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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련된 연구는 다양한 역에서 산발 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련 연구 동향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통해 수집한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  통계 분석, 단어 동시 

출  분석, 주 경로 분석을 통해 통합 으로 분석하 다. 기  통계 분석을 통해 핵심 자, , 논문을 

악할 수 있었다. 동시출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복지불평등, 불평등 정책이 핵심 주제로 

확인되었다. 주 경로 분석을 통해 2004년 이후의 불평등 연구 흐름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제  

불평등에 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 불평등  사회 구조  불평등과 련된 연구로 나타났다.

ABSTRACT

Researches on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has been sporadically conducted in various areas. 

In this study, research trend related to inequality was analyzed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co-occurrence analysis, and main path analysis using articles related to inequality from Korea 

citation index. In basic statistical analysis, key authors, journals, and articles are identified. 

In co-occurrence analysis, income inequality, educational inequality, welfare inequality, and 

policy on inequality were identified as main topics. Main path analysis showed two research 

trends after 2004. One was research trend on economic inequality, and the other was on health 

inequality and social structur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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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불평등의 사  정의는 평등의 반 되는 개

념으로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국립국어

원, 2008)을 의미한다. 차별로 인해 나타나는 불

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공통 인 문

제 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평등으로 인하여 특

정 개인 는 집단이 불이익을 가지게 되고, 이

러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웅, 임란, 2014).

많은 연구들에서 통해 불평등을 다양한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

다. 불평등이 범죄에 미치는 향(장지원, 조상

, 2019; 신동 , 2019; 변재욱, 김일 , 최

제, 2013; 최낙범, 섭, 오윤이, 2015; 장안

식, 2015), 불평등이 정치  성향에 미치는 향

(김상돈, 2011; 강우진, 2012) 불평등이 신뢰 

계에 미치는 향(강철희, 이상철, 2013) 등은 불

평등이 사회 갈등의 요인이며, 사회 갈등에 미칠 

수 있는 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1960년  이후 경제  발

과 성장만을 하여 억 르고 있었던 불평등 

요소들이 1990년 에 들어 다양한 역으로 확

되었고(서문기, 2004), 1997년 외환 기를 계

기로 격한 불평등 심화 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 다( 석, 2018). 2010년 이후 인터넷상의 

‘헬조선’ 논란과 수 , 흙수 로 표 되는 ‘수

계 론’은 불평등의 심화를 풍자하는 사회 

상, 사회 분열, 역차별 문제들에 한 심은 불

평등이 사회의 반 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 심화 상과 불평등에 

한 인식 확 는 학계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나타

나는 불평등에 한 심을 증  시켰고, 불평등

에 한 연구가 꾸 히 지속되고 있다. 

불평등과 련된 논의에서 무엇에 한 불평

등인지는 요하게 다루어진다(Sen, 1992). 이

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어떠한 역에

서 는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나는지에 한 분

석이 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평등에 

한 연구는 어느 특정한 연구 역이 아닌 사회

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

한 역에서 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에 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 

역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가 불평

등에 하여 어떠한 연구 역에서 어떠한 주제

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역에서 산발 으로 

진행되는 연구 역을 처음 하는 연구자들은 

핵심 연구자  논문은 무엇인지 핵심 연구 주제

가 무엇인지, 핵심 연구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출 된 논문을 활용

하여 다양한 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불평등과 

련된 연구 동향을 통합 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연구 동향에 한 분석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  통계 분석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 동향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단어 동시 출

 분석  주 경로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  통계 분석은 불평등과 련된 연구가 지

속되고 있는지, 불평등 연구 련 핵심 자, 핵

심 은 무엇인지 등을 빈도를 통해 진행하

는 분석이다. 단어 동시 출  분석은 단어 동시 

출  네트워크에 기반한 주제 분석이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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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동시 출  정보를 활

용하여 불평등과 함께 논의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악하고자 한다. 주 경로 분석은 인

용네트워크 기반의 불평등 역의 발  과정 

분석하기 한 것이다. 인용 네트워크에서 핵

심 경로를 추출함으로서 과거에서 재까지 이

어지는 불평등 역의 연구 흐름을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장의 불평등 동향 련 선행 연

구, 3장의 연구 방법, 4장의 결과 분석, 그리고 

마지막 5장의 결론으로 구성된다. 

