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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 생태계 에서 국내 행정학 분야의 구조  특성을 악하기 해 학술 활동을 통한 연구의 

생산과 활용,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최근 5년 동안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 29종에 

게재된 논문에 한 서지사항과 참고문헌, 키워드를 심으로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다소 수평 인 연결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존재하기보다 유기 으

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더불어 핵심 학술지와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결 계를 제시하고, 지식의 

이   퇴화속도를 측정하여 문헌의 이용 가치 감소 상을 악하 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production, utilization and extinction of researches through 

academic activitie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of discipline of 

administration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research ecosystem. To this end, statistical and 

network analyses were conducted, focusing on bibliographies, references, and keyword for papers 

published in 29 domestic journal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past five yea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maintain 

a rather horizontal connection and are connected organically rather than separately. In addition, 

the core academic journals and keyword were extracted to present the connection, and the 

speed of knowledge transfer and deterioration was measured to identify the phenomenon of 

decreasing value i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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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

행정학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분야

로 국가 운 을 효율 으로 리하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균형  발 을 도모하는 사회과학 

분야이다. 행정학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 상에 한 지식, 가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우리 생활 곳곳에 향을 미치는 

무소부재(無所不在)한 상을 연구함에 따

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이종수 외 

2008).

행정학은 공공의 특성이 있으며 사회  흐름

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

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국내 행정학의 연구 

경향과 학문  패러다임의 변화에 하여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경향과 학문  패

러다임의 변화에 한 연구를 통해 행정학이 

핵심 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

석함으로써 인 한 학문과의 경계성을 확보하

고,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의 주요한 

학문  논의 상이 무엇인가를 악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학문의 주류가 무엇인지를 도

출할 수 있다(최 출, 김 구 2011). 

미국의 행정학 연구자 Mccurdy and Cleary 

(1984)와 Houston and Delevan(1990) 등은 

행정학의 연구 경향을 악하는 방법으로 통계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들은 행정학 분야의 연구 경

향을 악하기 해 통계  기법인 인용 분석

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행정학 분

야의 학문  성향을 규명하 다.

 다른 분석의 방법으로는 자연과학의 연구 

생태계 을 반 한 연구가 있다. 연구 생태

계 은 생태계의 유지  발 의 원리를 차

용하여 사회과학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생태계 내부에서 연구의 생산과 활

용 과정은 물론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연구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것이  다른 연구의 탄

생으로 이어지는지 등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다. 연구는 기본 으로 연구자를 통해 생산되

지만 개별 연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학술

 집단 차원의 연구가 존재하고 집단과 개인 

연구자 간의 계망이 존재한다. 더욱이 학술

 집단 차원의 연구의 생산과 활용,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학문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한 탐색은 인  유  분야의 학문  연구 성

과를 차용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의 생산과 활용, 그리고 소멸 과정

을 하나의 생명주기와 과정으로 악하고, 학

술  집단에서 발생하는 지  교류의 과정을 

생태계 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 생태계 에서 학문 분야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인류가 축 해 온 기록 

혹은 지식을 주로 문헌이라는 매체를 통해 효

과 으로 달하기 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

이나 기록 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은 지식의 속성과 행태, 이들의 흐

름을 지배하는 요인 등 학술 활동에 필요한 지

식과 정보의 수집, 축 , 검색  효과 인 달

을 한 지  교류 활동에 학문  기 를 두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연구 생태계의 핵심 

엔진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문헌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지식 체계의 구축은 도서 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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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역할(최희윤 2006)로, 연구 생태계 에

서 학문 분야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도서 의 장서개발  구축 등을 한 기  자

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목 은 연구 생태계의 주요한 자

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 활동 결과물인 논문

이 어떻게 생산되고, 활용되며, 소멸되는지에 

해 생태계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해 국내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에 한 공 자, 인용, 키워드의 연

결 계를 심으로 생성된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연구 생태계 에서 구조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행정학 분야에서는 연구 역, 방법, 통계 기

법, 연구비 지원 여부 등을 통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통 인 연구 방법이었다. 기

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해 인용 분

석과 같은 계량서지학  연구 방법이 등장하

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자들은 인용 분석을 

활용하여 행정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악하는 

연구를 시도하 다.

배순자(2001)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

들 간에 나타나는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우리나

라 행정학 연구의 학문  상을 규명하고자 하

다. 기  통계 분석과 인용 분석 방법을 활용

하여 연구 수행의 유형, 참고문헌의 유형, 핵심 

학술지 순 , 문헌의 반감기 등을 악하 다. 

