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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학계에서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연구의 결과를 동료 학자 혹은 타인에게

알리는 가장 요한 수단이며 학자들 간의 화를 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탄생시키는 표 인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양과 질은 학자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학자가 몸담고 있는 기 의 연구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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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양질  문  생산하고 신  문  한 학술지에 게재 어 보다 큰 향력  가지는 것  든 연

들  원하는 라고 할 수 다.  문  사회연결망  통해 행 학과 책학 야  학술지 9개를 

하여 트워크를 하고  9개 학술지들 간  상호 용  통해 각 학술지들  트워크상에  가지는 

향력  하 다. 트워크상에  향력에 해 각각 미하는 가 다른 연결 심 , 타 심 , 고

심  3개 심 지수를 통해 한 결과 한 행 학보가 행 학과 책학 야를 통틀어 가  큰 향력  가지는 

학술지로 나타났고 한 책학회보가 그 를 었다. 그리고 심 지수  택  달라질  마다 학술지들  가지

는 향력 순 가 달라지는 경향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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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는 요한 잣 가 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술논문의

출간은 연구기 과 학자로서의 명성은 물론 생존여부에

도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각각의 논문은 그 나름 로 의의를

가지고 학문의 발 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논

문이 학계에 미치는 후속 인 향의 정도는 매우 다른

것이 사실이고 각 학문분야별로 매우 큰 향력을 지니

는 학술지도 존재하는 반면 그 지 못한 학술지도 존재

한다. 각 연구자들은 개인 으로 자신의 논문이 보다

리 알려지고 인용되기를 바랄 것이며 이를 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이왕이면 학계에서 보다 더 리 알려진 명

망 있는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논문이 가지

는 학술 인 요성과 논문출간 이후에 다른 연구에 미

친 향을 정량 으로 악하는 것은 연구자 그리고 연

구기 들을 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리 쓰이는

수치가 해당 논문이 얼마만큼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는지

를 나타내는 향력지수(Impact Factor)이다. 이는 개별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지단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학계에서 리 쓰이는 이러한 향력지수로는

학술지간의 상호 계 이들이 서로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해 학술지를 단 로

하여 이들의 상호 계 학술지 네트워크의 특성의 정

량 측정을 해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1,2]. 사회연결망이라는 개념은 이

미 학문 역뿐만 아니라 SNS, 온라인게임 등의 도래

로 사회 반 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기업경 , 정치

학 등 넓은 분야에서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이 이루어지

고 있다[3,4,5,6]. 한 사회연결망의 이용이 집단지성의

향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으며, 국가

신시스템 등의 행정 분야에서도 네트워크의 개념이 이

용되고 있다[7,8].

사회연결망분석에서 리 쓰이는 개념인 노드(node)

는 각각의 학술지로, 그리고 링크(link)는 학술지간의 상

호인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9,10]. 학술지간 상호

인용과 피인용 횟수는 학술지 간의 향 계에 해 많

은 정보를 제공해 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11]. 지

까지 여러 학자들이 선행연구로 연결망분석을 통해 여

러 학문분야에서의 학술지들의 향력의 상호 계를 연

구하 다. Kim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요

학술지들을 이용해 네트워크구조를 분석하 으며 Jeong

and Lee는 산업공학에서의 학문 융합 구조를 연구하

다[12,13]. 그리고 Won and Choi는 통계학분야의 학술

지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으며 Choi and Chang은

학 분야 학술지들을 상으로 분석을 시도하 다

[14,15]. 수학, 정보과학, 회계학, 의류과학 분야에서도 동

일한 종류의 연구가 존재할 정도로 학술지 련 네트워크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6,17,18,19].

