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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학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가 다변화되면서 학도서 에서는 서비스 운 을 하여 학과별 주제 

분야를 악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 학과 소속구성원들의 학술지 논문 

서지사항을 분석하여 학과별 주제특성을 다차원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게재한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1차 으로 해당 학과의 주제 역을 악하고자 하 으며 심층 으로 주제 역을 분석하기 하여 해당 

논문들이 인용한 학술지를 조사하여 확장된 주제 역을 조사하 다. 한 상  인용된 학술지를 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학술지간 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학과별 주제 분야별 학술지 이용 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정 주제 분야의 경우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에 따라 주제 분야의 

요도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분야의 경우 소수의 학술지에서 많은 논문이 인용되고 

있는 상이 있으며 게재하는 주제 분야와 인용하는 주제 분야의 요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s topics of researchers become diverse horizontally or vertically, academic libraries have 

difficulties to identify the dynamic change of researchers' needs for academic publications. 

This research aims to illustrate the topic areas of researchers in a department of university 

by analyzing bibliographies of their publications. First, researchers' publications were used 

to discover the topic areas where the researchers had published. Second, the cited publications 

in those papers were analysed to identify the expanded topic areas of these researchers. 

Finally, highly cited journals were analyzed by network analysis method. The major finding 

is that the importance of topic areas by the number of journals wa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that by the number of papers. Researchers have a tendency to use many 

papers in a small number of journals in a certain topic area.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topic areas discovered by researchers' publications was not the same as that discovered 

by researchers'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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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분야에서 통섭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화로 인하여 학문 분야에서도 융합과 분화

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학에서 

여러 학문이 복합된 신생학과가 나타나기도 하

며 동일 명칭의 학과라도 학과에서 실제 다루

고 있는 주제 분야를 살펴보면 특화되어 있는 

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과의 통 인 주제 역들이 다양한 측면에

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명칭이나 소속단

과 학의 명칭으로는 해당학과가 실제 어떤 주

제 역을 다루고 있는지 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도서 의 서비스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학도서 에서 극 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제 문서비스도 고객 계 리라는 마  

에서 바라본다면(김다해, 김기 , 2009) 학과

의 주제  특성을 명확히 악하여야만 한 

서비스를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제 문

서비스의 고객인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하

는 주제 분야를 세 하게 악하고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주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도서 은 주제 문서비스와 주제별 장

서개발을 하기 하여 각 학과별 주제 분야를 

악하는 다양한 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학

과교수와 학생들에게 원하는 장서 주제 분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학과의 주제 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한 

특정 이용자 그룹을 선정한 후 이용자 연구를 

통하여 연구행태와 연구출 행태를 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용자의 직 인 참

여를 유도하게 되면 참여하는 이용자에 따라 해

당 학과의 체 황을 악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한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주제 역과 조사된 주제 역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이 연구에

서는 학과 소속 구성원의 연구논문 서지사항을 

계량서지 으로 분석하여 학과의 주제  특성

을 악하고자 하 다. 학술지는 학문의 주제

역을 분석하는 자질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

고 있다. 학문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창기 

연구인 Small과 Price(Price, 1966; Small and 

Garfield, 1985)의 분석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학문분야의 연구네트워크와 련된 거의 부

분의 연구는 학술지 인용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

다(이재윤, 2008a).

학도서 의 경우 학과 구성원이 게재하는 

학술지 주제 분야도 주제 문서비스에 용해

야할 주요 요소이지만 학과 구성원이 논문을 쓰

기 해서 보는 학술지의 주제 역도 주목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특히 주제 문서비스에서는 

학과 구성원이 학술논문을 작성하기 해 이용

하는 학술지의 주제 역이 학과 구성원이 학술

논문을 실제 게재하는 학술지 주제 역보다 

요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서  장서를 이용하

는 목 은 학술논문을 쓰기 해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  장서 이

용 황은 학과 구성원이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

의 황보다 논문에 인용된 학술지 황에서 

악하는 것이 할 수 있다. 한 실제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주제 역과 학술지 논