2. 선행 연구

불평등에 한 모든 역의 반 인 연구 

동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향 분석과 련하여 특정 불평등 주

제와 련한 연구 동향을 악하거나 특정 불

평등 상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존재한다. 

오재림(2006)은 성별과 련된 교육 불평등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학교 교육에서 성별

간 평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을 

제기하면서, 교육 역에서의 성평등과 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1970년 부터 진행된 

학교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과 련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7가지의 연구 주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연구주제는 교육이념과 교육철학

에서 나타난 성의 구조에 한 연구, 학교 교육 

내용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에 한 연구, 

고등교육에서의 여성 문제 분석 연구, 교직에

서의 여성 련 연구,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에 

한 연구, 교육 정책에  연구, 여성사회교

육에 한 연구가 해당된다. 

Louise et al.(2015)는 건강 불평등 연구 

련 동향 분석을 해 Web of science에서 수집

한 1966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 불평등 련 

데이터를 상으로 자체 개발한 Bibliothecaire

를 사용하 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자로 

Mackenbach J. P., Kawachi L, Borrell C. 등을 

식별하 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로 Social 

Science & Medicin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를 식별하 다. 추가 으

로 가장 많이 인용된 상  25개 문서에 한 내

용분석을 수행하여, 역학 연구, 발생률/유병률 

연구, 생태학  연구, 방법론  연구, 정책 연구, 

경제 연구등 6가지 유형의 연구들이 나타난다

는 것을 밝혔다.

서형 , 명승화(2016)는 국내 정보 격차에 

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2000년부터 2014년

까지의 정보격차문제를 다루고 있는  7종

에서 추출한 56편의 논문을 상으로 분석한 결

과, 정보격차 실태에 한 연구,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한 연구, 정보격차의 향요인에 한 

연구, 정보격차해소 효과에 한 연구가 주요 주

제로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노 희, 장로사(2019)는 정보불평등 계층을 

상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 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DBPIA를 통해 도서 과 함께 정

보소외계층, 정보취양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 불평등 계층이라는 정보 불평등 계층을 표

하는 키워드와 노인, 장애인, 소득층, 농어

춘, 다문화, 난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보 불

평등 계층 유형을 표 하는 키워드로 총 97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연도별, 별, 연구자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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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계층 련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 불평등 청소년, 농

어 , 소득층, 난민, 북한이탈주민 련 연구

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논문들은 부분 교육, 건강, 성별, 정보와 

같은 특정 불평등에 한 연구들을 분석한 논

문들이며, 기  통계 분석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건 이하의 소수의 논문들을 상으로 수작

업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역의 일부 

논문들을 상만을 통해 분석하 다는 에서 

한계 을 가진다. 

특정 불평등 상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실제 불평등 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

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에 

해당한다. 

여유진, 김태환(2006)은 소득 불평등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양극화  분배 문제와 련하

여 외환 기 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

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

석하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먼  모든 불평

등지표가 외환 기 이후 불평등이 지속 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유진(2008)은 주요 OECD국가의 소득 불

평등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부분의 OECD국가에서 일자리의 양극화, 재분

배  복지정책의 쇠퇴 등을 원인으로 소득불평

등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Dorius(2013)는 1870년부터 2010까지의 세

계의 교육 불평등에 한 트 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 던 

1870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와 UNESCO

의 등학교 등록 데이터 통계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B를 사용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를 분석한 결과, 180

년간 교육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최제민, 김성 , 박상연(2018)은 1997년 융

기 이후의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한 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국노동패 조

사를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융

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가 2012년 이후로는 더 크게 증가하 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융 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 부동산 소득  융 소

득의 감소와 소득층에 한 이 소득  사

회보험소득의 확 를 언 하 고, 이후 다시 

증가되는 원인으로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

가 확 된 것을 원인으로 악하 다. 

김창환과 김태호의 연구(2020)는 세  불평

등이 증가하 다는 기존 연구에 해서 분석 방

법에 한 문제를 지 하고, 1999년부터 2019년

까지 20년동안의 가계동향조사를 개인단  자

료로 환하여 세 간의 불평등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세 내 

불평등은 감소하 고, 세 간 불평등이 증가하

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언 하고 

있다.

실제 불평등 상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불평등지표들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지

표 값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 해당한다. 