이 논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 체계상 ‘사회과

학’ 내의 23개 분류에 포함되는 행정학과 정책학의 총

46개 학술지(행정학 32개, 정책학 14개) 한국연구재단

향력지수 상 권에 랭크되어 있는 표학술지 9개를

선정하고 각 학술지간의 상호인용빈도를 통해 연결망분

석을 시행하여 학술지들이 어떤 상호 계를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향력을 각각 학술지 네트워크

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 제2장에

서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방법과 행정학 정책

학분야의 학술지들의 상호인용 황을 소개하 다. 제3

장에서는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심성지수

들을 통해 행정학과 정책학분야에서의 학술지들이 상호

간의 계에서 서로 가지는 향력에 해 으로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도출된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하 다.

2. 연  

2.1 상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 체계상 행정학과 정책학은

다른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실 이 두 학문분야는 매

우 하게 연결되어 있다. 통 으로 정책은 국가행

정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내 학

의 행정학과에서는 세부분야로 행정학과 정책학을 동시

에 개설하고 많은 학자들이 행정학과 정책학 학술지에

동시에 논문을 투고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지간의 상호

인용빈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행정학분야와 정책학분야

를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보다 더

한 분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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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먼 사회과학 내 23개 분류 에서

행정학과 정책학 련 학술지 46개를 1차 상으로 선정

하고 이 학술지들을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5년간

향력 지수에 따라 정렬하 다. 그리고 지방행정, 경찰

행정 등 행정학 세부분야만의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

지는 제외하고 일반 으로 행정학 정책학 모든 분야

의 논문을 출간 상으로 하는 학술지만을 선정하 다.

Title Publishing Institution I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51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96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1.66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40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1.25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Korea University
1.13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01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0.70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0.73

<Table 1> Journal Titles, Publishing Institutions, 

and 5-Year Impact Factors

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행정학보(PAR), 한국정책

학회보(KPS), 행정논총(KJP), 한국정책과학학회보(PSR),

한국행정논집(PAQ), 정부학연구(JGS),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SPA), 한국행정연구(JPA), 정책분석평가학회보(PAE)

의 9개 등재학술지가 연구 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0 에

해당한 ‘국가정책연구’는 2016년 7월 재 등재지가 아닌

등재후보지이고 상 9개 등재지와는 상호인용빈도를 거

의 찾아볼 수 없어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Table

1>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 상이 된 학술지명 ( 순서

로)과 출 기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5년

간 향력지수를 제시하 다.

2.2 학술지간 상호 용빈도

아래에서는 분석 상으로 선정된 행정학·정책학분야

의 9개 학술지의 상호인용빈도를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

페이지(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의 자

료를 이용해 제시하 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

하는 학술지정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각 학술지가

많이 인용한 학술지 상 20개와 상호인용빈도의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 상으로 설정한 9개

학술지는 거의 부분 서로 상호인용빈도가 상 20개

순 안에 들어가며 유일하게 상호인용빈도가 의 자료

에서 제공되지 않은 단 한 경우(정부학연구의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인용빈도)는 해당 학술지를 수조사하여 데

이터를 입수하 다.

PAR KPS KJP PSR PAQ JGS SPA JPA PAE

PAR 851 336 249 100 153 121 144 124 68

KPS 571 557 229 135 112 113 115 90 112

KJP 398 166 244 52 89 87 111 103 47

PSR 214 120 78 115 66 36 58 52 44

PAQ 400 145 165 104 230 73 160 71 38

JGS 314 134 98 27 51 112 54 75 7

SPA 573 259 197 103 131 86 401 96 69

JPA 346 161 95 58 85 47 109 149 61

PAE 311 228 109 91 103 49 118 83 303

<Table 2> Frequency of Cross-Citation

<Table 2>에서 각 셀의 숫자는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가로 행에 있는 학술지가 세로 열에 있는 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이다. 를 들어 한국정책학회보

(KPS)가 한국행정학보(PAR)을 인용한 횟수는 571건이

된다. 따라서 표의 각선에 치한 숫자는 자기인용

숫자가되고 각 행의 숫자의 합은 해당 학술지에실린 논

문들이 자기인용을 포함하여 다른 학술지들에 실린 논문

들을 인용한 횟수가 되며 각 열의 숫자의합은 해당 학술

지에 실린 논문들이 자기인용을 포함하여 다른 학술지들

에 인용된 횟수를 나타낸다.