윤석경(2007)은 학술지의 계량서지학  특

성인 논문의 특성, 인용의 특성, 지식이 속도, 

학술지의 향력을 분석하여 국내 행정학 연구

자들의 연구 경향을 악하고, 우리나라 행정

학 분야의 학문  성향을 규명하 다. 

박치성과 심 섭(2012)은 인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행정학의 상과 학문  향력을 분

석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 다른 학문 분야에 

한 행정학의 인용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

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행정학

의 내향  다 학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승철(2013)은 인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 행정 분야의 연구 경향과 학술지의 향

력을 악하여 지방 행정 분야 연구자들에게 

향후 연구 방향  연구 수행을 한 학술지 선

정에 해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인용 분석 방법과 같이 사회과학 , 통계  

방법을 이용한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행정학 분야에서는 최근 등장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국외에서는 Corley and Sabharwal(2010)은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와 학술  

결과물의 생산성 사이의 계를 분석하기 해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 23종에 게재된 논문들의 

자를 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 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높은 향력을 가진 연구

자일수록 공동 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 네트

워크에서 심에 있는 자들은 단독 연구를 

다소 선호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Lecy, Mergel, and Schmitz(2014)는 행정

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악하기 해 네트워

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빠르게 확장되

고 있음에 따라 인용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주제 역이 무엇인지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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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요 주제 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에 해 비교 분석하

다. 

국내에서는 박흥식, 이수진, 나 (2011)이 국

내 11개 주요 행정학 분야 학술지를 선정하여 

인용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인

용 분석을 통해 학술지간 향력과 의존도를 

악하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인

용 네트워크의 구조와 형태를 악하 다. 국

내 행정학 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에 한 구

조  특성은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국내 행정학의 주요 연구 상이 별도로 존재

하기보다는 유기 으로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치성(2012)은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

워크의 구조  특성을 악하고, 행정학 연구

자들 간 공동 력 네트워크에서 요한 구조

 치와 사회  명성이 연구의 생산성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분석하 다. 연

구 결과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는 다

른 학문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결속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문  의사소통의 

범  역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묵(2016)은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학

술지를 상으로 학술지 간 상호 인용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각 학술지가 네트워크상에서 

가지는 향력을 악하고자 하 다. 연결정도 

심성, 베타 심성, 고유벡터 심성 등을 이

용하여 학술지 간 상호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

하고 향력이 높은 학술지를 악하 다. 

이민호(2017)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 

67종을 상으로 공 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하 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체 네트워크  

70.7%가 단일 컴포 트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

히 집된 구조로 나타났고, 개별 자의 유형 

분류에 따른 특성을 노드에 반 한 결과, 일반 

행정 분야의 자들이 네트워크의 심부에 있

어 집 된 구조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 경향과 학문  패

러다임에 한 선행연구들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서지사항과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양  

분석과 주제 역에 한 분석이 진행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생태계 에서 학문의 

구조  특성을 악하는 연구는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를 생산하고, 활용하며, 

소멸되는 과정을 심으로 연구 생태계  

에서 국내 행정학 분야의 구조  특성을 악

하고자 한다.

1.3 연구문제

연구 생태계 의 핵심 원리는 연구자의 학

술 활동을 통한 다양한 지식의 생산과 활용 그

리고 소멸의 과정을 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 생

태계가 어떤 구조  특성이 있는지, 지식의 연

결과 흐름에 한 향력과  효과는 어떠한

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계량서

지학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생산과 활용 그

리고 소멸의 과정을 연구 생태계 에서 구조

 특성을 악할 것이다. 먼  연구의 생산성

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이

루어진 공 자 네트워크에 을 두었다. 다음

으로 연구의 활용성은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

자들이 실제로 인용하는 계를 바탕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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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호 인용 네트워크와 연구자가 직  입력한 

키워드의 연결 계에 을 두었다. 마지막으

로 연구의 소멸성은 사회  상이 변화함에 따

라 지식의 이  그리고 퇴화의 속도에 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 생태계  에서 국

내 행정학 분야의 구조  특성을 악하기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 생

산성은 어떤 구조  특성이 있는가?

 - 국내 행정학 분야의 공동 연구 비 이 단

독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가?

 - 국내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는 

단 화된 구조로 되어 있는가?

 - 공 자 네트워크 속에서 심  역할을 

하는 연구자는 연구 생산성의 증 를 견

인하는가?

∙[연구문제 2]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 활

용성은 어떤 구조  특성이 있는가?

 -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  높은 향력

과 효과를 갖는 핵심 학술지는 무엇

이며, 과거와 유사한 상을 보이는가?

 - 학술지 상호 인용 네트워크는 하나의 네

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가?

 - 국내 행정학 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심  역할을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며, 

다른 키워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3]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 소

멸성은 어떤 구조  특성이 있는가?

