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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계량정보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국내 트위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CI에서 검색된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의 트위터 관련 논문 539편에서 제목, 초록,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해 트위터 관련 연구가 수행된 학문
분야와 저널을 분석하였고,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트위터 관련 연구의 세부 주제 영역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트위터 관련 연구는 53개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핵심 분야는 신문방송
학, 경영학, 컴퓨터학 분야로 나타났다. 세부 주제로는 선거를 비롯한 정치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기업/구매 관련 이슈도 활발히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search trends on Twitter in Korea by informetric methods.
All 539 articles on Twitter published from 2009 to the April of 2014 were obtained from
the KCI. Only article titles, abstracts, and keywords by authors were used in analysis.
Academic journals in many different disciplines where Twitter articles were produced were
analysed by profiling, and then, the subject areas of researches on Twitter were analysed
by co-word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witter-related papers were
published in as many as 53 disciplines with journalis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computer science to be core fields.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re subject areas are political
issue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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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Yoon, 2013),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트
위터의 악의적 이용 탐지(김민철 외, 2013), 트

최근 웹 2.0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

위터 상의 토픽 변화 추적(진설아 외, 2013) 등

산에 힘입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급속도로

의 다양한 트위터 관련 연구들이 문헌정보학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히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할 수 있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를

는 트위터는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 형성의 차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을 넘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국내의 트위터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트위터

새로운 미디어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

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 때문에 트위터에서 오가는 메시지들은 그

이를 위해 KCI에서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하고, 각종 사회 현안이

지의 트위터 관련 논문을 검색한 후 논문의 제

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

목, 키워드, 초록 정보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링

게 해 주는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동시출현단어 분석으로는 미시적인 분석만 가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문분야와 저널에

이와 같은 트위터 사용 목적의 다변화와 사
용량의 증가는 트위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출현한 단어를 자질로 하는 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하여 거시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불러일으켰다. 트위터 주제 분야를 최초로 분

그동안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석한 Williams, Terras, Warwick(2013)에 따

특정 분야에 대한 계량정보학적 분석은 주로

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13개 학문 영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역에서 500편 이상의 트위터 관련 논문이 출판

와 같이 여러 학문 영역에서 폭넓게 다루어지

되었다. 국내에서도 2009년에 트위터 관련 논문

는 주제 분야를 분석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최초로 등장한 이후, 인문학에서 공학에 이

폭소노미(이재윤, 2012), LED(이재윤, 김판준,

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트위터 또는 트

강대신, 김희정, 이우형, 2011), 독서(김판준,

위터 데이터를 연구의 주제나 소재로 삼는 사례

2011), 오픈액세스(서선경, 정은경, 2013), 디지

들이 증가하고 있다.

털도서관(Lee, Kim, & Kim, 2010), 전자기록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문헌정보학 분야에

(김판준, 서혜란, 2012) 등에 대한 분석은 모두

서 6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Aslib Journal

특정 주제와 관련된 검색어 또는 검색식을 통

of Information Management(변경전 명칭 Aslib

해 찾아진 문헌 집합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Proceedings)에서는 2014년 3호를 트위터 데

Williams, Terras, Warwick(2013) 이외에 트

이터 분석을 주제로 발간하였다. 최근 국내에

위터 관련 연구를 분석한 사례로는 Magdalena

서도 트위터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오의경,

(2014)가 있다.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출

2012), 트위터 상의 이미지 이용 행태(Chung &

판된 382개 논문의 전문을 분석하여 해당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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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한 학문 분야, 연구 방법 및 목적 등을 정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2년까지

리하였다. 이 두 연구들은 모두 내용 분석을 통

이어진 후 2013년에 들어서는 논문의 수가 다

해 이루어졌으며, 트위터 관련 연구들이 계량

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학적 방법으로 분석된 사례는 없었다.
이 연구는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통해 트위
터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트위터를 이용한 연구
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행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트위터 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을 진단하고, 이
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
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시기별 트위터 관련 논문 수

논문별 색인어 집합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어

2. 연구 데이터와 분석 방법

형태소 분석기인 UTagger를 이용하여 제목,
키워드, 초록으로부터 명사들을 추출하였다.