Dorius(2003)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지표 값 는 지표 값의 변화를 쉽게 악

할 수 있는 경제  불평등과 련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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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불평등 련 동향 연구는 특정 주

제 역에 한정하거나, 특정 지표를 통한 분석

으로 한정하는 연구들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다

양한 역에서 산발 으로 수행되고 있는 불평

등 주제 반에 한 연구 동향은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평등 련 연구 동향

을 분석하기 하여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상으로 다수의 문헌을 통해 주제 반에 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

기 하여 기  통계 분석, 단어 동시 출  빈도 

분석, 주 경로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1>은 

연구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3.1 데이터 수집  기  통계 분석

데이터 수집을 해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http://www.kci.go.kr)을 활용하 다. 

KCI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기본 인 서

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문헌이 인용한 참고

문헌 데이터  해당 문헌을 인용한 인용문헌 데

이터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KCI 데이터베이스

에서는 1980년부터 재까지의 서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2003년 이 의 서지 데이터는 

다수가 락되어 있고, 참고문헌과 인용문헌 데

이터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의 데이터만이 충

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불평등과 련된 반 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불평

등’을 키워드로 KCI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수행

하 고, 검색 결과 1995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그림 1> 연구 방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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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97건의 문헌을 확인하 다. KCI 홈페이

지에서는 자료반출 기능을 통해 모든 검색 결

과에 한 서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반출 

기능을 통해 4,397건의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

드 하여 기  통계 분석과 단어 동시 출  분석

을 수행하 다.

3.2 단어 동시 출  분석

수집된 데이터 에서 한국어가 아닌 어, 

국어 는 일본어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데이

터를 제외한 총 4,270건의 논문 데이터를 상

으로 제목만을 활용하여 단어 동시 출  분석을 

수행하 다. 불평등은 다양한 역에서 연구되

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어 동시 출  분석 

상의 범 를 록까지 확 한다면, 다양한 단

어의 출 으로 인하여 효과 인 분석보다는 잡

음(Noise)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목으로만 한정하여 단어 

동시 출  분석을 수행하 다. 

처리 과정는 Python 기반의 라이 러리로 

Konlpy(박은정, 조성 , 2014)를 활용하 다. 

Konlpy에서는 Kkma, Komaran, Hannanum, 

Twitter, Mecab와 같이 다양한 형태소 분석 모

듈을 지원하고 있으나, Komoran의 경우에는 연

구자가 직  제작한 불용어 사   이용자 사

을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처리를 진행

하 다. 

처리 후, 논문 제목 내 동시 출 하는 단어

들을 이용하여 동시 출  단어 을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단어 동시 출  네트워크로 

확장하 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불평등과 연

된 단어를 분석하 으며, 네트워크에 기반하

여 추출된 단어들의 클러스터를 통해 불평등 

역에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들을 확인하 다. 

단어 동시 출  네트워크 분석은 Gephi 시각화 

도구를 통해 수행하 다(Bastian, Heymann, & 

Jacomy, 2009). 

3.3 주 경로 분석

학문 분야의 발  궤 을 추 하는 방법론인 

주 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을 

용하여(Liu & Lu, 2012), 불평등 련 연구

의 발  과정을 분석하 다. 

주 경로 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피인용데

이터의 수집이 필수 이다. 일반 으로 피인용

데이터 수집은 1차 으로 수집된 서지 데이터

를 기반으로 참고문헌 정보를 추가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KCI에서 제공하는 참고

문헌 데이터는 2004년 이 의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문헌 데이터를 활

용한 주 경로 분석을 수행하기에 합하지 않

다. 그러나 2004년 이후의 모든 논문에 한 인

용문헌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의 발

과정 분석에 합함으로 이를 수집하여 주 경

로 분석을 수행하 다. 인용문헌 데이터를 수

집하기 하여 자체 제작한 이썬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복을 제외하고 수집된 인용문

헌 데이터는 총 20,770건에 해당한다. 수집된 

인용문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며, 이 네트워크를 상으로 주 경

로 분석 기법이 용되었다. 

