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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과학 중독 분야의 국내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했다.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시작일 기준 최신 1년인 2019년에 발간된 중독 주
제의 논문 총 172건을 수집하여 총 43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Bibexcel, COOC, WNET, NodeXL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중독 유형, 연구 상, 연구방법, 연구변수 관련 키워드
가 나타났으며 20개 군집을 파악했다. 또한 세부적으로 전역중심, 지역, 매개 중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보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중심으로 하는 최신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관계 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 주제영역의 연구와 실천에 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의 범죄와의 관련성, 알코올 중독에서의 가족의 관련성, 도박 중독에서의 동기의 관련성 및 
질적연구의 필요성 등에 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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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the latest trends in Korean addictio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A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with co-word occurrence was performed on 172 
papers from the KCI database based on the data from the year of 2019, and a total of 432 keywords 
were extracted. The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everal programs: Bibexcel, COOC, WNET, 
and NodeXL. As a result of the study, keywords related to addiction type, study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variables were found, and a total of 20 clusters were identified. Furthermore, 
to identify and measure weighted networks, the relationships between each keyword were explored and 
discussed in detail through a network analysis of global centralities, local centralities, and betweenness 
centralities.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latest issues were focused on smartphone addiction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that fields and topics of relationship addiction, 
food addiction, and work addiction should be more considered. Further, the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drug addiction-crime, alcohol addiction-family, and gambling addiction-motivation 
and the necessity of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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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독은 중독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 모두를 
위협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1]. 중독은 일종의 습관성으로 정신적, 심리적 
및 신체적 의존이 있어 계속 어떤 물질을 찾거나 행동
을 반복하여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
를 의미한다[2][3]. 이러한 중독은 알코올, 니코틴, 마약
과 같은 물질중독과 도박, 쇼핑과 같은 행위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4].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중독을 4  
중독으로 분류하였는데[5],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 
즉 12.5%가 4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6]. 우리나라 약 46%의 성인이 위험음주를 하는 것
으로 보고되며[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
르면 2019년 기준 전자담배를 제외한 궐련형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1.5%이고 남자의 경우 35.7%로 더 높
게 나타난다. 또한 마약 중독과 관련하여 매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2017년에는 8,887명이 검거되
었다[8].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발달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기 등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중독의 유
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9]. 우리나라 스마
트폰 이용자의 77.4%가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본다고 
응답했고[10], 특히 청소년의 경우 47.8%가 도박게임
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처럼 스마
트폰 중독, 온라인게임 중독, 온라인 도박 중독이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두되어 이에 관련한 연구들
[12][13] 역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성형 중독[14][15], 쇼핑 중독[16][17], 일 중독
[18][19], 음식 중독[20] 역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
했다[1]. 이처럼 중독은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에 관여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중독 문제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오래 전부터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동시발생(co-occurrence) 이슈가 두되었고 두 중독 
간의 높은 상관성이 보고되었다[21]. 또한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을 포함한 모든 중독 문제는 유사한 요인, 진
단적 기준, 임상적 증상, 징후 및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
에[22][23],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이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요구된다[24]. 그
러나 여러 유형의 중독은 여전히 각 중독 유형의 분야
에서 각기 연구, 서비스,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경
향이 있다[24]. 따라서 특정 유형의 중독만을 부분적으
로 다루는 것이 아닌,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을 모두 포
괄하는 유형의 중독에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현재까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유형
의 중독만 별도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모두 종합 및 포괄하여 연구경향을 살펴본다면 전체 유
형의 중독에 한 지적구조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흐름을 파
악하고 현재 연구의 문제점과 이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
시해준다[1]. 지적구조는 “특정 학문분야의 지식을 계
량적 또는 관계적 데이터로 파악한 구조이고, 지적구조 
분석을 통하여 특정 학문분야의 구조적인 특성, 연구 
경향, 세부 주제영역 및 학제성을 파악할 수 있다”[25]. 
지적구조에 한 분석은 문헌이나 저자의 동시인용 분
석, 서지결합법, 동시출현단어 분석 등의 다양한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26], 그 중에서도 “특정 학문 분야의 
문헌에 포함되는 키워드 쌍이 동시에 출현한 빈도를 계
산하는 분석”[25]인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지적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방법이다[27]. 동
시출현빈도에 따른 단어의 유사도를 계산 및 다양한 통
계기법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주제영역 분류를 통한 
핵심 주제 파악, 주제 영역 간 관계 분석이 가능하게 하
고[25][27], 나아가 해당 분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28].

