field of Korean studie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our main path clusters were discovered: 

(1) Korea regional/spatial development, (2) Korean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aid/Soft power), 

(3) Korean industry (Political economics), and (4) population of Korea (Sex selection) & North Korean 

economy (Poverty, South-South cooperation). 

키워드: 디지털 인문학, 인용 분석, 주경로 분석, 텍스트 마이닝,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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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문(discipline)과 과학(science)의 라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

자에게 매우 요한 과제 에 하나이다. 그러

나 지식 확산에 한 포 인 이해를 가지기 

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인 방법은 해당 분야

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을 찾아보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용빈도가 높은 문

헌은 그 분야에서 상 으로 더 요하거나 

향력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Garfield, 

1979).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미시  수 의 

이해를 제공할 뿐이다. 즉, 독자는 해당 학문 

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진화되어 

재까지 이르고 있는지에 한 거시  에서

의 지식의 를 제공받지 못한다. 주경로 분

석(main path analysis, MPA)은 이러한 한계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분야의 주류

를 이루는 역들의 발 과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문헌만을 추출하여 통시 으로 

보여주는 분석기법이다(Harris, Graves, Solbrig, 

Elkin, & Chute, 2000; Liu, Lu, Lu, & Lin, 2013; 

Mina, Ramlogan, Tampubolon, & Metcalfe, 

2007). 주경로 분석은 과학  지식이 피인용 문헌

(cited document)에서 인용 문헌(citing document)

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인용 네트

워크의 복잡성을 이고 특정 역의 주요 지

식의 흐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다(Liu & 

Lu, 2012; Verspagen, 2007).

이 연구에서는 한국학(韓國學, Korean Studies) 

문헌을 상으로 주경로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국학은 본래 조선후기의 조선학(朝鮮學), 구

한말의 본국학(本國學), 일제강 기의 국학(國

學)으로부터 유래된 학명(學名)으로( 성운, 

2010), 한국의 역사, 문학, 정치, 사회, 경제, 종

교 등 ‘한국’과 련된 모든 역을 망라 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 한국학 문헌을 상으

로 주경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국학의 연구 역이 포함하고 있는 망라성이 한

국학 세부 역  학문 역의 기원과 발생, 발

 등을 정의하는데 모호함을 유발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이라는 키워드

를 포함하는 문헌을 한국학 문헌으로 간주하

고, 주경로 분석을 통해 한국학의 주류를 이루

는 연구 역들을 통시 으로 악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원과 발 경로를 정의하는데 가시

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 목표를 달

성하기 해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

용정보가 포함된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포함

하고 있는 문헌들을 수집하고 직  인용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경로를 추출

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디지털화된 한국학 텍

스트를 기반으로 코퍼스를 구축하고 텍스트 마

이닝과 인용분석 기법을 용한 정량  분석은 

통 인 한국학을 디지털 인문학  측면에서 

근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유경(2020)이 제시한 디지털인문학 연구동

향을 보면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방법론, 이

야기․스토리, 구비문학, 아카이  등의 다양

한 역에서 통 인 한국학에 디지털 인문학

 기법을 용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엽 인 개념어 

네트워크 등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용한 한

국학 련 연구들(허수, 2014; 장만호,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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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학 련 

문헌 체를 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

족하고, 몇 편의 연구에서 한국학 코퍼스를 구

축하여 한국학 지식구조를 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자 키워드 동시출  빈도를 기반으

로 계층  군집분석(송민선, 2015; 송민선, 고

만, 2015), 문헌동시인용 분석(김혜진, 2020)

을 진행한 연구로 주경로 분석을 통해 한국학

을 형성하는 주제 역의 발 과 변화를 악․

분석한 연구는 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가 기

존의 지엽 인 분석에서 벗어나 한국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역의 발 과 진

화를 거시 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한국학 

외연의 발생과 발  등을 정의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을 이어서 제2장에서는 주경로 분석 기법의 이

론  설명과 련연구를 소개하 고, 제3장에

서는 데이터 수집  주경로 추출에 해 기술

하 으며, 제4장에서 추출된 주경로를 바탕으

로 한국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연구

역의 발 과 진화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을 제시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주경로 분석

주경로 분석은 직  인용문헌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가장 의미있는 경로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특정 학문분야에서의 발생과 발 , 진화를 추

하는 데 사용된다(Hummon & Dereian, 1989). 

