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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하여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인, 정보 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197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발표 논문 록을 수집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반의 토픽 모델링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모델링 실험에서 도출된 연구주제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결과, ‘정보학’ 역의 디지털도서 , 이용연구, 인터넷, 문가시스템, 계량정보학, 자동화, 정보검

색, 정보시스템, ‘도서  서비스’ 역의 정보서비스, 도서  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문헌정보학 기 ’ 역의 

도서 과 사회, 문성, ‘자료조직’ 역의 분류, 편목, 메타데이터, ‘도서  경 ’ 역의 도서  평가, 장서개발/ 리, ‘서지학’ 역의 고서지, 

‘도서  체제’ 역의 도서   정보정책, ‘출 ’ 역의 도서/출 , ‘기록 리학’ 역의 하 주제 등과 연결할 수 있었다. 한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은 정보학과 도서 서비스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정보학의 주요 연구주제에서 도서  유형별 서비스  

평가, 인터넷, 메타데이터의 연구주제는 상승세를 보 으나, 도서, 분류, 편목, 고서지에 한 연구주제는 하강세를 보 다. 셋째, 학술지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정보 리학회지는 도서 에 한 연구주제보다 정보학에 한 연구주제가 많이 출 하 고, 한국문헌정보학

회지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도서 에 한 연구주제가 정보학에 한 주제보다 많이 나타났다. 

ABSTRACT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the topic trend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To this end, we collected titles and abstracts of the papers published in four major journals such 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an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uring 1970 and 2012. After that, we applied the well-received topic modeling technique,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to the collected data sets. The research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Comparison of the 
extracted topics by LDA with the subject heading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hows that there are several 
distinct sub-research domains strongly tied with the field. Those include library and society in the domain of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alism,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in the domain of “library system,” 
library evaluation in the domain of “library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in the domain of “library service,” services by library type, user training/information literacy, service evaluation, 
classification/cataloging/meta-data in the domain of “document organization,” bibliometrics/digital libraries/user 
study/internet/expert system/information retrieval/information system in the domain of “information science,” antique 
documents in the domain of “bibliography,” books/publications in the domain of “publication,” and archival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these sub-domains,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ervices are two most focused domains. 
Second, we observe that there is the growing trend in the research topics such as service and evaluation by library 
type, internet, and meta-data, but the research topics such as book,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reveal the declining 
trend. Third, analysis by journal show that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cience related topics appear more frequently than library science related topics whereas library science related topics 
are more popular in the other three journals studied in this paper.

키워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텍스트 마이닝, LD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rends, topic modeling, text min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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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1957년 연세 학교에 도서

학과(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면서  

의미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도입이 된 후 반세기

에 가까운 시간이 흘 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문헌정보학계는 수많은 학문  발 을 이루었

으며, 정보환경의 격한 변화와 이로 인한 혼

란과 갈등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발 에 견인차의 역할을 한 것은 

1970년에 창립한 한국도서 학회(  한국문헌

정보학회)를 시발 으로 하여 이후 설립된 한

국정보 리학회, 한국도서 ․정보학회, 한국

비블리아학회 등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회들

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국내 문헌정보학의 표 인 학술지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상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문 발 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내 문헌정보학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문헌정보학이 어떤 주제

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문헌정보학

자의 심분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문

 유행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등 그 상을 

밝히기 해 다각 인 측면에서의 연구동향 분

석을 시도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다수

는 문헌정보학의 특정 분야에 집 하여 분석하

거나, 제한된 기간에 발표한 논문을 상으로 

분석하 기에 문헌정보학 역 반의 동향을 

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한 문헌정보학

의 연구 동향 분석은 양 분석과 주제별 내용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연구 주제를 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마다 다른 기 에 근거하여 논

문을 분류하는 경향을 보이며, 분석도구를 사용

하는 경우는 그 방법이 상이하고 일 되지 않아 

논문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합 으로 비교

하여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가 

직  내용을 분석하고 단해내는 작업을 수행

한 연구가 많았다. 그 기에 보다 정확한 결과

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주

 가치와 개인 인 의견이 반 될 험성이 

있으며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소화하기 어렵다

는 단 이 있다. 

본 연구는 양 분석과 기존의 내용분석이 갖

는 단 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보완

하고자 한다. Kao와 Poteet(2007)는 텍스트 마

이닝을 자유롭거나 비 구조화된 텍스트로부터 

흥미롭고 일상 이지 않은 지식을 발견, 추출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다면, 문헌정보학의 주요 학술지가 창간

한 1970년 부터 재까지 40년간에 걸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방 한 텍스트 데이터

를 상으로 객 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연구

의 주제와 동향을 다각도로 조명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 문헌정보학의 연구 동향을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을 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문헌 클

러스터링, 로 일링 기법, 네트워크 텍스트 분

석 등의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텍스트 마이닝 기법  문헌에서 숨겨져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기 해 개발된 통계 추론 모델

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

학 연구주제의 변화와 그 양상을 종합 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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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

지인, 정보 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

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1970년 부터 2012년도까지 발표 논문 록을 

수집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 모델링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문헌

정보학자들이 심을 갖는 주요 연구주제가 무

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계량정보학의 내용분석에 

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개관

1.2.1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련 연구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한 선행연구

에서 문헌정보학의 학 논문과 학술지논문 가운

데 이 모두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이며, 부분 

한 가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  학술지논문을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한상완, 조인숙(1996), 

서은경(1997), 정진식(2001), 손정표(2003), 오

세훈(2005), 서은경(2010), 정재 , 박진희(2011) 

등의 연구가 있다. 

