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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y and Research 

Performance in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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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ity and the research performance by conduct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journal in the last 10 years. As a result of the relationship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centrality and research productivity was highly correlated in most groups, but the impact factor and frequency of citations were not 

significant. In relation with the comprehensive research such as a H-index, middle productive group correlation was more significant than 

the upper productive group.

Keywords : Social Network Analysis, Co-Authorship Network, Centrality, Research Performance, Citati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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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지난 10년간 사회과학  체에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심성과 연구성과 간의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 논문 수를 기 에 따른 상, , 하 그룹으로 연구성과와 상 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분의 그룹에서 심성과 연구 생산성의 상

계는 높은 상 계가 나왔지만 연구의 향력과 인용 속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 종합 인 연구성과와의 계에서는 

 그룹의 상 계가 상  그룹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키워드 : 소셜 네트워크 분석, 공  네트워크, 심성, 연구성과, 인용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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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과학  사회 상의 다양화  복잡화, 범 학문  력 연

구를 의미하는 통섭의 등장 등 상호 력에 의한 신, 시 지 

창출, 효용성 증  등의 경향성 증가에 따라 공동연구가 꾸

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동연구의 증가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 목 은 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이며, 

계는 연결이라는 속성에 의해 구조화되며 이러한 구조  

모형을 네트워크라고 표 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증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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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네트워크라는 구조  모형과 특성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게 했으며 단순한 특성의 분석으로부터 복잡한 구

조의 해석까지 다양한 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논문  학술 기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증가하

는 추세지만 특정 학술지 규모의 연구 는 좁은 범 의 분

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다 넓은 범 의 학술  흐름을 살

피는 데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악된다. 주된 원인은 

유명 해외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고가라 근이 제

한되고 국내 학술 서지 정보의 량 확보가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체를 상

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

과 동시에 계 내의 심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이진(Binary)  가 (Weighted)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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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지수와 계량정보학  연구성과로 변되는 논문 수, 

인용 빈도 그리고 H-지수와의 계를 분석한다. 한, 표

 연구 생산성 지표인 연구자별 논문 수를 심으로 연구자 

그룹을 분류하고 그룹별 공  네트워크의 심성과 연구성과

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목 은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

하고, 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

는 단 의 행 를 설명하는 것이다[1],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확산 패턴  구조 분석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근되어왔다. 한 가지 방법은 확산 패턴  구조의 근본  원

리에 한 이해  수학  모델링을 통한 변화 양상을 연구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빅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직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실

제 소셜 네트워크에 한 과학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다[2]. 

공동연구 네트워크(Collaborative Network)는 소셜 네트워크

의 하  개념으로서 특정 학술지식 목표를 달성하기 해 연

구자들의 력과 상호작용의 계를 나타낸 것으로 특정 학

술지식을 생산하는데 복수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의 형태를 

취하 을 경우, 그들의 계를 네트워크로 표 한 것이며 특

정 지식 도메인(Domain)의 성과 측정  지식 구조 분석 등

의 목 으로 활용된다[3]. 일반 으로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 

구조는 지식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학술 주체(Academic 

Entity)들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난

다[4].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다 체계 ,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한 수단으로, 사회과학  행동과학에서 개발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계량서지 분석에 있어서 리 활용되

어 왔다. Newman[5]의 연구에서는 공 자들 간 평균 경로 

거리의 값을 4～9 정도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공  네트워

크를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 불러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

되고 있다. 한, 자연계에서 물리 인 양이나 사건들의 분포

는 부분 가운데가 높은 종형 곡선 분포, 즉 정규분포를 따

르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과학의 연구에서는 정규분포가 

아닌 멱함수(Power Law)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2 소셜 네트워크의 심성

심성이란 사회 네트워크 역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력과 

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개발되었고 Freeman[6]이 제안한 

연결정도 심성(Degree Centrality),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기본 

심성으로 사용하며 그 외 심성으로 권력 심성(Power 

Centrality)[7], 페이지 랭크(Page Rank)[8]와 구조  공백

(Structural Hole)[9] 등을 주로 사용한다. 노드들의 심성 값은 

인 크기의 데이터가 아니라 상 인 순 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며 공  네트워크의 심성은 무방향의 이진 네트워크

를 주로 사용한다.