그러나 여러 유형의 중독을 포함하여 연구경향을 살
펴보고 지적구조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소수였다.  특
정 유형의 중독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네트워크 분석방
법을 활용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여러 
유형의 중독 연구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부분 내용분석 혹은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만을 활용
하고 있었고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포함한 그 어떠한 네
트워크 분석방법도 적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전
히 중독 분야의 연구경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네트
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기존의 내용분석, 체계적 문헌고
찰, 메타 분석과 같은 방법에 비해 다차원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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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내
용분석 혹은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은 자료의 수집, 분
류 해석 등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빈도수와 같은 기술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는 한계가 있다[29].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체계적인 실
증적 자료 및 수학적 혹은 통계적 분석모델에 기초하며 
네트워크 구조의 그래픽화한 모습의 발견에 그 초점을 
둔다[30]. 즉, 주제어 간 연계구조와 구조적 특성을 다
차원적 그리고 시각적으로 나타내줄 뿐 아니라[31], 여
러 군집으로 나뉜 하위 중심 및 세부 주제 영역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방법, 특히 마이닝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인 동
시출현단어분석[30]을 통해 사회과학 분야 중독 관련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적구조를 시
각적으로 제시하여 하위 중심 및 세부 주제 영역의 구
성을 규명하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해당 키워드들의 영
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26]. 이를 통해 사회과학 학
계의 중독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실천현장의 
예방, 개입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탐색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Helinski와 Spanagel[32] 국외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독 전 분야의 체계
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통해 연도별, 국가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10년간 중독연구가 350%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약물, 알코올, 니코틴 중
독 관련 연구 분야가 급격히 증가했고 미국에서의 연구
가 주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독 전 분야의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다만, 김미선[1]이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방법을 통해 중독 관련 국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의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중
독과 범죄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2014년
까지 게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 총 68편을 분석 상으
로 연구 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2000

년도부터 중독과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되었으며 2012년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상과 관련하여
서는 청소년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50%가 넘는 연구가 중독은 
범죄의 매개 및 촉매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중독
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약 30%로 나타났다. 정
슬기[33]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행위 중독을 중
심으로 국외 중독연구동향을 살펴보았는데, ‘Alcohol’ 
이나 ‘Addictio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2014년 
발간된 학술지 중 연구자가 임의로 4개의 연구만을 선
정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
는 “에너지음료 폭탄주의 영향과 소셜미디어에 기반을 
둔 음주행동 연구, 호주 원주민 여성의 도박문제 연구, 
청소년의 전자기기중독과 휴 폰사용문제 연구” 총 4
개의 연구를 요약 및 소개했다[33].

한편, 이소영, 김승혜[34]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한 도박중독 관련 국내 191편의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도박중독 국내 연구동향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
다. 분석결과, 2009년 이후 연구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특히 양적연구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 결과, “청소년･ 학생 상 연
구, 인터넷도박,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회복･ 
예방･치료”가 다루어지고 있었다[34]. 군집분석 결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도박중독 관련 척도개발, 인터넷 
도박, 학생 및 청소년 상 도박행동과 비합리적 도
박신념 간 관계, 도박으로부터의 회복 경험, 카지노 도
박 및 병적도박, 도박문제 관련 정책”으로 군집이 나타
났다[34]. 김은숙, 김세원[35]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KCI 등재 논문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 629편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적응, 외로움, 자기효능감, 도박행동, ADHD 
증상, 부모애착, 학업성취도 등이 등장 빈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짖, 학업성취도, 외로움, 자기효
능감 등이 연결 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중에서도 키워드 네트워크의 일종인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특정 분야의 연구경향 및 지적구
조를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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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제의 영역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연구경
향 및 지적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은경[36]은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Digital Humanities 학술 회의 논문으
로 분석 상 범위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의 논문 총 441건을 상으로 하
였다. 정은경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재이용한 
저작물이 구현한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37]. 
이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규모 데이터 리파지토리
인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이하 ICPSR)에 수록된 논문을 상
으로 하였으며 2017년에 발간된 총 570건의 논문을 