문에 인용하는 학술지의 주제 역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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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질은 학술지 논문의 서

지사항으로 게재한 학술논문이 100건이 넘는 

학과  학제  성격이 강한 2개의 학과를 선정

하여 세부주제 분야를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

다. 학제  성격이 강한 학과일수록 학도서

의 주제 문서비스를 개발하기 하여 주제

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의 상으로 하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1차 으로 소속 구성원들이 논문을 게재한 학

술지를 SCOPUS 학술지 주제 분류표에 응

하여 주제 분야를 통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학

술지의 주제 분야를 악하 다. 2차 으로 주

제 역을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하여 연

구자들이 인용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주제 

분야도 같은 방식을 용하여 주제 분야를 분석

하 다. 통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학과

의 학제  특성을 게재 논문 학술지와 인용 학술

지 별로 분석하여 다각 으로 제시하고자 하

다. 한 SCOPUS 주제표에서 표 되지 못한 

주요 학술지간의 계를 표 하고자 Pathfinder 

network와 PNNC 클러스터링(이재윤, 2006a/ 

2006b) 기법을 용하여 학술지 네트워크를 도

출하 다. 학과 구성원 논문의 서지사항과 인용

사항을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별 학

술지 주제 분야와 이용 황은 학도서 이 

악하고 있어야 할 자료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학술지의 분석은 연구동향을 악하기 하

여 오랫동안 정보학자들간에 활용되어온 기법

이다. 과학 분야의 경우 세부 연구 주제 역의 

분화와 융합이 다각 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정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주제 역을 악

하려면 어떠한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어떤 역

의 학술지를 자주 인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Morris와 Martens는 연구 역의 세부 구조를 

악하기 하여 사회과학  근, 서지분석  

근, 커뮤니 이션  근, 인지  근 증 네 

가지 근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 는

데 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근방식

은 서지분석  근방식이라고 하 다(Morris 

& Martens, 2008). 

학술지를 기반으로 한 서지분석은 연구 동향

과 주제 역 분석을 하여 다양한 역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  인용을 기반으로 한 서지

분석은 가장 인기있는 방법으로 서지결합분석

(Glänzel & Czerwon, 1996; Huang, Chiang, 

& Chen, 2003; Kessler, 1963; 이재윤, 2006a/ 

2008a)과 동시인용분석(Åström, 2007; Chen, 

1999; White & McCain, 1998)은 가장 활발하

게 이용된 계량서지  기법이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인용을 심으로 domain 

analysis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발 하여 인용이 

아닌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기법이 1980년

에 제시되었는데 Callan(Callan et al., 1983; 

Callan, Law, & Rip, 1986)이 제시한 동시출

단어 분석기법이다. 이 기법은 색인에 사용된 용

어를 이용하여 지 구조를 분석해내는데 용

되었는데 인용기반 분석이나 주제 분류보다 더 

객 으로 문서의 주제 유사도를 측정해내는 

것으로 평가받았다(Morris & Van Der Veer 

Martens, 2008). 최근에는 네트워크 분석기법

을 용하여 학술 연구동향  주제 역을 분

석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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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Bar-Ilan, 2006; McCain, 2008; 조재인, 

2011; 이재윤, 2012). 2008년 이재윤(2008b)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인력정보인 KRI데이

터베이스에 축 되어 있는 연구실 의 서지사

항을 분석하여 국내 학문분야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학제성이 높은 학문분야와 학문분야간 연

계되는 주제  특성을 효과 으로 표 하 다.

