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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n collaborative research and academic relationship among researchers have been increased. Collaborative 

researchers can maximize productivity, time and cost savings, and reduce the risk of research. An empirical study 

on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co-authors' network and review efficiency of the reviewer network was conducted based 

on co-author networks and reviewer networks in Korea Society of IT Service.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uthor and reviewer networks, and to analyze research 

productivity and review efficiency in order to draw some implications. The meaning of interactions among professional 

groups was analyzed. Research productivity index was calculated using 728 authors’ papers submitted to the society.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indicators of social network analysis on research productivity and review efficiency,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s a result, the indicators of network centrality did not affect the review 

efficiency, but affect the research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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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학술 연구자의 연구에서 공동연구 는 공

동 자와 같은 력  연구에 한 심이 증 되

고 있다. 공동 연구의 장 은 연구 품질의 향상, 연

구의 험요소 감소, 시간  비용의 감, 학문 분

야의 업을 통한 연구 생산성 증 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가 증가하는 

상에서 우리는 사회  계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패턴을 통해 공동연구 네트워크에서 

력의 형태에 한 구조 인 특징을 악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자들의 사회 , 학술

 향력의 특성 악이 가능하다(Lee, 2010).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은 사회 으로 연결된 다수의 연결 는 연결되지 

않은 사용자(개인) 간의 구조를 악하기 한 분

석 기법으로 다수의 (Node)과 이 들을 연결한 

선(Link)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사회  통계 기법으

로 분석한 것이다(Heo, 2010). 이러한 소셜 네트워

크 분석 기법을 통해 공 자 네트워크에 한 구

조  특징과 상호 연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최

근 많은 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

을 통한 성과의 향상을 이루기 해 보유하고 있

는 자원과 다양한 연구자들의 자발 인 참여로 인

해 공 자 네트워크의 형성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

정이다(Son, 2002).

이런 사회  상 속에서 IT 분야의 속한 발

과 IT와 련된 학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IT 분야에도 업에 한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IT 분야의 공동연구가 실무 인 측면과 

학문 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4b).

 다른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은 “좁은 세상 효

과”로써 이것은 사회 심리학자 Milgram(1967)의 연

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지구상에 모든 사람

이 평균 여섯 단계 만에 연결된다는 이론이다. 이

러한 “좁은 세상 효과”를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네

트워크에 용시켜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조  특

성과 연구 생산성에 한 연구들이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Lim, 2007).

IT 련 연구는 융합(Convergence)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들의 문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역이며, IT 분야의 반 인 연

구 동향을 악하기 해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IT

서비스학회의 공 자 네트워크와 심사자 네트워크

에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Kim et 

al., 2014b). 선행연구를 통해 공 자  심사자의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공동연구에서 연구자의 

향력과 연구 논문 투고 패턴, 심사자 체계에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진행하 으나 재

까지는 매우 기 인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진행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공 자와 심사자의 문성을 악하기 

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공동연구 분야와 연구 심

사자 체계에 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이

용하여 한국IT서비스학회의 공 자 네트워크와 심

사자 체계에 한 분석 결과를 토 로 학술지의 

공동연구 계  심사자 체계의 검과 연구 생

산성  심사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한국IT서

비스학회의 공 자  심사자 체계에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지표를 토 로 이러한 지표들이 실

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한국IT서비스학회의 공동연구의 형

태와 심사자의 심사 체계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1) 기존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에 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이론  배경을 확

인하고, (2)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4) 분석 결과를 토 로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구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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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결

과 지표의 실제 의미를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본 연구에 용하고자 하 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에서 공 자들의 력 

네트워크에 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Kim(2011)

의 연구와 Kim(2011a, b)의 2건의 연구가 있다. 선

행 연구에서 진행된 내용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공 자에 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본 연

구의 내용과 비슷한 이 많은 논문이다. 

Kim(2011)의 연구에서는 공 자 네트워크의 

심성이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의 상은 2004년부터 제공된 SCO 

PUS에서 제공하는 국내 나노기술 분야의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학술논문을 상으로 진행하

다. 기본 인 연구 분석의 틀은 본 논문과 유사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심성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도출된 심성 지표들에 한 상

계를 측정하기 해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계 분석 결과 연구 생산성 지표인 가

 논문수와 투고 논문수의 상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2011)의 연구 결과는 소셜 네트워

크 분석 기법을 통해 공 자 네트워크의 구조  특

성을 악하고, 도출된 지표들의 상 계와 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공 자 네트워크에서 연구 생산성 분석의 척도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Lim(2011a, b)의 2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물

류 공 자들의 력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 다. 

