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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개체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의 저자약력에 기술되는 저자의 관심분야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많은 저자들이 임베디드, 보안, 영상처리, 무선통신, 빅데이터, 
USN, 네트워크, RFID 등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re are many researches about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entities by social network analysis in 
various fields.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analyze the author’s interests area at the biography section i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by 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many authors in that journal are mainly focusing on embedded, security, image processing, wireless network, big data, 
USN, network,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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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잡한 사실이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

별적인 개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들을 집단적인 형태

로 묶어서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 유용하다.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복잡한 사실이나 현상을 정량화된 수

치로 변환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통계적 분석방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체들간의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

석하여 거시적, 미시적 관계 패턴을 분석하는 소셜 네

트워크 분석방법(social network analysis: SNA)[1]이 유

행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전통적인 통계학 

기법보다는 그래프 이론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상호 행동을 연구하는 분석방법으로 관계 또는 

관련 있는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의 

여러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의 개체를 시

각적이고 수리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규모(size), 밀도(density), 중앙성(centrality)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이루는 행위자(node)들의 특

성이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지표들이 다

양하게 사용된다[1]. 특히 중앙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

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로써 네트워

크에서 한명의 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1]. 다시 말해, 
사회연결망 이론에서는 연결망 핵심부에 위치한 사람

이 가장 많은 자원과 자원동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

고, 연결정도(degree), 사이(betweenness), 인접(close-
ness), 위세(eigenvector) 등으로 세분화하여 연결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1].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은 인문, 경제, 공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에서는 유

전자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동물모델에서 인간의 질

환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호전달경로 모델을 발굴

하는 웹기반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팀 스포츠에서의 패스 네트워크

를 연구하였다. [3]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추천 성과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분야 중에서도 특정 분야 논문지에 나타난 저

자, 키워드 등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최근 연구

분야의 경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거시적 흐름을 도

출하는 연구들도 있다[4-11].
한편 논문지 중에서 논문 저자의 약력을 기술하는 부

분에서 저자의 관심분야를 추가적으로 나타내는 논문

지들이 다수 존재한다. 컴퓨터 분야를 포함한 공학 분

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저

자의 관심분야는 과거와 현재의 관심분야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부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게재된 논문에만 국한하여 관계된 논문 키

워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관심분야를 소셜 네트

워크 분석기법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특정 

논문지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분야와 각 연구분야들 간

의 관련정도,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자 그룹화 등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관련연구

2.1.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되어 형

성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형태나 유형 혹은 구조를 말한

다[3]. 소셜 네트워크는 노드와 관계로 구성되는데, 노
드는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각의 참여자들을 의

미하고 관계는 참여자들 사이에 가지는 사회적인 연결 

관계를 의미한다[3].
 소셜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

심에 위치하는 참여자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심성 개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3]. 
중심성은 노드간의 관계 중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중심을 측정하는 가에 따라서 연결정도, 근접, 사이 중

심성이 사용되고 있다[9].

2.2. 공저자 및 키워드 네트워크

최근 학술 연구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연구자들 간의 공동연구는 갈수록 증가하

고 있다[8].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는 각 연구자들을 하나

의 노드로 표현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공저자 네트워크라고 한다[8]. 
공저자 네트워크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개별 

연구자의 사회적/학술적 관계와 학술적 영향력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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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네트워크의 형태와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8]. 
지금까지의 공저자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공저자 네

트워크에 나타난 일반적인 기초통계, 네트워크의 구조

적 속성, 학술적 영향력 지표로 중심 영향력 지표인 연

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영향력

을 나타내는 고유벡터 중심성, 신뢰 영향력을 나타내는 

페이지랭크 등을 제시하고 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데 있었다[8].
이와 같은 공저자 및 키워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체육학[1], 생물학[2], 로봇 및 제어자동 분야[6], 지리공

간정보학[7], 통계학[8], 물류학[9], 문헌정보학[10], 간
호학[11] 등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수행되었다.