상으로 삼았다. 이 외에도 김도희[38]는 동시출현단
어 분석을 통해 영국 미술치료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하였다. 이에 연구 상은 영국미
술치료사협회에서 출간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Therapy Inscape로 한정하여 1권 1호부터 23권 
3호 사이에 게재된 논문 202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활용하
여 특정 분야의 주제영역을 분류하고, 핵심 주제들을 
파악하고 주제 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토 를 마련
하였다[25][27][28]. 따라서 중독 분야에서도 이러한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인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모든 
유형의 중독을 포괄하는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지적구
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원으로 선정하
고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검증되
고 질적 수준이 보장된 학술지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분
석 상을 정규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즉, 학술 회 발표 
논문과 같은 비정규논문이나 철회논문은 제외되었다. 
KCI는 국내 학술지 및 게재논문에 한 학술정보를 제

공할 뿐 아니라 연구자원관리에 요구되는 다양한 객관
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 특정 주제 분야의 연
구 동향 파악에도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된다[39][40]. 
KCI는 현재 국내 학술연구 성과의 인정 여부를 좌우해
주는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로[34][41], KCI에 등재된 
학술지들의 지적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더 공식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다[41]. 이에 실제로 많은 네트워크 
분석 관련 선행연구에서 KCI 데이터베이스를 상으로 
하거나[25][35],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KCI 등재지만으로 한정하여 분석 상을 정하고 있다
[34].

상 문헌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은 두 가
지로 구분되는데, 상 문헌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리스
트가 있는 경우 그것을 사용하고 키워드 리스트가 없다
면, 제목, 초록 목차 등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30]. 이에 본 연구는 상 문헌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부여한 주제키워드를 소스(source)로 하여 용어를 추
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제키워드는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한 경향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 연구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공식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이다[27][34].

또한, 데이터 추출의 한 과정인 네트워크 샘플링을 
위해 분석 상 및 노드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데, 분석 목적에 적합한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30][42]. 네트워크 분석은 일반적인 사회조사처
럼 속성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데이터에 한 계량사회학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연결 관계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
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며, 노드의 규모가 너무 크면 
네트워크 분석 및 결과의 해석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30]. 이에 본 연구는 인간과 사회현상을 과학적 및 체
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중독 관련 문헌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저널 범주를 ‘사회과
학’범주로 설정하였으며 주제 검색어 및 키워드는 ‘중
독’으로 설정했다. 검색 키워드 ‘중독’은 크게 두 가지 
정의로 나뉜다: (1)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intoxication)”, (2)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인 중독이 주로 문제되는 



사회과학 중독연구 분야의 지적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 2019년도 KCI 등재 논문을 기반으로  25

