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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  연구가 활발해진 국내 연구의 동향을 악하기 하여 2020 구  스칼라 매트릭스에 색인된 국내 

주요 학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문분야를 포 하는 네트워크 분석( 학 력 네트워크,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을 실시하 다. 학 력 네트워크 분석결과, 서울 학교, 계명 학교, 성균 학교 

등 력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학을 악할 수 있었고,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분석결과, 이직의도, 직무만족 등 직무 
련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지: 문화  사회문제 등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핵심 학술지들을 확인하 으며,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에서는 교육학, 경 학, 

사회복지학이 다른 학문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학문임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계량서지분석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구  스칼라 매트릭스 데이터를 처음 활용하 으며, 키워드, 학술지, 학문분야로 범 를 확장시켜가며 단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는 에서 학술  의의를 가지며, 연구결과는 국내 학 간 공동연구의 략 수립  다학제  융합 

연구 기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실질 인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search landscape of South Korea using the data of 2020 Google Scholar 

Metrics. To achieve the goal, we constructed and analyzed four types of networks including the university 

collaboration network, the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the journal citation network, and the discipline citation 

network.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niversity collaboration network, we found major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imyung University, and Sungkyunkwan University that have led collaborative 

research. Job related keywords such as job change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have been frequently studied 

with other keywor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journal citation network, we found multiple journals such 

a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and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at have been widely cited by the other journals and influenced them. Finally, Educ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were identified as the top influential disciplines that have influenced 

other disciplines through the knowledge diffusion. The study is the first of its kind to use the data of Google 

Scholar Metrics and conduct a stepwise network analysis (e.g., keyword, journal, and discipline) to broadly 

understand the research landscape of South Korea. Our results can be us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universities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of promoting university collaboration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키워드: 학 력 네트워크,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 Google Scholar 

Metrics

collaboration networks, Keyword co-ocurrence networks, cita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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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 으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들

이 양산되면서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이라

는 융합분야를 창출해내었다. 데이터 과학은 방

한 양의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과 특성을 도

출하여 실제 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통계학, 컴

퓨터공학, 문헌정보학 등 데이터를 처리하는 학

문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산업공학, 경 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각 받

고 있다(김은주, 남태우, 2015; 이화진, 2020; 

임병학, 2012; 은혜, 이찬구, 2018; 정보권, 이

학연, 2014; Borgatti et al., 2009; Polyakova 

et al., 2019). 

이러한 데이터 과학은 서지정보를 기반으로 

학술문헌 간의 특성을 도출해내는 계량서지학

(Bibliometrics)에서도 많은 련 연구가 이 졌는

데, 특히 공  네트워크(Co-authorship network),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Journal citation network),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 등 네트

워크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김홍렬, 2015; 서은

경 외, 2015; 이재윤, 2015; 이혜경, 양기덕, 김

선욱, 2013). 와 같은 네트워크 분석 기법들

은 학술공동체 내 력의 구조  특징 악  

연구 성과의 계 탐색, 연구자들의 사회  계 

 학술  향력에 한 특성 악(문성구, 김

인재, 2018; 이수상, 2019), 그리고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 악(이화진, 2020) 등에 리 활용되

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단일 학문분야의 KCI 

등재 논문이나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 는데(강

범일, 이재윤, 2014; 임병학, 2012; 이화진, 2020), 

이를 통해 특정 학문분야에 한 상세한 이해

는 가능하지만, 넓은 범 의 학술  흐름을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학문분야 간의 

력 계를 이해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문성

구, 김인재, 2018). 한 연구 상을 주로 KCI

등재여부 는 특정 학술지 게재여부로만 단

하 는데, 소 트웨어학이나 컴퓨터공학과 같

이 학술 회자료를 주요 학술자료로 활용하는 

학문의 경우 주요정보가 락되는 문제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문분야를 포 하

는 반 인 국내연구동향을 악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구  스칼라 매트릭스(Google 

Scholar Metric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본 데이터는 국제  학술인용 지