2.3 공  네트워크 심성과 연구성과의 연 성

공동연구가 증가함에 따른 공동 술 논문과 연구성과 사이

의 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이

들 연구에서 공 와 연구성과라는 두 가지 요인에 해서 각

각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상 계를 비교하 다. 

선행 연구에서 공 에 해 측정된 주요 변수로는 력한 공

자의 수[10, 11], 단독 술 비율[12], 공  네트워크에서의 

심성[10-16] 등이 있으며, 연구성과에 해서 측정된 주요 변

수로는 발표논문 수[10, 12, 13, 15], 총 인용 빈도[11, 13, 16, 

17], 평균 인용빈도[13, 16, 17] 등이 있다.

3. 연구 임워크

3.1 분석 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를 상으로 분석하되 논문 게

재 건수가 가장 많아 분석 상에 해당하는 자 수가 충분하

고, 다루고 있는 분야의 종류가 상 으로 많아 논문의 다양

성  자의 다양성 나아가 심성과 연구성과의 계 에 

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객 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과학 분야를 분석 상으로 삼았으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Korea Citation index)1) DB의 서지정보를 이용하 다.

3.2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의 최종결과는 공  네트워크의 심성과 연구성

과의 계를 분석하는데 을 두고 있으며 이진 네트워크

의 기본 심성에 해당하는 4가지 심성(연결정도․근 ․

매개 심성  구조  공백)을 사용하 으며 가  네트워크

는 이재윤[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제곱근 합 지수(SSR)를 사

용하 는데 SSR은 공동연구의 강도와 범 를 모두 잘 반

하는 지수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외, 공  네트워크에

서는 자 간의 계에 해 방향성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계로 주 자  주 자, 주 자  공 자 계를 설정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량이 25만 건에 육박하

는 매우 큰 자료라는 을 고려하여 용량 네트워크 분석 

로그램인 Pajek을 사용하 다.

3.3 연구성과 분석

심성과 연구성과의 상 계 분석을 해 연구성과는 

논문 수, H-지수, 평균 인용빈도, 최  인용속도, 평균인용 속

도라는 변수를 사용하 다. 다만, 이들 각각에 해서 공 자 

수에 따른 공 기여도를 고려하기 해 보정을 실시하여, 보

1) http://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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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Framework

정 논문 수, 보정 H-지수, 보정 인용 빈도, 보정 평균인용 빈

도를 별도로 산출하 다. 공 기여도 산출은 논문 수와 같은 

양  성과나 인용 빈도와 같은 질  성과를 분수 계상

(Fractional Counting)하기 한 것이다. 

3.4 공  네트워크 심성

본 연구에서 이진 네트워크 심성 지수에 해당하는 연결

정도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 그리고 구조  공백

이라는 일종의 심성 지수를 사용하 다. 한, 공  네트워

크의 도가 높지 않아 계로 가  네트워크 심성 지수를 

용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이 가능하지만[18], 공동연구가 일

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 간 지속 인 학술 력

계로 이어지는 도 있기 때문에 가  네트워크의 심성

을 일부 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으로 가  네트워

크 지수인 제곱근 합 지수(SSR: Sum of Square Roots)를 사

용하 다.

3.5 공  네트워크의 심성에 따른 연구자 분류

이수상[3]의 연구에서는 연결정도 심성을 ‘기회가 많은 

연구자’, 근  심성을 ‘가장 일반  향력을 미치는 연구

자’, 매개 심성을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연구자’, 구조  

공백이 높은 연구자는 ‘경쟁력 는 자율성이 높은 연구자’로 

해석하 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연결정도 심성을 ‘공동

연구자로 인기가 매우 높은 사람’, 근  심성을 ‘핵심 인 

연구를 하는 사람’, 매개 심성을 ‘지식을 하는 간자  

연구자’로 해석한 바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이진 네트워크 심성 4가지  연결정도 

심성을 ‘공동연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연구자’, 매개 심성

은 ‘공동연구를 개하는 연구자’, 근  심성은 ‘다양한 분

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구조  공백은 ‘공동연구

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연구자’로 그리고 가  네트워

크 심성인 SSR은 ‘공동연구를 일부 연구자와 집 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로 해석하 다.