연구 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 에서 

한국물류학회지와 연 된 연구 308편의 논문과 375

명의 공 자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출된 심성 지표

들을 가지고 상 계 분석을 통해 물류학회 련 

공 자 네트워크에서 지표의 향력을 분석하 다. 

그러나 상 계 분석만으로는 심성 지표의 

향정도를 분석하는데 한계 이 있었다. 이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지표인 심성

에 한 지표들의 향력을 검증하기 한 기  

연구를 진행했다는 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후 실시한 연구에서 임병학은 논문 공동 자 

네트워크가 연구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를 진행하 다. 앞서 실시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심성 지표를 도

출한 후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해 지표들 간

의 향력 분석을 실시하 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

과 유의수  안에서 심성 결과 지표들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 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공

자 네트워크에서 자의 심성과 매개성이 높

을수록 자의 향력이 높아지고 자의 생산성

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Lim, 2011b).

국외에서는 Newman(2001)의 연구에서 과학 분

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

하 고, Mailn and Carley(2007)의 연구에서는 생

물정보와 의료정보의 련성을 소셜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상호간의 연 계를 찾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2.1 공 자 네트워크

공  네트워크는 논문의 자와의 계를 나타

낼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네트워크

는 n개 행의 노드와 m개 열의 노드로 구성되어 

×의 행렬을 나타낸다. 다음 <Table 1>은 공

자 네트워크의 행렬의 이다(Lee et al., 2011).

<Table 1> Co-Author's Network Matrix

Article Author1 Author2 Author3 Author4

P.1 1 0 1 1

P.2 1 1 1 0

에서 도출된 공 자 행렬에서 공동연구의 특

성상 발생하는 자별 역할에 따른 가 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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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아래 <Table 2>는 자의 역할에 따

른 가 치 부여에 한 내용이다(Lee et al., 2011).

<Table 2> Co-Author's Network Weighted

Article Author1 Author2 Author3 Author4

P.1 0.5 0 1.0 1.0

P.2 1.0 1.0 0.5 0

제시된 <Table 2>의 내용에 따르면 공 자 네

트워크의 가 치는 주 자 혹은 교신 자일 때 1.0

으로 나타내고 공 자(일반 자)일 때 0.5로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 자 네트워크의 

기본 인 구조  속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Figure 1>과 같다(Lee et al., 2011). 

<Figure 1> Co-Author's Network Structure

와 같은 구조  속성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매

우 요한데, <Figure 1>의 좌측에 있는 공 자 

네트워크의 구조  속성은 A와 B, C와 B의 계

가 각각 연결되어 있어 서로 다른 그룹을 형성하

는데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그룹을 컴포 트(Com-

ponent)라고 칭한다. 컴포 트는 한 네트워크에 속

한  다른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으로 집단에 

한 구조  특징과 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요

한 자료가 된다(Lim, 2007).

2.2 연구 생산성

본 연구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

석의 심성 지표들과 연구 생산성 사이의 계를 

분석하기 해 연구 생산성에 한 정의를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연구 성과를 측정하기 한 기 인 연구 생산성

은 투고논문을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 언 하고 있는 연구 생산성 지표로는 Author 

Rank와 PageRank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공

자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모든 공동연구 계의 

가 치를 합산하여 연구 생산성을 도출하는 방식

이다(Kim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생산성 도출 지표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

표한 ｢ 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논문게재 실  산정

기 ｣에 따라 자의 역할 별 요성을 고려하여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Kim, 2011).

<Table 3>은 공동연구에서 공 자의 역할에 따

른 수 산정 기 을 나타낸 것으로 자는 연구

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른 수를 부여받는다. 

<Table 3> Co-Author's Network Calculation

Index Formula

Article

First author ×

Communication author ×

Co-author ×

2.3 구조  공백(Structure Hole)

구조  공백(Structure Hole)은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의 구조  치를 측정하기 한 개념이다. 특

정 노드의 구조  공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정 인 향과 련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Kim et al., 2014b).