 -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문헌의 출  경과 시간은 멱함수(Power 

law) 형태의 분포도를 보이는가?

 - 문헌의 가치가 차 상실되는 시 인 반

감기는 문헌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가?

2. 이론  배경

2.1 연구 생태계

Por(2000)은 사회과학 분야에 생태계  

을 도입하여 지식 생태계(Knowledge Ecology)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 는데, 그는 지식 생

태계란 인 , 지 , 기술  네트워크가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하 다. 지식 생태계는 지식

의 생성에서 활용, 평가, 소멸에 이르기까지 모

든 로세스와 구조가 마치 자연의 생태계처럼 

하나의 유기  계를 이루는 세계를 의미한

다. 지식 생태계  의 지식 리는 디지털

도서 시스템, 문서 리시스템 등 다양한 지식

장소에 장된 지식 자원을 생태계를 한 

토양으로 하며, 지식창출  확산과 활용을 

한 다양한 내외부 이용자의 사회  네트워크를 

지식생산자  지식사용자의 지식거 으로 한

다. 한, 도서 은 지식생태계의 지식 순환 과

정이 이루어지는 조직, 사회, 국가 차원의 지식

커뮤니 이션 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최희

윤 2006).

지식 생태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보 생태계

(Information Ecosystem)를 정의할 수 있다. 정

보 생태계란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각종 콘텐츠

와 주제어가 생산, 축 , 개방, 소비, 재생산과 

같은 순환과정의 형태를 나타내며, 다양한 유

형의 개체들이 참여하고 력하며 연결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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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의미한다. 정보 생태계에는 정보와 련

된 다양한 생태계 개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정보유통의 순환과정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

한다. 정보 생태계의 개체들은 생태계의 주체

이며, 정보서비스라는 동  활력을 통해 성장

하고 발 하게 된다(이수상 2008).

이러한 지식 생태계와 정보 생태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의 생산과 활용,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연구의 순환 과정을 연구 생태계로 정

의할 수 있다. 연구 생태계는 생태계의 기본원

리에 따라 학술활동을 통한 연구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연구가 생산  

활용되는 일련의 반복 인 과정을 통해 생산과 

활용, 소멸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연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연구 결과물은 학술 

정보 리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축 되

는 고정자산이 아니라, 연구자가 학술 활동 과

정에서 학문  고찰과 지  교류를 거쳐 지속

으로 만들어내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

이자 흐름을 의미한다. 즉, 연구 생태계란 연구

자의 의도에 따라 연구가 생산되어 활용되다가 

결과 으로 소멸되는 하나의 생명과정으로 해

석할 수 있다(유 만 2006). 

2.2 인용 분석

인용의 기본 인 가정은 연구자가 본인의 연

구에 필요한 문헌에 해 요성이나 내용의 

질을 고려하여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문헌

을 참고하는 행 로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자신의 연구에 인용하면서 기존의 지식 

정보가 달되고, 새로운 지식정보가 생성된다. 

즉,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른 연구자

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해당 학문 분야의 성과

물을 활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간다. 

인용 분석은 얼마나 많은 문헌에 인용되었는

지의 빈도를 계량 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용하는 문헌과 인용된 문헌 사이의 련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인용 분석을 통해 특정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지  구조 역시 악이 

가능하다. 한, 인용 분석은 특정 학문 분야 연

구자 집단의 학술 활동 형태와 구조 분석, 연구

자의 효율  정보탐색, 학술지와 발행기 의 

질   양  평가 등을 한 계량  지표 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인용 분석은 개인의 연구결과나 학회

지의 평가, 학술 생산성, 학술 커뮤니 이션, 문

헌의 지 구조, 주제 역, 자 생산성 분포, 학

회지의 노화 상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

술지의 인용 분석은 기존 학술지의 계속 구독 

여부, 폐기, 신규 학술지의 구독 여부 등을 결정

하는 작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조인숙, 한미숙 2007). 

따라서 인용 분석은 문헌의 이용 빈도를 측

정․분석하고, 특정 해당 분야의 문헌과 련된 

정보 출처를 악하여 도서 의 장서개발 정책 

 도서  이용자에 한 정보 제공의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유

용한 연구 방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3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 사이의 연결 계를 통

해 나타나는 특징을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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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와 링크를 통해 형성

되는 다양한 연결 계 구조  심  역할을 

분석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개인 

는 군집화된 집단을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각화된 결과물로 나타나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계는 유사 에 한 

계(키워드 간 유사성, 조직 간 유사성, 상품 간 

유사성 등), 사회  계(친분, 신뢰 계, 가족 

계 등), 상호 작용( 업, 커뮤니 이션, 공

계 등), 흐름(정보의 흐름, 자원의 흐름, 물

류, 인구이동 등) 등의 계에 의해 나타나는 

상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유 가 서로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 악(Borgatti et al. 2009)

하는 목 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연결 구조나 강도 등을 바탕

으로 특정 상의 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심에 있는 상이나, 허  역할

을 하는 주요 심 을 찾아내는 데 주로 활용

되고 있다.