3.6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자 그룹 분류

이수상[16]의 연구에서 각 심성 상  30명을 상으로 

투고 논문 수, 피인용 횟수, H-지수의 상 계를 분석하

고 이재윤[19]은 체 자를 발표논문 수에 따라서 세 집단

으로 구분하 는데 발표한 논문이 많은 상  30명을 상 집

단으로, 논문 수 5건에서 25건 사이인 자들은  집단으

로, 나머지는 하  집단으로 분류하여 보정 하지 않은 논문 

수, 인용지수, H-지수와 보정된 각각의 지수를 사용하여 상

계를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측

정값들이 네트워크의 상 인 치에서 기인하며 선행 연구

와 비교하면 분석 상의 크기가 매우 큰 편에 해당되는 계

로 연구자를 논문 생산성을 기 으로 분류하 으며 이재윤

[19]의 연구와 유사하게 개인별 논문 수 30건 이상을 상  그

룹으로, 5건 이상 30건 미만을  그룹, 5건 미만을 하  그

룹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학술 연구의 표  성과는 개 논문으로 측정되며 연구

자 개인의 연구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일반 으로 논문 수

(생산성), 인용 빈도( 효과)를 사용한다. 한편, 지식이 이

되는 과정에서는 인용 빈도 외에도 한 편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얼마나 빠르게 인용되는가를 악할 수 있는 인용 속

도 한 요한 역할을 한다. Schubert and Glänzel[20]은 기

술 문헌을 표하는 특허에서 나타난 인용 계를 측정함으

로써 처음으로 개념을 도입한 인용 속도는 인용 시차라는 용

어로도 함께 표 되고 있으나, 학술논문 간 인용속도를 측정

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특정 논문이 다른 연구에 

얼마나 향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기 해서는 인용 빈도뿐

만 아니라 인용 속도도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용 속도를 연구 성과와 연결을 지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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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 계 분석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공  네트워크의 특성상 정규분포

를 이루지 않는 특성을 반 하여 비모수 상 계수인 스피어

만 순  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 통계분석 로그램은 

SPSS 21을 사용하 으며 상 계 분석을 포함한 연구 

임워크는 Fig. 1과 같다. 

4. 연구결과 분석

4.1 기본 통계분석

지난 10년(2007년～2016년) 간의 사회과학 분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 논문 수는 114,077건이며 주 자 84,482명, 

공 자 209,217명으로 평균 자 수는 논문 1건당 1.83명이며 

논문 생산성 분포는 Fig. 2와 같다. 한 선행 연구 등에서도 

자주 언 된 바 있듯 논문의 생산 분포는 형 인 멱함수 

구조를 띠고 있다. 참고로 5편 이하의 공  논문은 체 논문

의 72.8%를 차지한다.

한, 학술분야 분류별 사회과학 내 게재 논문 수와 참여 

공동연구원 수의 통계는 Table 1과 같다.

Fig. 2. Distribution Chart of Paper Productivity

Academic field Number of papers Number of Co-Authors Ratio

Education 22,856 35,504 27.1%

Business Management 12,135 18,335 14.4%

Tourism 6,216 8,785 7.4%

Economics 4,153 5,614 4.9%

General Social Science 3,985 5,536 4.7%

Psychology 3,809 6,195 4.5%

Social Welfare 3,807 5,658 4.5%

Public Administration 3,784 5,018 4.5%

Other Social Sciences 3,101 4,666 3.7%

Journalism and broadcasting 3,015 4,235 3.6%

International/Local Developments Studies 2,811 4,214 3.3%

International Trade 2,654 3,503 3.1%

Science of Law 2,628 3,083 3.1%

Accounting 2,079 3,143 2.5%

Geography 1,470 2,354 1.7%

Policy Sciences 1,435 2,120 1.7%

Political Diplomacy 1,187 1,481 1.4%

Regional study 924 1,311 1.1%

Sociology 900 1,316 1.1%

Agricultural Economics 793 1,620 0.9%

Social Science 630 859 0.7%

Military Science 106 181 0.1%

Anthropology 4 4 0.0%

Total 84,482 124,735 100.0%

Table 1. Basic Statistics by Academ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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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Group of