표  하나인 h5-지수를 기반으로 학술지에 순

를 매겨 상  학술지와 해당 학술지의 논문

들에 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

는 데이터는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  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논문들에 

한 서지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구  스칼라 매트릭스에서 제공하는 국내 

Top100 학술지를 주요학술지로 간주하고, 주

요 학술지의 논문들과 주요학술지를 인용하고 

있는 논문들과의 인용정보를 활용하여 학문  

분야를 포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이

지고 있는 학문  흐름  력 계를 이해하

고 반 인 국내 연구동향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학들 간 연구 력에

는 어떤 학술  특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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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들의 

키워드에 나타난 심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국내 주요 학술지들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술지들 사이에는 어떠한 

지  교류가 이 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4: 학문분야 간에는 어떠한 학문

 교류가 이 지고 있는가?

2. 데이터 

2.1 구글 스칼라 매트릭스

구  스칼라 매트릭스는 구  스칼라(Google 

Scholar)에서 2011년 7월부터 시작한 서비스

로써, 최근 5년 간 출간된 논문들을 h5-지수로 

순 를 매겨 1 부터 100 까지의 학술지와 논

문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구 스칼라, 

2012). 한국, 미국, 스페인, 랑스 등 각 나라

에서 출 한 학술지들에 하여 서비스하고 있

으며, 문 학술지의 경우 학문분야별로 학술

지를 분류하여 나열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본 서비스에서 학술지의 순 를 매길 때 활

용한 h5-지수는 h-지수의 한 종류로써 한 학술

지의 최근 5년 간 출간된 h개의 논문들의 최소 

인용횟수를 의미한다. 를 들어 ‘가’ 학술지의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출간된 논문들의 인용

된 횟수가 각각 10, 8, 15, 6, 4, 12라고 한다면 

‘가’ 학술지의 h5-지수값은 4가 된다. h5- 앙

값은 h5-지수를 나타내는 논문들의 앙값을 

의미하며, 같은 h5-지수의 학술지는 h5- 앙값

에 따라 순 를 매긴다. 본 서비스는 5년간 출

간한 논문이 100건 이하인 학술지는 제외하

으며, 포함하는 논문에는 특허, 책, 학술 회 자

료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컴퓨터공학과 공

학일반에서는 학술 회 논문도 요한 학술자

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학술

회 논문은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다. 

2.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

일 사이에 출간된 논문들을 상으로 구  스칼라 

매트릭스에서 제공하는 top100 학술지  논문들

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들을 상

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데

이터의 수집  처리과정과 네트워크 분석에 

한 반 인 임워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데이터 분석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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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은 이썬의 selenium 3.141.0 

라이 러리(Muthukadan, 2018)를 사용하여 

2020년 8월과 9월에 두 차례로 이 졌다. 먼  

1차에서는 구  스칼라 매트릭스에서 top100 

학술지의 논문  이를 인용하고 있는 논문에 

한 학술지명, 논문명, 자명, 출 년도, h5-

지수값, h5- 앙값을 수집하 고, 2차에서는 수

집한 논문들의 제목으로 KCI 웹사이트에서 검

색하여 학문분야와 키워드, 자의 기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 다. 2차 수집과정에서 KCI 웹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논문들과 인용논문 

 학 논문, 해외논문, 학술 회, 보고서 등은 

제외하 다. 한 자의 기 정보에는 학 외 

여러 기 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 간의 력 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

이므로 학 외 기 은 제외하 다. 수집된 데

이터는 네트워크 분석을 해 처리과정을 거

쳤는데, 를 들어 학명의 경우, ‘성균 ’, 

‘성균 학교’, ‘성균 학교 학원’ 등과 같

이 동일 기 임에도 서로 상이하게 표기된 것들

은 하나의 명칭으로 일치시켰다. 한 구  스

칼라 매트릭스에 색인된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경우, 동일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한 표기와 

문표기로 나뉘어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어 이에 한 복값을 제거하 다. 