결과 으로, 네트워크 분석은 상호 의존 

계를 노드와 링크로 표 된 연결망을 시각화를 

통해 나타내며, 각 네트워크의 특징과 계성

을 도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과

거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특정 학문 분

야의 연구 경향을 악하는 것은 연구자의 연

구 역  키워드를 상으로 빈도를 분석하

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인용 분석을 기

반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은 단순한 빈도 분석

을 넘어 학술지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때문

에 특정 학문 분야 내 학술지의 상호 계를 해

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공 자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이 학술  네트워크

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은 학

문 분야의 연구 생산성에 한 구조  근이 

가능하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3.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수행한 

연구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을 이용

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9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서지사항과 키워드, 그리고 각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수집하 다. 데이터

의 수집 범 를 5년으로 지정한 이유는 국내 문

헌은 일반 으로 발행 후 1년이 지난 시 에서 

가장 높은 이용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그 이용률이 격히 감소하는 상을 

보이는 (배순자 2001)과 행정학 분야 학술지

의 반감기가 평균 5.5년 수 으로 나타난 (윤

석경 2007)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학술지 29

종은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 체계상 ‘사회과학’ 

분류 내 ‘행정학’ 분류에 포함되며, 등재 

는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기간이 분석 범

에 포함되는 학술지로 선정하 다. 

3.2 데이터 처리

참고문헌은 각 논문을 제출하는 학술지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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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 때문에 논문이 게재

된 투고 양식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

며, 때때로 자의 실수로 말미암은 오타 는 

약어의 사용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의 기 가 되는 참고문헌이 잘못된 정보를 

지니고 있을 때 이를 통해 나타난 분석 결과는 

신뢰성이 낮아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Google 

Scholar, DBpia 등의 다양한 식별 도구를 활용

하여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정

제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다.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가 완료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Microsoft 

Excel 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셋을 재구

축하 다. 

3.3 네트워크 분석 도구 선정

본 연구는 연구 생태계 에서 국내 행정

학 분야의 구조  특성이 어떠한지 악하기 

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네트워크 

분석은 공 자 계와 학술지의 상호 인용 

계 그리고 키워드의 연결 계를 바탕으로 진

행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데이터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공동 연구의 계를 갖는 공 자 네트워크와 

키워드 네트워크는 링크의 제약이 없어 링크드 

리스트(Linked List) 형태로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 으며, 상호 인용 계의 경우 인용을 

하는 소스와 인용을 받는 타겟의 형태로 링크

의 속성을 표 해야 하므로 엣지 리스트(Edge 

List) 형태로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 다.

한,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NetMiner를 활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NetMiner는 연결망 

분석 모듈과 시각화 모듈이 하나의 패키지 로

그램에 통합되어 있어 분석이 쉽다는 장 을 갖

고 있으며, 규모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포 인 네트워크 분석과 방법론에 

용할 수 있다는 특징(강보라, 김희섭 2017)을 

가지고 있어 분석 도구로 선정하 다. 

3.4 분석 지표 설정

연구의 생산성과 활용성 그리고 소멸성을 분

석함에 따라 연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의 특

성을 악하 다.

구분 분석 내용

연구의 생산성 공동 연구의 비 , 연구자의 게재 논문 수

연구의 활용성 인용 빈도(피인용 횟수), 키워드 출

연구의 소멸성 출  경과 시간, 문헌의 반감기

<표 1> 연구 생태계의 구조  특성 분석

공 자, 상호 인용 빈도, 키워드 네트워크에 

한 구조  특성과 심  역할에 있는 자, 

학술지, 키워드를 악하기 해 네트워크의 

기본 속성과 심성 분석을 진행하 다.

속성 정 의

평균 연결정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연결
정도 값의 평균

도
존재하는 링크의 비율이며, 노드 간 반
인 연결 정도의 수

컴포 트 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하  그룹 네트워
크의 수

평균 거리
연결될 수 있는 경로  가장 짧은 경로 
값의 평균

지름
평균 거리  가장 큰 값을 의미하며, 
네트워크의 크기

<표 2> 네트워크의 기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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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정 의

연결정도 심성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직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연결 심성이 높아진다. 연결정도 심성 지표는 간  향력에 한 측정이 불가능하

므로 직 인 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합한 지표이다.