한상완과 조인숙(1996)은 우리나라 문헌정

보학분야의 학술지논문의 내용분석을 해 한

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등 4개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연구자, 논문주제 

 참고문헌의 세 측면으로 나 어 조사하 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제별 분포는 문헌정보학분

야의 종별 도서   학도서 (17.0%)이, 

정보학분야는 정보검색(22.7%), 서지학분야는 

고활자, 본학 등을 포함한 고서지(72.4%)분

야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즉 한국문헌정

보학회지와 도서  논집에는 문헌정보학, 정보

학  서지학의 논문이 종합 으로 게재하고 있

으며, 정보 리학회지에는 정보학의 논문이, 서

지학연구에는 서지학에 한 논문만이 게재되

고 있음을 발견하 다. 

서은경(1997)은 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규

명하기 하여 정보학분야의 연구 역, 정보학 

연구의 타학문 주제의존도, 그리고 정보학의 학

제  구조  변화를 분석하 다. 내용분석을 

통한 개념  방법과 인용패턴을 이용한 계량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연구동향과 연

구의 변화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정보학자들

은 지속 으로 ‘자동문헌분석  검색 그리고 

그 응용’ 분야를 주요 연구 심사로 두고 연구

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정보학 연구 역이 

차 넓어져 가는 추세를 확인하 다. 결론 으로 

부분의 정보학자들은 계속해서 ‘도서  련 

정보학'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지만, 정보학 

 도서 학 분야 이외의 주제 역(특히 산

학 분야)의 이론  기법을 더 많이 이용함에 

따라  ‘컴퓨터 련 정보학' 연구가 부각되

고 있음을 발견하 다. 

정진식(2001)은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

구동향을 규명하고 학문의 연구 역과 타 학문

과의 주제 의존도  문헌정보학의 지 구조변

화를 조사하 다. 인용패턴을 이용한 계량  방

법을 이용, 연구의 동향과 변화를 응분석 방

법을 용하 다. 조사결과 문헌정보학을 비롯

한 정보학분야에 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났으

며, 학문의 이론  응용기법의 활용도가 높은 

컴퓨터 련 산학이 부상될 것으로 상하

다. 

손정표(2003)는 문헌정보학 련 7개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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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학 문헌정보학과 창립 기념논문집, 3개 

문기 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하여 1957~ 

2002년간의 연구동향을 제시하 다. 그 결과, 주

제 역별 연평균 발표량의 순 는 정보학, 서

지학, 도서  경 , 자료조직, 공공 사, 문헌정

보학 기 , 도서  도서 사, 장서개발( 기) 

순으로, 각 역의 주제별로는 문헌정보학교육, 

도서  경 론 반, 장서개발정책․방침과 장

서평가, 참고․정보 사, 분석서지학, 도서 사, 

정보검색 분야가 각 역의 타주제보다 높게 나

타났다. 

오세훈(2005)은 1946년부터 2004년까지의 

문기 지  학술지논문 2,571편과 이에 인용

된 문헌 30,418편을 상으로 문헌과 피인용 외

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기 하여 

주제 역을 설정하고, 간행시기와 인용시기 등 

연 성을 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통계 으로 

검증하 다. 그 결과 논문의 주제와 간행시기 

사이에 상 성이 있음을 입증하 다. 

서은경(2010)은 정보 리학회지를 상으로 

발표 시 을 25년 단 로 구분하여, 각 논문의 

주제 분포와 주제 역별 논문의 증감 등을 살펴

보았다. 주요 주제 역은 정보서비스, 정보

조직, 정보시스템으로, 소주제 역은 도서 서

비스, 이용자연구, 자동문헌처리, 도서 통합시

스템, 시소러스/온톨로지, 디지털도서 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재 과 박진희(2011)는 문헌정보학 학술

지의 최근 10년간 발표된 연구논문 2,165건에 

한 내용분석을 통해 장연구의 황 즉, 양

 변화, 주제, 연구자, 연구비 지원여부 등을 분

석하 다. 연구결과, 체 논문  장연구는 

691건으로 3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들 장연구의 주제를 도서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공공도서 이 246편(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도서 이 238편(34.4%), 

학교도서  141편(20.4%), 그리고 기타 66편

(9.6%)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학 련 주

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도서 운  련 연구가 

328편(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 사, 정

보시스템  자도서 , 이용자교육, 독서교육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연구  다

수는 연구자가 직  내용을 분석하고 단해내

는 작업을 수행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

법은 연구자의 가치와 개인 인 의견이 반 될 

험성이 있으며,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소화하

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1.2.2 텍스트 마이닝 기법 활용 련 연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다면, 방 한 텍

스트 데이터를 상으로 객 인 분석이 가능

해지고 각 분류에 따라 연구의 주제와 동향을 

다각도로 조명해볼 수 있다. 연구동향 분석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용한 국외연구는 다음

과 같다.

Griffiths와 Steyvers(2004)는 PNAS(Pro- 

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국립과

학원회보)의 록을 상으로 토픽모델링 기법

을 용하고 분석하 다. 그 결과 PNAS 록에 

한 의미 있는 토픽을 발견함과 동시에 PNAS

에서 근래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

주제(hot topics)와 차 연구되지 않는 연구주

제(cold topics)를 밝혔다.

Wang과 McCallum(2006)은 LDA 토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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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픽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살펴볼 수 있는 TOT(Topics Over Time) 

모델을 소개하 다. 한 개인이메일, 1987년부

터 2003년도까지의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컨퍼런스 로시딩, 200

년 동안의 미연방 통령 연설문을 상으로 

TOT 모델을 용함으로써 각 텍스트에 한 

토픽을 발견하 으며, 그 시계열  추이를 분석

하 다.