네트워크 분석을 해 수집  처리된 데이터

에 한 상세는 다음 <표 1>과 같다.

네트워크 분석을 해 수집된 주요 학술지 

논문의 수는 총 851개이었으며, 이를 인용한 논

문의 수는 총 8,129개이었다. h5-지수값을 기

으로 가장 순 가 높은 학술지는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로서 h5-지수값은 15이었고, 가

장 순 가 낮은 국내 학술지는 ‘외식경 연구’

로서 h5-지수값은 7이었다.

3. 연구방법

3.1 네트워크 구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동향을 악하기 

해 학 력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분석,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분석,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국내 연구를 주도하는 학들이 어디

인지 악하고 이들 간의 학술 력 계를 이해

하기 해 학 력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 학의 연구자

들이 공 하 을 때 이를 력이라 간주하 는

데, 를 들어 ‘가’ 논문에 ‘A’ 학의 연구자와 

‘B’ 학의 연구자가 참여하 을 때 ‘가’ 논문을 

A 학과 B 학의 력논문이라 보았다. 

값

주요 학술지 수 100

주요 학술지  구  스칼라 매트릭스에 색인된 논문 수 851

주요 학술지  구  스칼라 매트릭스에 색인된 논문을 인용한 논문 수 8,129

주요 학술지  가장 높은 h5-지수값 15

주요 학술지  가장 낮은 h5-지수값 7

<표 1> 수집된 데이터에 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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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내 연구의 핵심 주제  지식 구

조를 악하기 해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키워드는 논문의 주제 

는 핵심내용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

들 간의 계를 이해함으로써 연구동향 악 

 연구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연구분야 간의 

연 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학술지의 인용 계분석을 통해 네트

워크 내 향력있는 학술지를 도출하고 국내 연

구의 지식  정보의 흐름을 악하기 해 학

술지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인용 

네트워크에서의 향력은 한 학술지가 여러 학

술지들에게 인용된 정도를 의미하며, 1회 이상 

인용된 정도가 높을수록 향력 있는 학술지라

고 볼 수 있다. 한 인용된 학술지에서 인용한 

학술지로 지식  정보가 달되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학문  흐름으로 이해하 다.

마지막으로, 인용 네트워크를 학문분야 

에서 분석한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네트워크 내 향력 있는 학문분야를 

도출하고 국내 학문의 지  흐름을 악하고자 

하 다.

각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를 해 Gephi 

0.9.2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분석기법  분

석목 은 다음 <표 2>와 같다.

3.2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각 네트워크 내 요 노드를 악하기 해 

심성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그리고 고유벡터 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을 활용하 다. 심성은 네트워크 내 각각의 

노드가 갖는 상  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 심성을 보는 에 따라 유형이 다르며 이

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이수상, 2012; 

임병학, 2014), 먼  연결 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네트워크 내 심에 치한 노드

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Yustiawan, Maharani, 

& Gozali, 2015). 근 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

워크 내 모든 노드들과 연결되기 해서 몇 단

계를 걸쳐야 하는지를 측정한 것으로서(Badar, 

Hite, & Badir, 2013),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

장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노드가 무엇인지

를 나타낸다. 매개 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

크 내에서 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나

분석기법 분석목

학 력 네트워크
- 국내 력연구 주도 학 악

- 학 간 연구 력 계 이해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 주요 키워드 악

- 핵심 주제  지식구조 악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 향력 있는 학술지 도출 

- 국내 연구의 지   정보 흐름 악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
- 향력 있는 학문분야 악

- 국내 학문의 지   정보 흐름 악

<표 2> 분석기법  분석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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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지표 의미 출처

연결 심성
(degree centrality)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Badar, Hite, & Badir, 2013; 
Otte, Rousseau, 2002;

Yustiawan, Maharani, & 
Gozali, 2015;
이수상, 2012;
임병학, 2014

근 심성 
(closeness centrality)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들과 연결되기 해서 몇 단계를 
걸쳐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매개 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

고유벡터 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연결된 다른 노드의 요성에 가 치를 반 하여 나타낸 지표 이상윤, 2015

<표 3> 각 네트워크 심성 지표의 의미와 출처

타내는 지표로서, 정보 달의 에서 향

력이 높은 노드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임병

학, 2014). 마지막으로 고유벡터 심성은 연결

된 다른 노드의 요성에 가 치를 부여하여 

노드의 요성을 나타낸 지표다(이상윤, 2015). 