근  심성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와의 연결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로, 향력의 즉효성을 측정하는 데 

합하다.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노드의 심성이 높아지며, 근  심성이 높은 

노드는 확률 으로 가장 빨리 다른 노드에 향을 주거나 받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원을 가장 빠르게 네트워크 체에 확산시킬 수 있다. 

매개 심성

체 네트워크에 속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보 달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제력을 측정하는 데 합하다.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에 많이 등장할수록 매개 심성이 높아지며, 매개 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의 흐름에 

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노드가 제거될 경우 체 네트워크의 연결과 흐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표 3> 네트워크의 심성 지표

4. 연구결과  분석

4.1 연구의 생산성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생태계 에서 국내 행정

학 분야의 구조  특성을 악하고자 한국연구

재단에 등재된 29종의 학술지에 5년간 게재된 

연구 논문을 상으로 공 자 분석을 수행하

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행정학 분야 

29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5,466편에서 

공동 연구의 비 은 52.7%(2,883편)이며, 단독 

연구의 비 은 47.3%(2,583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해 높은 수치로, 국

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보다 공동 연

구의 형태로 연구 생산 활동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학문  력

인 공 자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림 1>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 결과

구분 네트워크 속성

평균 연결정도 1.760

도 0.001

컴포 트 수 633.000

평균 거리 13.751

지름 37.000

<표 4> 공 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은 규모의 공

자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수

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총 3,494명이며, 한 명의 자 당 평균 

1.76회의 공 자 계를 맺고 있었다. 평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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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13.751이었으며, 부분 자들이 13~14

회를 거쳐 상호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있어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좁은 세상이란 네트워크

의 평균 거리가 4~9 정도로, 직 인 상호작

용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연결 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의미한

다(Newman 2001).

<그림 2> 국내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 황

구 분 본 연구
문헌정보학

(이수상 2010)
무역학

(김성국, 박지문 2015)
건축학

(윤병의 외 2017)
학

(박경렬 2018)

노드 수 3,494 886 1,753 3,757 1,048

평균 연결정도 1.76 - 1.0451 1.548 -

도 0.001 0.003 0.001 0.001 0.0035

평균 거리 13.751 11.062 6.995 8.193 4.5124

지름 37 14 26 24 -

컴포 트 수
(비 *)

633
(38.9%)

62
(60.4%)

217
(91.8%)

534
(51.6%)

30

*가장 큰 컴포 트가 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 을 의미

<표 5> 학문 분야별 공 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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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트워크의 속성을 바탕으로 국내 행

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구체 으로 확인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을 확

인하기 해 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 자 

네트워크의 속성을 비교하 다. 

공 자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악하는 

척도  하나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컴포 트 

수와 가장 큰 컴포 트의 비 을 비교할 수 있

다(박치성 201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국내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

크는 문헌정보학(이수상 2010), 무역학(김성

국, 박지문 2015), 건축학(윤병의 외 2017), 

학(박경렬 2018)과 비교하면 컴포 트의 수

가 가장 많고, 가장 큰 컴포 트의 비 이 약 

39%로 61%에 속한 자들은 가장 큰 컴포

트에 속한 자들과 연결을 할 수 없는 단 된 

구조로서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할 때 단 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국내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

의 구조  특성을 악하기 해 연결정도 심

성, 근  심성, 매개 심성을 활용하여 심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연결정도 심성과 근  

심성 그리고 매개 심성이 높은 연구자는 공

자 네트워크에서 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  교류와 정보의 흐름에서도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자의 연구 

생산 활동에 따른 성과물을 측정하는 것은 행정

학 분야의 연구 생산성을 악하는 데 있어 

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결정도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의 순 에 따른 구간별 연구

자들의 5년간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

한 평균 논문 수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모든 심성에서 순 가 높은 구

간에 포함된 연구자들의 평균 논문 수가 낮은 

순 에 포함된 연구자들 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심성이 높은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 활동이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내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에서 심성이 높은 연구자들이 행

정학 분야의 연구 생산성의 증 를 견인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 연구의 활용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

에서 향력이 가장 높은 핵심 학술지를 악

하기 해 29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의 참고문헌의 인용 빈도를 계량 으로 측정하

다. 분석 결과 국내의 학술지는 ｢한국행정학

보｣가 5,301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국외

의 학술지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가 2,403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다. 