Mimno와 McCallum(2006)은 Rexa 자동 

인용색인 시스템에서 수집한 컴퓨터 공학 분야

의 300,000편의 논문을 상으로 구 (phrase)

기반의 토픽 도출모델인 Topical N-Grams 

(TNG)를 용함으로써 향력 측정에 토픽 

모델이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 다. 

Blei(2012)는 ‘Science' 의 17,000편의 

논문과 ‘Yale Law' 을 상으로 LDA 모

델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을 도출한 사례를 소

개하면서 토픽모델이 정치학, 심리학뿐만 아니

라 계량서지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언 하

다. 

국내 문헌정보학자가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을 용한 연구는 국내 기록 리학 분야를 

분석한 이재윤, 문주 , 김희정(2007), 문헌정

보학 아카이  련 연구 역의 지 구조를 

악한 Kim과 Lee(2009), 네트워크 텍스트 분

석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최근 연구 경향을 분

석한 조재인(2011), LDA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생물정보학을 분석한 Song과 

Kim(Scientometrics, in press) 등의 연구가 

있다. 

이재윤, 문주 , 김희정(2007)은 텍스트 마이

닝의 주요 기법인 문헌 클러스터링과 문헌 유사

도 네트워크 분석을 용하여 기록 리학 연구

의 지 구조를 분석하 다. 군집단  지 구조 

분석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기록 리학 역의 

핵심 인 주제 역은 ‘ 자기록 리․디지털

보존', ‘기록 리정책․제도', ‘기록물 기술/목

록', ‘기록 리학 역․교육'이었으며, 문헌단

 지 구조 분석을 통하여서는 ‘디지털 아카이

빙' 주제 역이 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과 Lee(2009)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아카이  련 연구 역의 지 구조를 로

일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

과, 아카이  련 여섯 개의 표 인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디지털 도서 을 가장 핵

심 인 주제 역으로, 자 매체를 가장 핵심

인 객체로 도출하 다. 

조재인(2011)은 최근 7년간 문헌정보학분야

에 게재된 논문 1,752건을 상으로 빈도분석

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주

제 개념의 분포와 그 계성을 도출하 다. 그 

결과, 최근 7년간 문헌정보학 분야는 “공공도서

"과 “ 학도서 " 개념을 심으로 하는 연

구가 가장 높은 출  빈도를 보 으며, “평가", 

“교육", “웹"은 가장 높은 연결 심성을 나타

내었다. 

Song과 Kim(2012)은 생물정보학 분야의 

지 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반 토픽모델링 등의 텍

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 다. 그 결과, 생물

정보학 분야에서 발표논문의 수가 2003년을 기

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국가가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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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한 토픽 모델링과 단어 동시발

생빈도 분석을 통해 생물정보학의 계산  측면

(computational aspects)보다 생물학  측면

(biological aspects)이 더 부각되고 있음을 밝

혔다. 반면, 페이지 랭크를 통한 분석에서 상

에 해당하는 논문  생물정보학의 계산  측면

에 해당하는 논문이 생물학  측면의 논문보다 

많았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 문헌정보학의 학

문 역 반을 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함

으로써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악하는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

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문헌정보학자들이 공통

으로 심을 갖는 연구주제가 무엇인지를 규

명하고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를 악하며, 문

헌정보학 주요 학술지별 연구주제를 비교하고

자 한다. 

1.3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문헌정보학자들이 심을 갖는 

주요 연구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

은 무엇인지 밝힌다.

연구문제 2. 문헌정보학 주요 연구주제의 연

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근래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주제(hot topics)와 

차 연구되지 않고 있는 연구주제(cold 

topics)를 밝힌다.

연구문제 3. 문헌정보학 학술지별 주요 연구

주제를 밝히고 학술지마다 심을 갖는 

주요 연구주제가 어떤 공통 과 차이

을 갖는지 비교․분석한다.

2. 연구 설계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연

구동향 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학술지 논문의 수집은 학회별 기술정보검

색서비스1)의 논문 상세정보 페이지를 자동으

로 추출하여 문서집합을 생성한 후, 처리 과

정을 거쳤다. 처리는 UltraEdit Text Editor

를 사용하여 분석 시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

하고 데이터의 형식을 통일했다. 즉 HTML, 스

크립트 언어 등을 삭제하고 어 록 텍스트만

을 추출하 다(<그림 1> 참조). 

한 JAVA로 구 된 Mallet Package를 활

용하여 문자열을 자르고, 불용어를 제거하 다. 

논문 록의 분석 역시 Mallet Topic Modeling 

Package를 사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후 

각각의 결과를 그래  등으로 시각화하 다. 마

지막으로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하여 도

출된 연구주제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

교․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1) 학회별 기술정보검색서비스: http://ocea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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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설계 개요

2.1 논문 초록 수집 및 전처리

학술지논문의 수집은 학회별 기술정보검색서

비스의 웹 페이지를 크로울링(crawling)한 후 

록 정보만 자동 추출하 다. 수집 상은 한국

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인, 

정보 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상으

로 하 고, 1970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3,834편

의 문 록을 수집하 다. 분석 상 학술지논

문은 <표 1>과 같다. 

연구 상 논문은 선정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

문  자가 1명 이상 명시되고, 편집인에 의해 

‘논문’(article)이라고 명시된 것을 상으로 하

으며, 학회 회칙, 논문심사 규정, 편집 원회 

규정 등은 제외하 다. 한 학회의 학술 회 

논문집 역시 제외하 다. 학술지논문  문

록이 없는 논문을 포함하여 특수기호 등의 원

인으로 시스템 오류를 유발하는 논문은 수집과

정에서 제외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UltraEdit 

Text Editor를 사용하여 분석 시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의 형식을 통일했다.  