Researchers

Number of 

adjusted 

papers

Adjusted

citation

frequencies

Average of 

adjusted 

citation 

frequencies

Adjusted

H-index

Average of 

the first 

citation 

velocity

Average of 

average citation 

velocity

Degree

Centrality

Upper (N=417) .871** .618** .385** .260** -.077 .009

Middle (N=9120) .921** .668** .293** .490** -.009 .031**

Lower 

(N=72895)
.859** .513** .362** .483** -.014** -.014**

Betweenness 

Centrality

Upper (N=417) .323** .304** .144** .070 .025 .064

Middle (N=9120) .510** .400** .120** .307** .053** .062**

Lower 

(N=72895)
.410** .299** .130** .280** .021** .011**

Closeness 

Centrality

Upper (N=417) .159** .239** .168** .038 -.042 .025

Middle (N=9120) .257** .314** .174** .183** -.056** .053**

Lower 

(N=72895)
.102** .212** .160** .047** -.064** .031**

Structural

Hole

Upper (N=417) -.240** -.188** -.049 -.194** -.062 -.085

Middle (N=9120) -.457** -.315** -.056** -.281** -.100** -.065**

Lower 

(N=72895)
-.457** -.317** -.131** -.262** -.023** -.001

Sum of

Square roots

Upper (N=417) .318** .225** -.119* -.033 .085 .103*

Middle (N=9120) .485** .395** -.038** .216** .029** .046**

Lower 

(N=72895)
-.110** .002 -.200** -.177** .003 -.023**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2-tailed).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by Group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Journal of Tourism Research>

<Journal of Counselling>

Fig. 3. Network Diagram of Journals with the Large 

Number of Papers

4.2 소셜 네트워크 분석결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결과 평균 도는 0.00004914로 매우 낮

은 수 이었다. 이는 특정 연구자(노드)와 연구자(노드) 간 

공동연구 지속성이 매우 낮다고 해석할 수 있고 부분 공동

연구가 일회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게는 학 과정

에 있는 연구자와 지도교수간의 연결에 따른 논문 발표가 다수

일 것이라는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외, 평균연결정도는 5.075로 

5단계 내에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좁은 세상(Small World) 

네트워크”를 증명하 다. 참고로 노드수가 20만 건을 과하

므로 체 네트워크의 계를 시각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생략하 으나 논문 생산 규모가 높은 상  3개의 학술지의 

시각화는 Fig. 3과 같다.

4.3 상 계 분석

연구자를 상 , , 하 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분석 상은 상  그룹이 417명,  그룹이 9,120명, 하

 그룹이 72,895명으로 총 82,432명이다. 부분의 그룹에서 

연결정도 심성과 보정 논문 수는 매우 강한 상 계를 보

이고 있으며 매개 심성은 보정 논문 수와 뚜렷한 상 계

를 나타내고 있고 근  심성은 부분의 그룹들이 약한 선

형 계를 나타내되,  그룹이 여타 그룹보다 비교  높은 

상 계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조  공백은  그룹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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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논문 수와 음(-)의 상 계를 보이며, 상 그룹에서는 약

한 음(-)의 상 계를 보이며 나머지 두 그룹에서는 비교  

뚜렷한 양(+)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SSR은 , 상  

그룹에서 뚜렷한 양의 상 계를 보이며 하  그룹에서는 

약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  그룹의 

연구성과 4개 변수  하  그룹 2개 변수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명되었다. 인용빈도 련 2개 변수와 

심성도 총 보정 논문 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연구성

과의 생산성과 향력을 동시에 단하는 H-지수는 , 하  

그룹에서 연결정도 심성과 비교  뚜렷한 상 계를 보

으며 SSR과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이외 인용 속도 

련 2개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나

타나며 상 계수도 낮아 심성 지수와 상 계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SSR과는 