2.1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석 대상이 되는 문헌 집합을 구성하기 위
해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트위터’를 검색한

‘트위터’, ‘연구’, ‘결과’, ‘분석’, ‘대상’ 등 논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
은 불용어로 처리하여 색인어 집합에서 제외하
였다.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출판된 총
570건의 논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논문들의 제목과 키워드는 KCI에서 제공하

2.2 논문의 학문 분야 판정

는 정보를 사용하였고, 초록 데이터는 RISS를

트위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학문 분야의

통해 획득하였다. 최초 구성된 문헌 집합에서

분석을 위해 KCI의 주제 분류를 기준으로 하

제목이나 키워드, 초록이 영문으로 작성된 31

여,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주제 분야를 해당 논

개의 문헌을 제외한 나머지 총 539건의 논문들

문이 속한 학문 분야로 삼았다. 다만 ‘인문학 논

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총'이나 ‘사회과학연구'와 같이 대학의 단과대

이렇게 수집한 국내 트위터 관련 논문들의 시

학 단위 학술지의 경우, 중분류 주제가 해당 대

기별 분포를 2013년까지만 나타내면 <그림 1>

분류 분야의 ‘일반'이나 ‘기타'로 되어 있는데,

과 같다. 2009년에 최초로 5건의 논문이 등장한

이를 ‘인문학 일반', ‘사회과학 일반'과 같이 해

이후, 트위터의 한국어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

당 대분류 분야의 일반 중분류로 통일하였다.

작된 2011년을 기점으로 논문의 수가 급증하는

특히 인문학의 경우는 KCI의 주제 분류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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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일반'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타 인문학'
과 구분하기 위해 인문학 전체를 다루는 저널
의 주제분야를 ‘인문학 일반’으로 명명하였다.

2.4 차별어 분석
차별어는 김하수, 손현정, 이재윤, 강범일(2013)
에서 집단별 단어 사용의 상대적인 차이를 파

2.3 프로파일링 분석

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문 분야 및 저널들의 군집에서 각 군집의 주

트위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학문 분야를

제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분석하기 위해 논문이 한 건이라도 발표된 총

군집에 속한 색인어들의 ‘군집별 출현 확률의

53개 학문 분야 중 2편 이상의 논문이 존재하는

평균’과 ‘개별 군집에서의 출현 확률’ 간의 쿨백

40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 프로파일링 분석(이

-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

재윤, 2007b)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분야에 속

KLD)을 산출한 후 각 군집별로 높은 KLD를

한 논문들을 색인어들의 역문헌빈도 가중치 벡

가지는 색인어들을 해당 군집을 특징짓는 차별

터를 평균한 센트로이드 벡터로 표현한 후 40개

어로 파악하였다. 색인어 t가 군집 c에서 출현

분야의 프로파일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산출

할 확률 pc(t)와 모든 후보들의 자료에서 출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R의 Ward.D2 기법을 사

할 확률의 평균 r(t)의 KLD인 Dc(pc||r)를 나

용하여 분야들을 군집화 하고 군집 기반 네트워

타내면 다음과 같다.

크인 CBNet(Clustering-based Network; 이재
윤, 2007a, 2007b) 기법을 R로 구현하여 네트
워크로 시각화하였다.

 


     × log 

저널 프로파일링 분석(Kim & Lee, 2009;
Lee & Choi, 2011; 강범일, 박지홍, 2013)에서
는 국문 초록이 있는 트위터 관련 논문 539편이

2.5 동시출현단어 분석

게재된 총 237종의 저널 중 2건 이상의 논문이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단어들의 동시출현 정

게재된 101종의 저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보를 바탕으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저널에 등장하는 색인어들의 역문헌빈도 가중치

기법으로서 주로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이나

벡터를 평균한 센트로이드 벡터로 저널을 표현

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하여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또한 이들 간의 코사

왔다(Kostoff, 1993). 이 연구에서는 트위터 관

인 유사도 행렬을 작성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련 논문의 색인어 중 문헌 빈도가 10 이상인

(Pathfinder Network, PFNet; Schvaneveldt,

597개 단어에서 불용어 220개를 제외한 나머지

R. W., 1990)를 도출한 후 이재윤(2006b)에서

총 357개 단어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

제안된 병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Parallel

을 수행하였다. 단어들의 동시출현 빈도를 산출

Nearest Neighbor Clustering, PNNC) 기법으

하여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구성한 후 이를 바

로 저널들을 군집화 하였다.