학술지명 권호 논문 수 (편)

정보 리학회지 1권 1호 ~ 29권 3호 94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권 ~ 46권 3호 1,140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1권 ~ 44권 3호 1,24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권 1호 ~ 23권 3호 504

합계 총 40권 156호 3,834

<표 1> 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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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회별 기술정보검색서비스

즉 HTML, 스크립트 언어 등을 삭제하고 어

록 텍스트만을 추출하 다. 이런 과정을 통

해 인터넷상의 게시되어 있는 논문의 상세서지 

내용  문 록의 텍스트와 연도정보에 

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

었다. 

<그림 2>와 같이 JAVA crawler에 의해 수

집한 학회별 기술정보검색서비스의 웹 정보를 

텍스트 일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한 기본 인 처리 작업으로 일반 인 불용어

(stop words) 외에 논문 록에 자주 등장하는

불용어들을 추가하여 빈도 높은 기능어와 주제

어로서 가치 없는 기타 고빈도어들을 제거하

다. 처리가 완료된 모든 텍스트는 JAVA 

로그램을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2.2 분석방법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악하기 해, 실

험을 수행하고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정보학자들이 공통 으로 심을 

갖는 연구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수집된 

체 텍스트를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토픽모델링 결과를 해석하기 하여 도출

된 토픽들을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

분석한 후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을 분석

하 다. 한 의 토픽모델링 실험에서 도출된 

토픽마다 연도별 추이 그래 를 그림으로써 문

헌정보학 주요 연구주제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

하고 문헌정보학에서 근래에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는 연구주제(hot topics)와 차 연구되지 

않고 있는 연구주제(cold topics)를 밝혔다. 

다음은 학술지마다 등장하는 연구주제의 공통

과 차이 을 밝히기 하여 학술지별 텍스트

를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마찬가

지로 도출된 토픽들을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하여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을 

분석하 다. 한 공통되는 연구주제를 발견하

기 하여 동시출 단어(word co-occurrence)

의 출  빈도수를 기 으로 각 학술지별 연구주

제를 연결하 다(<그림 3> 참조).

2.2.1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 기법은 각 문헌을 토픽의 확률  

혼합체로 표 하고 각 토픽을 단어의 분포로 표

함으로써 문헌의 구조를 측하는 문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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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방법

모델이다. 즉 문헌에서 숨겨져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기 해 개발된 통계 추론 모델이다. 이 

기법은 기존의 pLSI 기반 토픽 표 기법의 단

을 보완한, 의미론  표 법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주목받고 있다(Griffiths & Steyvers, 

2004).

이러한 토픽 모델링 기법  가장 표 인 

방법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이 있다. LDA 알고리즘은 생성모델로

서 문헌 내의 숨겨져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생성모델은 실제 문헌을 작성하

는 과정으로 보고 문헌을 작성하기 해 각 문

헌에 어떤 주제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떤 단어들을 어떤 주제에서 선택하여 

배치할 것인지를 각각의 라미터로 모델링한

다. 따라서 문헌, 단어 등 찰된 변수(observed 

variable)를 통해 문헌의 구조와 같은 보이지 

않는 변수(hidden variable)를 추론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결과 으로 체 문헌 집합의 주

제들과 각 문헌별 주제 비율, 각 단어들이 각 

주제에 포함될 확률들을 알아낼 수 있다. 단어

가 독립 인 베이지언 기법(bayesian methods)

과 달리 토픽 모델링은 단어가 독립 이지 않

다는 가정에서 단어를 생성하는 조건에 따라 

사후확률을 추론한다. 이러한 계는 <그림 4>

와 같은 확률  그래  모델로 표 할 수 있다

(Blei, 2012). 

찰된 변수(observed variable)인, 단어와 

문헌(코퍼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변수(hidden 

variable), 즉 문헌별 주제 비율(topic propor- 

tions, θ), 단어별 주제 지정(per-word topic 

assignment, Z), 그리고 주제(topic, β)를 측

한다. <그림 4>의 α와 η는 하이퍼 라미터로서 

체 문헌 집합에 하여 동일한 값을 갖는다. 

α는 각 문서가 어떠한 주제 비율로 구성될지를 

나타내는 θ값을 결정하는 라미터이다. θ는 

Dirichlet 분포를 따르는 값이며, 따라서 α값에 

따라 θ가 분포하게 될 Dirichlet 분포의 형태가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η도 각 단어가 어떠한 주

제들의 비율로 구성될지를 나타내는 β값을 결

정하는 라미터로서 η값에 따라 β가 분포하게 

될 Dirichlet 분포의 형태가 결정된다. 한 θ는 

각 문헌에 한 주제 비율 값으로서 Dirichlet 

분포를 따르며 θ값에 따라 문헌 내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주제인, z가 결정된다. 각 단어의 주제

들을 나타내는 z값과 각 단어에 한 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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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DA의 확률 그래  모델 표

<그림 5> 토픽모델링의 주제 지정(topic assignment)에 의한 태그

에 한 비율 β값에 따라 단어 w가 결정된다. 

<그림 5>는 정보 리학회지의 록 텍스트를 토

픽모델링의 단어별 주제 지정(per-word topic 

assignment)에 의하여 태깅한 시이다.