표에서 나타나는 행정학·정책학분야 9개 학술지 네

트워크의 특성은 모든 학술지가 다른 모든 학술지와 상

호인용을 하 다는 이며 따라서 표의 어느 곳에도

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

성을 감안할 때 지 까지 고안된 모든 심성지수를 연

구의 상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감안하여 분석이



심 지수를 용한 행 학· 책학 련 학술지  상호 용 트워크 

30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Sep; 14(9): 301-308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에 하여는 후술한다.

아래 [Fig. 1]은 이 연구의 상인 행정학·정책학분야

9개 학술지의 상호인용연결망을 각 학술지를 하나의 단

(node)로 표시하여 시각 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느 한

학술지도 고립되어 있지 않고 체 으로 하게 연결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으로는 각 학

술지들이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향력의 정도를 정

확하게 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어질 심성지수 분석

을 통해 이에 해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네트워크분석을 한 소 트웨어는

UCINET 6가 사용되었다.

[Fig. 1] Graphical Representation of Journal 

Cross-citation Network

3. 심 지수(Centrality Measures)

심성지수(Centrality Measures)는 네트워크에서 각

단 들이 다른 단 에 비해 어느 정도 심 인 역할을

하며 다른 단 에 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20]. 이러한 심성지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술하 듯이 이 연구의 상인 네트워크

의 특성상 모든 학술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혹은두 노드가 서로 연결되기 해 특정 노드에 어느정

도로의존해야하는가를나타내는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이 연구에서 분석하기 하지 않다. 따라

서 아래에서는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베타 심

성(Beta Centrality), 고유벡터 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의 3개 심성지수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분석결

과들 간의 차이도 알아보기로 한다.

3.1 연결 심 (Degree Centrality)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는 각 노드가 네트워크

안에서 가지는 연결의 숫자를 나타낸다[21]. 이 지수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활동을 가장 직 으로 이해하기 쉬

운 심성지수라고 할 수 있다. 노드 의 연결 심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노드 로부터노드 로의 연결이가지는값

(연결이 있으면 1, 없으면 0)이며 은 네트워크 내부의

체 노드의 숫자를 나타낸다.

연결 심성은 크게 내향 심성(Indegree Centrality)

와 외향 심성(Outdegree Centrality)으로 나타낼 수 있

는데 내향 심성은 네트워크 내 각 노드가 다른 노드로

부터 받는 연결의 숫자이며 외향 심성은 반 로 각 노

드가 다른 노드에게 주는 연결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의 외향 심성지수는 각 학술지가 다른 학술지를

인용한 총 횟수를 의미하고 내향 심성지수는 각 학술지

가 다른 학술지로부터인용된 총 횟수를 의미한다. 즉, 외

향 심성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학술지의 피인용 횟수를

늘려주므로 네트워크 내에서 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향 심성지수가 높을수록 각 학술지가 학자들에

게서 얼마나 유명한지 는 얼마나 명망이 있는지를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9개 학술지의 내향 심성과 외

향 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Journal OutDegree InDegree NrmOutDegree NrmInDegree

SPA 1514.00 869.00 33.028 18.957

KPS 1477.00 1549.00 32.221 33.791

PAR 1295.00 3127.00 28.250 68.216

PAQ 1156.00 790.00 25.218 17.234

PAE 1092.00 446.00 23.822 9.729

KJP 1053.00 1220.00 22.971 26.614

JPA 962.00 694.00 20.986 15.140

JGS 760.00 612.00 16.579 13.351

PSR 668.00 670.00 14.572 14.616

<Table 3>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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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서 우리가 연구 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

학·정책학 분야에서는 한국행정학보(PAR)가 2 인 한국

정책학회보(KPS)보다 2배가 약간 넘는 내향 심성을 가

지고 있어 가장 명망이 있는 학술지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외향 심성 측면에서는 내향 심성에서 만큼의 큰

편차는 보이지 않으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SPA)가 내

향 심성지수가 가장 높아 다른 학술지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학술지라고 볼 수 있다. 표의 마지막 두 열은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 심성을 비교하기 해 표 화시

킨 수치들이다.