탕으로 PFNet을 구성하고 PNNC 군집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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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FNet과 PNNC 군집은 WNET(이재

분야가 묶이는 경우의 최대 군집 수가 11개였

윤, 2013)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고, 이 11개의 군집들 모두가 최소 한 개 이상
의 다른 군집들과 결합하는 지점에서의 최대
군집 수가 3개였기 때문에 이들 각각을 분석을

3. 분석 결과

위한 적정 군집 수로 설정하였다.
각 노드에 대하여 가중 네트워크용 전역 중

3.1 학문 분야 분석

심성 척도인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TBC; 이재윤, 2006a;

트위터 관련 논문들이 속한 학문 분야들을

2013)을 측정한 결과 ‘신문방송학’(rTBC=0.89)

분석하기 위해 2편 이상의 트위터 관련 논문이

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하는 40개의 학문 분야를 프로파일로 나타

이는 신문방송학에서 이루어졌던 트위터 관련

낸 후 이들 간의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CBNet

연구들의 색인어들이 다른 학문 분야의 색인어

(이재윤, 2007a; 2007b)으로 나타냈다. 노드의

들을 폭넓게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

크기는 해당 분야에 속한 트위터 관련 논문의

문방송학은 40개의 학문 분야 중 트위터에 관련

수를 반영한 것이다. 네트워크상의 대군집 3개

된 가장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수행됐던 분야

와 소군집 11개는 학문 분야들을 Ward 기법으

임을 알 수 있다.

로 군집화 한 결과이다. 최소 2개 이상의 학문

<표 1>은 각 군집에 속하는 분야별 논문의

<그림 2> 트위터 관련 논문의 학문 분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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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문 분야 군집 정보
C3

군집
C11
1

2

A

3

4
6

8
B
5

10

11

7
C

9

학문 분야

논문 수

공학
전기공학
컴퓨터학
전자/정보통신공학
문헌정보학
공학일반
경영학
학제간연구
디자인
무역학
산업공학
과학기술학
미술
예술일반
통계학
관광학
무용
기타사회과학
지역개발
체육
정책학
지역학
기독교신학
사회과학
영어와문학
교육학
인문학일반
기타인문학
철학
한국어와문학
언어학
프랑스어와문학
신문방송학
사회과학일반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역사학
사회학
심리과학

4
2
42
20
12
8
49
28
22
14
11
10
6
6
5
4
2
3
2
5
4
4
3
2
5
4
8
5
2
14
6
3
116
33
25
18
11
4
2
2

차별어
C11
명사, 추출, 공기, 용어, 단어, 감성, 성능, 감성
분석, 어휘, 기계학습

C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성능, 자동, 알고리즘,
추천, 엔진, 사용자, 검색, 도서관, 데이터
사용자, 성능, 명사, 기업, 마케
팅, 추출, 단어, 데이터, 사전,
감성, 자동, 하이브리드, 공기,
감성분석, 문장, 용어, 모바일,
고객, 긍정, 감정
기업, 마케팅, 소비자, 디자인, 사용자, 고객,
기기, 기술, 데이터, 보급

관광, 축제, 정서, 대중, 교육, 체험, 민속, 민족
적, 전시, 편의
도시, 시민, 상황, 실정, 국지적, 부서, 해소,
호주, 홍보물, 계획

도입, 스포츠, 세대, 종교적, 기여, 양면, 전화,
교육, 문화, 삶, 도입, 관광, 시
수도권, 샘플, 신뢰도
대적, 상상력, 경제, 문화적, 학
습, 축제, 정서, 유희적, 역사,
학습, 수업, 영어, 학습자, 협력, 소셜네트워 철학, 흐름, 미래, 외국어, 창작,
지속적
킹, 만족도, 전략, 교육, 대학생
삶, 철학, 시대적, 실존, 코드, 세계, 인간, 상상
력, 문화, 역사
언어, 의사소통, 문자, 수요자, 교육학, 편의
성, 철자, 글쓰기, 교육적, 외국어

양극화, 약자, 정치, 선거, 예방,
대안, 운동, 선거, 총선, 휴대용, 시민, 정치,
범죄, 기성, 제도, 정당, 타인,
득표율, 자유, 투표
설득력, 이니셔티브, 행태, 정
보형, 정치적, 과부하, 전문직,
합의, 희생, 이용도
양극화, 전국, 타인, 욕구, 행태, 조사, 연속,
약자, 설득력,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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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군집별 차별어를 나타낸 것이다. 차별어는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트위터를 통한 학습에

특정 군집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한 단어들

관계된 군집임을 알 수 있다. 군집10은 ‘인문학

로서 KLD 값을 기준으로 대군집의 경우 상위

일반’ 중심 군집으로서 ‘삶’, ‘철학’, ‘문화’ 등이

20개, 소군집의 경우 상위 10개의 단어들을 나

차별어로 나타났다. ‘한국어와문학’ 중심의 군

타냈다.

