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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에 포함되

지 않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전되

고 있다. 일부 대학과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던 

평생교육전공은 사이버대학교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2017년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

자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다방면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2000년 

이후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수

는 점차 늘어났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

육진흥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정책보고서가 그 어느 때

보다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연구동향 

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 예로,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학평생

교육 연구동향 분석(Kwak et al. 2014)과 한국 평

생교육학의 이론 및 정책 연구(Kim et al. 2007)
가 있었다. 또, 평생교육관련 학위논문의 양적 증

가 및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동향(Lee et al. 2012), 
특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 연구(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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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역평생교육 연구동향을 분석(Jung, 2014)
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학술지 발행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2004년 ‘Andragogy Today’, ‘교육공학연구’ 학술

지를 시작으로, 2005년 ‘열린교육연구’, 2011년 

‘평생학습사회’, 2012년 ‘HRD연구’ 학술지를 중

심으로 평생교육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연

구동향에 대한 연구로는 특정 학술지만을 대상으

로 연구되었거나(Lee, 2013; Yoon, 2015; Kim, 
2015), 질적인 연구동향(Kim, 2014) 등으로 주제

가 한정되어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제시하지 못하

는 한계점이 있었다.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이용한 평생교육관련 

연구는 지역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분석

(Moon, & Lee, 2008)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

된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Hyun, 2011) 등에 불

과하다. 한편,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

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주제나 한 두 개의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관련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었던 최근 10년간 평생교육 연구

동향을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 동안 연도별 평생교육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학술지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간의 네트

워크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기관과 저자와의 네트워크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논문주제를 매개로 한 핵심키워드 네트

워크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네트워크 사회는 폐쇄적 완결구조를 지향했던

사회 각 부분들이 개방된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

하면서 역할과 기능을 확장해 가는 사회(Kim, 
2006)라고 말한다. 평생교육 자체가 다양한 사회

적 네트워크의 집합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네트

워킹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학은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의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실천지향적인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Park & Kim, 2009).   
Han(2001)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이념인 학습의 

장과 시간의 통합화, 자원의 공유를 통한 효율화, 
교육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최상의 교육 서비

스 제공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킹 평생학습사회라

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평생교육의 밀

접한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사회적 네트워

크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분석 동향들을 살펴

보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어떠한 

영향력 하에 기관 간 네트워크 유형 및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Moon, & Lee, 2008)가 

있다. 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에 초점을 둔 연구(Kim & Lee, 2009)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HRD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

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

적 네트워크 관련 HRD 및 평생교육 연구동향

(Hyun, 2011)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이 

광의의 의미를 가지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네트워크와 같이 HRD 
및 평생교육 분야에 적합화되어 연구가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종 연구

논문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빅데

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의 패러다임을 통해 

여러 분석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사회연결

망 분석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

로 인문, 경제, 공학, 웹 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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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집단 내 행위자들 간의 상

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특정한 유

형의 정보 교환 또는 의견 교환이 개별 행위자들

을 연결시켜 주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해 주

는 계량적 분석 기법이다(Wasserman & Faust, 
1994). 또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은 협동을 요하

는 작업에서 유용하고, 집단 내와 집단 간 상호

작용을 모두 알아볼 수 있다(Parker et al,. 2001)
는 장점이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들에

는 노드(node), 링크(link), 연결정도(degree), 중앙

성(centrality) 등이 있다. 노드란 한 단위를 표현

하기 위한 개체이며 하나의 점으로 표현된다. 링

크는 노드들 사이의 연결선이고, 연결정도란 각 

노드들이 다른 노드들과 연결된 정도를 나타낸

다. 중앙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에 있는 

정도로 중심성이라고도 한다(Heo, 2016).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각 개별자가 

갖고 있는 링크의 개수를 반영하며, 중심적인 행

위자(actor)는 특정한 의사소통 집단 또는 네트워

크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가장 많은 숫자의 연

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Wasserman & 
Faust, 1995). 중심성 분석을 통해 각 행위자의 조