재까지 학술지를 계량서지 으로 분석하여 

주제 역을 분석한 역은 주로 과학과 기술, 

의학 분야이다. 이는 계량서지 으로 분석되는 

상  가장 선호되는 것은 학술지 논문이나 

특허처럼 구조화 되어 있고 주제에 련된 용어

들이 출 하는 치가 제한되어 있는 성향을 보

이는 정보원이 심되는 학문 역으로 발달되

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Rip 

& Courtial, 1984; Seglen & Aksnes, 2000; 

Janerving, 2005; Chen, Fuller, Freidman, & 

Hersh, 2005; Ananiadou & McNaught, 2006; 

유소 , 이재윤, 2008; Kim & Kim, 2009)와 

특허분야(Fattori, Peddrazzi, & Turra, 2003; 

Tesng, Lin, & Lin, 2007)는 연구 역의 지

구조를 분석하는 데 계량  기법이 용된 사례

가 많다. 한 지구과학(Kostoff, Eberhartm, & 

Toothman, 1998; Kostoff, del Rio, Humenik, & 

Ramirez, 2001)이나 소 트웨어 공학(McCain, 

Verner, Hislop, Evanco, & Cole, 2005), 건축

학(유종덕, 최은주, 2011) 등 다양한 과학 분야

에서도 지 구조를 객 으로 표 하려는 시도

가 수행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정보학

과 기록 리(Persson, 1994; White & McCain, 

1998; Ding, Chowhury, & Foo, 2000; Kim 

& Lee, 2007; Kim & Lee, 2009) 분야가 활발

하게 계량 으로 지 구조가 분석되는 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경  분야(McCain, 1991; 

Sullivan, 2001; Miller, 2004; 김 수, 고종남, 

도만승, 2011)도 활발하게 계량  기법이 활용

되고 있다. 

학문분야의 주제  특성을 계량서지 으로 

분석한 결과를 학도서 의 장서개발이나 서비

스에 용하려는 시도도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1999년 인용분석을 장서개발 도구로 

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면서(Edwards, 

1999) 사회과학분야에 정성 , 정량  인용분석

을 용하여 도서  장서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학술지 이용 황을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되었

다(Swygart-Hobaugh, 2004). Pancheshnikov 

(2007)는 교수와 학생의 학술지 인용행태를 분

석하여 학도서 의 장서개발에 용할 수 있

는 주요 시사 을 도출하 고 Enger(2009)는 

학술지 이용행태분석에만 용되었던 인용분석 

결과를 학술주제별 도서 장서개발에 용하는 

시도를 하 다. 한 박사 논문의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인용분석을 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자원과 학술지를 악하여 도서  장서활

용에 응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도 있

다(Kumar & Dora, 2011). 기존의 연구들은 학

술지 심보다는 연구자 는 연구주제분야를 

심으로 특성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도서 의 경우 특정 연구자나 주제 분야도 

요한 서비스 단 가 되지만 학과단 도 요

한 서비스 단 로 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학과단 로 학제  특성을 조사하여 학도

서 에서 학과단 로 주제 문서비스를 기획할 

때 용할 수 있는 학제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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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개요 

3.1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단계 

이 연구에서는 학문분야의 주제  특성을 계

량서지 으로 분석하기 하여 최근 10년간 D

학의 소속구성원이 게재한 학술논문의 서지

사항을 SCOPUS 인용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으로 한정하 으며 D 학에 소속된 

자 학술논문으로 제한하기 하여 소속기 을 

제한하는 affiliation 검색항목을 사용하 다. 

SCOPUS 학술지 분류표를 용한 분석에서

는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

고 학술지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SCOPUS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학술지까지 포함하여 분석

하 다. D 학 소속구성원이 게재한 학술지의 

명칭은 부분 거가 되어 있어 동일 명칭으로 

통합되어 있었지만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된 학술지의 명칭은 다양한 형태로 기술되

어 있어 수작업으로 거통제를 하 다. D 학 

구성원의 소속학과명칭도 다양한 형태로 기술

되어 있어 2012년 학 학과명칭을 기반으로 

거통제를 하 다. 10년 동안 명칭이 변경된 학

과명칭도 통제를 하여 동일 학과로 처리하 다. 