Minimum Maximum
Standard

Deviation
Centralization

OutDegree 668.00 1514.00 274.382 9.950%

InDegree 446.00 3127.00 780.963 49.536%

<Table 4> Degree Centrality –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4>는 연결 심성지수에 한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표 편차와 최댓값에서 최솟값을 뺀 범 를

볼 때 외향 심성이 내향 심성보다 훨씬 더 변화의 정

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한 표의 마지막 열에서는

네트워크의 심화지수(Centralization)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 심화지수는 네트워크 연결 심성 측면에서 각

학술지의 향력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22]. 표의 수치들을 볼 때 역시 내

향 심성지수의 불평등도가 외향 심성보다 훨씬 큰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학술지가 다른 학술지를 얼

마나 인용했느냐는 지표(내향 심성)보다 얼마나 인용되

었느냐(외향 심성)는 면에서 명망 있는 학술지와 그

지 못한 학술지의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3.2 고 심 (Eigenvector Centrality)

고유벡터 심성은 앞에서 살펴본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을 기반으로 하지만 연결 심성을 보다 더 확

장하여 보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3]. 고유벡터 심

성(Eigenvector Centrality)의 개념은 기본 으로 각 행

자가 연결 심성지수가 높은 이웃과 연결된다면 그

지 않은 이웃과 연결되는 것보다 네트워크상에서의 향

력(고유벡터 심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벡터 심성은 어느 행 자의 연결 심성을 그 행

자와 연결된 행 자의 연결 심성으로 가 치를 두어 계

산한 것이다. 고유벡터 심성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연결

을 같이 취 하는 연결 심성보다 향력에 해 더

많은 것을 알려 다고 할 수 있다.

아래 <Table 5>는 이연구의 분석 상인 행정학·정책

학분야 9개 학술지의 고유벡터 심성지수를 순 로 보

여주고 있다. 아래 순 는 앞서 살펴본 연결 심성지수

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논총(KJP)와 한

국사회와 행정연구(SPA)의 순 가 서로 바뀌었으며 연

결 심성지수에서 최하 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PAE)가 고유벡터 심성에서는 6 에 랭크되었다. 한

한국행정연구(JPA)와 한국정책과학학회보(PSR)는 순

가 하락하 다.

Rank Journal
Eigenvector

Centrality

Normalized

Eigenvector

Centrality

1 PAR 0.645 91.282

2 KPS 0.416 58.792

3 SPA 0.359 50.781

4 KJP 0.273 38.664

5 PAQ 0.247 34.964

6 PAE 0.226 32.023

7 JPA 0.203 28.734

8 JGS 0.174 24.637

9 PSR 0.151 21.372

<Table 5> Eigenvector Centrality

여기서 한 우리 연구의 분석 상인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9개 학술지 네트워크의 심성의 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도 알 수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네트워크

심화지수는 무려 85.14%에 달해 매우 큰 정도의 향력

불균등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3 타 심 (Beta Centrality)

보나시치는 각각의 심성지수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착안하여 새로운 심성지수를 개발하

다[24]. 보나시치의 베타 심성지수는 연결 심성지수와

고유벡터 심성지수를 부 고려하고 보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여기서 베타란 보나시치의 심성지수를 계

산하는데 필요한 가 치를 의미하는데 베타가 작으면 특

정 행 자를 둘러싸고 있는 국지 구조에 가 치가 부

여되고 베타가 크면 네트워크 체 구조에 가 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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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다. 알맞은 베타의 크기는 UCINET에서 자동 으로

노드 심성지수의 제곱의 합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같

아지도록 계산되어지는데 여기서는 0.0005가 도출되었

다. 이와 같이 기존지수의 단 을 보완한 보나시치의 베

타 심성은 에서 살펴본 연결 심성보다 더 우수한 지

표로 인정받고 있다[22]. 아래 <Table 6>에서 표 화된

보나시치의 베타 심성지수를 볼 수 있다.