본 연구에 사용된 심성 지표를 정리한 내용

은 다음 <표 3>과 같다.

4. 연구결과

4.1 대학 협력 네트워크

국내 주요 학술지 간 학 력 계를 악

하기 해 국내 주요 학술지 100개의 논문 851

개에서 자의 학정보를 추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네트워크 내 노드는 각 

학을 나타내며 노드 간 엣지는 학 간 연결정

도를 나타낸다. 를 들어 A 학과 B 학이 

함께 연구한 논문이 100개라면, 노드 A와 노드 

B 사이의 엣지의 가 치는 100이 된다. 한 노

드의 크기는 연결 심성을 나타내는데, 노드 C

의 연결 심성이 50이라면 C 학과 한번이라

도 같이 연구한 학의 수가 50임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상  력연구 학교

는 주로 서울/경기권에 속한 학들로 나타났

다. 서울 학교가 22건으로 가장 많이 력하

으며, 계명 학교(17건), 성균 학교(13건), 

경희 학교(12건), 이화여자 학교(12건), 연

세 학교(11건), 가천 학교(8건), 앙 학교

(8건), 경기 학교(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

울 학교의 경우 인하 학교, 송원 학교, 경희

학교, 순천향 학교, 청주교육 학교, 호서

학교, 구 학교, 연세 학교, 안동 학교, 경

찰 학교 등 여러 지역의 학과 력하여 연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명 학교도 부산카

톨릭 학교, 동아 학교, 동국 학교, 과학

기술 학교, 구과학 학교, 세명 학교, 서강

학교, 순천제일 학교, 남 학교, 성덕 학

교, 경북과학 학교 등 서울 학교와 마찬가지

로 여러 지역 학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두 학이 여러 지역의 학들과 

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다르게 성균

학교는 동국 학교, 상명 학교, 숙명여자 학

교, 명지 학교, 서울여자 학교, 서울 학교 등 

주로 수도권에 있는 학들과 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 력 네트워크 

내 상  15개 학의 심성 지표값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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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주요 학술지 간 학 력 네트워크

학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

서울 학교 22 0.423 3243.750 1.000 

계명 학교 17 0.360 1897.981 0.576 

성균 학교 13 0.371 1675.895 0.586 

경희 학교 12 0.394 1968.445 0.588 

이화여자 학교 12 0.360 1229.824 0.512 

연세 학교 11 0.330 1008.681 0.359 

가천 학교 8 0.330 803.556 0.324 

앙 학교 8 0.280 919.382 0.137 

경기 학교 8 0.320 494.716 0.249 

성신여자 학교 7 0.340 469.134 0.367 

가톨릭 학교 6 0.299 276.306 0.240 

순천향 학교 6 0.336 181.010 0.353 

건국 학교 6 0.293 197.076 0.139 

단국 학교 6 0.282 537.757 0.188 

경북 학교 6 0.300 345.953 0.235

<표 4> 학 력 네트워크 내 상  15개 학의 심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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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지표를 계산한 결과, 서울 학교가 모

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서울 학교가 단순히 력연구의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들과의 조 한 네트워크

를 통해 높은 력의 용이성을 보이고 있으며, 

네트워크 내 핵심  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요한 지식 달의 매개체  특성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서울 학교를 제외

하고는 근 심성과 매개 심성에서 경희 학

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연결 심성에서 순

가 더 높았던 계명 학교와 성균 학교보

다 네트워크 내 정보 확산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여러 학들 사이의 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학문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학교는 매개