주경로 분석을 통하여 양 ․질 으로 충분히 

발 되어 방 한 크기의 문헌 데이터를 가지

고 있는 확장기 는 성숙기에 어든 과학 분

야를 상으로 학문의 발생과 진화, 발 을 거

시  에서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Verspagen, 2007). 

주경로를 추출하기 해서 구축한 직  인용 

네트워크에서 인용이 시작이 되는 노드를 소스 

노드(source node)라 하고 더 이상 인용이 발

생되지 않는 노드를 싱크 노드(sink node)라 

한다. 직  인용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있는 이

진(binary)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주경로 분석

은 소스와 싱크를 연결하는 이웃 노드들 간의 

탐색경로빈도(search path count, SPC)를 산출

하여 가  네트워크로 변환하고 가 치가 가장 

높은 경로를 주경로로 추출한다(Hung, Liu, Lu, 

& Tseng, 2014). <그림 1>은 SPC 가  인용 

네트워크(a)에서 지역 탐색(local search) 기

법, 역 탐색(global search) 기법, 키루트 탐색

(key-route search) 기법을 용하여 주경로

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a)>는 단순 인용 네트워크에 SPC 

가 치를 용한 네트워크이다. SPC 가 치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경로의 가 치를 측정하

는 방법인 횡단 가 치(traversal weight) (Nooy 

et al., 2005, p. 293)  하나로 소스와 싱크 사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해 이웃하

고 있는 특정 두 노드 사이의 아크(arc)를 지나

가는 경로의 횟수를 산출한 것이다(신 보, 김

혜진, 2019; Bategelj, 2003). 시에서 소스 노

드 A와 네 개의 싱크 노드 H, G, F, J까지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경로 에서 노드 A와 B를 지나

가는 경로 Path(A,B)는 3회 발생(A-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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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경로 추출 기법: (a) SPC 가  인용 네트워크, (b) 지역 탐색 기법, 

(c) 역 탐색 기법, (d) 키루트 탐색 기법 
(출처: Hung et al., 2014, p. 104)

A-B-C-G, A-B-G)하므로 Path(A,B)의 SPC 

가 치는 3이 된다. <그림 1(b)>는 SPC 가  

네트워크에서 지역 탐색 기법으로 주경로를 추

출한 시이다. 지역 탐색은 각 소스에서 시작

하여 싱크를 찾아가는데 이웃 노드와 가장 가

치가 높은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 노드

를 선택하여 시작하고 연결된 이웃 노드를 탐

색할 때 가장 가 치가 높은 경로를 선택하여 

싱크까지 탐색을 진행한다. 즉, 소스 노드 A와 

D 에서 이웃 노드와 SPC 가 치가 가장 높

은 경로를 가지고 있는 노드는 D이다. 따라서 

지역 탐색은 소스 노드 D에서 시작하여 경로 

가 치가 가장 크게 연결된 이웃 노드만을 선

택하여 싱크 노드에 이른다. 이 결과 지역 탐색

으로 추출된 주경로는 D-E-I-G와 D-E-I-J 두 

개의 경로가 추출된다. <그림 1(c)>는 역 탐

색 기법으로 주경로를 추출한 시이다. 역 

탐색은 소스에 싱크 사이의 경로의 합이 가장 

큰 경로를 탐색한다. 즉, 소스 노드 A, D에서 

싱크 노드 H, G, F, J로 도달하는 경로 에서 

경로의 합이 가장 큰 경로(=9)는 A-B-C-H, 

A-B-C-G, D-B-C-H, D-B-C-G 네 개의 경

로이다. <그림 1(d)>는 키루트 탐색 기법으로 

네트워크 내 모든 경로 에서 경로 가 치가 

가장 큰 경로(=4)인 Path(B, C), Path(D, E)

를 포함하는 경로를 주경로로 추출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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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H, A-B-C-G, D-B-C-H, D-B-C-G, 

D-E-I-G, D-E-I-J 6개의 주경로가 추출된다. 