구조  공백의 핵심은 ‘ 복되지 않는 것’으로 즉, 

특정 행 자 한 사람이 다른 행 자들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복되지 않고 특정 행 자 자신을 통해

서만 다른 행 자들이 연계되는 치에 있는 사람

을 구조  공백에 치한 행 자로 본다(Son, 2002).

구조  공백의 효과는 구조  공백에 치한 행

자의 정보의 우월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 연

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로 심사자들이 어느 정도

의 문성을 보유하고, 얼마나 효율 인 심사를 하

는지에 한 계를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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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로트카 법칙(Lotka's Law)

공동연구는 개인의 자발 인 참여로 인한 정보 

공유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발생하는 사회

인 상이다. 이러한 사회 인 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역할이 요하게 인식되고, 개인

의 노력에 따라 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Kim 

et al., 2014a). 

Dannefer(2003)의  이익 이론(Cumulative 

Advantage theory)에서는 개인 사이의 불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실해진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한 로트카 법칙(Lotka’s law)에서는 논문 

n편을 쓴 자의 수는 n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이

론을 제시하 다(Lotka, 1926).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연구 생산성은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집 되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런 상은 기자연과학 분

야에서 발생하 으며, 후에 인문분야  사회과학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론은 연구자의 연구 논문이 명 학술지에 편

되어 게재되는 경향이 있고, 수많은 학술지들은 

그에 비해 은 수의 논문이 게재되는 상을 확

인하 다(Bradford,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된 로트카 법칙  래드포드 법칙을 

공 자 네트워크와 심사자 네트워크에 용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5 심사 효율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IT서비스학회의 심사자 네

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회 심사 체계와 심사 

효율성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선행 연구에서

는 특정 조직의 심사자 체계에 한 분석연구가 

심도 깊게 이루어진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사 효율성을 토 법칙(Pareto's 

lwa)과 롱테일 법칙(Longtail theory)의 에서 

정의하 다. 

토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 도 

토(Vilfredo Pareto, 1964)가 주장한 경제학 

의 이론으로 체 성과  80%가 소수의 인원인 

20%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Park, 2010). 

이러한 을 심사 효율성 측면에 용시키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상할 수 있다. 학회 체 논문

을 소수의 심사자가 심사를 하게 된다면 심사 업

무의 과 으로 인해 올바른 심사를 진행할 수 없

게 될 것이다.

롱테일 법칙은 2004년 크리스 앤더슨(Chris An-

derson, 2006)에 의해 주장된 경제학  의 이

론이다. 개념을 정리하면 체의 결과에서 소수의 

원인이 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원인

으로 인해 체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Jeon, 2010).

이러한 에서 학회의 심사자 체계가 토 

법칙을 따르기 보다는 롱테일 법칙을 따르는 것이 

심사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

각한다. 한국IT서비스학회의 심사자 구성과 심사 

체계가 롱테일 법칙을 따르고 있다면, 실제로 심

사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한 

실증 분석을 본 연구에서 실시하 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한 이론  배경을 

검토하 으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얻은 

지표들에 한 향력 분석의 틀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한

국IT서비스학회의 공 자  심사자 네트워크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심성 

분석 자료가 자의 연구 생산성과 심사자의 심사 

체계와 련이 있는지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도록 한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IT서비스학회의 투고

된 논문 데이터로써 해당 기간 동안 545건의 투고 

논문과 314명의 자 네트워크  한국IT서비스학

회의 358명의 심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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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mographic Data Analysis

Category Author Co-author Reviewer Article

Management
7

1.28%
7

2.23%
14

1.28%
5

2.48%

Service Science
54

9.91%
21

6.69%
108
9.91%

19
9.41%

Service Computing
91

16.70%
44

14.01%
182

16.70%
25

12.38%

Software Management
41

7.52%
10

3.18%
82

7.52%
16

7.92%

Solution
72

13.21%
49

15.671%
144

13.21%
31

15.35%

Outsourcing
26

4.77%
15

4.78%%
52

4.77%
11

5.45%

Element technical and 
methodology 

15
2.75%

14
4.46%

30
2.75%

8
3.96%

Strategy and Business 
Management

96
17.61%

54
17.20%

192
17.61%

31
15.35%

Policy
81

14.86%
56

17.83%
162

14.86%
28

13.86%

Project Management
52

9.54%
33

10.51%
104
9.54%

26
12.87%

Many ohters
10

1.83%
11

3.50%
20

1.83%
2

0.99%

합계 545 314 358(1090
*
) 20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속성은 의 <Ta-

ble 4>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  데이터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투고 분야 별 자 비율은 