심성에서 상  15개 학  가장 낮았는데, 이

는 다른 학들과의 상호 력보다는 독립 으

로 연구를 수행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

다. 한 고유벡터 심성에서 경희 학교와 성

균 학교가 서울 학교 다음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두 학이 국내 력연구에

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들과 함께 연

구함으로써 국내 력연구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를 해 국내 주요 

학술지 100개의 논문 851개에 색인된 키워드들

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네트워크 시

각화 과정에서 노드(키워드)를 연결하는 엣지

(edge)에 연결 심성을 가 치로 반 하 고, 

네트워크 내 군집화 정도를 나타내는 모듈성

(modularity)으로 네트워크를 그룹화하 다.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국내 주요 학술지의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2020 구  스칼라 매트릭스에 색인된 국내 주요 학술지에 한 계량서지학  분석  61

분석결과, 이직의도, 직무만족, 우울, 조직몰

입, 직무스트 스, 소진, 등 직무와 련된 키워

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 

자아존 감, 보육교사, 빅데이터, 진로 비행동 

등도 상  빈도 키워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듈성 정도에 따라 군집화를 실시하 을 때, 

상  5개의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 고, 

연결 심성 정도에 따라 상  키워드 10개를 추

출하 을 때 다음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학제  연구가 많이 이 짐에 따라 논문에 

색인된 키워드들이 여러 학문분야에 포함된 것

일 수 있기 때문에 군집 내 하나 이상의 주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요 키워드들로 군

집 내 표 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악해보고

자 하 다. 먼  군집1에서는 구매의도,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랜드이미지 등 경 과 련된 

키워드들이 다수 나타남을 확인하 다. 다음으

로 군집2에서는 유아교사, 학업성취, 교사효능

감과 같은 교육 련 키워드들이 으로 나

타났으며, 군집3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 직무스트 스와 같은 조직 는 직

무 련 키워드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군집 4에

서는 진로와 련된 키워드인 진로 비행동, 진

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 , 

진로장벽 등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군집5의 

경우 Intoxication, Stress, CES-D척도 등 정신

질환과 련된 키워드들이 다수 나타남을 확인

하 다. 즉, 국내 주요 학술지의 인용빈도가 높

은 학술지들의 주요 주제로 ‘경 ’, ‘교육’, ‘조직 

는 직무’, ‘진로’, ‘정신질환’ 등이 나타났다. 

4.3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주요 

학술지의 논문 851개와 이를 인용하는 학술지

의 논문 8,129개의 학술지명과 인용 계를 추

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네트워크 

내 노드는 각 학술지를 나타내며 엣지는 인용

계를 나타낸다. 노드의 크기는 인용된 정도

를 나타내는 in-degree 값을 의미하며, 엣지의 

두께는 in-degree를 반 하 다. 즉, 많이 인용

될수록 노드의 크기가 크며 다른 노드들과의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키워드1 행동의도 매개효과 직무만족 진로 비행동 삶의만족도

키워드2 구매의도 자아존 감 이직의도 진로정체감 소비패턴

키워드3 기술수용모델 공동체의식 조직몰입 아동학 ․고령소비자

키워드4 태도 유아교사 조직시민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Adaption

키워드5 서비스품질 정신건강 사회 지지 메타분석 Intoxication

키워드6 1인가구 행복감 직무스트 스 방임 SNS

키워드7 고객만족 학업성취 소진 진로결정수 Stress

키워드8 선택속성 교사효능감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University

키워드9 랜드이미지 스마트폰 독 보육교사 학생활 응 CES-D척도
1)

키워드10 재이용의도 공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요인구조
1) CES-D척도: 우울증 진단 척도 

<표 5> 군집별 주요 키워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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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가 두껍게 나타나도록 설정하 다. 인용 

계는 방향성을 가지는데, X 학술지의 논문이 

Y 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하 다면 (X→Y)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네트워크에서는 시계방

향으로 표 된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분석결과, 동일 학술지로의 인용 계(X→X)

를 제외하고 총 2,571건의 인용 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드의 수는 48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 청소년학연구로서 

163번이었으며, 연구 이 136번, 한국체

육학회지가 133번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술지

에 1회 이상 인용된 경우가 가장 많은 학술지로

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로서 64개의 학술지에

서 인용하 으며, 다음으로 청소년학연구가 61

개, 한경 학회지가 50개, 한국사회학이 48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가 48개, 보

건복지포럼이 47개 등으로 나타났다. in-degree

로 확인한 Top10 학술지의 네트워크 심성 

지표값은 다음 <표 6>과 같다.