중독(addiction)”[2].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2)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중독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상이 되는 논문의 기간은 사회과학 
분야의 최신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
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시작일 기준 
최신 1년인 2019년을 기반으로 하였다. 검색 결과, 이 
기간 동안 발표된 중독에 관한 학술논문 200건이 수집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어 추출을 위해 해당 건의 
학술논문들이 직접 제공하는 공식 키워드를 엑셀 프로
그램을 통해 추출했다.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동시출현단어분석에 필요한 한글 키워드를 공식
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7건의 논문이 제외되었고, 식중
독 등 신체 증상으로서의 중독(intoxication)을 의미하
여 본래 살펴보려는 중독(addiction)의 의미와 연관이 
적거나 “이중독자”와 같이 본래 살펴보려는 중독의 의
미와 전혀 다른 논문 21건을 제외하여 총 98개의 학술
지에서 발간된 총 172건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이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정규화 작업 및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즉,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색인 효
과 문제나 키워드의 다양한 형태를 조정하기 위해 어떠
한 경우라도 키워드 정제 작업을 수행하는데[43], 이는 
크게 교정 작업(단/복수, 약어, 띄어쓰기, 품사형태 변
경 등과 같은 키워드 클렌징), 통제 작업(동의어, 유사
어, 광의어, 협의어 등 통제), 제거 작업(너무 일반적인 
용어 제외)으로 나눌 수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키워
드 정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최 한 개입되지 않
도록 동시출현단어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
복수 교정, 띄어쓰기, 품사 형태 변경[28] 등과 같은 교
정 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스마
트폰중독은 모두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로 인해 다른 키워드로 구분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으로 통일했다. 또한 통제 작업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띄어쓰기, 품사 등의 형태로 인해 동의
어, 유사어가 다르게 구분되는 것만을 통제하여 최소한
으로 진행하였다. 광의어, 협의어 등은 통제하지 않았는
데, 예를 들어 청소년과 청소년에 포함되는 고등학생, 
중학생은 모두 다른 키워드로 보았다. 그리고 제거 작
업의 경우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 중 너무 일반적인 용
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저자의 색인

효과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다. 연구
자는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에 한 수업을 수강한 후 자
료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방법 관
련 전문가 1인과 중독 관련 전문가 1인으로부터 본 연
구에 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2. 자료분석
키워드 수집 및 전처리 과정 후 이재윤의 Semi 프로

그램과 Bibexcel을 통해 각 논문에서 각 키워드가 출
현한 횟수인 키워드들의 문헌 빈도와 동시출현 빈도를 
조사했다. Bibexel-NodeXL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핵심 단어들의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먼저 파악하고자 
했으며, COOC-WNET-NodeXL 프로그램을 함께 사
용하여 더 구체적인 세부 영역을 파악하고 중심성 분석
을 진행하여 전역 중심 네트워크 분석과 지역 및 매개 
중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2.1.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Bibexcel-NodeXL)
이재윤의 Semi 프로그램을 통해 키워드와 키워드의 

빈도수를 추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빈도 값을 
그 로 이용하면 핵심노드 중심의 분석이 가능하다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Bibexcel을 통해 단
순 빈도를 분석한 후 NodeXL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
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빈도를 통한 분석 관계는 비 핵
심 노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4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벡터 유사도 공식인 코사인 계수
와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분석 상 키워드 간 
연관성을 파악했다[28].

이를 위해, 분석 상 키워드가 선정된 이후 이재윤
이 개발한 semi 프로그램과 COOC ver 0.3.1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동시출현단어 행렬을 작성했다. 액셀 첫 
번째 열에는 각 문헌 번호를 입력하고, 두 번째 열에는 
각 문헌 번호에 해당하는 추출된 키워드를 입력했다. 
이후에 semi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문헌번
호와 키워드 쌍이 되도록 만들었다. 즉, 최종 분석 상 
키워드 목록을 [그림 1]과 같은 방식을 통해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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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emi 프로그램을 통한 키워드 리스트   

문헌
번호 키워드

⇨

문헌
번호 키워드

1 도박 중독;사행산업 1 도박 중독
2 마약 중독; 회복 1 사행산업
3 관계 중독 2 마약 중독

4 SNS중독 경향성; 
중학생; 중독 2 회복

5 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요인 3 관계 중독

6 일 중독 4 SNS중독 경향성

7

인터넷 
중독;스마트폰 중독; 
중학생; 고등학생; 

메타분석

4 중학생

8 게임 중독 4 중독
.... .....

2.2 가중 네트워크 적용(COOC-WNET-NodeXL) 
2.2.1 코사인 계수와 피어슨 상관계수 산출(COOC)
COOC 프로그램은 동시출현 빈도 행렬, 빈도를 정규

화한 코사인 연관성 행렬,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의 총 
세 가지 행렬을 생성한다[44]. [그림 1]의 각 문헌에 포
함된 최종 키워드 출현정보 리스트와 분석 상이 되는 
최종 키워드 리스트를 가지고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
서 세가지 결과 행렬을 파일로 생성시켜주는 것이다. 
먼저, 각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빈도 행렬(70×70)이 출
력되며, 해당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행렬의 각선 칸에 
나타난다[28][30].