키루트는 지역 탐색에서는 Path(B,C)를 포함

하는 경로가 무시되고, 역 탐색에서는 Path 

(D,E)를 포함하는 경로가 무시되는 것을 극복

하기 해 제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키루트 탐색은 1순  키루트에서 n순  키루트

로 확 하여 키루트 추출 범 를 조정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Liu & Lu, 2012). 

2.2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주경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학

문의 발생과 발 을 거시 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국내에 주경로 분석이 소개된 

기 연구로, 유소 (2013)은 SPC 이 에 소개

된 탐색경로링크빈도(search path link count, 

SPLC) 가 치를 용한 주경로를 추출하여 연

구동향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자 하 다. LED 

분야의 문헌을 상으로 인용빈도 임계치에 따

른 주경로 추출의 변화와 개별 이용자(7명)의 

정보 요구와 비교하 다. 

이인아와 김혜진(2019)은 장소성 련 문헌

을 수집하여 주경로 분석을 통해 국내외 연구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 다. 신 보와 김혜진

(2019)은 마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구 (WoM)’ 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해 

주경로 분석과 연 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여 시  변화에 따른 학술  역의 변화와 

발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혜림, 송민, 허고은

(2015)은 췌장암 련 문헌에 나타난 유 자-

단백질 유발사슬의 인용 계를 네트워크로 표

하고 주경로 분석을 용하여 련 연구에서 

주요하게 언 되는 유 자-단백질의 유발 계 

사슬을 악하 다. 윤민호(2011)는 DRAM 산

업 련 특허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경로

를 추출하여 미국-일본- 만으로 이어지는 

련 기술 특허의 발 을 제시하 다. 

해외 연구들에서는 주경로 분석을 용한 연

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인용 네트워크의 횡단 

가 치를 효과 으로 제시하기 해서 Bategelj 

(2003)가 고안한 SPC 가 치의 등장 이후 의

학(Mina et al., 2007; Ramlogan & Consoli, 

2008; Tu & Hsu, 2016), 특허․기술(Hung et 

al., 2014; Liang, Wang, Xue, & Cui, 2016; Lin 

& Chen, 2011; Martinelli, 2012; Martinelli 

& Nomaler, 2014; Verspagen, 2007; Yeo, Kim, 

Lee, & Kang, 2014), 산업․경 (Calero-Medina 

& Noyons, 2008; Chuang, Liu, Lu, & Lee, 

2014; Liu et al., 2013; Lu & Liu, 2013; Lu 

& liu, 2014), 환경(Barbieri, Ghisetti, Gilli, 

Marin, & Nicolli, 2016; Epicoco, Oltra, & 

Saint Jean, 2014), 교육(Halatchliyski, Hecking, 

Goehnert, & Hoppe, 2014) 등 많은 역에서 

주경로 분석을 통해 특정 학문 는 주제 역

의 기원과 발 , 진화를 악하고자 한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3. 연구방법
 

3.1 문헌 데이터 수집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 데이터는 세계

인 인용 데이터베이스 의 하나인 SCOPUS 인

용 데이터베이스(www.scopus.com)에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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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발행된 문헌  인문(Arts & Humanities)

과 사회분야(Social Sciences)에 국한하여 키

워드 ‘한국(Korea 는 Korean)’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두 수집하여 구축하 다. 데이터 수집

에 활용된 질의어는 [KEY (korea OR korean) 

AND PUBYEAR < 2020 AND (LIMIT-TO 

(DOCTYPE, “ar”)) AND (LIMIT-TO 

(SUBJAREA, “SOCI”) OR LIMIT-TO 

(SUBJAREA, “ARTS”))]이다. 인문분야의 

문헌은 총 2,944건이, 인문․사회분야의 문헌

은 총 12,500건이 수집되었다. 본래 한국학의 

주경로 추출을 인문분야 문헌 데이터로 한정하

여 추출하려 하 으나 국내의 한국학 논의가 

한국의 역사, 문학,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사회과학 분야까지 폭넓게 다루어지는 을 고