순 연결정도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

1 ~10 16.4 10.3 9.6

11 ~50 11.1  5.5 7.5

51 ~100  7.6  5.3 7.2

101 ~500  5.0  2.9 4.8

그 밖의 순  1.8  2.2 3.5

<표 6> 심성 순  구간별 연구자의 평균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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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국내 학술지 국외 학술지

학술지명 인용(건) 학술지명 인용(건)

1 한국행정학보 5,301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403

2 한국정책학회보 1,989 Acadamy of Management Journal 1,844

3 지방정부연구 1,886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99

4 행정논총 1,820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316

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86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81

6 한국경찰학회보 1,25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5

7 한국행정논집 1,241 Criminology 532

8 한국자치행정학보 1,187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1

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38 Journal of Management 467

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99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15

<표 7> 인용 빈도에 따른 상  10  핵심 학술지

<표 7>과 같이 국내 학술지는 상  학술지와 

이외의 학술지 간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지만 

국외의 학술지는 순  사이의 격차가 그리 크

지 않은 것으로 밝 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배

순자(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를 한 정

보 달 매체가 과거와 거의 유사한 상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의 상호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

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의 연구 달 경로는 하

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평균 연결정

도는 23.034이며, 도는 0.823으로 측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학술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학술지 간 정보 

달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어 연구의 활용 속

도가 상 으로 빠른 것을 의미한다. 한, 상

호 인용 네트워크의 평균 거리는 1.177로 나타

남에 따라 매우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네트워크 속성

평균 연결정도 23.034

도  0.823

평균 거리  1.177

지름  2.000

<표 8> 상호 인용 네트워크 분석 결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 논문의 키워드

에 출 하는 단어와 단어 의 계를 링크로 표

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정 학문 분야에 한 지

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한 방법론이다.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연구에 

한 빈도를 측정하고 주제어 수 의 단어에 

한 계를 해석하기 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조재인 2011). 

본 연구에서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수행하기 해 자가 직  선택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빈도를 측정하 다. 29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5,466편에서 추출된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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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99개로 논문 한 편당 평균 4.59개의 키워

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정제 과정을 거쳐 최

종 으로 키워드 15,683개를 추출하 다. 추출

된 키워드가 논문에 이용된 빈도를 측정하면 아

래의 <표 9>와 같다.

이러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 주제에 있어 ‘조직’과 

련된 키워드가 다수 등장함에 따라 핵심  

연구 상으로 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최 출과 박수정(2001)의 연구에서 행정학

의 연구 주제가 ‘조직’, ‘행정’, ‘사회’, ‘제도’ 등

의 구조를 설명하기 함이나 특정 사회 상

에 한 답을 구하기 해 ‘조직’, ‘행정’, ‘사회’, 

‘제도’ 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지속

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하

고 있는 주제 분야를 악하기 해 키워드 간 

연 성을 악할 수 있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수행하 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하기에 앞서 네트워크의 시각화 표 의 가시

 효과를 해 출  빈도가 10회 이상인 키워

드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이를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 국내 행정학 분야

의 연구자들이 키워드를 이용할 때 평균 2.623개 

는 5단계를 거치면 행정학 분야의 최근 주제 

황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네트워크는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다.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해 

보이는 행정학의 주요 연구 상이 별도로 존

재하기보다는 유기 으로 연 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심 주제어 가운데

에도 허 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제어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네트워크 속성

평균 연결정도 9.99

도 0.049

평균 거리 2.623

지름 5

<표 1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와 더불어 키워드 간 연 성을 악하기 

해 연결정도 심성을 활용하여 심성이 높

은 키워드 10개를 추출하 다. 연결정도 심

성이 높은 키워드는 크게 ‘조직’  ‘경찰’과 

순 키워드 빈도 순 키워드 빈도 순 키워드 빈도

1 직무만족 135 11 신뢰 47 21 삶의 질 37

2 조직몰입 120 12 범죄두려움 45 22 테러리즘 36

3 경찰 94 13 지방정부 44 23 효율성 35

4 민간경비 82 13 이직의도 44 24 주민참여 34

5 거버 스 69 15 조직시민행동 40 25 료제 33

6 범죄 방 66 16 범죄 39 25 공공 사동기 33

7 조직성과 57 16 부패 39 27 지방의회 32

8 조직문화 56 16 지방자치단체 39 28 리더십 31

9 경찰공무원 52 19 정부신뢰 38 28 지방분권 31

10 직무스트 스 51 19 학교폭력 38 28 조 효과 31

<표 9> 키워드 빈도 측정 결과(상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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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키워드로 나타나 심성이 높은 ‘직무만

족’과 ‘경찰’ 키워드를 상으로 에고 네트워크

(Ego Network) 분석을 수행하 다. 에고 네트

워크는 지정된 하나 는 몇 개의 에고 노드만

을 상으로 하여 이들과 직  링크를 형성하

고 있는 노드들, 그리고 그 노드 간 링크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에고 

노드와 연결을 가진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이며, 노드가 많은 규모 네트워크를 분석할 

경우 표집을 하여 이를 통계 으로 해석하여 

체 모집단에 한 해석을 할 수 있다(정승환, 

호 담, 송 수 2014). 