다음은 키워드의 동시출현빈도를 정규화하여 코사인 
유사도 계수로 나타낸 행렬이 출력된다[28][42]. “코사
인 유사도 행렬에서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
는 유사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의 유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38].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쌍은 
연관성이 높은 유사 주제 분야에서 서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5].

마지막으로 산출되는 행렬은 1차 유사도 행렬을 다시 
피어슨 상관계수로 가공하여 산출되는 피어슨 상관계
수에 의한 2차 유사도 행렬이다[38]. 이는 White와 
Griffith[46]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2차 유사도 행렬
을 이용하여 두 키워드와 제 3의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 
패턴의 연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다, 절 값이 크면 두 키워드 

사이가 관련성이 높음을, 절 값이 작으면 두 키워드 
간의 관련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
록 강한 긍정적 관계로 볼 수 있고 -1에 가까울수록 강
한 부정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0은 두 키워드 간에 선
형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나타낸다[45]. 구체적으로, 
Guilford[47]는 “상관계수의 절댓값 0.9~1.0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9는 높은 상관관계, 0.4~0.7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2~0.4는 낮은 상관관계, 0.2 
이하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기 위
하여 핵심 키워드들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산출하였
고, 이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r=∞, q=n-1 조건의 패스 
파인더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네트워크를 생
성하였다. 

2.2.2. 패스 파인더 네트워크 알고리즘 적용(WNET)과 
시각화(NodeXL)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하여 중독 분야의 전역중
심성, 지역중심성,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를 확인하
였다. “전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중독 연구 영역 전
반에 걸쳐 다른 키워드들과 폭넓게 연계되어 있는 주제
어이고, 지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자기가 속한 군집
내의 세부 연구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이
다”[28]. 또한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
를 구성할 때 각 노드들을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주제어이다”[28].

병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알고리즘(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이하 PNNC)을 적용
하여[48]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상에서 군집과 세부주제
들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윤의 
WNE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NNC 알고리즘으로 최
적의 네트워크와 군집을 생성하고, NodeXL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이를 시각화하였다. 각 군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를 각 군집을 표하는 주제명으로 부
여하였고,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하나의 포괄된 주
제명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신뢰도와 타당도의 빈도수
가 동일했기 때문에 신뢰도 및 타당도라고 표현했다. 
다음으로 각 군집 당 속해있는 키워드를 표시하기 위해 
다시 병합을 해제하여 네트워크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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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위해서는 이재윤[49] 
이 제안한 중심성 분석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역중심성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군집에서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
를 확인할 수 있는 상 적 최근접이웃중심성값(rNNC)
을 구하여 네트워크 기반으로 형성된 20개 각 군집의 
중심 및 세부 주제 영역을 분석했다. 또한 NodeXL을 
이용하여 매개중심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
독 연구 영역에서 각 군집들을 연결하는 키워드들을 확
인하였다. 전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확인하기 위
하여 삼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을 측정하고 네트워
크 지도를 작성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총 98개의 학술지에서 발간된 172건의 논문이 선정

되었다. 학술지의 경우, 한국중독범죄학회보가 27개의 
논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개, 인문사회 219개, 청소년학연구 9개, 한국심리학회
지:건강 6개가 뒤를 이었다. 논문 당 평균 키워드 수는 
4.817 (SD=1.057)이었으며 범위는 최소 3개에서 최  
9개로 나타났다.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 수, 
즉 키워드 수의 최빈값은 5개였다. 추출된 총 432개의 
키워드 중, 두 개 이상의 논문에서 출현한 키워드(문헌 
빈도 2회 이상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최종 키워드 리
스트 70개를 선정했다. 즉, 총 70개의 노드가 선정되었
다. 분석 상이 되는 최종 키워드 리스트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헌 빈도 2회 이상의 최종 70개 키워드