집11은 ‘언어’, ‘의사소통’, ‘철자’ 등의 차별어가

대군집 A는 총 15개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트위터 메시지를 언어학

으며 군집 1, 2, 3으로 구성된다. 군집1은 ‘감성

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중심이 되는 군집임을

분석’, ‘기계학습’ 등의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관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군집 B는 인문사회 분야

련된 단어들이 차별어로 나타났으며, 각 분야

에서의 트위터 활용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학

에 포함된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문들이 중심이 되는 군집으로 볼 수 있다.

‘공학’ 중심의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2는

대군집 C는 총 8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컴퓨터학’ 중심의 군집으로서 ‘알고리즘’, ‘검

군집 7, 9를 포함한다. 군집7은 가장 많은 수의

색’, ‘엔진’, ‘추천’ 등 트위터 데이터의 활용을

트위터 관련 논문을 가지는 ‘신문방송학’ 중심

위한 시스템과 관련된 차별어들이 출현한 군집

의 군집으로 ‘선거’, ‘총선’, ‘정치’ 등 주로 정치

이다. ‘경영학’ 중심의 군집3에는 ‘기업’, ‘마케

관련 차별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사

팅’, ‘소비자’ 등의 차별어가 상위에 나타나 있

회학’, ‘심리과학’으로 구성된 군집9는 ‘양극화’,

는 분야들이 소속돼 있다. 즉, 이 세 군집을 아

‘욕구’, ‘행태’ 등의 차별어를 가지는 군집이다.

우르는 대군집 A는 주로 트위터 데이터의 분

결국, 대군집 C는 정치 및 사회 관련 이슈와 관

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다루는 학문들을 나

련된 트위터사용에 관한 연구들을 다루는 학문

타내는 군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들로 이루어진 군집으로 볼 수 있다.

대군집 B는 총 17개의 학문 분야를 포함하

이를 통해 트위터 관련 연구가 수행된 40개

며 6개의 소군집으로 이루어진 군집이다. 군집4

의 학문 분야들은 트위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는 ‘관광학’ 중심의 군집으로 ‘관광’, ‘축제’, ‘체

마케팅 활동 및 분석 알고리즘에 관한 ‘경영학/

험’ 등 행사와 관련된 차별어들이 나타나 있다.

컴퓨터학’ 중심 군집, 인문사회 분야에서 교육,

‘기타사회과학’, ‘지역개발’로 구성된 군집6은 ‘도

문화, 언어와 관련된 트위터 활용 및 분석을 다

시’, ‘실정’, ‘해소’ 등 사회 및 지역 현안을 다루

룬 ‘인문학/어문학/지역학’ 중심 군집, 정치 및

는 문제에 관한 차별어들이 출현한 군집이다.

사회 이슈에 관련된 트위터 분석을 시도하는

‘체육’ 중심의 군집8은 ‘스포츠’, ‘정책’, ‘기여’,

‘신문방송학’ 중심 군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신뢰도’ 등의 차별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트

알 수 있다.

위터가 스포츠 산업이나 정책 등에 미치는 영
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중심이 되는

이 세 가지 군집에 대한 시기별 논문 수의
변화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군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와문학’, ‘교육

세 군집 모두 2011년에 논문 수가 크게 증가

학’으로 구성된 군집5는 ‘학습’, ‘수업’, ‘영어’ 등

한 이후로 ‘경영학/컴퓨터학’ 중심 군집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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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 군집의 시기별 논문 수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신문방송학’ 중심

과를 보면 우측 하단의 군집5와 중앙 상부의 군

군집의 경우에는 2013년에 들어 전년도에 비해

집1이 각각 45개, 21개의 노드를 가진 대형 군

논문의 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

집으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군집들은

문학/어문학/지역학’ 중심 군집은 2011년의 급

모두 2개~6개의 소수 노드만을 가지는 군소

격한 증가 이후로 2012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군집들이다. 전체적으로 우측 하단에는 ‘한국언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전 시기에 걸쳐 낮은 논

론학보’ 중심의 신문방송학 분야 저널들이 배

문 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트위터 관

치되고, 좌측 상단에는 ‘e-비즈니스 연구’ 중심

련 연구는 ‘경영학/컴퓨터학’과 ‘신문방송학’을

의 경영학 분야 저널들이 배치되었으며, 좌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신문방송학’을 중심

하단에는 ‘지능정보연구’를 비롯한 컴퓨터학 분

으로 묶인 학문 분야들에서는 트위터에 대한

야 저널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2013년부터 다소 주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저널에 대해서 가중 네트워크용 전역 중
심성 지수인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을 측정한
결과 ‘한국언론학보’(rTBC=0.837), ‘한국콘텐