주 경로 분석은 일반 으로 인용 네트워크 내

에서 피인용 노드가 없는 노드(Source)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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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용 노드가 없는 노드(Sink)까지의 경로

에 해서 모든 Edge에 한 Traversal weight

를 계산한 뒤 Traversal weight가 가장 높은 

경로를 주 경로로 결정하게 된다(Nooy et al., 

2005). Traversal weight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는 Hummon과 Doreian(1989)이 제안한 SPLC 

(Search Path Link Count), SPNP(Search Path 

Node Pair), NPPC(Node Pair Projection 

Count)가 있으며 Bategelj(2003)가 제안한 SPC 

(Search Path Count)가 치가 있다. 경로 가

치가 산출된 다음에는 인용 네트워크에서 핵

심 인 경로를 추출하는 단계인 경로 탐색을 수

행한다. 경로 탐색은 지역 탐색(local search), 

역 탐색(Global search)으로 구분된다. 지역

탐색은 하나의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경로를 탐

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 치가 높은 경로를 찾

아가는 방식이며 역탐색은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체 인 가 치가 가장 높은 경로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Liu와 Lu(2012)는 지역탐

색과 역탐색 과정에서 핵심 인 노드 는 

경로가 락될 가능성을 제기하 고, 이를 극

복하기 한 방안으로 탐색 과정이 있기 에 

핵심 노드를 먼  악하고, 악된 핵심 노드

를 기 으로 Source와 Sink를 만날 때까지 경

로 탐색하는 Key-route 경로 탐색 방법을 제안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문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때문에 인용 노드

가 없는 노드가 Source가 되고 피인용 노드가 

없는 노드가 Sink가 된다. 이 게 구축된 인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SPC 가 치 기반의 Key- 

route 주경로 분석을 수행하 으며, 주경로 분

석도구로서 Pajek(Batagelj & Mrvar, 2004)을 

사용하 다.

4. 결과  분석

4.1 기  통계 분석 결과

<그림 2>는 수집된 데이터를 연도별로 나타

낸 것이다.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불평등 련 

논문은 1995년 1건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꾸 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 에 출 된 논문은 소수로 나타나지만, 2004

년 82건의 논문이 출 된 이후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44건으로 가장 많

은 불평등 련 논문들이 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387건으로 일시 으로 논문 

수가 어드는 상이 나타나지만, 2020년 다

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이 에 출 된 논문 수가 은 이유

는 2003년 이  데이터의 락이 있는 KCI 데

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연도에 출 된 논문들이 

충분히 수집되지 못하 기 때문이며, 2021년은 

1년 체 데이터가 아닌 1~2월 데이터만이 수

집되었기 때문에 상 으로 논문 수가 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결과를 통해 2004년 이후 반 으로 불

평등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출 될 것을 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불평등 련 핵심 논문을 악하

기 해서 피인용빈도가 높은 상  문헌에 

해서 살펴보았다. <표 1>은 시드 데이터  피

인용빈도 상  10개 문헌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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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불평등” 키워드로 수집된 논문의 연도별 황

KCI ID 제목 자 출 연도 피인용빈도

ART001236626
부모의 교육  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 가정배경의 향을 심으로

변수용

김경근
2008

교육

사회학

연구

181

ART0010334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김오남 2006

가족과

문화
164

ART001106260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결정요인의 분석

방하남

이상호
2006

한국

사회학
139

ART001304406
사회경제  지 가 우울수 에 미치는 

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한 탐색  고찰

강상경

권태연
2008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34

ART001065994
사회경제  지 와 건강의 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심으로
김진 2007

한국

사회학
129

ART001280012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  상담자 요인

김창

권경인

한 주

손난희

2008
상담학

연구
119

ART001170115

청소년 학교 응에 한 가족요인의 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 계요인의 상  

향력

강유진

문재우
2005

한국

청소년

연구

113

ART001106158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심으로
이미숙 2005

한국

사회학
106

ART001110447
사회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랑스, 

국, 스웨덴을 심으로
문진 2004

한국사회

복지학
97

ART001534651 비  담론 분석과 비 ․해방  학문 신진욱 2011
경제와

사회
91

<표 1> 피인용빈도 상  10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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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피인용빈도가 높은 논문은 ‘부모의 교

육  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 가정배

경의 향을 심으로’이며, 사회계층간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한 원인을 분석한 논문에 해

당하고, 교육불평등 련 연구에서 많은 인용

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제결혼 이주여

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을 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부부갈등에 한 요인을 조사한 연구이다. 연