본 연구는 자, 연도 등의 메타데이터를 제3

의 라미터로 지정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다  

토픽모델링 기법(Multinominal topic model)을 

활용하 다. 추가되는 메타데이터를 연도로 설

정함으로써 록에서 도출되는 연구주제마다, 

그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 다. 

2.2.2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

토픽모델링 실험의 결과는 주제에 속하는 단

어의 집합으로 표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하여 연구주제를 

표 하는 단어의 집합이 어떤 학문 역에 속하

는지 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주제 역과 그 역의 하 , 세부주제로 구성

된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2)를 <표 2>와 같이 

설정하 다.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토픽모델링 실험

의 연구주제를 비교․분석하기 하여 실험에

서 도출된 동시출  단어를 검색어로 연구주제

에 해당하는 논문을 검색한 후, 문헌정보학 주

제분류표를 기 으로 분류하 다. 따라서 복수

주제가 결합된 토픽이 발견된 경우, 하나의 토

픽에 다수의 하 주제가 연결될 수 있다. 

 2)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 리학회지, 22(3), 

382에 수록한 <표 1>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분석 도구를 참조함.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17

역 하 주제 세부주제 역 하 주제 세부주제 역 하 주제 세부주제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  역사
  도서 과 사회
  법령/기
     도서  기
     도서 법/ 작권법
  연구
     비교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연구일반
     연구방법론
  이론  철학
     문헌정보학 이론
     철학/사상
     학문의 지 구조
  문성
     교육
     사서직
     윤리/검열/지 자유
     문단체
     문성 일반

도서관 건물 및 설비
 
도서관 체제
  도서   정보정책
  도서  사정/실태조사
     도서  사정 일반
     도서  통계/연감
     실태 조사
  도서  동/자원공유

도서관 경영
  경 리
     경  기법/ 략
     도서  경 /지식경
  도서  기획/활성화
  도서  평가
  인사 리
  자료의 유형
     자
     정부간행물
     학 논문
     연속간행물
     웹 자원
     자료유형 일반
  장서개발/ 리
     보존/제본/수리
     서고 리
     수서/등록/교환/납본
     자료의 유형별 리
     장서개발/정책
     장서 리 일반
     장서 검
     장서평가
     폐기

도서관 경영(계속)
  재정 리
  조직 리
     의사결정
     조직 일반
     조직 커뮤니 이션
     직무만족
  홍보/마

도서관 서비스
  정보서비스 일반
  도서  유형별 서비스
     공공/국가도서
     학도서
     학교도서
     문도서
     특수도서
  독서교육/지도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열람/ 출 사 
 
자료조직
  분류
     고서분류
     도서기호
     분류법
     분류일반
     인터넷자원 분류
  서지통정
  주제분석
     색인/ 록
     시소러스
     주제명표목표
     주제분석 일반
  메타데이터
  편목
     MARC
     고서편목
     목록규칙
     온라인열람용 목록(OPAC)
     웹 자원조직
     거통제
     편목일반

정보학
  계량정보학
     계량정보학 일반
     인용분석/인용색인
     학술커뮤니 이션
  자동화
     자동화 일반
     도서 업무별 자동화
     자동문헌처리/분류
     자동색인/ 록
     자동화효율성 평가

정보학(계속)
  디지털도서
  이용연구
     이용연구 일반
     이용자 인식/요구
     정보이용행태
  인터넷
     웹사이트 비교/평가
     웹사이트 설계/구축
     인터넷 일반
     콘텐츠 개발/ 리
  문가시스템
     문가시스템 일반
     문가시스템 평가
     지식 리시스템
     참고 문가시스템
  정보검색
     검색 기법/ 략
     검색시스템
     검색어
     검색엔진
     시스템/검색 효율성 평가
     정보검색 일반
  정보기술
     소 트웨어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정보기술일반
     정보보안
     컴퓨터 언어
     패턴/문자 인식
     하드웨어
  정보유통
  정보이론
  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조/설계
     데이터베이스 일반
     데이터베이스 평가
     서지데이터베이스
     원문데이터베이스
     이미지데이터베이스
     하이퍼텍스트
  컴퓨터네트워크

서지학
  서지학 일반
  고서지
  체계서지학(목록학)
  형태서지학( 본학)

출판
  자출
  도서/출

기록관리학

<표 2>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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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앞서 설명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토픽모델

링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를 활용하여 다음 

두 가지의 실험을 수행하 다. 첫째, 총 논문 

록을 상으로 토픽모델링 실험을 수행하 고 

토픽모델링 결과를 해석하기 하여 연구주제들

을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후 

연구주제마다 연도별 추이 그래 를 그렸다. 둘

째, 학술지별 논문 록을 상으로 연구주제들

을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후 

동시출 빈도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3.1 총 논문 초록

3.1.1 토픽모델링 결과 분석

총 논문 록을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

한 결과, <표 3>과 같이 20건의 연구주제를 도

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information
service

technology
user

resources
environment
development
resource
society

books
dynasty
king

tripitaka
published
historical
edition
made
history

social
communication

cultural
development

theory
process
society
culture
life

model
quality
user

performance
suggested
developed
develop
process
factor

library
public
service
user

community
local

facilities
cultural
people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토픽9

library
university
collection
academic
materials

user
service

collections
number

knowledge
management
structure
system

organization
business
marketing
environment
strategy

system
information

record
retrieval
user
text
time

developed
full

digital
library

electronic
copyright
access

resources
law
legal
open

school
reading
education
library
children
program
learning
literacy

instruction

토픽10 토픽11 토픽12 토픽13 토픽14

document
retrieval
term

indexing
performance

subject
index
query

clustering

metadata
element
ontology
model
web

semantic
thesaurus

xml
core

korea
national

management
korean
policy
record
system

development
government

library
librarian
education
science
subject

professional
korea

organization
educational

classification
subject
scheme
ddc
kdc

system
edition
korean
class

토픽15 토픽16 토픽17 토픽18 토픽19

cataloging
catalog

bibliographic
rules
record

authority
description
control
access

journal
science
citation
korean
articles
medical
field

published
korea

user
web
search
service
internet

information
reference

site
searching

factor
satisfaction

group
students
significant

level
variables
groups

differences

book
books
korean
number

publications
japanese
period

materials
literature

<표 3> 토픽모델링 결과: 총 논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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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었다. 발견된 연구주제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총 논문 록에서 발견된 연구주제는 ‘문헌정