3.2 저널 분석

츠학회 논문지’(rTBC=0.834)순으로 값이 높
게 나타났다. ‘한국언론학보’는 신문방송학 분

트위터 관련 논문들이 게재된 저널들을 분석

야의 저널이므로 이는 앞선 학문 분야 분석에

하기 위해 저널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였다. 2편

서 신문방송학의 삼각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이상의 논문을 포함하고 있는 101종의 저널을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하여 PFNet을 구성한 후 PNNC 기법을

따라서 저널 분석을 통해서도 신문방송학 분야

사용해 군집화 하여 <그림 4>와 같이 나타냈다.

저널의 트위터 관련 논문들이 다른 분야 저널

노드의 크기는 각 저널에 게재된 트위터 관련

의 논문들에서 다루었던 연구 주제들을 상당수

논문 수에 비례하여 나타낸 것이다. PNNC 결

공유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KCI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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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위터 관련 논문이 게재된 저널 네트워크

분류 기준으로 ‘학제간연구’에 속한 ‘한국콘텐

군집1은 ‘e-비지니스연구’ 중심 군집으로 경

츠학회 논문지’의 중심성이 높은 것은 해당 학

영학 분야의 저널들이 주로 속해 있다. ‘마케팅’,

술지의 성격이 트위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홍보’, ‘전자상거래’ 등이 차별어로 등장하는 것

다양한 학문 분야와 폭넓게 관련되어 있음을

으로 보아 트위터를 활용한 기업 홍보 및 상거

시사한다.

래 관련 연구들이 게재된 저널들의 군집으로 볼

<표 2>는 각 군집에 해당하는 주요 저널명, 차

수 있다. ‘광고학연구’ 중심의 군집2는 주로 ‘광

별어, 대표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군집에서

고’를 다루는 신문방송학 분야의 저널들에 대한

많은 수의 논문을 가진 저널들을 주요 저널로 보

군집이다. ‘IT서비스학회지’ 중심의 군집3은 경

았고, 논문 수가 가장 많은 저널이 해당하는 학

영학적 측면에서 트위터의 ‘사용’, ‘의도’ 등을

문 분야를 각 군집의 대표 분야로 삼았다.

다룬 연구들을 다룬 저널 군집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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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널 군집 정보
군집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요 저널명

논문 수

e-비즈니스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조형미디어학
광고학연구
광고연구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한국IT서비스학회지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정보시스템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한국경영과학회지
한국언론학보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정보과학회논문지: 데이타베이스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호텔관광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정보교육학회논문지
한국어교육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디지털컨텐츠학회논문지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1
8
6
9
7
5
5
4
3
3
2
28
16
15
6
4
4
5
5
4
2
2
3
2
2
4
3
3
6
3
2
5
3

차별어

대표 분야

마케팅, 홍보, 품질, 산업, 기업, 소비자,
보급,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모바일

경영학

기업, 광고, 순수성, 예측, 진실성, 진정,
효용, 친숙, 감지, 논거

신문방송학

사용, 의도, 사용자, 스포츠, 여성, 대인,
미래, 정체성, 관람, 구단

경영학

고객, 의도, 조절, 충성, 기업, 소셜커머스,
참여, 애착, 행위, 마이크로블로깅

경영학

정치, 후보, 선거, 서울시장, 지지, 유권자,
후보자, 집단, 사람, 참여

신문방송학

추출, 기계학습, 감성, 명사, 공기, 오피니
언, 자동, 감정, 분류, 자질

공학

사용자, 알고리즘, 검색, 추천시스템, 소
셜, 엔진, 랭킹, 정확도, 데이터,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컴퓨터학

관광, 축제, 정서, 대중, 교육, 편의, 민속,
관광학, 무용
민족적, 전시, 체험
학습, 학습자, 수업, 한국어, 사용, 전략,
한국어와 문학
만족도, 소셜네트워킹, 사회적, 교육
도서관, 위키, 문자, 도서, 대학, 자동, 이용
자, 사서, 홈페이지, 공지

문헌정보학

스마트, 경쟁, 오락, 지인, 스마트폰, 인기,
접목, 인간관계, 엔터테인먼트, 니즈

컴퓨터학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다양성, 배포, 저
장, 결합, 통계, 자본, 메커니즘, 지인

전자/정보
통신공학

군집4는 경영학 분야의 ‘Asia Pacific Journal

군집5는 신문방송학 분야의 저널인 ‘한국언론

of Information Systems’를 중심으로 하는 군

학보’ 중심의 군집이다. 이 군집에 속한 저널들

집으로 ‘고객’, ‘의도’, ‘충성’, ‘애착’ 등의 차별어

의 트위터 관련 연구는 주로 ‘선거’, ‘정치’에 대

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트위터를 통한 기업과

한 것이었다. 공학 분야의 ‘멀티미디어학회논문

고객의 유대 관계에 관한 군집임을 알 수 있다.