구 결과 , 한국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통

이거나 이주 여성이 성역할에 있어 불공평성을 

인지할수록, 그리고 부부의 권력이 평등하지 

않을수록 부부갈등 요소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련 갈등을 

해소를 한 연구에서 다수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결정요인의 분석’ 논문이

다. 일자리를 측정하는 척도로 임 , 직업 세, 

직무만족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좋은 일자

리 개념을 구성하 고, 좋은 일자리의 성, 학

력, 연령, 계층별 불평등 분포를 악한 연구이

다. 결과로 남성, 약 50세, 기혼, 졸자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공

공부분, 리 문직인 경우가 좋은 일자리 임

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일자리 련 문제 

 고용 불평등 련 연구들의 인용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들 

부분이 특정 불평등과 련된 원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로 많은 인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  10개 논문들이 피인용빈도

는 90회 이상으로 높은 수 이며, 2008년 이 의 

논문들이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한 논문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주제들을 

살펴보면, 교육, 건강, 성별, 소득, 다문화, 기

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비  담론 분석과 비 ․해방  

학문’ 논문은 담론 는 이념과 련된 논쟁에

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 불평등 주제가 아닌 기타 주제로 언 하

다. 

<표 2>는 불평등 련 논문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상으로 가장 많은 논문에 참여한 

생산성 높은 자 상  13명을 나타낸 것이다. 

상  13명의 자 모두 10편 이상의 불평등 

련 논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논문

에 참여한 자는 24편의 논문에 참여한 ‘ 병

유’이며, 그 다음으로 ‘정 호’, ‘이용재’ 순으로 

나타난다. ‘ 병유’는 주로 한국사회의 경제  

불평등, 사회 불평등 구조, 양극화등에 한 논

문들을 출 하 으며, ‘정 호’는 주로 경제 , 

자산 불평등에 한 논문, ‘이용재’는 노인 소득, 

복지환경 등과 련된 불평등 논문을 출 하

다. 출  상  자들을 살펴봤을 때, 반 으

로 경제  불평등과 련된 연구를 수행한 

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불평등 련 논문이 많이 실린 

 상  10개를 살펴본 것이다. 

‘경제와 사회’ 에 가장 많은 불평등 련 

논문이 게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사회학’, 

‘한국여성학’, ‘사회보장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상  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부분 사회

과학과 련된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

학뿐만 아니라,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의

료/복지/사회정책 련 연구 분야의 이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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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자 참여 논문 수
련 불평등

주제
순 자 참여 논문 수

련 불평등

주제

1 병유 24

자산

소득

사회

7 이철승 12
세

자산

2 정 호 19

자산

소득

사회

7 이양호 12
지역

소득

3 이용재 18

소득

지역

환경

7 신진욱 12
소득

세

4 황진 17 소득 10 권 용 11
소득

행복

5 김 미 15

소득

고용

성별

10 지은주 11
소득

행복

6 임병인 13 소득 10 장지연 11
소득

세

10 김민정 11
자본

환경

<표 2> 불평등 련 논문 참여 자 순

순 명 연구분야 출  논문 수

1 경제와 사회 사회학 62

2 한국사회학 사회학 58

3 한국여성학 여성학 48

4 사회보장연구 사회복지학 45

5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학 42

6 교육사회학연구 교육학 42

7 보건사회연구 사회과학일반 40

8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학 35

9 한국사회정책 의료/복지/사회정책 33

10 비 사회정책 기타사회복지학 30

<표 3> 불평등 련 논문 출   순

불평등 련 논문이 게재된 의 수는 총 

1,032개로 다양한 에서 불평등에 한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와 사회’ 에서 출 된 논문 수는 체 4,397

편의 논문  62편으로 약 1.4%에 해당한다. 

불평등 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경제와 

사회’ 의 논문 비율이 체의 1.4%라는 것

은 부분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에서 불평등을 하나의 세부 주제로서만 다

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불평등 주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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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핵심 으로 다루고 있는 은 찾아 볼 수 

없었다. 

4.2 단어 동시 출  분석 결과

불평등 련 연구의 주제 분석을 해서 단

어 동시 출  분석을 수행하 다. 먼  ‘불평등’ 

단어를 기 으로 한 문장에서 동시에 출 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으며, <표 4>는 ‘불평등’과 

동시에 출 한 상  30개의 단어를 나타낸 것

이다. 