D 학의 구성원이 게재한 학술논문으로 수

집된 논문 건수는 총 2,523건이며 이 논문들이 

인용한 문헌  SCOPUS 학술지 논문의 수는 

총 15,692건이었다. 각 학과별로 논문을 분류한 

결과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서지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수 으로 단된 100건이 넘는 논문을 

SCOPUS 학술지에 게재한 학과는 총 6개 학과

로 나타났다. 

6개 학과  특히 주제 분야를 명확하게 악

하기 어려운 학제  성격이 강한 학과는 기계자

동차공학부와 외식식품산업학부로 2개의 학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학과를 선택하여 학

과명에서 악할 수 없는 주제  특성이 서지분

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지 조사하 다. 

2개 학과의 소속구성원이 10년간 게재한 논

문은 학술지 54종에 실린 기계자동차학부 102건

과 학술지 25종에 실린 외식식품산업학부 103건

이다. 각 학과의 소속구성원이 게재한 논문에서 

인용한 정보원  SCOPUS 학술지의 논문 수

는 기계자동차학부 1,373건, 외식식품산업학부 

1,866건이다. 

주제 매핑에 사용한 SCOPUS 학술지 주제분

류표는 주제 4개와 소주제분류 27개로 구성

되어 있다. 주제분류는 Life Sciences, Social 

Sciences, Physical Sciences, Health Sciences

이며 다시 소주제분류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학

술지는 주제분류와 소주제분류로 복 분류

되며 소주제분류내에서도 복합주제인 경우에

는 복분류가 허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제

매핑에 사용된 학술지 주제 분류는 소주제분류 

27개: General;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Arts and Humanities;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Chemical 

Engineering; Chemistry; Computer Science; 

Decision Sciences; Earth and Planetary Sci- 

ences;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Energy; Engineering; Environmental Science; 

Immunology and Microbiology; Materials 

Science; Mathematics; Medicine; Neuro- 

science; Nursing; Pharmacology,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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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harmaceutics; Physics and Astronomy; 

Psychology; Social Sciences; Veterinary; 

Dentistry; Health Professions이다. 

학술지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된 학술지는 기

계자동차학부와 외식식품산업학부 소속구성원

이 발표한 논문에서 인용된 횟수가 5회 이상인 

학술지로 제한을 하여 기계자동차학부 61종 학

술지와 외식식품산업학부 76종 학술지 간의 

계를 분석하 다. 인용횟수를 5회 이상으로 제

한한 것은 연구자가 학술지를 이용한 횟수가 5

회인 경우 다시 해당 학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학도서  사서와의 면담결과

를 반 한 것이다. 

 4. 서지분석을 이용한 학과의 
주제적 특성 분석 

4.1 게재 학술지 종수와 게재 논문 수 분석

4.1.1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제  특성 

- 게재 기

D 학의 기계자동차 공학부 소속 구성원이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SCOPUS 학술지 주제

분류표에 매핑을 하여 주제 역을 분석하는 과

정은 크게 학술지 종수와 학술논문 수를 용하

여 두 가지 근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주

제 분야에 할당된 학술지 종수로 분석하 을 때

(<그림 1> 참조) 이 학과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

지 수가 가장 많은 주제 분야는 41.3%로 공학

(engineering)분야이었다. 다음으로 학술지 종

<그림 1> 자동차기계학부 주제 분야 - 게재학술지 종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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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은 주제 분야는 재료공학(material sci- 

ence 22.8%)이며 세 번째 학술지 종수가 많은 

분야는 물리학/천문학(physics and astronomy 

19.6%) 분야이다. 이 세 분야에 체 학술지 종

수의 80%를 넘는 수가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들이 기계자동차공학부 소속연구원이 연

