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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가 제안한 자아 중심 인용 분석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 중심 인용 분석을 연구자 단위가 아닌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으로 응용하는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시험적으로 폭소노미 주제의 연구문헌 집단에 응용하여 

관련 연구의 핵심 문헌들과 주요 적용 이론을 반영하는 인용 정체성과 인용 이미지를 파악해보았다.

1. 서론

White(2000)가 제안한 자아 중심 인용 분석

(ego-centered citation analysis) 기법은 인용

을 통해 특정 연구자의 연구 이력에 대한 다면

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White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분야에서 정립된 자아 중심 네

트워크 분석(ego-centered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응용하여 개인 연구자를 자아(ego)로 

설정하고 자아의 인용 정체성, 인용 이미지, 인

용 이미지 구축자, 공저자까지 네 측면의 분석

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중에서 개인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서 분석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용 정체성과 인용 이미지이다. 연구자 A의 

인용 정체성을 구성하는 저자들은 A의 논문에

서 A 본인이 직접 인용하기로 선택한 저자들

이며, 연구자 A의 인용 이미지를 구성하는 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A를 인용한 논문에서 

함께 인용하기로 선택한 저자들이다. 인용 정

체성은 연구자 본인의 생각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고 인용 이미지는 타인의 눈에 비친 연

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윤 2012).

자아 중심 인용 분석 기법은 연구자 개인

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되었지만, 저자

처럼 논문 집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대상

인 저널에 대해서 적용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

었다(Nebelong-Bonnevie & Frandsen, 2006; 

Bonnevie-Nebelong, 2006; Tsay, 2011; 

Yanping, 2011).

원래 개인 연구자들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

로 제안된 h-지수(Hirsch, 2005)가 저널 영향

력 평가(Braun, Glänzel, & Schubert, 2005)

나 연구 주제의 영향력 평가(Banks, 2006)에 

적용되었듯이, 자아 중심 인용 분석 기법도 

어느 정도 규모의 문헌 집합으로 대표되는 대

상이라면 무엇에나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저자나 저널을 다루는 

것과 유사하게 특정한 연구 주제를 자아로 설

정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문헌집합을 대상

으로 자아 중심 인용 분석을 수행하는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폭소

노미 연구 문헌들에 대해서 적용해보았다.

2.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의 개념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자아(ego)를 연구자 개인과 저널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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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과 달리 특정 주제 연구문헌 집합으로 

설정한다. 사실상 연구자 개인이나 저널도 단

일 논문이 아닌 여러 논문의 집합이므로 ego

의 설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주요 문헌집합을 자아로 설정하였을 때 다음

과 같이 핵심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 주제 인용 정체성 (topic citation identity): 

주제 문헌 집합에서 인용된 주요 문헌 집합

- 주제 인용 이미지 (topic citation image): 주

제 문헌 집합과 동시인용된 문헌 집합

개인이나 저널인 경우에는 서지사항에 명시

되므로 자아를 인용하거나 자아가 인용하는 

타자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만, 주제를 단위

로 하는 분석에서는 타자, 즉 자아가 아닌 다

른 주제를 기계적으로 식별하기는 어렵다. 자

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에서 타자인 문헌 집

합은 자아를 인용하거나 자아가 인용한 문헌

들 중에서 인용 빈도가 높은 문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군집화해서 해석하기로 한다.

주제 인용 정체성을 파악할 때에는 주제 문

헌 집합 내에서 빈번히 인용된 문헌들을 동시

인용 분석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주제 인용 

이미지를 파악할 때에는 주제 문헌 집합을 인

용한 문헌 집합 내에서 자주 인용된 문헌들을 

동시인용 분석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이와 같이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한 인용 

정체성과 인용 이미지는, 연구 주제에 대한 

좁은 시각의 접근(<그림 1>)과 넓은 시각의 

접근(<그림 2>)로 비유할 수 있다. 인용 정체

성은 특정 연구 주제 문헌들에서 인용된 문헌 

집합이므로 해당 주제의 연구 수행에 필수적

인 핵심 문헌 집합을 드러내준다. 이는 해당 

주제 내부에서 바라보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인용 분석에서 특정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해서 문헌 동시인용 분석 