<표 4>를 살펴보면, ‘소득’이 312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과 유사한 개

념으로 상  30  안에 ‘경제’, ‘빈곤’, ‘임 ’, ‘지

출’ 등이 등장하고 있어 경제와 련된 단어들

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에 

해당하는 건강은 ‘건강 불평등’에 한 주제이

며, 8  ‘지역’은 ‘지역 불평등’과 련된 주제, 

9  ‘교육’은 ‘교육 불평등’과 련된 주제, 10  

‘복지’는 ‘복지 불평등’ 련 주제로 악할 수 

있으며, 17 와 24 는 ‘성’과 련된 불평등 주

제, 마지막 30 는 ‘기회’와 련된 불평등 주제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으로 경제와 련된 ‘소득 불평등’이 

가장 핵심 인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수 이 건강, 교육, 기

회과 같은 다른 불평등 주제에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단어 동시 출  데이터를 기반으

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단어 동시 출  빈도가 낮은 단어 들은 상

으로 요도가 낮으며, 이러한 단어 들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면 잡음이 많이 발생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어 동시 

출  빈도 10 이상의 단어들만을 활용하여 네

순 동시출  단어 빈도 순 동시출  단어 빈도

1 소득 312 16 노동 49

2 사회 135 17 젠더 39

3 한국 109 18 노인 36

4 향 93 19 정치 34

5 건강 92 20 계 34

6 효과 76 21 국가 34

7 요인 71 22 분해 34

8 지역 60 23 시장 32

9 교육 56 24 여성 32

10 복지 55 25 구조 32

11 정책 53 26 빈곤 30

12 경제 53 27 임 30

13 가구 52 28 인식 29

14 변화 52 29 지출 29

15 비교 51 30 기회 27

<표 4> ‘불평등’과 동시 출  상  30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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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어 동시 출  네트워크

트워크를 구축하 다. 네트워크에서 ‘불평등’, 

‘사회’, ‘소득’, ‘교육’, ‘ 향’, ‘한국’, ‘정책’, ‘지

역’, ‘복지’, ‘여성’ 등이 요한 개념으로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으로, 단어 동시 출  네트워크를 바탕

으로 Modularity 분석을 수행하 다. Modularity 

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개의 큰 클러스터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

으로 단어 클러스터를 생성하 을 때, 이 단어 

클러스터들은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 인 주제이며, 해당 클러스터의 비율이 

클수록 더욱 요한 주제에 해당한다. <표 5>는 

4개 클러스터 각각에서 나타나는 상  5개 단

어를 나타낸 것이다. 클러스터1은 체 네트워

크에서 19.92%를 차지하며, 교육 불평등과 

련된 주제로 교육 개선에 한 내용이 나타나

고 있다. 클러스터 2는 체 네트워크의 24.3%

에 해당하며, 복지 불평등과 련된 주제로 한

국의 사회 복지에 련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

다. 클러스터 3은 체 네트워크의 35.86%를 

차지하며 소득 불평등과 련된 주제로 소득 불

평등의 요인, 향과 련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클러스터 4는 체 네트워크의 15.94%를 

차지하며, 불평등 련 정책을 주제로 하고 있

으며, 여성, 노동, 가족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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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

1 교육 사회 소득 정책

2 고찰 한국 향 여성

3 방안 경제 지역 노동

4 개선 복지 효과 시장

5 국제 비교 요인 젠더

<표 5> 클러스터별 상  5개 단어

4.3 주 경로 분석 결과

Key-route 주 경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2개

의 주 경로가 나타났다. <그림 4>는 경로 1을 

나타낸 것이며 <표 6>은 <그림 4>의 경로에서 

나타난 논문의 세부 정보를 표 한 것이다.

<그림 4>의 경로 1은 반 으로 경제  불

평등 에서도 소득 불평등과 련된 주제의 흐

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 하 던 

단어 동시 출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요한 주

제로 나타났던 소득 불평등과 련된 주제가 

2004년 이후로 나타나는 하나의 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 1은 7개의 세부 인 흐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김 , 이 호(2004)가 진행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 분석에 한 연구 흐름이 가

<그림 4> Key-route 주경로 분석 결과(경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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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ID 제목 자 출 연도

ART000976141
경기변동의 소득  소비불평등 효과: 도시
근로자 가구를 심으로

김
이 호

2004 재정논집

ART001118481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신동균
병유

2005 노동경제논집

ART001243646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양극화 분석
남상호
임병인

2008 경제학연구

ART001344314
노후소득의 불평등  양극화와 공 연 의 개
선효과

강성호
임병인

2009 사회보장연구

ART001053992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  향
신 호
신동균

2007 한국경제의분석

ART001546276
이 소득의 빈곤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
분석: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심으로