<그림 4> 국내 주요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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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in-degree out-degree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64 82 146 0.866 10175.916 0.918 

청소년학연구 61 38 99 0.614 3656.170 1.000 

한경 학회지 50 22 72 0.551 2031.014 0.790 

한국사회학 48 9 57 0.464 1831.575 0.549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48 7 55 0.431 615.062 0.671 

보건복지포럼 47 4 51 0.385 766.839 0.646 

한국언론학보 46 10 56 0.513 1312.678 0.429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6 10 56 0.464 818.046 0.828 

사회과학연구 42 46 88 0.647 3127.621 0.701 

상담학연구 42 1 43 0.342 453.375 0.782 

<표 6>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내 Top10 학술지 심성 지표 

in-degree값이 가장 높았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는 다른 학술지를 인용한 정도를 나타내

는 out-degree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는데, 이는 여러 학술지들과 넓은 범 의 상

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

로 한국사회학,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

문제, 보건복지포럼 등 상  10개 학술지  6

개의 학술지가 out-degree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즉, 여러 학술지들에서 인

용하고 있는 주요 학술지들의 경우, 체 으

로 몇 개의 특정 학술지들만을 인용한다는 것

이며, 이를 통해 국내 지식의 흐름에 편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 고유벡터 심성에서 청소년학연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네트워

크 내 핵심 학술지들이 청소년학연구를 활발히 

인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내 주요 학술지들

이 청소년과 련된 주제의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4.4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는 각 학술지의 인용

계를 학문분야 에서 분석한 것으로써, 

각 학술지의 학문분야가 네트워크 내 노드에 

해당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5>

와 같다. 

분석결과, 교육학 분야의 학술지들의 in-degree

값이 43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경 학

(31), 사회복지학(28), 학제간연구(27), 행정학

(27), 학(26), 공학일반(25), 심리과학(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주

요 학술지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술지들에서

는 교육학, 경 학, 사회복지학 분야가 타학문

분야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학문임을 의미

한다. 한 여러 학문분야가 융합된 학제간연구

도 높은 순 를 나타냈는데 이는 국내 연구에서 

융합연구의 비 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음으로, in-degree 순으로 Top10 학문분야에 

한 심성 지표값은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공학일반이 다른 학문분야보다 

out-degree에서 낮은 수치(10)를 보 는데, 이

는 최근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분석과 같

이 공학에 속한 방법론이 사회과학분야에 활용

되면서 높은 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반 로 

사회과학분야의 이론을 공학에서 활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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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주요 학술지의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

학문분야 in-degree out-degree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

교육학 43 24 67 0.795 440.205 0.930 

경 학 31 23 54 0.775 188.417 1.000 

사회복지학 28 19 47 0.705 111.705 0.843 

학제간연구 27 24 51 0.795 182.187 0.824 

행정학 27 18 45 0.689  85.938 0.954 

학 26 17 43 0.689 169.079 0.913 

공학일반 25 10 35 0.585  70.983 0.974 

심리과학 24 12 36 0.608  78.170 0.740 

기타사회과학 23 15 38 0.646  58.656 0.737 

사회학 20 14 34 0.633  67.145 0.633 

<표 7>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크 내 Top 10 학문분야에 한 심성 지표 

우가 기 때문이라고 나타나는 상이라고 추

측된다. 고유벡터 심성에서 공학일반이 경

학 다음으로 높은 수치(0.974)를 보 는데, 이

는 공학일반의 지식  정보가 핵심 학문분야

에 확산되어 활용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근 심성에서는 교육학(0.79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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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간연구(0.795)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학문분야가 타학문