구결과를 발표하는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계자동차학부 소속 구성원이 발표한 

주제 분야를 학술지 논문수로 분석한 결과 주요 

분야는 학술지 종수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반 으로 공학, 재

료공학, 물리학/천문학 분야가 체 80%가 넘

는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는 주요 분야로 나타났

으나 세부  수치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

다. 공학(engineering)분야가 45.7%로 학술지 

종수로 분석한 경우(41.3%)보다 해당비율이 

상승하 고 재료공학과 물리학/천문학 분야는 

각각 22.8%(학술지 종수)에서 20.1%(논문 수), 

19.6%(학술지 종수)에서 17.4%(논문 수)로 감

소하 다. 해당되는 학술지 종수 비율이 높지 않

았던 수학(mathematics)과 컴퓨터 공학(com- 

puter science)을 논문수로 분석한 결과 7.6%

(학술지 종수)에서 9.2%(논문 수), 3.3%(학술

지 종수)에서 4.9%(논문 수)로 증가하여 상

으로 학술지 종수에 비해 학술논문 수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의 상

계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분포도를 살펴보자면 반 으로 발

표 논문을 기 으로 하 을 때는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가 체 으로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술지 종수가 많은 공학 분야가 

논문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료공학

<그림 2> 기계자동차공학부 주제 분야 - 게재논문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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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계자동차공학부 주제 분야 - 게재 종수 VS. 게재논문수

과 물리학/천문학 순으로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가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1.2 외식식품산업학부 학제  특성 

- 게재논문 기

외식식품산업학부 주제 분야를 SCOPUS 주

제 분야에 할당된 학술지 종수로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주제 분야가 도출되었다. 이 학

과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수가 가장 많은 주

제 분야는 22.4%로 생화학/유 학/분자생물학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 

ogy)분야이었다. 두 번째로 학술지 종수가 많

은 주제 분야는 농학/생물학(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20.4%)이며 세 번째 학술지 

종수가 많은 분야는 화학(chemistry 12.2%)  

면역학/미생물학(immunology and microbiology 

12.2%) 분야이다. 상  세 분야에 체 학술지 

종수의 80%를 넘는 수가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

난 기계자동차학부와는 달리 상 으로 외식

식품산업학부에는 체 주제 분야를 주도하는 

분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식식품산업부 주제 분야를 학술지 논문수

로 분석한 결과 주요 분야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첫째, 농학/생

물학의 비율이 20.4%(학술지 종수)에서 38.3%

(논문 수)로 크게 증가하 으며 생화학/유

학/분자생물학의 비율이 22.4%(학술지 종수)

에서 14.5%(논문 수)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즉, 농학/생물학 분야는 생화학/유 학/분자생

물학보다 학술지 종수는 지만 논문 수는 더 

많은 것이며 생화학/유 학/분자생물학의 경우 

학술지 종수는 많지만 논문 수는 많지 않은 것

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간호학(nursing) 분야에

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학술지 종수로 차지한 

주제 분야의 비율이 8.2% 던 것에 비해 학술

지 논문 수로 차지한 주제 분야 비율이(13%) 

상  세 번째로 상승하여 주요 주제 분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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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식식품산업학부 주제 분야 - 게재학술지 종수기

<그림 5> 외식식품산업학부 주제분야 - 게재논문수 기

외식식품산업학부의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

의 상 계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그림 6> 

참조)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가 체 으로 비

례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계자동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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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외식식품산업학부 주제분야 - 게재논문수 기

부와는 달리 외식식품산업학부에서는 학술지 종

수와 논문 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종수에 비해 논문 수가 가장 많은 분야

는 농학/생물학분야 으며 생화학/유 학/분

자생물학과 면역학/미생물학, 간호학은 논문 수

가 유사하 으나 학술지 종수에서는 차이를 나

타냈다. 생화학/유 학/분자생물학은 학술지 종

수가 많았지만 각 학술지당 논문 수는 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호학의 경우 4종의 학술

지에 모든 논문이 집 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 화학과 공학에서도 유

사한 상이 나타나 두 분야의 학술지 논문 수

는 유사하 으나 학술지 종수에서는 차이가 나

타났다. 화학분야의 학술지 종수가 공학 분야의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공

학 분야의 경우 특정 학술지에 집 되어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외식식품산업

학부를 상으로 주제 문서비스를 운 할 때 

타깃 되는 소수의 학술지를 악하기 쉬운 분야

로 나타났다. 