략  경 리 분야가 17.61%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공 자 비율은 정책 분야가 17.83%로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투고분야 별 심사자 수는 정

책 분야가 192명으로 17.61%로 가장 많은 심사자 

비율을 나타냈으며, 투고 분야 별 논문 게재 편수

는 솔루션과 략  경 리 분야가 1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와 같은 과정으로 도출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의 심성 지표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IT서비스학회 공 자 네트워크의 

심성 지표들은 자의 연구 생산성에 향을 미치

는가?’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한국IT서

비스학회 심사자 네트워크의 심성 지표들은 심

사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분석을 실

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Net- 

Miner4.1.2와 Microsoft Excel 2010, SPSS 21 버

 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4. 분석 결과

4.1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한국IT

서비스학회의 공 자 네트워크  심사자 네트워

크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2차 데이터 분석 연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다음의 <Table 5>는 체 자와 공 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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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Data Analysis

Index Degree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Structural Hole

Efficiency Size Hierarchy

Author 0.846 0.001 0.002 0.000 0.846 0.527

Co-Author 1.261 0.003 0.003 0.000 1.262 0.648

Reviewer-Article 2.452 0.003 0.069 0.006 2.452 0.204

Reviewer-First Author 2.683 0.003 0.115 0.005 2.683 0.231

자와 논문, 심사자와 제 1 자에 한 분석결과를 

보여 다. 자와 공 자의 계에서 단일 자를 

포함했을 때 보다 단일 자를 제외한 데이터에서 

연결정도(Degree)의 수치가 올라갔음을 알 수 있

다. 심성의 경우 단일 자를 뺀 결과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일 자는 업이 없기 

때문에 업성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자와 투고논문, 심사자와 제1

자의 계에서 구조  공백의 Efficiency Size 지

표를 토 로 분석한 결과 심사자 1인이 평균 2편 

정도의 논문을 심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심사자가 이 에 심사했던 자의 연구를 다시 심

사 배정될 경우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

안 평균 2명 정도와 연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

자가 동일분야의 자와의 심사 과정에 투입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수정  재심사에 한 

복 데이터를 제외한 결과이므로 심사 원의 문

성에 맞추어 자의 논문에 배정되고 있었음을 확

인하 다.

<Table 6>은 한국IT서비스학회의 공 자 네트

워크  심사자 네트워크에 한 심성 분석의 

세부 결과이다. <Table 6>의 내용을 토 로 살펴

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투고된 논문 545편에 

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는 지속 으로 자

와 공 자 간의 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는 공 자 네트워크를 맵핑

화 한 그림이다. <Figure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수의 자들이 높은 네트워크 심성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부분의 

자들은 주로 1～2회 정도의 공 자로 참여함에 

따라 해당 연구 역에 한 자 간의 문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Co-Author Network Analysis Results

Author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Structure Hole

Efficiency 
Size

Aggregate 
Constraint

Hierarchy

54 0.016 0.019 8.389 1.855 0.818 

589 0.012 0.013 6.000 0.184 0.118 

4.000 0.280 0.168 501 0.008 0.015 

4.000 1.813 0.632 8 0.008 0.009 

3.000 2.420 0.602 116 0.006 0.007 

3.000 2.111 0.560 278 0.006 0.007 

3.000 3.111 0.669 286 0.006 0.006 

3.000 2.420 0.602 322 0.006 0.007 

3.000 0.333 0.000 476 0.006 0.007 

513 0.006 0.006 3.000 0.375 0.210 

<Figure 2> Co-Author Network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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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심사자와 투고 논문 간의 계의 심

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의 결과를 

토 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심사자와 투고 논문 

네트워크에 하여 심사자들이 논문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에 여러 편의 논문을 심시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Reviewer-Article Network Analysis 
Results