지’가 중심인 군집6의 차별어에는 ‘기계학습’,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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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분류’ 등 텍스트마이닝 기법 관련 용어들이

악해 보기 위해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였

눈에 띈다. 군집7은 ‘정보과학회논문지’ 중심 군

다. 문헌 빈도 10 이상의 357개 색인어의 동시

집으로서 컴퓨터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

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그림 5>와 같이 PFNet

즘’, ‘검색’, ‘추천시스템’과 같은 차별어를 가진

으로 나타냈고 각 노드의 크기는 최근접이웃중

다. ‘호텔관광연구’ 저널이 속한 군집8은 트위터

심성(Nearest Neighbor Centrality, NNC)의

를 활용한 ‘관광’, ‘축제’ 등의 ‘홍보’와 관련된 군

크기를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접이웃중

집이다. ‘멀티미디어언어교육’ 중심 군집인 군집

심성은 가중 네트워크상에서 지역 중심성을 측

9의 저널들에서는 ‘한국어’, ‘학습’, ‘교육’ 등이

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이재윤, 2006a; 2013)

차별어로 드러나 트위터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

높은 값을 가질수록 군집 내에서 인접한 노드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군집10

들과 강한 연결 관계를 맺는 핵심 노드로 이해

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저널들로 구성된 ‘정보관

할 수 있다. PNNC 수행 결과 각각 8개, 62로

리학회지’ 중심 군집이다. 대표적인 차별어로

나뉘는 군집이 확인되었고, <그림 5>에는 8개

‘도서관’, ‘이용자’, ‘홈페이지’ 등이 있는데 이 군

군집만을 표시하였다. 군집3과 군집1은 각각

집은 트위터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것

181개, 85개의 색인어로 이루어진 대형 군집이

으로 볼 수 있다. 군집11은 ‘한국정보통신학회논

고 나머지 군집들은 9~18개의 색인어들로 구

문지’ 중심의 컴퓨터학 분야 저널로 구성된 군집

성되었다.

이고 군집12는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중심 군
집이다.

<표 3>은 군집별 중심 색인어, 대표 논문, 각
대표 논문이 속한 학문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저널은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주요 노드는 군집 안에서 최근접이웃중심성이

단위에 해당하므로 저널 분석은 학문 분야 분

가장 높은 색인어이고, 대표 논문은 각 군집의

석에 비해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이라고 할 수

단어 벡터와 개별 논문의 단어 벡터 간의 코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 분야 분석에서는 볼

인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순으로 상위 3편의

수 없었던 새로운 군집들이 나타난 경우가 있

논문을 나열한 것이다.

었다. 군집3과 군집4는 경영학 분야의 군집이

군집1은 트위터를 이용한 마케팅을 주제로

세분화 되어 나타난 것이다. 또한 광고 관련 군

하는 군집이다. ‘구매’, ‘기업’이 주요 노드이고

집(군집2)은 신문방송학 분야에서, ‘도서관’ 관

대표 논문들은 트위터를 매개로 소비자의 구매

련 주제 군집(군집10)은 컴퓨터학 중심 군집에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영학 분야의 연구에

서 분리돼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한다. 군집2는 ‘유사성’, ‘사용자’, ‘추천’ 등
의 단어들로 구성돼 있고 대표 논문들이 사용

3.3 주제 분석

자 정보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들인 것으로 보아 사용자 패턴을 주제로 한 군

트위터 관련 논문에 사용된 색인어들 간의

집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큰 군

관계를 바탕으로 트위터 관련 연구 주제를 파

집에 해당하는 군집3은 ‘선거’, ‘정치’가 중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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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색인어의 동시출현단어 분석 네트워크

드가 되는, 정치를 주제로 한 군집으로 볼 수

‘보급’, ‘스마트폰’과 같은 트위터의 등장 배경

있다. 군집4는 ‘리트윗’, ‘팔로우’, ‘이슈’ 등 트위

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된 군집이다. 군집6은

터상의 메시지 전파와 확산에 관련된 단어들로

사용자의 ‘피로감’, ‘능동성’, ‘충족’을 다루는 연

구성된 것을 볼 때, 매체로서의 트위터를 주제

구들이 대표 논문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로 하는 군집으로 볼 수 있다. 군집5는 ‘모바일’,