4.2 인용 학술지 종수와 인용 논문 수 분석

4.2.1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제  특성 

- 인용 기

기계자동차공학부의 학제  특성을 소속연구

원들이 인용한 학술지의 종수와 논문수로 분석

하 다. 학술지 종수로 분석한 결과 게재논문 

기 으로 분석한 주제 분야에 비해 다양한 주제 

분야가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주제 분야는 게재논문 기 으로 분석된 결과와 

유사하게 공학, 재료공학, 물리학/천문학인 것

으로 나타났다. 게제논문으로는 분석되지 않았

으나 인용논문 분석에서는 경 분야(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심리학(psy- 

chology)과 같은 사회과학분야도 인용하는 주

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하는 학술지 분

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장 차이가 나타나는 분

야는 화학(chemistry), 화학공학(chemical en- 

gineering)과 컴퓨터 공학(computer science)

이다. 화학은 게재학술지 1.1%, 화학공학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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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계자동차 공학부 주제분야 - 인용학술지 종수 기

<그림 8> 기계자동차 공학부 주제분야 - 인용논문수 기

이었던 것이 각각 7%와 4.7%로 크게 증가하여 

게재는 많이 하지 않는 분야지만 인용은 많이 

하는 분야로 조사되었다. 반면 컴퓨터 공학은 

게재는 많이 하지만 인용은 많이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계자동차공학부에서 인용하는 학술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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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야를 분석한 결과 공학 분야가 학술지 종

수 기  주제 분야 유 비율보다 인용논문 수

로 유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수학분야에서 이와 같은 상이 나타나 수학

분야는 인용하는 학술지 종수는 은 편이지만 

인용하는 논문 수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특정 

학술지에 이용이 집 되어 있는 상을 보여주

었다. 반면 컴퓨터 공학은 게재논문 기  4.9%

에서 0.5%로 감소하여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와 같은 학술지에 게재는 하지만 인

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되는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의 상 계

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게

재되는 학술지 종수와 논문 수 분석결과(<그림 

3> 참조)와 비교해보면, 게재기 에서 학술지 

종수와 논문수가 체 으로 비례하여 변화하

던 것에 비해 인용기 에서는 학술지 종수와 

인용논문 수에서 집 되는 성향을 보이는 분야

가 나타났다. 재료공학과 물리학/천문학분야는 

유사한 수 으로 논문을 인용하고 있지만 인용

하는 학술지 종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재료공

학은 물리학/천문학보다 많은 수의 학술지에서 

논문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학분야는 화학과 화공학과 비교하면 유사한 

학술지 종수가 인용되고 있지만 인용되는 논문

수는 약 2배에 해당하여 연구자들이 세부주제 

분야의 특정 학술지에서 논문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재료공학  화

학, 화공학 분야는 상 으로 주제  분야의 

다양한 학술지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2.2 외식식품산업학부 학제  특성 

- 인용 기

인용된 학술지 기 으로 분석한 외식식품산

업학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생화학/유 학/분

자생물학, 의학, 농학/생물학, 화학, 약학, 면역/

미생물학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학은 게재

<그림 9> 기계자동차공학부 주제 분야 - 인용학술지종수 VS. 인용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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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종수에는 4.1%에 해당하는 주제 분야

는데 인용학술지 종수로 분석한 결과 상  2

를 차지하는 주요 분야로 조사되었다. 이용

되는 학술지를 살펴보면 Nutrition과 같이 직

 연 성이 있는 학술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었으나 Haematologica나 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과 같은 문 의학 분야