직 내 네트워크 위치를 알 수 있고, 집단에서 얼

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학적 지식 없

이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내향 중심성(Indegree)이 높다는 것은 다른 행

위자들로부터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으로 선정되

었다는 것이고, 외향 중심성(Outdegree)이 높다는 

것은 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는 의미를 지닌다(Son, 2002).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평생교육분야 

학술지 논문 데이터(KCI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

생교육분야 연구논문의 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14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은 14종의 학술지에 실린 총 271편의 연구 논문

과 89개의 연구기관이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 연구대상인 학술지 논문 271편의 내

용을 제목, 저자, 공동저자, 발행연도, 발행기관, 
학술지 이름 등, 핵심키워드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논문 수와 추이, 연도별 연구기

관 수와 추이, 연도별 핵심키워드 수와 추이, 단

독논문과 공동논문의 수와 단독논문의 비율을 분

석하였다.
둘째, 분류한 데이터 중 분석에 필요한 항목만

을 추출하여 사회연결망 분석도구 Ucinet 6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와 학술지 간의 네트워크 현황, 연구기

관 및 저자를 매개로 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현황,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연도별 평생교육 연구 현황

2006~2015년까지 연도별 논문 수를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2008~2009년, 2014~2015년은 다

른 연도에 비해 논문 수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논문의 수가 증가한 것은 우리

나라 평생교육의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었

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평

생교육사 자격기준, 현장실습 강화(3주 ￫ 4주),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기준 규정, 승급과정 및 학

점은행제 연계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이 반영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었던 시기였다. 또, 2013년 5월에는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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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발급 일원화(대학기관의 장 ￫ 교육부장관), 
자격교부업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 운

영되는 등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어서 2013년 9월에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평생교육 운영에서 대

학의 역할 강화, 생애단계별·계층별 평생교육 참

여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제시하는 국가적·사회적 제도의 변

화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2 21

31
34

26
29

25
23

29
31

0

5

10

15

20

25

30

35

4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ig. 1] Yearly Lifelong Education KCI Papers

단독논문과 공동(공저)논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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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single and joint papers

공동논문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상승 추세이며, 단독논문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단독논문은 51.7%, 공동논문은 48.3%를 차지하고 

있다. 
단독논문의 비율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11년 69%로 가장 높았다가 2015년 35.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분야 연구의 

특성상 협동연구 또는 공저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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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38.7%

47.1%
53.8%

69.0%

60.0%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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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tio of single papers and ratio of joint

2. 평생교육 연구 저자와 학술지 간의 네트
워크 현황

본 연구대상인 14개 학술지에 논문 3편 이상 

실린 저자를 중심으로 저자와 학술지 간의 네트

워크를 분석한 결과는 [Fig. 4]과 같다.
내향 연결정도가 높은 ‘평생교육학연구’는 많

은 저자들로부터 화살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저

자와 학술지 간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학술지보다 

저자들에게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평

생교육분야 연구에서 저자들의 관심과 특권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어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논문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Fig. 4]에서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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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특수교육학연구’와 ‘특수교육저널:이론

과 실천’은 다른 학술지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저자와 다른 학술지 간에 네트

워크도 형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인들이 성인기를 거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으로

서의 평생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특수교육분야와 융합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분석된다.

3. 평생교육 연구기관 및 저자와 연구기관
과의 네트워크 현황

연구대상인 271편의 논문을 생산한 기관은 모

두 89개이다. [Fig. 5]는 이들 연구기관 중 2006
년~2015년 사이에 평생교육 연구 논문이 10건(논
문 주저자 소속기관 기준) 이상인 5개 기관을 선

정하여 연도별 논문 수를 알아본 것이다. 