보학 기 ’ 역의 도서 과 사회, 문성, ‘도서

 체제’ 역의 도서   정보정책, ‘도서  경

’ 역의 도서  평가, 장서개발/ 리, ‘도서

 서비스’ 역의 정보서비스, 도서  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

가, ‘자료조직’ 역의 분류, 편목, 메타데이터, 

‘정보학’ 역의 계량정보학, 자동화, 디지털도

서 , 이용연구, 인터넷, 문가시스템, 정보검

색, 정보시스템, ‘서지학’ 역의 고서지, ‘출 ’ 

역의 도서/출 , ‘기록 리학’ 역의 하 주

제 등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토픽모델링에서 발견된 각각의 

연구주제와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

은 정보학(28.6%), 도서  서비스(25.0%), 문

헌정보학 기 (10.7%), 자료조직(10.7%), 도

서  경 (7.1%), 서지학(7.1%), 도서  체제

(3.6%), 출 (3.6%), 기록 리학(3.6%) 순으

로 나타났다. 도서  건물  설비 역에 해당

되는 연구주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주요 학술지논문 록에

서 정보학과 도서  서비스에 한 연구주제가 

많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단어들의 동시출  확률(probability)의 

경우, 토픽0, 토픽3, 토픽12, 토픽13이 0.3 이상

의 확률로 가장 높았으며, 토픽2, 토픽7은 0.2 

이상의 확률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토픽4, 토픽

5, 토픽6, 토픽9, 토픽10, 토픽15, 토픽16, 토픽

17, 토픽18, 토픽19가 모두 0.1 이상의 확률을 

보 으며, 토픽1, 토픽8, 토픽 11, 토픽14는 0.1 

이하의 동시출  확률을 가졌다. 

3.1.2 연도별 분석

연구주제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하강세를 보인 상  4건의 연구주제

(cold topics)는 토픽1, 토픽14, 토픽15, 토픽19

이며, 연도별 추이는 <그림 7>과 같다. 상승세를 

보인 상  4건의 연구주제(hot topics)는 토픽3, 

토픽4, 토픽11, 토픽17이며, 그 연도별 추이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6> 토픽모델링 결과와 주제분류표 비교: 총 논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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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헌정보학의 hot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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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학’ 역의 인터넷과 메타데이터에 한 

연구주제는 1990년  ․후반부터 활발히 연

구되었다가 2000년  반부터 약한 감소세를 

보 다. ‘도서  서비스’ 역의 도서  유형별 

서비스에 한 연구주제와 서비스 평가 연구주

제는 2000년 에 들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반면 도서와 련된 연구주제는 80, 90년 에 

비해 2000년 에 게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자료조직의 경우, 분류, 목록의 연

구주제에서 차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등 정보

학과 목한 연구주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 인 분류학, 목록학을 

표하는 ‘DDC', ‘KDC', ‘cataloging' 등의 단어 

출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서지학의 고서

지에 해당하는 연구주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에서 그 비 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학술지논문 초록

3.2.1 토픽모델링 결과 분석

정보 리학회지 논문 록을 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표 4>와 같이 20건의 

연구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를 문헌

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체제’ 역의 도서   정보정책, ‘도

서  경 ’ 역의 도서  평가, 장서개발/ 리, 

‘도서  서비스’ 역의 정보서비스, 도서  유

형별 서비스,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

스 평가, ‘자료조직’ 역의 분류, 편목, 메타데

이터, 주제분석, ‘정보학’ 역의 계량정보학, 자

동화, 디지털도서 , 이용연구, 인터넷, 정보검

색, 정보기술, 정보유통, 정보시스템, ‘기록 리

학’ 역의 하 주제 등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림 9>는 토픽모델링에서 발견된 각각의 

연구주제와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

은 정보학(51.7%), 도서  서비스(20.7%), 자

료조직(17.2%), 도서  경 (6.9%), 기록 리

학(3.4%)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기 , 

서지학, 도서  체제, 출 에 한 연구주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총 논문 록의 결과와 비교

하 을 때, 정보 리학회지는 정보학에 한 연

구주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도서  서비

스, 도서  경 , 도서  체제, 문헌정보학 기  

등의 연구주제에 한 비 이 상 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논문 록을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20건

의 연구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기 ’ 역의 법령/기 , 문성, 

‘도서  체제’ 역의 도서   정보정책, ‘도서

 경 ’ 역의 도서  평가, 인사 리, 자료의 

유형, 장서개발/ 리, 조직 리, ‘도서  서비스’ 

역의 정보서비스, 도서  유형별 서비스, 독

서교육/지도,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

스 평가, ‘자료조직’ 역의 분류, 편목, 메타데

이터, ‘정보학’ 역의 계량정보학, 자동화, 디지

털도서 , 이용연구, 인터넷, 정보검색, 정보기

술, 정보시스템, ‘서지학’ 역의 고서지, ‘출 ’ 