Author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Structure Hole

Efficiency 
Size

Aggregate 
Constraint

Hierarchy

127 0.057 0.305 31.156 0.136 0.544 

143 0.055 0.355 29.867 0.037 0.009 

174 0.053 0.309 28.724 0.039 0.015 

228 0.046 0.298 25.000 0.040 0.000 

150 0.046 0.288 25.000 0.040 0.000 

70 0.042 0.293 22.565 0.133 0.414 

169 0.040 0.324 22.000 0.045 0.000 

20 0.037 0.305 20.000 0.050 0.000 

220 0.037 0.303 20.000 0.050 0.000 

217 0.037 0.267 20.000 0.050 0.000 

<Figure 3> Reviewer-Article Network Map

한 심성 척도 분석에서 상  10%에 해당하

는 분석결과를 보면 약 50명의 심사자들이 2005년

부터 꾸 하게 각자의 분야에서 문성을 바탕으

로 논문을 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사

자와 투고 논문의 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각 심사자들의 논문 심사 네트워크는 심성이 높

기 보다는 단발  심사 계만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Figure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심사자들이 다수의 연구 논문

을 심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편수에 한 

편향이 없이 논문이 골고루 심사자에게 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사자와 제 1 자와의 계에 한 

분석을 살펴보면 앞선 심사자와 논문의 네트워크 

분석결과와 더불어 한 명의 자가 여러 편의 논문

을 투고했을 때에도 심사자의 문성이 높은 심사

자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심사자와 논문의 제 1

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나타낸 <Table 8>의 내

용을 살펴보면 본 학회의 심사자들은 투고된 논문

의 제 1 자와의 계가 심사자 1명 당 2명의 제1

자를 넘지 않는다. 이 결과는 한국IT서비스학회

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들이 다수의 문성을 갖

춘 심사자들에게 심사비 을 낮춰 논문 심사를 하

고 있음을 보여 다. 

<Table 8> Reviewer-First Author Network Analysis 
Results

Author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Structure Hole

Efficiency 
Size

Aggregate 
Constraint

Hierarchy

100 1.000 13.000 0.000 0.001 0.175 

220 1.000 18.000 0.000 0.001 0.161 

115 1.000 1.000 1.000 0.001 0.002 

97 1.000 5.000 0.139 0.001 0.140 

286 1.000 1.000 1.000 0.001 0.119 

139 1.000 12.000 0.000 0.001 0.147 

258 1.000 4.000 0.000 0.001 0.109 

330 1.000 3.000 0.000 0.001 0.129 

176 1.000 4.000 0.000 0.003 0.130 

70 1.000 23.000 0.000 0.003 0.166 

한 분석 내용에서 구조  공백의 특성을 고려

하 을 때 구조  공백에서 심사자들의 유효크기

의 지표가 낮게 나타남으로 여러 사람과 연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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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Auhtor Network Coefficient Analysis Results

　 Productiv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Productivity

Pearson Coefficient 1 　 　 　

P-Value 　 　 　 　

N 728 　 　 　

Degree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767
**

1 　 　

P-Value .000 　 　 　

N 728 728 　 　

Closeness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588
**

.808
**

1 　

P-Value .000 .000 　 　

N 728 728 728 　

Betweenness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645
**

.533
**

.561
**

1

P-Value .000 .000 .000 　

N 728 728 728 728

**：P-value < 0.01.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IT서비스학회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자들에게 많은 논문을 배

정하지 않고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4.2 소셜 네트워크 지표 간 상 계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심성 분석 

결과를 토 로 공 자 네트워크의 연구 생산성과 

심성의 계와 심사자 체계와 심성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1을 사용하

여 상 계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심

성 분석 결과는 분석 지표들의 결과 값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연구 생산성과 한국IT서비스학회의 심

사자의 심사 체계에 한 계 악을 하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야의 

선행연구들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피어슨 상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각 지

표들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먼  공 자 네트워크의 피어슨 상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 <Table 9>의 내용과 같다. <Table 9>

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심성 지표들은 상 계

에서 모두 상 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공 자 네

트워크의 연구 생산성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심성 분석의 결과는 특정 자의 연구 생산성이 높

을수록 심성이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투고 

편수와 연결정도 심성의 계를 살펴보면 투고 편

수가 많은 자는 연결정도 심성이 높게 나타나

며 이는 투고편수가 많은 자는 연구 생산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 자 네트워크의 생산성과 심성 지

표들 간의 상 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매개 

심성과 근  심성의 계는 유의미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생산성이 높은 연구자는 공동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높은 향력을 미치

고 있는 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심사자와 투고 논문간의 계에 한 

피어슨 상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0>과 같

다. 구조  공백의 효율성은 심사자와 투고 논문

간의 심성 지표들의 상 분석에서 상 계가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

자의 구조  공백이 심성 지표들과의 상 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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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viewer-First Author Network Coefficient Analysis Results