기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림 1> 주제 인용 정체성의 개념도

<그림 2> 주제 인용 이미지의 개념도

이와 달리 인용 이미지는 특정 연구 주제 

문헌들을 인용한 문헌들이 이와 함께 인용한 

문헌 집합이므로 해당 연구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폭넓게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인용 이미지는 해당 주제 외부, 

또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ego는 특정 주제



<그림 3>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표현한

폭소노미 연구의 인용 정체성 지도

자아 심 인용 분석을 응용한 폭소노미 연구 문헌 분석  155

의 문헌 집합을 나타내고, ego가 아닌 다른 

도형은 문헌, 화살표는 인용관계를 의미한다. 

<그림 1>의 주제 인용 정체성에서는 최종 분

석 대상 문헌집합은 특정 주제 문헌집합에서 

인용된 문헌들(원으로 표시)로만 한정된다. 이

와 달리 <그림 2>의 주제 인용 이미지에서는 

특정 주제 문헌집합에서 직접 인용되지는 않

았으나, 주제 인용 이미지 구축자로부터 특정 

주제 문헌집합과 동시 인용된 문헌들(다각형으

로 표시)도 분석에 포함된다. 이처럼 주제 인

용 이미지 분석에서는 특정 주제를 연구할 때 

빈번히 인용되는 다른 주제의 문헌들도 살펴

볼 수 있다.

3. 폭소노미 연구 문헌에 대한 분석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의 시험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문헌정보학을 비롯하여 물리학, 

사회학, 컴퓨터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탐구

되고 있는 폭소노미를 선정하였다. 2011년 

11월 12일, WoS에서 

topic 필드 검색창에 

folksonomy와 social 

bookmark, user 

tagging, collaborative 

tagging을 비롯한 다양

한 폭소노미 관련 탐색

어를 입력하여 282건

의 문헌을 획득하였다. 

이들을 폭소노미 주제

의 자아 문헌집합이라

고 할 수 있다. 자아 문헌집합 282건을 인용

한 문헌은 572건이었으며 이들은 폭소노미 

주제의 인용 이미지 구축문헌에 해당한다.

<그림 3>은 자아 문헌집합 282건으로부터 

인용된 문헌 중 인용빈도 상위 91건 사이의 

동시인용빈도를 이용하여 생성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Schvaneveldt, 1990)로서, 폭소노미 

주제 연구의 인용 정체성 지도이다. 인용 이미

지 구축 문헌 572건으로부터 인용된 문헌 중 

인용빈도 상위 70건의 동시인용빈도를 이용하

여 생성한 <그림 4>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는 

폭소노미 주제 연구의 인용 이미지 지도이다. 

두 데이터에서 연관성 행렬은 동시인용빈도를 

코사인 계수로 정규화하여 생성했다.

인용 정체성 지도와 인용 이미지 지도를 비

교해보면 folksonomy, collaborative tagging, 

semantic web과 관련된 문헌 군집은 양쪽에 

대부분 겹쳐 출현하고 있으며 인용 이미지 지

도의 아랫쪽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인용 

이미지 지도의 윗쪽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complex networks, social network theories, 

network dynamics 관련 문헌들은 인용 정체

성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폭소노

미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Watts나 

Barabasi 등의 복잡계 및 네트워크 과학 분야

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표현한

폭소노미 연구의 인용 이미지 지도

156  제19회 한국정보 리학회 학술 회 논문집

4. 결론

전통적인 계량서지적 주제분

석 기법인 문헌동시인용 기법

이 주제 영역 내부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던 것에 비해, 이 연

구에서 제안한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 기법은 특정 주제 

영역을 외부에서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존 기법과 함께 사용하면 포괄적인 시각의 계

량분석 기법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제 인용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특정 

주제 영역의 연구가 발전,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다양한 외부 영역의 이론이나 

기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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