분야에 가장 빠르게 지식확산을 미칠 수 있는 

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매개 심성에서는 

행정학(85.938), 공학일반(70.983), 심리과학

(78.170), 기타사회과학(58.656)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 는데, 이는  학

문분야들이 다른 학문분야와 상호작용하기보

다는 상 으로 독립 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

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연구의 포 인 연구동향  

지식구조 등을 악하기 해 학 력 네트워

크 분석,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분석, 학술

지 인용 네트워크 분석, 학문분야 인용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2020 Google 

Scholar Metrics에 색인된 국내 주요 100개 학

술지에 발표된 논문 851개와 이를 인용하고 있

는 논문 8,129개에 한 서지정보를 수집하

고, 각 분석기법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학 력 네트워

크 분석 결과, 서울 학교가 국내 다른 학들

과 가장 활발한 력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명 학교, 성균 학교, 경희

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동시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이직의도, 직무만족 

등 직무와 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 네트워크 내 군집화를 실시하 을 때 경 , 

교육, 조직/직무, 진로, 정신질환과 같은 다섯 

개의 주요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의 인용빈도  피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다른 학술지들과 활

발하게 지식  교류가 이 지고 있음을 확인하

고, 이와는 반 로 한국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지: 문화  사회문제, 보건복지포럼 등 상  10

개의 학술지  6개에서 낮은 out-degree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지식교류의 흐름이 편향

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요 학술지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술지들 간의 네트워크만을 살펴봤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주요 학술지들이 인용

하고 있는 학술지들에 한 인용정보를 수집하

여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분야 인

용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교육학, 경 학, 사회

복지학이 타학문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학문으로 나타났고, 공학일반이 다른 학문들보

다 네트워크 내 피인용 비 인용 비율이 낮았

는데, 이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최신 컴

퓨터기술이 여러 학문들에 활용되어지는 것에 

비해 공학에서는 사회과학 는 체능과 련

된 이론  기술이 활용되어지기 어렵기 때문

에 나타나는 상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단일 학문분야 는 특정 학술지

에 국한된 기존의 계량서지분석 연구들과는 차

별화된,  학문분야를 포 하는 거시 인 

에서의 분석을 시도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

다. 이를 해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구  

스칼라 매트릭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 여러 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내 노드들 간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다각 인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

는 최근 5년간(2014-2019) 출간된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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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는데, 이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에 해서는 살펴볼 수 있었으나 장

기  에서 시기별로 변화되어 온 양상에 

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최근 논문뿐만 아니라 그 

이 의 논문에 한 데이터도 수집  분석하

여 시기별 연구동향을 악하고 이를 비교함으

로써 국내 연구의 변천사에 한 상세한 이해

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한 주요학술지를 

단하는 기 인 h5-지수가 학술지의 규모에 

향을 받기 때문에 게재논문 수가 많은 형 

학술지와 사회과학계열의 학술지들이 주요학

술지 순 에 다수 포함되어 본 연구결과가 국

내 학술동향의 반을 표한다고 보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h5-지수 

뿐 아니라 다른 기 을 추가하여 여러 학문분

야의 특성을 반 한 데이터 수집  분석이 이

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계량서지분석연구에

서 시도하지 않았던 구  스칼라 매트릭스를 

활용한 범  연구를 진행하 으며, 구  스

칼라 매트릭스와 KCI 데이터와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항목을 수집하여 복합 인 연구를 진행

하 다는 것에 학술  의의를 지닌다. 한 융

복합 연구가  더 각 받으면서 학문분야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를 거시  

에서 학문분야 간 학문  교류의 흐름  특

성을 규명하 으며, 키워드, 학술지, 학문분야

로 범 를 넓 가면서 단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연구의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자 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

는 국내 학 간 공동연구의 략 수립  다학

제  융합 연구 기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에

서 실질 인 함의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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