때 사용자의 만족도를 주제로 한 군집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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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색인어 군집 정보
군집 색인어 수 중심 색인어

1

85

관련 대표 논문

대표 논문 분야

소셜커머스 특징과 개인 특징이 신뢰와 신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학

구매, 기업 SNS 전달자 특성과 SNS 정보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메시지유형과 뉴미디어선택이 소비자의 정보신뢰도와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2

3

4

9

181

29

유사성

선거, 정치

트윗

9

모바일

예술일반

트위터 사용자정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팔로어 분류시스템

컴퓨터학

마이크로블로그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킹 패턴 분석 및 가시화 시스템

컴퓨터학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정치인 네트워크와 유권자 네트워크

신문방송학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체계 비교연구

신문방송학

트위터의 정치적 활용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외교학

트위터 이용자들의 뉴스 생산, 유통, 소비 인식에 관한 연구

기타사회학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인가?: 네트워크 구조와 정보 전파의 관점

신문방송학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트위터 정보 전파력 비교 분석

신문방송학

모바일 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피로감 요인에 관한 연구

6

14

충족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의 능동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용자의 충족에 따른 소셜미디어 시장 내 경쟁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온라인 게임의 SNOG로의 발전 방향

7

12

공동체

한국 민속춤과 문화 대중성

18

감정

미술
행정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공학일반
과학기술학
무용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와 외국어 학습
8

무역학

온라인 쇼핑몰에서 SNS 지인(知人)기반 상품추천 방식의 선호도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소셜 큐레이션의 속성에 관한 연구
5

경영학

영어와 문학

형식적 및 비형식적 어휘 정보를 반영한 문장 감정 분류

공학일반

영어 트위터 감성 분석을 위한 SentiWordNet 활용 기법 비교

전기공학

주가지수 방향성 예측을 위한 주제지향 감성사전 구축 방안

산업공학

수 있다. 군집8은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

해 PNNC 결과 중 총 62개의 군집으로 나뉜 경

트마이닝이 주제인 군집으로 ‘감정’을 중심 노

우에서 군집3에 해당하는 군집들을 찾아 이들

드로 하여 ‘마이닝’, ‘자질’, ‘감성’ 등의 노드로

을 군집3의 하위 군집들로 파악하였다. 62개 군

구성되어 있다. 대표 논문들은 주로 공학 분야

집 중 군집3에 해당하는 하위 군집은 총 29개였

의 연구 결과로서 오피니언마이닝 성능 향상을

는데 이 중에서 5개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군

위한 방안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들이다.

집만을 의미 있는 군집으로 보고 이들을 <그림

군집3은 전체 노드의 과반수가 포함된 대규
모 군집이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

6>과 같이 나타냈다.
<표 4>는 <표 3>과 같은 방식으로 PNNC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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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군집3의 하위 군집 구조

집별 중심 노드, 대표 논문, 분야를 나타낸 것이

군집인 3-19는 군집3의 하위 군집들 중 가장

다. 군집3-3은 ‘사용자’ 중심의 군집으로서 트

많은 노드를 가진 군집으로 트위터가 선거에

위터의 이용 행태와 관련된 논문들이 대표 논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대표 논문

문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상위 군집인 군집3의

으로 나타나 있다. 3-28은 ‘기사’, ‘뉴스’, ‘신문’

주제인 ‘정치’와는 무관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중심의 군집이며 뉴스 생산 매체로서의 트위터

군집3-5는 상위 군집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를 다룬 연구들이 대표 논문들이다.

나타내 주는 ‘정치’ 관련 군집이다. 군집3-6은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정치’를 주제로 한 군

‘사회’, ‘문화’ 관련 단어들로 구성돼 있다. 군집

집3은 크게 ‘정치’, ‘선거’, ‘사회’, ‘뉴스’, ‘이용자’

3-7은 ‘선거법’, ‘자유’가 중심 노드로 나타난 군

관련 하위 군집으로 나뉘며 ‘선거’는 다시 ‘트위

집으로 트위터상의 선거 운동과 관련된 단어들

터상의 선거 운동’과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로 구성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 중심

영향’에 대한 주제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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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군집3의 하위 군집 정보
군집 중심 색인어