Ⅲ.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 분석

본 논문은 한국정보통신학회에 2014년 1년간 게재된 

논문들의 저자약력에서 저자의 관심부분을 소셜 네트

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

크를 시각화 하고 영향력이 있는 주요 관심분야들을 식

별하고 네트워크의 그룹들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분석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초 데이터는 한국정

보통신학회에 2014년 1년간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정보통신학회에 게재된 논문

은 총 414편이었고, 이 논문들의 총 저자 수는 927명, 총 

관심분야 3,202개이었으며, 저자들은 평균 3.5개의 관

심분야를 기술하고 있었다. 중복 저자를 제거 한 저자는 

641명, 공백, 영문국문 변환, 표기법 통일 등으로 정제한 

관심분야 수 1,006개로 정리되었다.

3.2. 관심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방법

공저자 네트워크의 경우, 분석을 위해 데이터의 구성

을 주저자에서 공동연구자로 연결되도록 데이터를 구

성하고, 공동연구자간의 연결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9]. 이는 주저자 A와 공동연구자 B, C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은 A-B, A-C로의 연결만을 고려

했음을 의미한다[9]. 
하지만, 이와 같은 공저자 네트워크에서 방향성의 방

향을 인식할만한 충분한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10]. 즉, 저자A에서 저자B로의 방향성 있는 

링크를 가지는 경우 저자 A는 초급 연구자 저자B는 중

진 이상의 연구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동급 수준의 연구자들이 협력할 수 있으며, 초
급 연구자들도 단독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방향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

다[10]. 또한, 저자의 여러 관심분야에서 하나의 관심분

야를 주요 관심분야로 선택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저자의 관심분야들을 

모두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즉, 저자1의 

관심분야가 A, B, C라면, A-B, A-C, B-C의 연결을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저자 2의 관심분야가 A, D, F라면 기

존의 네트워크에서 A-D, A-F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네

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저자 네트워크를 구성하

면 저자 관심분야 노드(node)의 수는 1,006이며, 이들 

사이 연결된 에지(edge)의 수는 2,718개로 나타났다. 

3.3. 시각화 및 주요 컴포넌트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저자의 관심분야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기 위한 도구로 Gephi 0.8.2[12]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Gephi를 통해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그림이다. 전체 네트워크에는 총 80개의 그룹이 존재하

며 이들 각각은 다른 색깔로 표시하였다. 하지만 [그림 

1]의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바깥쪽에 가운

데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그룹들이 다수 존재

하고 있다. 이들 독립그룹은 모두 65개로 나타났으며, 
저자들이 본인의 관심분야를 너무 세밀하게 기술하여 

다른 저자들의 관심분야와 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를 나

타낸다. 이들은 2~11개의 관심분야들끼리만 연결되어 

독자적인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여 시각화

한 결과가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이다.

Fig. 1 Visualization of author’s interesting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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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에서 그룹들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가로축은 그룹의 번호이며, 세로축

은 해당 그룹에 속한 노드(저자 관심분야)의 수이다. 그
림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그룹이 10개 이하의 노드를 포

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못하

는 독립그룹들이다. 독립그룹들을 제거한 후 저자 관심

분야 네트워크는 [그림 1]의 오른쪽과 같이 모두 762개
의 저자 관심분야가 15개의 그룹으로 나타났다.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의 기본 측정값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정도

(average degree)는 6.213로 각 관심분야가 평균적으로 

이웃 관심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수를 나타낸다. 네트워

크 지름(network diameter)은 9로 네트워크 내 임의의 

두 노드들 간에 설정되는 경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

의 링크들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의 에지(edge) 수를 나

타낸다. 즉,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의 노드 중에서 가

장 멀리 떨어진 두 노드간의 거리가 9이다. 그래프 밀도

(graph density)는 그래프에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에지 

수에 대한 실제 에지수의 비율을 0과 1사이의 수로 표

현한 것으로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의 그래프 밀도는 

0.008이다. 