려하여 문헌 데이터의 구축을 인문․사회분야

로 확장하 고, 인문분야에서 다 지는 한국학

의 주경로와 인문․사회분야에서 다 지는 한

국학의 주경로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의 범 를 확장하 다. 그리고 인문분야와 사

회분야를 각각 따로 문헌집단을 구축하지 않고 

인문과 인문․사회분야로 구분하여 구축한 것

은 어떤 역은 인문분야와 사회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다학제 인 문헌들이 존재할 가능성

을 염두 해두고 인문분야와 사회분야가 교차 

인용 계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문분야에서 사회분야로 는 사회분야에서 

인문분야로 변화되는 경로가 주경로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림 2>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 데이터 

집합으로 ‘한국(Korea 는 Korean)’이라는 키

워드를 가지고 있는 문헌의 연도별 발행빈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인문분야의 문헌 데이터는 1969

년 1건을 시작으로 1992년 17건이 발행되기까지 

매년 10건 미만의 발행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사회분야의 문헌 데이터는 

1960년 1건을 시작으로 1979년 11건, 1984년 15

건 발행 이후에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

<그림 2>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한국(Korea 는 Korean)’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문헌의 연도별 통계(인문분야와 인문․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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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집된 문헌 데이터의 자 소속기  황(인문분야와 인문․사회분야)

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 2010년  반부터 한국

학 련 문헌들이 양 으로 크게 증가폭을 보인

다. <그림 3>은 수집 문헌 데이터의 자 소속기

 황을 나타낸다. SCOPUS에 문으로 색인

되는 들에서 수집한 문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문분야의 자 소속기 과 인문․사회분야의 

자 소속기  모두 서울 , 연세 , 고려  등 국

내 학이 상  소속기 으로 집계되었다.

3.2 주경로 추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문헌집단(인문, 인

문․사회)으로부터 지역 탐색, 역 탐색, 키루

트 탐색 기법을 용하여 주경로를 추출하여 

비교하 다. 인문분야의 문헌은 총 2,944건으

로 이  최소 1회 이상 인용된 문헌들은 1,979

건, 2회 이상 인용된 문헌들은 1,545건, 3회 이

상 인용된 문헌들은 1,297건으로 나타났고, 3회 

이상 인용된 문헌들을 상으로 직  인용 네

트워크를 구축하 다. 피인용빈도 3회 이상의 

문헌으로 구축한 직  인용 네트워크는 850개

의 컴포 트(weakly connected component)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큰 컴포 트의 사이

즈는 90이다. 두 번째 컴포 트의 사이즈는 61, 

세 번째 컴포 트의 사이즈는 35이다. 이 세 컴포

트의 평균 연결정도 심성(average degree 

centrality)은 1.628, 도(density)가 0.009, 직

경(diameter)은 5이다. 

인문․사회분야의 문헌은 총 12,500건으로 1

회 이상 인용된 문헌들은 9,823건, 2회 이상 인

용된 문헌들은 8,140건, 3회 이상 인용된 문헌들

은 6,968건이다. 인문분야와 마찬가지로 3회 이

상 인용된 문헌들을 상으로 직  인용 네트워

크를 구축하 다. 피인용빈도 3회 이상의 문헌

으로 구축한 직  인용 네트워크는 가장 큰 컴

포 트의 사이즈는 3,024이다. 두 번째 컴포

트의 사이즈는 70, 세 번째 컴포 트의 사이즈

는 20이다. 이 세 컴포 트의 평균 연결정도 

심성은 1.717, 도가 0.001, 직경은 12이다.

직  인용 네트워크의 구축은 VOSViewer 

(Van Eck & Waltman, 2011)를 사용하여 노

드와 아크를 추출하 고, SPC 가 치 산출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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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출은 Pajek(Batagelj & Mrvar, 1998)

에서 제공하는 지역 탐색, 역 탐색, 키루트 

역 탐색 모듈을 사용하 다. 