의 학술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즉, 의학 분

야의 학술지에 외식식품산업학부 논문을 게재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논문 작성 시 의학 분

야의 학술지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

학 분야도 이와 같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분

야로 분석되어 Acta Poloniae Pharmaceutica

와 같은 학술지가 많이 인용되고 있었으며 인용

되는 학술지 수가 게재되는 학술지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논문 기 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

술지 기 과 달리 의학이 16.9%에서 11.1%로 

감소하여 상  2 에서 상  5  주제 분야로 

하락하는 상이 나타났다. 즉, 인용하는 학술

지 종수는 많으나 인용하는 논문수는 상 으

로 많지 않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화학은 

15.3%로 2 를 차지하여 인용되는 학술지 종수

는 지만 인용되는 논문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소수의 학술지에 집 되어 인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학 분야도 주제 

분야 유율이 7.5%(학술지 종수)에서 15.2%

(논문 수)로 크게 증가하여 특정 학술지에 집

되어 논문이 많이 인용된 성향을 보이는 분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과 같이 인용되는 학술지 종수와 논

문수의 상 계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

과 약학은 의학과 농학/생물학에 비해 인용되

는 학술지 종수는 반 정도의 수 이지만 실제 

<그림 10> 외식식품산업학부 주제분야 - 인용학술지 종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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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외식식품산업학부 주제분야 - 인용논문수 기

<그림 12> 외식식품산업학부 주제 분야 - 인용학술지종수 VS. 인용논문수

인용되는 논문수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학과 농학/생물학 분야는 반 으로 학술지

가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화학과 

약학은 특정 학술지를 집 으로 인용하는 성

향이 강한 분야이다. 

4.3 인용 학술지 네트워크 분석

기계자동차공학부 소속연구원이 인용하는 학

술지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Pathfinder net- 

work와 PNN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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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cience - general 

Material Processing 

Chemistry-general

Computer Engineering

Materials

Mechanics

Manufacturing

Material transaction

Composites Technology

<그림 13> 기계자동차공학부 상  인용학술지 61종 네트워크

과 같이 주제 네트워크를 분석하 다. 게재 학

술지의 경우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한 데이터 

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인용학술지 기 으로

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계자동차공학부의 상

 인용학술지는 체 으로 공학과 재료공학 

분야의 학술지가 세부주제의 학술지와 연계되

어 같이 인용되는 상을 보여 네트워크 거의 모

든 클러스터에 공학과 재료공학의 학술지가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용되는 학

술지 클러스터가 병렬 으로 연결되는 상을 

나타내어 특정 클러스터의 학술지가 여러 분야

와 연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특정 주제 분야의 학술지가 그룹으로 응집되어 

주제 분야를 주도하기보다는 공학과 재료공학 

분야의 특정 학술지가 물리학이나 컴퓨터 공학, 

화학 등의 다른 주제의 학술지와 결합하여 분할

되어 인용되고 있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식식품산업학부의 주제네트워크에서는 식

품에 련된 학술지 그룹이 주요 그룹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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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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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cience -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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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

Carbohydrate

Sensory study

Phytotherapy

Clinical Chemistry

<그림 14> 외식식품산업학부 인용학술지 네트워크

이 되어 세부 주제 분야로 분할되면서 인용이 연

계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림 14>를 참조하면 식품공학에 련된 학술지

가 가장 큰 클러스터로 형성되었고 식품공학 클

러스터에 소속된 특정 학술지를 기 으로 의학, 

화공학, 화학, 생명공학 등의 주변 주제 분야의 

학술지로 연계되는 상이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기계자동차공학부와 외식식

품산업학부를 선택하여 학과의 주제  특성을 

게재, 인용 기 으로 분석하고 상  인용학술지

의 주제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도출하 다. 