‘동의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교’가 타기관보다 논문 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도 평생교

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 [Fig. 5]에서 2009년도 숭실대학교 논문 수

가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석·박사과정을 

개설한 지 3~4년이 지난 시점으로 연구 논문을 

배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되

었다(Interview, Jeon, 2016).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논문 수가 많았던 

원인을 학부 혹은 석·박사 과정 개설유무와 관련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아주대학

교의 경우 1999년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이 개설

된 후, 2007년 일반대학원에 평생교육전공 박사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16년 현재 27명의 박사

가 배출되면서 연구 논문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Interview, Choi, 2016).

[Fig. 4] Lifelong education network between research authors and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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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Undergraduate Master  Doctor
Soongsil university 1998 2003 2004

Dong Eui University 2001 2005 2010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2001 ·

Ajou University · 1999 2007
 Yonsei University · 2007 ·

<Table 1> Research institute Lifelong education major establishment year

단독저자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분석 현황

은 [Fig. 6]과 같다. 내향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숭실대학교’이며, 평생교육 연구논문 저

자들과의 네트워크가 타기관보다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 건수에 따른 저자를 살펴보면, 단독저자

일 경우에는 전북대학교 K8(8), 동의대학교 

K23(6), 경북대학교 H4(6), 연세대학교 N1(6) 순

으로 연구기관과의 연결 관계가 활발하였으며, 
공저인 경우에는 [Fig. 7]에서 보듯이 경북대학교 

H4(11), 숭실대학교 C5(10), 전북대학교 K8(10), 
동의대학교 K23(10) 순으로 분석되었다. 

4. 평생교육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현황

연구대상 논문의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핵심키워드는 ‘평

생교육’, ‘평생교육사’, ‘대학평생교육’, ‘평생교육

기관’ 등이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연관

핵심어들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이라는 핵심키워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연관핵심어 간의 연결 관계를 보

면 어떤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지 알 수 있

다.
[Fig. 9]에 의하면, 평생교육 연구동향은 ‘평생

교육’이라는 핵심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평생교육’,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다문화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평생교육사’는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

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의무배치기준 규정이 

신설되어 2015년 총 8,366명이 자격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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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482명의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시설에 배치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이러한 정책적, 현실적 요인들이 평생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으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분석된다.

[Fig. 6] Network between independent authors and research institutions

[Fig 7] Network between co-authors and researc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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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경우 2009~2010년에만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

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과 「2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Lee, 2015). 즉 

‘다문화사회’는 1차 기본계획 이후 몇 년 간 핵

심키워드로 연구되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다.

[Fig. 8] Network of Key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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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ifetime Education Research Papers Frequency of the Top 6 Core Keyword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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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지 논문 KCI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평생교육 연구동향을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평생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총 14종의 학술지에 실린 271편의 논문을 대상

으로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2015년간 연도별 평생교육 연구현

황은 2008~2009년, 2014~2015년도에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전면 혹은 일부 개정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사회

에 알맞은 직업교육 및 인적자원개발과 고령화 

사회에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성인교육 등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인 2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저

자와 학술지 간의 네트워크 현황을 알아보기 위

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하였다. 저자와 학술지간

에 가장 활발한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학연구’, ‘평생학습사회’, ‘Andragogy 
Today’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직은 특수교육분야

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셋째, 평생교육 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생산된 

연구기관은 ‘숭실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방

송통신대학교’로 대학기관이 평생교육 연구를 주

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저자를 매개로 

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에서는 단독저자일 경

우 전북대학교에 근무하는 저자인  K8(8), 동의

대학교 K23(6), 경북대학교 H4(6), 연세대학교 

N1(6) 순으로 연결 관계가 활발했으며, 공저인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H4(11), 숭실대학교 C5(10), 
전북대학교 K8(10), 동의대학교 K23(10) 순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논문주제를 매개로 한 핵심키워드 네트

워크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사’, ‘대학평생교육’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았으며, 이들 핵심키워드

와 연관핵심어들의 연결 관계로 어떤 논문주제로 

연구가 선행되어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2015년 

발달장애인 법이 시행되어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

가 증가 추세에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 평생학습자 및 학습자 집

단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

축을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분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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