4. 주경로 추출 결과

4.1 한국학 인문분야 주경로

인문분야의 직  인용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SPC 경로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경로는 crawford 

g.w. (1998)에서 crawford g.w. (2003) 사이의 

경로(<그림 4>와 <그림 5>에서 빨간 선으로 표

시)이다. 이 경로는 지역 주경로와 역 주경

로, 최상  키루트 주경로에서 모두 포함되었

다. 이 경로는 “한국 농경사회의 기원”을 주제

로 한 문헌(crawford, 2003)이 “아시아 지역의 

 경작”에 한 문헌(crawford, 1998)을 인용

한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를 비교하여 살

펴보면 한국학 인문분야의 지역 주경로, 역 

주경로, 키루트(상  1-7 ) 주경로가 거의 유

사하다. 즉, 이 연구 역의 주제를 역사․문

화․고고학(한국 고  농경문화)이라 할 수 있

는데 “한국사회(지역)의 농경의 기원”으로 주

경로가 시작되어 “한국의 철기 문화”와 합쳐서 

“한국의 신석기 시 ”를 연구하는 문헌들로 이

어지다가 “벼농사와 수렵생활”로 분화된다. 인

문분야 지역 주경로에서는 1998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행된 10건의 문헌이 포함되었고, 

역 주경로에서는 1998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

행된 7건의 문헌이 포함되었다. 

 다른 키루트 주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주

<그림 4> 한국학 인문분야 지역 주경로와 역 주경로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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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학 인문분야 키루트(상  1-7 ) 주경로 추출 결과

경로는 지역 탐색과 역 탐색을 통해서는 추

출되지 않은 주경로이다. 이 주경로는 언어학 

분야로 한국인의 어 습득과 련된 문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키루트는 상  1 에서부

터 10 까지 포함하는 키루트를 순  단 로 

확장하여 주경로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4순

로 확장하 을 때 2개의 군집이 나타났고, 7순

로 확장하 을 때 지역 주경로의 문헌들을 

부분 포함하는 주경로 군집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0순  확장까지 군집의 개수가 증가하

지 않았다. 상  1-7  키루트 주경로 추출 결과 

1989년 2018년 사이에 발행된 18건의 문헌이 

포함되었으며 <표 1>과 <표 2>에 인문분야 키루

트 주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의 서지정보과 

문헌 수집 당시(2020년 8월 1일) SCOPUS에

서 제공한 피인용빈도를 함께 기술하 다. 주

경로의 해석을 해서 부여된 <그림 5>의 주경

로 주제명은 주경로에 포함된 문헌의 서명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포 할 수 있는 

주제명을 연구자가 가늠하여 부여하 다. 

4.2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주경로

인문․사회분야의 직  인용 네트워크에서 가

장 큰 SPC 경로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경로는 

kim h.m. (2012)에서 sung h.-g. (2013) 사이

의 경로(<그림 7>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로 “서

울의 도시계획”에 한 문헌들의 인용 계이다. 

이 경로는 오직 키루트 주경로에서만 나타난다.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주경로 추출 결과 특이

한 은 지역 주경로, 역 주경로, 최상  키루

트 주경로가 모두 다르게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6>은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지역 주

경로와 역 주경로 추출 결과로 지역 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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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2> 한국학 인문분야 주경로(2): 한국인의 어습득(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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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지역 주경로와 역 주경로 추출 결과

는 키루트 주경로 추출 결과  세 번째 주경로

(한국 산업/정치경제학)와 유사하다. 이 경로

는 한국의 소작농과 지역(지방) 발 으로 시작

하여 산업화(정치경제), 주택정책, 자동차산업, 

정치와 신자유주의로 이어지지만 <그림 7(3)>과 

달리 sonn j.w. (2010)을 기 으로 지방 분권

주의와 국가 재설계로 주제가 변화된다는 차이

이 있다.