　 Effectiveness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ffectiveness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1

　  

455

　

　

　

　

　

　

　

　

　

Degree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031

.503

455

1

  　

455

　

　

　

　

　

　

Closeness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052

.271

455

.721
**

.000

455

1

 　 

455

　

　

　

Betweenness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026

.584

455

.951**

.000

455

.704**

.000

455

1

 　 

455

 **：P-value < 0.01.

<Table 10> Reviewer-Article Network Coefficient Analysis Results

　 Effectiveness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ffectiveness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1

 　

545

Degree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023

.596

545

1

 　

545

Closeness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045

.292

545

.672
**

.000

545

1

　 

545

Betweenness 

Centrality

Pearson Coefficient

P-Value

N

.011

.794

545

.934**

.000

545

.665**

.000

545

1

 　

545

 **：P-value < 0.01.

타나기 때문에 심사자와 논문 간 심성의 계가 

낮음을 의미하고 심사자가 심사하는 논문 편수가 

고 과 된 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심성 지표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본 결과 심성 지표들 간의 상 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은 한편의 

논문에 심사자가 2명이 배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사자와 제 1 자와의 심성 분석 

지표를 피어슨 상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1>에 제시되었다. 심사자와 제 1 자의 계에서

도 마찬가지로 구조  공백 분석 결과를 반 하

는데 앞서 실시한 심사자와 투고 논문 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 분석에서 각 지표 간 상

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IT서비스학회의 심사체계가 특정 심사

자들에게 편 되지 않고 각 분야의 문가들로 구

성된 심사자 풀(pool)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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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 소셜 네트워크 지표 간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IT서비스학회의 공 자 네트

워크의 소셜 네트워크의 주요 지표가 연구 생산성

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해 SPSS

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 지표들이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각 심성 지표를 개

별 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유의수  α = 0.01로 설정하여 엄격한 기

을 용하 다. 

연결정도 심성이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2>에 나타나 있다. 연결정도 심성의 유

의확률은 0.0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

결정도 심성은 연구 생산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Table 12> Regression Results of Degree Centrality 
and Research Productivity

Model R
2 adjusted

R
2

Statistics

sig. F 
Change

t
P

Value

1 .589 .588 1040.260 17.161 .000

Dependent Variable = Productivity.

 <Table 13> Regression Results of Closeness 
Centrality and Research Productivity

Model R
2 adjusted

R
2

Statistics

sig. F 
Change

t
P

Value

1 .346 .345 383.922 21.839 .000

Dependent Variable = Productivity.

다음으로는 근  심성이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Table 13>의 내

용을 살펴보면 근  심성이 연구 생산성에 미치

는 향력을 살펴보기 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

내는 수정된 R제곱 값이 조  낮게 나타나기는 하

지만 유의수 이 0.0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근  심성 한 연구 생산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개 심성이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향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4>의 내용과 같다. 

매개 심성 역시 연결정도 심성과 근  심성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수  0.01 미만에서 유

의한 변화량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 생산성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4> Regression Results of Betweenness 
Centrality and Research Productivity

Model R
2 adjusted

R
2

Statistics

sig. F 
Change

t
P

Value

1 .416 .415 516.607 46.965 .000

Dependent Variable = Productivity.

마지막으로 심사자 네트워크에 한 한국IT서비

스학회의 심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에 한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 지표 별로 독립 인 회귀

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15>와 <Table 

16>에 나타난 것과 같다. 

<Table 15> Regression Results of Centrality Index 
and Reviewer-First Author

Variable R
2 adjusted

R
2

Statistics

sig. F 
Change

t
P

Value

Degree 
Centrality

.001 -.001 .449 324.54 .503

Closeness 
Centrality

.003 .000 1.212 43.978 .271

Betweenness 
Centrality

.001 -.002 .301 444.18 .584

Dependent Variable：Efficiency.