Fig. 2 Modularity analysis of author’s interest area network

Table. 1 Network Overview

average degree 6.213
network diameter 9

graph density 0.008
modularity 0.631

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0.793
average path length 3.59

클러스터 집단화 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특정 

노드와 이웃 노드가 연결되어 있을 확률로 0과 1사이의 

수로 표현하는데 평균적인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의 

클러스터 집단화 계수는 0.793이고, 임의의 두 노드 사

이의 평균 거리는 3.59로 나타났다.

3.4. 중심성(Centrality) 분석

저자 관심분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핵심 관심분야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성 분석이 매우 유용한 방법

이다.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노드간의 관계 중 어

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중심을 측정하는 가에 따라서 

연결정도, 근접, 사이 중심성이 대표적인 중심성 척도

로 사용되고 있다[9].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주변의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

를 측정하는데, 이는 주로 링크의 개수를 합산하여 구

한다[5]. [그림 3]은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순으로 상

위 20개의 저자 관심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임베디드의 

경우 84개의 이웃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어 연결정도 중

심성이 가장 높았고, 보안, 영상처리, 무선통신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Fig. 3 Top 20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평균적으로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

는 전체 중심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다른 

노드와의 경로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9]. 근접 중심성

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

향력을 가지는 저자를 가늠할 수 있으며, 근접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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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가장 짧은 거리에 

위치하여, 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와 연

결된 거리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되므로 위치적 이점

으로 인해 네트워크에서의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영향

력의 정도가 큰 노드라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근접 

중심성은 노드간의 최단거리(경로거리)의 합의 역수

로 계산되며, 각 노드로의 최단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노드가 전체 중앙성이 가장 높은, 즉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는 노드라고 할 수 있다[9]. [그림 4]는 

근접 중심성 값이 가장 작은 상위 20개의 저자 관심분

야를 나타내고 있다. 연결 중심성과 같이 임베디드가 

가장 근접 중심에 있으며, 무선통신, 보안의 순으로 분

석되었다.

Fig. 4 Top 20 of Closeness Centrality

Fig. 5 Top 20 of 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이라고도 하는 사이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경로 

상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전체 중심성을 측정하

는 지표이다[9]. 노드가 최단 경로상에 위치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중심성은 높아지며, 상이한 집단 간을 연결하

는 노드일수록 높게 나타난다[9]. [그림 5]는 사이 중심

성 값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저자 관심분야를 나타

내고 있다. 연결 중심성 및 근접 중심성과 같이 임베디

드가 가장 근접 중심에 있으며, 보안, 무선통신의 순으

로 분석되었다.
[표 2]는 저자들의 관심분야 네트워크에서 연결성, 

근접, 사이 중심성을 기준으로 상위 20개를 정리한 표

이다. 이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

였고, 상위 10개에 속하는 임베디드, 보안, 영상처리, 무
선통신, 빅데이터, USN, 네트워크, RFID는 한국정보통

신학회 2014년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관심분야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Degree, Closeness, Between Centrality

Degree Closeness Between

Embedded 1 1 1

Security 2 3 2

Image processing 3 4 4

Wireless 
communications 4 2 3

Bigdata 5 9 7

USN 6 5 8

Network 7 6 5

RFID 8 7 6

Cloud computing 9 12 10

Web service 10 16 17

Database 11 11 13

Mobile 
Communications 12 18 14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13 28 20

U-health 14 13 12

Ubiquitous Computing 15 8 9

Signal Processing 16 15 11

Sensor network 17 14 18

Multimedia 18 17 21

IoT 19 10 23

SoC 20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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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

해  개체들간의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거시

적, 미시적 관계 패턴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에 2014
년 1년동안 게재된 논문의 저자약력에 기술되는 저자의 

관심분야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해 다양한 측

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네트워크가 존

재하였고 연결성, 근접, 사이 중심성을 기준으로 판단

할 때 임베디드, 보안, 영상처리, 무선통신, 빅데이터, 
USN, 네트워크, RFID 등의 분야들이 게재된 논문들 중 

다수 논문들이 다루었던 주제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특정 논문지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분야와 각 연구분야들 간의 관련정도,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자 그룹화 등에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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