역 주경로는 키루트 주경로 추출 결과  

두 번째 주경로(한국 경제발 /경제원조․소

트 워)와 동일한 경로이다. <그림 7(2)>와 

<표 4>의 서지사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의 경제정책을 시작으로 융 기, 정치경제 자

유주의, 민주주의와 재벌규제, 소 트 워, 코리

아원조로 이어지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발

행된 13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학 인문․사회분야의 키루트 주경로는 

인문분야와 달리 4개의 주경로 군집이 추출되

었다. 인문분야에서의 키루트 추출과 동일하게 

상  1 부터 순  단 로 상  10 까지 확장

하여 주경로 군집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상  7

순  이후의 주경로 추출에서 군집 개수가 4개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7(1)>과 <표 3>을 

보면 인문․사회분야의 키루트 주경로에서 제

일 먼  추출된 주경로 군집은 한국 지역(공간)

개발․조경이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

된 14개 문헌이 포함되었고, 가장 높은 SPC 가

치를 가진 kim h.m. (2012)에서 sung h.-g. 

(2013)를 지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표 3>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경로에는 도시(지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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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키루트(상  1-7 ) 주경로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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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서지정보 피인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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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주경로(1): 한국 지역(공간)개발․조경

라벨 서지정보 피인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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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주경로(2): 한국 경제발 (경제원조․소 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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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주경로(3): 한국 산업(정치경제학)

라벨 서지정보 피인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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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주경로(4): 한국 인구(남아선호)￫북한경제(빈곤․ 국 력)

계, 산업재구조화, 공간설계, 토지이용, 보행자 

(도시)도보경로, 길거리 상 의 근성 등 한국

의 도시(지역) 설계와 특징들을 연구한 문헌들

이 인용 계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키루트 주경로는 앞서 설명하 다시

피 역 주경로와 동일한 경로이고, 세 번째 키

루트 주경로는 지역 주경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

다. 키루트로 추출된 주경로가 지역 주경로와 차

이 은 <그림 7(3)>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sonn j.w. (2010) 이후에 개성산업공단, 산

업 등 세 번째 키루트 주경로의 체 인 주제인 

한국 산업(정치경제학)으로 일 되게 지속된다

는 이다. 이 주경로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9개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네 번째 키루트 주경로는 한국 인구(남아선

호) ￫북한경제(빈곤․ 국 력)로 주제 변화

를 보이는 주경로이다. 1977년에 발행된 문헌을 

시작으로 2017년에 발행된 문헌으로 연결되는 

12개의 문헌으로 구성된 주경로로 키루트 주경

로로 추출된 문헌들 에 가장 오래된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7(4)>와 <표 6>의 내용을 

보면 mason a. (1977)에서 arnold f. (1985)까지 

한국의 인구분포(남아선호)를 다루는 연구가 이

어진다. 그러나 goodkind d. (1999)에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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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분포(남아선호)에 한 연구가 등장하면서 

주제의 흐름이 북한으로 바 어 북한의 인구분

포와 경제(기근)에 한 연구가 spoorenberg t. 

(2012)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국-북

한의 경제 력으로 연구주제의 변화를 보인다.

5. 결 론
 

이 연구는 주경로 분석을 통해 한국학의 주

류를 이루는 연구 역들의 기원과 발 경로를 

악하여 한국학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포 성

을 좀 더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정량  분석으로 근하여 인용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인용정보가 포함된 한국학 련 문헌들

을 수집하고 직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학 분야 주경로를 추출하 다. 이 연구에

서 발견한 한국학의 주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 인문분야에서는 키루트 주경로 

탐색에서 두 개의 주경로 군집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한국 고  농경문화(역사․문화․고고

학) 분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되어 

인용 계로 연결된 11개의 문헌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어 습득(언어학) 

분야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7개 문

헌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한국학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키루트 

주경로 탐색에서 네 개의 주경로 군집이 발견

되었다. 가장 먼  추출된 주경로는 한국 지역

(공간)개발․조경 분야로 1993년부터 2019년 

사이의 인용 계로 연결된 14개 문헌들이다. 