역의 도서/출 , ‘기록 리학’ 역의 하 주

제 등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림 10>은 토픽모델링에서 발견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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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토픽모델링 결과: 정보 리학회지

<그림 9> 토픽모델링 결과와 주제분류표 비교: 정보 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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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토픽모델링 결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그림 10> 토픽모델링 결과와 주제분류표 비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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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와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은 도서  서비스(22.2%)이며, 그 다음은 정

보학(18.5%), 도서  경 (18.5%), 자료조직

(18.5%), 기록 리학(7.4%), 서지학(3.7%), 도

서  체제(3.7%), 문헌정보학 기 (3.7%), 출

(3.7%) 순으로 나타났다. 총 논문 록과 비

교하 을 때, 도서  건물  설비 역을 제외

한 모든 역에서 연구주제가 발견된 것이 동일

하나, 도서  서비스가 정보학보다 연구주제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논문 록을 상

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표 6>과 같이 

20건의 연구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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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토픽모델링 결과: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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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기 ’ 역의 도서 과 사회, 

문성, ‘도서  체제’ 역의 도서   정보정책, 

‘도서  경 ’ 역의 도서  평가, 인사 리, 장

서개발/ 리, 조직 리, ‘도서  서비스’ 역의 

정보서비스, 도서  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교

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자료조직’ 역

의 분류, 편목, 메타데이터, ‘정보학’ 역의 계

량정보학, 디지털도서 , 이용연구, 인터넷, 

문가시스템, 정보검색, 정보시스템, ‘서지학’ 

역의 고서지, ‘출 ’ 역의 도서/출 , ‘기록

리학’ 역의 하 주제 등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림 11>은 토픽모델링에서 발견된 각각의 

연구주제와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를 비교한 것

이다.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은 

도서  서비스(24.1%)이며, 그 다음은 도서  

경 (20.7%), 정보학(17.2%), 자료조직(10.3%), 

서지학(10.3%), 문헌정보학 기 (6.9%), 도서

 체제(3.4%), 출 (3.4%), 기록 리학(3.4%) 

순으로 나타났다. 총 논문 록과 비교하 을 때, 

도서  건물  설비 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

서 연구주제가 발견된 것이 동일하나, 도서  서

비스와 도서  경 이 정보학보다 연구주제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

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는 도서  서비스, 

도서  경  등의 도서  연구주제가 활발히 연

구되고 있으며, 정보학에 한 비 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논문 록을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표 7>과 같이 20건

의 연구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기 ’ 역의 문성, ‘도서  체

제’ 역의 도서   정보정책, ‘도서  경 ’ 

역의 도서  평가, 자료의 유형, 장서개발/

리, '도서  서비스’ 역의 도서  유형별 서비

스, 이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자

료조직’ 역의 분류, 편목, 주제분석, 메타데이

터, ‘정보학’ 역의 계량정보학, 디지털도서 , 

인터넷, 문가시스템, 정보검색, 정보기술, 정

<그림 11> 토픽모델링 결과와 주제분류표 비교: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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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subject
number
structure

area
document
areas

contents
order
term

library
korea

collection
national

development
policy

resources
plan

analyzed

book
materials
collections
books
social
science
present
access
factor

information
knowledge

paper
management

service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society 

government
tripitaka
shelf
pages
lock

buddhist
jang
dae

scriptures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토픽9

classification
system
kdc

scheme
cataloging

won
edition
korean
standard

library
librarian
university
survey

professional
local
job

questionnaire
reference

web
user
design
search
interface
website

information
effective
access 

digital
resources
media
project

copyright
industry
material
protection

law

factor
level

quality
satisfaction
survey

academic
conducted
students

performance

토픽10 토픽11 토픽12 토픽13 토픽14

model
resources

preservation
metadata
archiving
ontology
suggested
strategy
proposed

korean
japanese
books

dynasty
king
yi

hongmunkwan
printed
chinese

record
cultural

management
archives
electronic
element
statistics
current
paper

system
user
time

retrieval
search
cost
model
unit
base

journal
science
field

medical
literature
korean
korea
citation
published

토픽15 토픽16 토픽17 토픽18 토픽19

school
reading
program
programs
children
education
students
learning

instruction

education
activities

job
case

cooperation
college
ability

educational
confidence

communication
space

publishing
understand
existing
improve
presented
social
order

library
service
public
user

community
provide
internet
space

academic

information
literacy
academic
korean
lis

education
korea

american
instruction

<표 7> 토픽모델링 결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보시스템, ‘서지학’ 역의 고서지, ‘출 ’ 역

의 도서/출 , ‘기록 리학’ 역의 하 주제 등

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림 12>는 토픽모델링에서 발견된 각각의 

연구주제와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은 도서  서비스(27.3%)와 정보학(27.3%)

이며, 그 다음은 도서  경 (15.15%), 서지학

(9.1%), 자료조직(6.1%), 기록 리학(6.1%), 

문헌정보학 기 (3.0%), 도서  체제(3.0%), 

출 (3.0%) 순으로 나타났다. 총 논문 록과 

비교하 을 때, 도서  건물  설비 역을 제

외한 모든 역에서 연구주제가 발견된 것이 동

일하나, 도서  서비스와 정보학의 연구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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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토픽모델링 결과와 주제분류표 비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반 으로 도서

의 연구주제가 정보학의 연구주제보다 많이 

나타났다.

3.2.2 동시출 빈도 분석

학술지논문 록의 실험 결과를 비교․분석하

기 하여 동시출 단어(word co-occurrence)

의 출  빈도수를 기 으로 각 연구주제를 연결

하 다.