<Table 15>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자와 자

와의 계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심성 지표들은 논문 심사의 효율성에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유의수 이 0.01을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자와 자 간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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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심사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고논문이 심사자의 심사의 효율성

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심사자와 자와의 계와 마찬가지

로 심사자와 투고논문 사이에도 별다른 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01을 

넘어 투고논문은 심사자의 심사의 효율성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Regression Results of Centrality Index 
and Reviewer-Article

Variable R
2 adjusted

R
2

Statistics

sig. F 
Change

t
P

Value

Degree 
Centrality

.001 -.001 .282 317.11 .596

Closeness 
Centrality

.002 .000 1.114 45.030 .292

Betweenness 
Centrality

.000 -.002 .068 424.48 .794

Dependent Variable：Efficiency.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다음과 같

다. 제 4.1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한국IT서비스

학회 심사자의 논문 심사 편수가 평균 2편으로 해당 

논문과 자와의 계에서 상호작용이 낮게 나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심사자에게 과도

한 심사 업무가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 계가 

낮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IT서비스학회의 투고논문 자들과 공동연구를 진

행한 공 자들의 구조  특성 분석과 도출된 소셜 

네트워크 심성 자료를 통해 연구 생산성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IT서비스학회의 심사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심

사 체계 분석을 함으로써 학회의 연구 동향과 논

문 심사 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로트카 법칙과 래드포드 법칙

을 본 연구의 문가 그룹에서도 용되는지를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도출하면, 한국IT서비스학회의 투고 자  연구 

생산성이 높은 몇 명의 자에게 심성 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동연구에서는 개인의 역할에 따른 

요도가 개인별로 다르게 측정되고 있으며, 몇 명

의 심성이 높은 연구자들로부터 한국IT서비스

학회의 연구 논문들이 투고되고 있음을 나타내주

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바라바시 링크(Barabasi- 

linked) 에서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 연결망이 

차 정교해 짐에 따라 심성이 높은 연구자는 선

호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이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Lim, 2007). 이러한 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진행한 한국IT서비스학회의 공 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심성이 높은 54번 자의 

경우 좁은 세상 치 효과와 같이 멱함수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

동연구와 같은 형태에서 경험 많고 신뢰가 높은 

연구자들의 심성 지표와 연구 생산성의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IT서비스학회의 

심사자 체계에 한 분석 결과를 통해 심사자 네

트워크의 심성 지표와 심사의 효율성에 상

계가 있음을 증명하 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나

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성 지표

와 효율성 간의 향요인을 밝 내기 해서는 좀 

더 정교한 분석 모형이 요구된다. 이러한 심사자 

체계 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 분야 체의 학회 논문 심사 

체계 분석을 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기존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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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공 자 네트워크 분석에서 논문 심사 체계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 역을 개척했

다는 이 의미가 있다.

넷째, 심사 효율성 검증 결과 한국IT서비스학회

의 심사자 네트워크 분석 지표들이 롱테일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IT서비스학회에서 심

사자로 등록된 358명의 심사자들이 평균 2.6편, 약 

2.4명의 자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심사자에게 편 된 심사 업무가 아닌 다수의 심사

자에게 소량의 심사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질 확보와 효율성 향상을 이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

법을 통해 얻은 지표들과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연

구 생산성에 한 상 계를 증명하 다. 그리고 

한국IT서비스학회의 심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심

사 효율성을 검증하 다. 이 과정에서 한국IT서비

스학회의 심사 체계가 롱테일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

자 각 개인의 문성 확보에 한 부분을 설명하

기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5.2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한국IT서비스학회의 공 자 연구 네

트워크 데이터와 심사자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

하여 연구 생산성과 심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기존 학술지 공 자 연구에서는 

단순히 학술  공 자 네트워크에 한 소셜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구조  특징만 분석하 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생산성과 심사 체계라는 

을 더해 국내 학술지의 논문 투고와 심사 과

정의 반 인 과정을 분석하 다. 한국IT서비스

학회의 심사 체계에 한 분석 결과 소셜 네트워

크 분석의 심성 지표들과 심사의 효율성 간 상

분석에서 각 지표와 효율성의 상 계는 증명

했으나, 회귀분석 결과 각 심성 지표들이 심사

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에서는 기

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IT서비스학회의 논문 심

사 체계에 한 분석 임워크를 제시하기 해

서 심성 지표가 실제로 논문 심사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를 보다 체계 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한 본 연구가 한국IT서비스학회를 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타 분야 학회에 용하기 

해 향후 연구에서 분석 임워크를 일반화하기 

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IT서비스

학회의 심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논문 심사의 효율

성에 미치는 요인을 악할 수 있다면 범 학회에 

용할 수 있는 분석 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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