그 다음 추출된 주경로는 한국 경제발 (경제

원조․소 트 워) 분야로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행된 13개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로 추출된 주경로는 한국 산업(정치경제

학)에 한 주경로로 1979년부터 2018년 사이

에 발행된 9개 문헌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

로 추출된 주경로는 한국 인구(남아선호)에서 

북한경제(빈곤․ 국 력)로 주제 변화를 보

이는 주경로로 197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행

된 12개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 인문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주경로 

추출 결과 차이 은 인문분야의 주경로는 지역 

탐색과 역 탐색, 최상  키루트 탐색의 결과가 

거의 유사한 반면, 인문․사회분야의 주경로는 

이 세 가지 주경로 탐색기법이 모두 다른 결과를 

도출하 다는 이다. 이는 인문분야와 사회과

학분야의 인용의 집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라 볼 수 있다. Garfield(1979)는 학

문 역이 다를 경우 인용 패턴이 많은 차이를 보

이게 된다는 을 지 하면서 연구 분야마다 가

지고 있는 고유성으로 인해 인용된 참고문헌의 

길이와 인용빈도에서 확연히 다른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역에 한 인용 분

석은 특별한 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한국학 인문분야의 주경로는 1990년 에 시

작하여 2010년  후반, 최근까지 이어지는 발행

연도를 가지고 있으나 인문․사회분야의 주경

로는 1970년  후반에서 시작된 주경로가 2개

가 포함되어 학문 역의 기원에 더 근 할 수 

있는 주경로가 추출되었다. 인문분야 주경로 발

생시  90년 와 인문․사회분야 주경로의 발

생시  70년  후반은 이 연구에서 구축한 문헌 

데이터 집단의 연도별 발행건수가 10건을 넘어

가는 시 이다. 

추출된 주경로 에서 가장 다양한 변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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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경로는 한국학 인문․사회분야의 키루

트 탐색으로 추출한 주경로  7순  키루트로 

확장하 을 때 등장하는 주경로로 한국의 인구

(남아선호)→북한의 인구․기근→북한․

국 경제 력으로 주제 변화를 이루는 주경로이

다. 즉 한국의 남아선호와 인구분포에 한 지

식이 북한의 인구와 경제(기근)에 한 연구로 

그리고 다시 북한경제와 국 력으로 달되

는 과정을 보여주는 주경로로 북한․ 국 경제

력에 한 연구의 발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

하여 어떠한 발 과정을 통해 재에 이르 는

지 등 학문의 흐름에 한 체  조망을 가능

하게 하는 주경로 분석의 장 을 가장 잘 드러

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학 인문․

사회분야의 주경로 추출에서 인문→사회과학

으로, 는 사회과학→인문으로 변화가 감지되

는 주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피인용빈도 3회 이상의 문헌들을 상

으로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느슨한 연결

(weak link)이 삭제되어 야기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학의 주경로(backbone)

를 추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기에 인용 네트

워크 내에서 피인용빈도를 기반으로 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헌(Garfield, 1979)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만약에 인문→사회

과학으로, 는 사회과학→인문으로 변화가 인

용 네트워크 내에서 의미있는 경로를 차지하고 

있다면 선정된 인용 임계치 이상 인용된 문헌만

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도 주경로로 추출되

었을 것이라 본다. 

이 연구에서 한국학 인문분야의 주경로가 인

문․사회분야에 비해 다양하게 추출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학 문헌들이 국내 인문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으나 SCOPUS 데이터베

이스에 색인되지 않는 이 다수 존재하여 이 

연구에서 구축한 한국학 코퍼스에 충분히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한계의 극복을 해

서는 국내에서도 인용문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용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시 한데 

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는 문헌들의 인용문헌 리스트 제공의 범

가 소 ․확 되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다양한 탐색기법을 통해 추출된 주경

로의 타당성 평가에 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유소 (2013)이 사용한 해당 분야의 연

구자들을 상으로 주경로에 포함된 문헌에 

한 정성  는 정량  평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학의 정체

성을 악하는데 기존의 지엽  분석에서 벗어

나 한국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역의 발생과 발 , 진화를 거시 으로 분석․제

시함으로써 한국학이 가지는 포 성과 모호성

을 다소 해소하고 한국학 외연을 가시 으로 조

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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