강성호
최옥

2011 농 경제

ART001648382
기 노령연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
화 변화분석

김재호
정주연

2012 한국정책학회보

ART001727835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장지연
이병희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ART001886461
소득계층별 여성 취업의 변화: 배우자 소득 수
을 심으로

장지연
병유

2014 산업노동연구

ART002065791
부부의 근로소득연 성과 가구근로소득 불평
등 계에 한 연구

이선화 2015 사회복지연구

ART001727709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동인에 
한 연구

병유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ART002050228
소득분배의 시계열 분석을 한 한국 소득 데이
터의 검토

이원진
구인회

2015 조사연구

ART002233455
1990년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한 
연구

정 호
병유

장지연
2017 사회복지정책

ART002392808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과 근로소득의 역할 이종철 2018 경제발 연구

ART002451946 소비지출 불평등에 한 연구
김수진
김호범

2019 경제발 연구

ART002456005
최상  소득 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평등 
측정

유혜림
민인식

2019 노동정책연구

<표 6> 주경로 노드의 세부 정보(경로 1)

장 먼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경기 변동을 보고 경기 변동

이 각 계층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경기 변동과 련하여 나타나는 소득  지

출의 불평등 간의 계 분석을 수행하여 경기 변

동이 소득  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치는 향이 

경제 기 이후에 감소하 으며, 경기 변화의 충

격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경기 변화로 인

한 수혜는 상 계층에 집 되었다는 을 밝히

고 있다. 

그 다음으로 소득분포 양극화의 상 분석을 

수행한 신동균, 병유(2005)의 연구와 양극화

의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한 신 호, 신동균

(2007)의 연구 그리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의 양극화 여부를 분석한 남상호, 임병인(2008)

의 연구를 통해 사회의 갈등을 소득 불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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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아닌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

들은 지니계수  양극화 지수를 통해 양극화 

상을 분석한 연구들에 해당한다.

세 번째 흐름은 소득 불평등에 한 극복 방

안으로 공  연 의 역할에 해 연구한 강성호, 

임병인(2009)의 연구, 강성호, 최 옥(2011)의 

연구, 김재호, 정주연(2012)의 연구가 나타나

고 있다. 양극화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법

들이 실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하는 

연구들로 노인 소득에 있어서 공 연 의 효과, 

농림업 가구에 있어서 이 소득이 미치는 향, 

기 노령연 이 노인가구의 양극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나,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

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흐름은 소득 불평등의 상을 분석

함으로써 원인을 악하고자 했던, 장지연, 이

병희(2013)의 연구, 병유(2013)의 연구, 이

원진, 구인회(2015)의 연구, 정 호, 병유, 장

지연(2017)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들

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임

 불평등, 외환 기, 우리나라의 개방화 략, 

IT 투자의 확  등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2008년 이후 재산 소득이 새로운 

소득 불평등 요인이라는 을 밝히고 있다. 

다섯 번째 흐름으로 부부의 소득이 소득 불

평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흐름으로 장지

연, 병유(2014)의 연구와 이선화(2015)의 연

구가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의 세

분화된 연구로 부부 에서도 특히 여성의 소

득이 한 가정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여섯 번째 흐름은 근로 소득 련 불평등 연

구를 수행한 이종철(2018)의 연구와 유혜림, 

민인식(2019)의 연구가 해당하며, 소득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새롭게 지표를 구성하거나, 기

존 지표를 보정함으로써 불평등에 한 상을 

분석하 다. 

마지막 흐름은 소비 불평등에 한 분석을 

수행한 김수진, 김호범(2019)의 연구가 해당한

다. 소득이 아닌 가계의 지출을 기 으로 불평

등도를 분석하 으며 2000년  후반 소비 불평

등이 크게 증가하 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림 5>는 두 번째 경로를 나타내며 <표 7>

은 <그림 5>의 경로에서 나타난 논문의 세부 정

보를 표 한 것이다. <그림 5>의 경로 2는 노인 

 건강불평등과 사회 구조  불평등에 을 

둔 논문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로 2는 

6가지의 세부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 Key-route 주경로 분석 결과 

(경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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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ID 제목 자 출 연도