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도서  서비스’ 

역의 도서  유형별 서비스, 서비스 평가, ‘정

보학' 역의 정보검색과 정보시스템, 디지털도

서 , 인터넷, 계량정보학, ‘자료조직' 역의 분

류 등에 해당하는 연구주제가 4개의 학술지에

서 모두 출 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서비스’ 역의 도서  유형별 서비스

에 한 연구주제는 ‘library', ‘service', ‘public', 

‘university' 등의 단어가 정보 리학회지의 토

픽2,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토픽10,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의 토픽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의 토픽18에서 동시에 출 하 으며, 서비스 평

가와 련하여 ‘quality', ‘satisfaction', ‘survey' 

등의 단어가 정보 리학회지의 토픽0, 한국문

헌정보학회지의 토픽6, 한국도서 ․정보학회

지의 토픽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토픽9에서 

동시에 출 하 다. 

‘정보학' 역의 정보검색과 정보시스템 연구

주제는 ‘information', ‘system', ‘retrieval' 는 

‘system', ‘retrieval' 등의 단어가 정보 리학회

지의 토픽3,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토픽12, 한

국도서 ․정보학회지의 토픽5, 한국비블리아

학회지의 토픽13에서 동시에 출 하 다. 디지

털도서 에 한 연구주제는 ‘digital', ‘resources'

와 ‘electronic' 등의 단어가 정보 리학회지의 

토픽4,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토픽17,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의 토픽1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의 토픽8에서 동시에 나타났으며, 인터넷에 

하여 ‘web', ‘website', ‘internet' 등의 단어가 정

보 리학회지의 토픽17,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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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학술지논문 록의 토픽모델링 결과 비교․분석

토픽1,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의 토픽14, 한

국비블리아학회지의 토픽7에서 출 하 다. 계

량정보학에 한 연구주제는 ‘journal', ‘science', 

‘citation' 등의 단어가 정보 리학회지의 토픽11,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토픽15, 한국도서 ․정

보학회지의 토픽3,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토픽

14에서 공통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료조직’ 역의 분류에 한 연

구주제는 ‘classification', ‘scheme', ‘ddc', ‘kdc’ 

등의 단어가 정보 리학회지의 토픽15, 한국문

헌정보학회지의 토픽4, 한국도서 ․정보학회

지의 토픽18,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토픽5에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

을 규명하기 해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인, 정

보 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1970년

부터 2012년도까지 발표 논문 록을 수집하

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반의 

토픽 모델링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자들이 심을 갖는 주요 연

구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가장 많은 연구

주제가 발견된 학문 역은 무엇인지 밝히기 

해 토픽모델링 실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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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정보학’ 역의 디지털도서 , 이

용연구, 인터넷, 문가시스템, 계량정보학, 자

동화, 정보검색, 정보시스템, ‘도서  서비스’ 

역의 정보서비스, 도서  유형별 서비스, 이

용자 교육/정보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문헌정

보학 기 ’ 역의 도서 과 사회, 문성, ‘자료

조직’ 역의 분류, 편목, 메타데이터, ‘도서  

경 ’ 역의 도서  평가, 장서개발/ 리, ‘서

지학’ 역의 고서지, ‘도서  체제’ 역의 도

서   정보정책, ‘출 ’ 역의 도서/출 , ‘기

록 리학’ 역의 하 주제 등과 연결할 수 있

었다. 

둘째, 문헌정보학 주요 연구주제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근래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는 연구주제(hot topics)와 차 연구되지 않

고 있는 연구주제(cold topics)를 밝히고자 하

다. 

실험 결과, ‘정보학’ 역의 인터넷과 메타데

이터에 한 연구주제는 1990년  ․후반부

터 활발히 연구되었다가 2000년  반부터 약

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  서비스’ 역

의 도서  유형별 서비스  서비스 평가에 

한 연구주제는 2000년 에 높은 상승세를 보

다. 반면, 도서, 분류, 편목, 고서지 등의 연구주

제는 90년  후반부터 하강세를 보 다.

셋째, 문헌정보학 학술지별 주요 연구주제를 

밝히고 학술지마다 심을 갖는 주요 연구주제

가 어떤 공통 과 차이 을 갖는지 비교․분석

하 다. 

실험 결과, 정보 리학회지는 정보학의 연구

주제가 집 으로 출 하 으며, 도서  서비

스, 도서  경 , 도서  체제, 문헌정보학 기  

등의 연구주제에 한 비 이 낮게 출 하 다. 

반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 ․정보

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도서  서비스, 

도서  경  등의 도서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출 하 으나, 정보학에 한 연구주제는 정보

리학회지에 비해 그 비 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시출 단어(word co-occurrence)의 

출  빈도수를 기 으로 공통 연구주제를 도출

한 결과, ‘도서  서비스’ 역의 도서  유형

별 서비스, 서비스 평가, ‘정보학' 역의 정보

검색과 정보시스템, 디지털도서 , 인터넷, ‘자

료조직' 역의 분류 등에 해당하는 연구주제

가 4개의 학술지에서 모두 출 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연

구동향을 분석한 결과가 기존의 연구자가 직  

내용을 단하여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한 연구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계량정보학의 내용분석에 

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

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기록 리학회지, 기록학 

연구, 서지학 연구를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서

지학과 기록 리학의 연구동향을 살필 수 없었

다는 한계 을 갖는다. 향후 본 연구에서 활용

한 텍스트 마이닝의 기법이 다른 학문 역의 연

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한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연구주

제의 결합과 분리에 한 상을 면 하게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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