Rank Journal Normalized Beta Centrality

1 PAR 2.367

2 KPS 1.219

3 KJP 0.831

4 SPA 0.600

5 PAQ 0.518

6 JPA 0.423

7 JGS 0.398

8 PSR 0.392

9 PAE 0.316

<Table 6> Beta Centrality

여기서는 기존의 내향 심성과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1 부터 3 까지의 순 는 이미 살펴본

내향 심성지수와 같다. 내향 심성에서 7 던 한국정

책과학학회보(PSR)가 8 로 하락하 으며 8 던 정부

학연구(JGS)는 7 로 상승하 다. 베타 심성에서 베타

가 0일경우베타 심성은 바로연결 심성이 되고 이 연

구에서 자동으로 도출된 베타 값이 0.0005로 아주 작다는

에서 베타 심성지수를 이용한 순 가 연결 심성지

수를 이용한 순 와 거의 같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결

아래 표에서는 지 까지 이 연구에서 분석한 3가지 다

른 심성지수에 따른 행정학·정책학분야의 9개 학술지

들의 순 가 네트워크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연구재

단의 향력지수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요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한국행정학보(PAR)과 한국정책학회보(KPS)

가 모든 지수기 에서 각각 1 와 2 의 향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향력지수에서 7 던 한국사회와 행정연

구(SPA)가 심성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3 혹은 4

에 랭크되었다. 한 향력지수에서 6 를 차지한 정

부학연구(JGS)는 심성지수 분석에서는 7 혹은 8

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향 심성지

수와 베타 심성지수에서 최하 를 차지한 정책분석평

가학회보(PAE)는 고유벡터 심성에서는 6 를 차지해

기 이 되는 지수가 달라짐에 따라 각 학술지의 향력

순 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Rank IF
In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Beta Centrality

1 PAR PAR PAR PAR

2 KPS KPS KPS KPS

3 KJP KJP SPA KJP

4 PSR SPA KJP SPA

5 PAQ PAQ PAQ PAQ

6 JGS JPA PAE JPA

7 SPA PSR JPA JGS

8 JPA JGS JGS PSR

9 PAE PAE PSR PAE

<Table 7> Ranks of Journals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행정학·정책학 분

야 학술지들 에서 특정 세부 분야의 논문만을 출간하

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정책학의 분야를 포

하고 한국연구재단 향력지수 상 에 랭크된 9개 학

술지를 연구 상으로 하여 상호인용 데이터와 각기 다른

심성지수를 이용해 각 학술지의 향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학술

지의 향력을 측정하는 지수가 달라지면 그 결과도 크

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상의 연결숫자만을 고려

할 것인가(연결 심성) 아니면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행 자들의 향력까지 고려할 것인가(고유벡

터 심성, 베타 심성)에 따라 학술지의 향력순 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기 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향력의 개념이 달라지고 정량

분석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 다. 하지만

한국행정학보(PAR)와 한국정책학회보(KPS)에 한 분

석결과는 어떤 심성지수를 선택하느냐에 계없이 이

두 개의 학술지가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매우 큰 향

력을 가지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이미 학계에서 자리를

굳건하게 굳힌 학술지 이외에는 심성지수를 달리함에

따라 순 의 변동이 크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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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호 한 계를 가지고 있는 행정학과

정책학분야의 학술지 모두를 상으로 할 경우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부분야를 다루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모든 주제를 상으로 하는 일반학술지를 연구의 단 로

삼았다. 하지만 행정학과 정책학분야는 그 특성상 사회

과학의 많은 분야를 학제 으로 포 하므로 이러한 특성

을 살려 앞으로 지방행정, 경찰행정 등 세부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타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후속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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