첫 번째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높은 연결정도 심성을 가진 ‘직무만족’은 ‘조

직몰입’, ‘직무스트 스’, ‘조직문화’ 등과 연

성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직무와 련된 연구 

주제들이 조직의 특성 변수인 만족도, 몰입도, 

스트 스 등과 조직 문화와의 인과 계를 규

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연구자들의 심과 논

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경우, ‘직무만족’, ‘조직몰입’, 

‘민간경비’, ‘범죄’, ‘경찰공무원’ 등과 연 되어 

있었다. 이는 정병수와 김양 (2014)의 연구에

서 나타난 ‘경찰공무원’, ‘조직’, ‘신뢰’, ‘직무만

족’, ‘민간경비’ 등의 키워드의 높은 연결정도 

심성이 지속 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

는 결과이다.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은 경

찰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건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를 통해 향후 

스트 스 감소를 한 시사 을 도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직무만족’ 키워드의 에고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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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찰’ 키워드의 에고 네트워크 구조

4.3 연구의 소멸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소멸성을 악하기 

해 출  경과 시간과 문헌의 반감기 등을 분석

하 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논문을 생산하기 해 주요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3가지(학술지, 단행본, 보고서) 

형태의 문헌을 상으로 출  경과 시간을 측

정하 다. 단, 발행연도를 표기하지 않은 문헌

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출  경과 시간은 

‘5년 이하’, ‘6년 이상 ~ 10년 이하’, ‘11년 이상 

~ 15년 이하’, ‘16년 이상 ~ 20년 이하’, ‘21년 

이상 ~ 30년 이하’, ‘31년 이상 ~ 50년 이하’, ‘51

년 이상’의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 다.

다음과 같이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이 인용한 문헌의 출  경과 시간을 

살펴보면 문헌이 발행된 지 문헌의 형태와 

계없이 ‘5년 이하’의 문헌을 가장 많이 인용하

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문헌의 출  경과 시간이 

낮을수록 인용의 빈도가 매우 높고, 출  경과 

시간이 높아질수록 인용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에 인용된 문헌의 출  경과 시간이 멱

함수의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문헌의 반감기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발

행연도와 인용된 문헌의 발행연도의 차이로 측

정된 문헌의 출  경과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최신 문헌으로부터 계산하여 체 인용 빈도에 

한  비율이 50%로 떨어지는 시간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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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경과 시간
학술지 단행본 보고서

인용 빈도 비 인용 빈도 비 인용 빈도 비

5년 이하 42,938 33.1% 9,369 19.6% 8,261 52.2%

6년 이상 ~ 10년 이하 32,362 24.9% 8,666 18.1% 4,078 25.8%

11년 이상 ~ 15년 이하 21,392 16.5% 7,613 15.9% 1,903 12.0%

16년 이상 ~ 20년 이하 12,429 9.6% 5,893 12.3% 840 5.3%

21년 이상 ~ 30년 이하 12,150 9.4% 7,564 15.8% 448 2.8%

31년 이상 ~ 50년 이하 7,465 5.8% 6,842 14.3% 228 1.4%

51년 이상 1,080 0.8% 1,876 3.9% 53 0.3%

<표 11> 출  경과 시간 구간별 인용 빈도 측정 결과

<그림 5> 문헌의 출  경과 시간에 따른 인용 빈도 추이

연 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계

피인용 횟수 5 7 18 10 12 7 4 63

피인용 횟수 5 12 30 40 52 59 63

 비율 8% 19% 48% 63% 83% 94% 100%

<표 12> ‘A' 학술지의 반감기 측정

을 의미한다. 반감기에 근 하 다는 것은 문

헌의 수명이 반을 넘어섰다는 의미로 해당 

시 부터 문헌의 가치를 차 상실하여 소멸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를 들어, ‘A' 학술지의 

반감기는 2016년부터 2014년에서 2013년 사이

로 약 3.2년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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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의 형태 행정학 경제학 경 학 무역학

학술지 8.3년 9.0년 6.3년 6.8년

단행본 13.1년 15.1년 7.9년 8.6년

보고서 4.9년 8.6년 4.7년 5.8년

<표 13> 문헌의 형태별 반감기 측정 결과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의 

반감기와 경 학, 경제학, 무역학 분야 학술지

에서 나타난 문헌의 형태별 반감기(정진식, 원

지욱 2009)를 비교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행정학 분야의 반감기 측정 결과 학술지와 