3-3

이용자

3-5

정치

3-6

사회

3-7

선거법,
자유

3-19

선거

3-28

기사,
뉴스,
신문

관련 대표 논문

대표 논문 분야

소셜미디어 이용거부자의 혁신저항에 관한 연구
신문방송학
트위터의 이용동기가 이용자의 사회적 자본과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행정학
중심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문방송학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정치인 네트워크와 유권자 네트워크
신문방송학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특성과 정치참여
정치외교학
소셜미디어로서 마이크로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트
신문방송학
워크 동질성 개념을 중심으로
친구따라 SNS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회적 동조성(Social Conformity)
경영학
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복합적 수행
여성학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한국어와문학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
인터넷 選擧活動 制限과 表現의 自由에 대한 考察
법학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및 부정방지제도의 법제 정비 방안
법학
트위터의 정치적 활용이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외교학
트위터 선거캠페인과 정치동원: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일반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타난 SNS의 영향력 분석
정치외교학
국내 주요신문의 소셜미디어 정보원 뉴스보도 분석
사회과학일반
소셜미디어 특성을 다룬 신문기사와 공중파 TV뉴스의 프레임 비교분석: 핵심 프레임
신문방송학
과 세부 프레임을 중심으로
국내 일간지의 트위터 이슈에 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정치적 소통과 여론 형성이라는
신문방송학
관점을 중심으로

4. 결 론

공유하고, 연구의 양도 가장 많았던 분야로 파
악되었다. 또한 트위터 관련 연구가 2건 이상 수

이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행됐던 40개의 학문 분야를 크게 묶어보면 트위

이루어지고 있는 트위터 관련 연구들을 계량정

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동 및 분석 알

보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국내 트위터 관련

고리즘에 관한 ‘경영학/컴퓨터학’ 중심 군집, 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사회 분야에서 교육, 문화, 언어와 관련된 트

트위터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위터 활용 및 분석을 다룬 ‘인문학/어문학/지역

2009년 이후 53개 학문 분야의 251종 저널에 논

학’ 중심 군집, 정치 및 사회 이슈에 관련된 트위

문이 발표될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터 분석을 시도하는 ‘신문방송학’ 중심 군집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프로파일링 기법을

3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용한 학문 분야 분석을 통해서는 ‘신문방송학’

이러한 경향은 저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도

분야가 다른 분야들과 가장 폭넓게 연구 주제를

확인되었다. ‘신문방송학’ 분야의 ‘한국언론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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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한 군집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역

이 연구는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트

중심성 또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영

위터 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최초의

학’ 분야의 ‘e-비지니스연구’ 중심 군집이 두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거시적 분석

러졌고 나머지 저널들은 군소 군집을 형성했다.

인 학문 분야 분석에서 시작하여, 보다 미시적

또한 ‘신문방송학’과 ‘경영학’ 관련 주제들이 세

인 분석에 해당하는 저널 분석, 동시출현단어

분화 되어 나타났고, 학문 분야 분석에서 ‘컴퓨

분석을 통해 트위터 관련 연구의 주제 영역을

터학’ 중심 군집에 속해 있었던 ‘도서관’ 관련 주

보다 세밀히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단일

제 군집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것도 확

한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동일한 데이터에 대

인할 수 있었다.

해 프로파일링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상

색인어를 기반으로 주제 영역을 살펴본 동시
출현단어분석에서는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군

호 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가
치를 보다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집이 매우 압도적인 크기로 나타났고 ‘기업/구

트위터 관련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

매’ 중심 군집 역시 두드러졌다. ‘정치’가 ‘신문

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였기 때문에 비교적

방송학’ 분야의 주요 차별어였던 점과 ‘기업/구

단기간 동안 생산된, 소량의 연구 결과물을 대

매’가 ‘경영학’ 관련 키워드임을 고려할 때 이는

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트위터 관련 연구가 이 두 분야에서 집중적으

남는다. 장기간에 걸쳐 보다 많은 데이터가 축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결과로

적된다면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나 주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 중심 군집의 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

위 군집을 분석한 결과, ‘선거’ 관련 군집이 큰

의 적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트위터 연구가 수행된 전 영역을 분석 대상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국내 트위터 관련 연구

으로 하였기 때문에 색인어 분석만으로도 의미

는 신문방송학, 경영학, 컴퓨터학 분야를 중심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으로 이루어져 왔고, 세부 주제로는 선거 위주

세부 영역에 대한 분석이 요구될 경우에는 보

의 정치 관련 이슈와 기업/구매 관련 이슈가 가

다 상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문헌의 전문을 분

장 많이 다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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