첫째, 게재하는 학술지 종수와 논문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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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을 때 기계자동차공학부에는 학술지 종

수와 논문수가 비례하여 주제 분야의 요도가 

나타났지만 외식식품산업학부의 경우 특정 주

제 분야에서 논문이 집 되어 게재되는 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과별 특성

에 따라 논문 게재를 해 학술지 정보를 제공

하는 서비스를 기획할 때 기계자동차공학부와 

같은 성향을 가진 학과를 해서는 주요 주제 

분야의 학술지 정보를 체 으로 제공하는 

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외식식품산업

학부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학과의 경우 간호

학과 같은 특정성향을 보이는 주제 분야는 소수

의 학술지를 타깃으로 하여 서비스를 운 하는 

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인용되는 학술지 종수와 논문수를 분석

한 결과 외식식품산업학부의 경우 게재기 으

로 분석하 을 때 주요 분야로 도출되지 못한 

의학  약학과 같은 분야가 주요 분야로 도출

된 상이 나타났다. 즉, 논문을 작성할 때 이용

하는 학술지 분야와 논문을 게재할 때 이용하는 

학술지 분야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학과를 상으로 학

도서 에서 학술지 정보를 제공할 때 논문을 작

성하는 측면과 게재하는 측면에 따라 차별화하

여 학술지 서비스를 운 하는 략을 세우는 것

이 효과 일 것이다. 즉, 외식식품산업학부와 같

은 경우 논문을 작성하는 측면으로 의학도서

과 연계하여 학술지 목차 제공이나 주제참고

사 등의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 게재측면으로는 식품분야나 간호

학 분야와 같이 게재를 많이 하는 학술지 투고 

요령이나 해당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주제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도서 에서 실제 이용되는 학

술지는 인용하는 학술지에 해당하므로 특정학

과를 한 장서 개발 시에는 인용분석을 통해 

소속구성원이 게재하는 학술지로 인지하기 어

려운 주제 분야를 악하여 실제 이용되는 주제 

분야를 용하여 장서개발을 하는 시도를 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인용이 많이 되는 학술지의 계를 네

트워크로 분석한 결과 기계자동차공학부와 외

식식품산업학부에서 나타나는 학술지 인용 성

향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자동차공

학부와 같이 공학이나 재료공학처럼 주제분

야가 주제 분야인 경우 공학이나 재료공학의 학

술지가 화학이나 컴퓨터 공학과 같은 연  주제 

분야와 연계하여 분산되어 인용되고 있는 상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나

타내고 있는 학과에서 학술지 주제 서비스를 운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동시 인용 계에 따라 

학술지별로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반면 외식식품산업학부는 식품학에 

련된 학술지들이 심이 되고 식품학 그룹에 

소속된 특정 학술지를 기 으로 세부 주제 분야

로 생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학과를 해서는 상호

인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핵심 분야를 

으로 주제서비스나 장서개발을 기획하는 것

이 할 것이다. 한 외식식품산업학부와 같

이 의학이나 약학과 같이 게재보다는 인용이 집

되어 나타나고 있는 형상을 보이는 분야가 나

타나는 경우 해당 주제 분야 장서와 연계하여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상이 되었던 

학의 경우 의학도서 이 별도로 장서개발과 

서비스를 운 하고 있는데 외식식품산업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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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양과 약학 련 등의 학술지 수서 

략을 공동 개발하고 목차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도서 이 이용자가 만족하는 주제 문서

비스와 장서개발을 하기 해서는 학과별 특성

을 악하고 이에 맞게 서비스를 운 하는 것이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SCOPUS 주제분류표

와 네트워크분석을 용하여 학술지 서지사항

을 분석하여 학과의 주제  특성을 악하 는

데 SCOPUS 데이터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국내 발표논문과 도서 등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발표논문과 학술지 

이외의 정보매체를 포함하여 학과 특성을 분석

하는 연구로 확장하여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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