단행본은 경제학보다 다소 짧게 나타났으며, 

경 학과 무역학보다 길게 나타났다. 반면 보

고서는 경 학과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으나, 

경제학과 무역학보다 짧게 나타났다. 이는 국

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학술지와 단행본을 

이용할 때, 최신성의 여부에 크게 반응하지 않

고 장기간 문헌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다른 형태의 문헌과 비교할 때 

최신성에 여부에 크게 반응하고 있으며, 경제

학과 무역학 분야 연구자들보다 최신의 자료에 

집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연구 생태계 에서 국내 행정

학 분야의 구조  특성을 악하기 해 학술 

활동을 통한 연구의 생산과 활용, 그리고 소멸

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공 자, 인용, 

키워드의 연결 계를 심으로 네트워크를 생

성하고, 다양한 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 

생태계의 구조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행정학 분야에 게재된 논문의 공

자 계에 한 기  통계 분석 결과 5년간 

공동 연구의 비 은 52.7%로 선행연구와 비교

할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력을 통한 지식의 

창출보다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가 부분

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과의 력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

내 행정학 분야의 공 자 네트워크는 규모의 

공 자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소수의 

자로 이루어진 다수의 하  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웠다. 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컴포 트 수

는 633개이며, 가장 큰 컴포 트의 비 은 약 

39%로 문헌정보학(62개, 60.4%), 무역학(217

개, 91.8%), 건축학(534개, 51.6%)과 비교할 

때 단 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이 집

된 연구 계보다 다소 분산 인 계를 유지

하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심성의 

순 에 따른 구간별 연구자들의 평균 논문 수

를 측정한 결과 모든 심성에서 순 가 높은 

구간에 포함된 연구자들의 평균 논문 수가 낮

은 순 에 포함된 연구자들과 비교할 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성이 높은 연구자들이 연구 

생산성의 증 를 견인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23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0

나타났다.

둘째, 인용의 빈도를 측정하여 핵심 학술지를 

추출한 결과 국내 학술지는 ｢한국행정학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 학술지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로 배순자(2001)와 윤

석경(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은 상을 보

다.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의 상호 인용 네트

워크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상

호 인용 네트워크의 도는 0.823으로 1에 가깝

게 나타남에 따라 학술지 간 정보 달의 교류

가 활성화되어 있어 연구의 활용 속도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 거리는 1.177로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 간 연구의 달 경로가 좁

은 세상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하 다. 한, 최

근 5년 동안 국내 행정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조직’과 

련된 키워드가 다수 출 함에 따라 행정학의 

핵심 인 연구 주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핵심 

키워드를 상으로 한 네트워크는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어 행정학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연구 상이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유기 으로 연 되어 연구되

고 있으며, 핵심 주제어 가운데에도 허 의 역

할을 담당하는 주제어가 ‘조직’  ‘경찰’과 

련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국내 행

정학의 최근 5년간 ‘조직’  ‘경찰’과 련한 연

구 주제가 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 다.

셋째, 5년간 연구자들이 주요 정보원으로 이

용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문헌을 상으로 

문헌의 출  경과 시간을 측정한 결과 문헌의 

형태와 계없이 ‘5년 이하’의 문헌을 가장 많

이 인용하고 있었다. 한, 문헌의 출  경과 시

간이 높아질수록 인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문헌의 출  경과 시간이 멱함수의 분포를 보

임을 알 수 있었다. 문헌의 형태별 반감기를 측

정한 결과 학술지는 8.3년, 단행본은 13.10년, 

보고서는 4.9년으로 나타나 해당 시 으로부터 

인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문헌의 가치를 

차 상실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단행본은 학

술지와 보고서보다 문헌의 수명이 길게 분석되

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

자들이 단행본을 인용할 때 최신성의 여부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장기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고서는 다른 형태의 문헌에 비

해 반감기가 짧아 연구가 소멸되는 속도가 빠

르게 개되고 있어 연구자들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다소 집 하는 경향을 보 다. 

결과 으로 연구자와 연구자 집단 그리고 학

술지와 키워드 사이의 연결 계를 확인함에 

따라 공공의 문제에 한 해결책과 바람직한 

가치 창출을 해 이루어지는 행정학 분야의 

연구 생태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계는 타 학문 분야

와 비교할 때 단 화 정도가 높아 집 된 계

보다 다소 분산 인 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학술지의 인용과 키워드에서 강한 결속력을 보

이고 있어 연구 수행을 한 주요 정보원과 연

구 상이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유기 으로 

연 되어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인 인용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생산, 활용, 소멸에 한 사회과학  해석을 시

도하는 시험  연구로 연구 생태계 에서 

국내 행정학 분야의 구조  특성을 악하는 

연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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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류 활동을 악하고, 문헌의 이용 가치 

감소 상을 측정함으로써 도서 에서 연구지

원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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