일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4.4 결과의 해석

1) 공동연구 네트워크 심성과 연구 생산성

상 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동연구 참여가 높을

수록 연구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공동연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 기

회가 상 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경우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연구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

라 단할 수 있다. 단, 논문 수가 많은 상 그룹 보다  

그룹에서 뚜렷한 상 계를 보이는 것은 공동연구에 활발하

게 참여할 경우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상 인 향

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논문 1편당 참여한 연구원 수를 분수 계상한 바 있으므

로 참여연구원이 증가할 경우 그에 반비례해서 보정 논문 수

는 어드는 구조이다. 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에 비해 공동연구를 개하는 연구자가 연구 생

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단되며 공동연구를 일부 연구자와 

집 으로 수행하는 연구자 역시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반

로 공동연구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이 높은 연

구자는 연구 생산성이 반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할 때 연구 생산성은 공동연구 기회가 많을 경

우 그리고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활발히 제안하는 

연구자가 비교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연구의 흐

름상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통제자  역할의 연구자

는 연구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공  네트워크 심성과 연구의 향력 계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결과의 향력은 해당 논문을 인용

한 인용 빈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데 연구 생산성이 높은 

상  그룹보다  그룹에서 더 의미 있는 사실 계가 도

출되었다. 다시 말해, 공동연구에 있어서 참여의 증진 자체가 

논문의 효과 등 향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일정한 한

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목이다.

3) 공  네트워크 심성과 종합  연구성과의 계

H-지수는 연구생산성과 발표논문의 요도를 함께 반 하

는 척도로 평가된다[21]. 본 연구에서는 H-지수의 단 으로 

지 된 일 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기 해 H-지수를 특정연

구자의 논문에서 공 자수 앙값으로 나  보정 H-지수를 

사용하 다. 결과 으로는  그룹의 연구자들이 상 그룹 

보다 연구성과 면에서 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여주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연결정도 심성과 보정 H-지수에서는 상

 그룹이 하  그룹보다 낮은 상 도를 보 으며 반 인 

상 계수가 상  그룹에 더 불리하게 측정된 결과를 보여

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연구 네트워크 내 연구자의 심  

역할이 증 될수록 개인의 종합 인 연구성과가 더 작아지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특이한 결과이고 이에 

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4) 공  네트워크 심성과 인용 속도와의 계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연구된 바 없는 심성과 

인용속도와의 상 계를 측정하고자 하 으나 최  인용속

도  평균 인용속도 모두 심성과의 계에서 유의미한 

계라 할 수 있는 결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자의 역

할이 각기 다르고 연구 네트워크에서 주목을 받는 다 하더라

도 이에 한 인용의 결정에는 거의 향 계가 없을 수 있

다는 추론을 가능  한다.

5. 결론  한계

본 연구는 공  네트워크의 이진  가  네트워크의 심

성과 연구성과와의 계를 알아보고자 지난 10년간의 사회과

학 학술지를 게재 논문을 상으로 상 계를 분석 실시하

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역할을 연구자마다 명백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 생산성이 높은 

연구자를 상․ ․하 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심성과 계

를 규명하 으며 재까지 진행된 공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서 가장 큰 규모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

 네트워크의 심성은 역할을 막론하고 논문의 생산성과 비

교  높은 연 성을 갖는다. 둘째, 심성과 논문의 성에 

한 련성은 매우 낮다. 셋째, 연구 생산성이 높은 연구자가 

연구의 양 , 질  성과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다. 오히려 간수 의 생산성을 보유한 연구자의 심성이 

종합 인 연구성과와 더 높은 상 계를 보여 다.

본 연구는 단  학문 분야인 사회과학 분야 체를 상

으로 하고 있어 세부 학문 분야별 속성을 반 하지 못했고, 

KCI 등재 시 이 학술지마다 각기 다르므로 이에 한 표

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한계 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사회과학의 세부 분야별로 네트워크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더 많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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