ART001170808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최희경 2005 노인복지연구

ART001074504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경제  

지 와 사회통합 요소를 심으로

강혜원

조 태
2007 한국사회학

ART001362854
고령화연구패 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건강불

평등의 구조 분석
이미숙 2009 보건과 사화과학

ART001651597
노인의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 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김동배

유병선

이정은

2012 사회복지연구

ART001690234 2005-2010년 건강불평등의 변화와 향요인 김진구 2012 사회보장연구

ART001784735 불평등의 다차원  근: 측정  활용
백승주

섭
2013 한국정책학회보

ART002111481 다 격차지수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정 호

병유
2016 동향과 망

ART002261400
결합노동시장지 와 임 불평등의 확 (2004

∼2015년)
이철승 2017 경제와 사회

ART002440348
세 , 계 , 계: 386 세 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
이철승 2019 한국사회학

ART002624434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연구 

성과와 과제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경제와 사회

ART002651003 1990년 의 국제화․세계화와  민족주의 박해남 2020 한국민족문화

<표 7> 주경로 노드의 세부 정보(경로 2)

첫 번째는 노인 빈곤에 한 연구 흐름으로 

최희경(2005)은 여성 빈곤 노인에 한 심층 

면 으로 노년기의 빈곤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

석하 다. 노년기 여성이 성역할 부담으로 인

한 소득 기회 상실, 경제권 부족과 사별이나 발

병등의 경험이 노년기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건강 불평등에 한 연구 흐름이다. 

강혜원, 조형태(2007)의 연구, 이미숙(2009)의 

연구, 김동배, 유병선, 이정은(2012)의 연구가 

노인기에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의 요소가 교육 

는 소득과 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는 

연구에 해당한다면, 김진구(2012)의 연구는 소

득 계층에 따라 건강집 지수를 살펴 으로써 

건강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하 다. 

세 번째는 불평등을 수치로 측정하려는 연구

로 백승주, 섭(2013)은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불평등을 측정하고자 하

다. 

네 번째는 사회 구조와 불평등을 연 지어 분

석하는 연구의 흐름으로 호, 병유(2016)

의 연구, 이철승(2017; 2019)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과 같은 하나의 요인이 아닌 소비, 

자산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요인을 통합 분

석하여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한 분석을 수

행하 다.

다섯 번째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과도 연 지어 분석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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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2020)의 연구가 나

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상  

집단에서는 자산소득과 자산이 높은 상 성을 

보이며, 하  집단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 높은 상 성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 다. 

마지막은 불평등과 민족주의 개념을 연 지

어 분석하는 연구 흐름으로 박해남(2020)의 연

구가 나타난다.

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KCI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한 

불평등 련 논문들를 바탕으로 ‘불평등’ 역

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이 의 연구들은 

세부 역을 한정지어 소수의 논문들에 한 

수작업 분석을 통해 불평등 련 연구 동향을 

악하 으나 본 연구는 불평등과 련 반

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 고, 4,397건의 논문을 

통해 기  통계 분석, 주제 분석, 주경로 분석이

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기  통계 분석 결과로, 2004년 이후로 불평

등 연구들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 

논문과 련하여 병유, 정 호, 이용재가 핵

심 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한국

사회학 등이 핵심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의료/복지/사회정책 등의 다양한 역

에서 불평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 분석과 련하여 소득

과 련된 불평등, 특히 소득 불평등 주제가 가

장 핵심 인 주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건강, 지역, 교육, 복지 불평등이 주요 주제

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발 과정 분석에서는 

2004년 이후로 경제  불평등에 한 연구와 

노인 건강불평등  사회 구조  불평등에 

한 연구라는 2개의 주요 연구 흐름을 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 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불평등’ 주제의 논문들을 통합 분석함으

로서, 연구자들에게 불평등 연구 역의 핵심 

논문  자, 핵심 주제, 연구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 문

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 동향  지  구조 분

석을 해 주로 사용해왔던 방법론인 단어 동

시 출  분석과 인용 네트워크 기반의 주 경로 

분석 기법을 사회과학 역에 용함으로서 체

계 인 분석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회과

학 역의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 으며, 특정 연구 

역을 처음 하거나 산발 으로 다양한 역

에서 진행되어 연구 역을 악하기 어려운 

분야를 하는 연구자에게 해당 키워드와 련

된 논문들의 체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반

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는 에서 문헌정보학 는 정보 서비스 

측면에서의 의의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정량 인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악하 지만, 정성 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정성 인 분석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연구 동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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