                      
최종 주요 키워드 70개의 전처리 작업을 통해 형성된 

총 659행의 동시출현단어 리스트의 행렬이 나타났다. 
Bibexcel 프로그램을 통해 키워드 동시출현의 단순 빈
도를 분석한 결과 3번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쌍은 
9쌍이었다. 가장 많이 동시출현한 키워드 쌍은 스마트
폰 중독-매개효과로 총 5번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신
뢰도-타당도, 학생- SNS 중독 경향성, 스마트폰 중
독-중학생, 인터넷 중독-스마트폰 중독, 마약류-마약 
중독, 청소년-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학생, 스
마트폰 중독-우울로 모두 총 3번 동시 출현했다. 다음의 
[표 2]에서는 3번 이상 동시 출현한 빈도만을 표시했다.

 

키워드-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스마트폰 중독 매개효과 5

신뢰도 타당도 3
대학생 SNS 중독 경향성 3

스마트폰 중독 중학생 3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3

마약류 마약 중독 3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3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 3

표 2.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1 스마트폰 중독 29 36 대인관계문제 3

2 SNS 중독 
경향성 13 37 사회불안 3

3 도박 중독 11 38 중독요인 2
4 관계 중독 10 39 일 중독 2
5 인터넷 중독 10 40 메타분석 2
6 알코올 중독 10 41 거절민감성 2
7 대학생 10 42 자기조절력 2
8 청소년 10 43 음식 중독 2
9 마약 중독 9 44 내면화된 수치심 2
10 매개효과 9 45 사이버 관계 중독 2

11 회복 7 46 구조방정식 2
12 중독 7 47 애착불안 2
13 게임 중독 7 48 자기통제력 2
14 우울 6 49 마약사범 2

15 인터넷게임 
중독 6 50 약물범죄 2

16 자아존중감 6 51 기본심리욕구 2
17 초등학생 5 52 중독 가족 2
18 미디어 중독 5 53 양육스트레스 2
19 조절효과 4 54 방임 2
20 성별 4 55 과잉통제 2
21 중학생 4 56 휴대전화 중독 2
22 내현적 자기애 4 57 또래애착 2
23 사행산업 3 58 근거이론 2
24 고등학생 3 59 병리적 자기애 2
25 사례연구 3 60 성인 2
26 대인관계 3 61 행복감 2
27 약물 중독 3 62 불안애착 2
28 외로움 3 63 마약범죄 2
29 신뢰도 3 64 마약거래 2

30 타당도 3 65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2

31 예방 3 66 사적자치 2
32 아동 3 67 스포츠ㅔ팅 2
33 마약류 3 68 체육진흥투표권 2
34 경륜 3 69 마약사범 2
35 도박 동기 3 70 마약류 실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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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키워드가 동시출현단어 쌍에 나타난 빈
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13번으로 가장 많
았고, 마약 중독이 7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매개
효과, 신뢰도, 타당도, 인터넷 중독이 5번 나타났으며 

학생이 4번, SNS 중독 경향성, 마약류, 마약범죄, 마
약류 실태, 사행산업이 3번 나타났다. 2번 이상 동시출
현한 키워드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각 키워드의 동시출현단어 쌍에 등장한 빈도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

스마트폰 중독 13 사행산업 3
마약 중독 7 마약류 실태 3
매개효과 5 마약 2
신뢰도 5 우울 2
타당도 5 약물 범죄 2

인터넷 중독 5 스포츠 베팅 2
대학생 4 체육진흥투표권 2

도박 중독 4 마약거래 2
SNS 중독 경향성 3 게임 중독 2

마약류 3 도박 동기 2
청소년 3 경륜 2

마약 범죄 3 - -

이러한 결과를 NodeXL로 시각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각 노드가 전체 문헌에 나타난 빈도에 따라 
노드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각 노드가 동시출현
빈도에 나타난 빈도에 따라 빈도가 3 이상일 경우 세모 
모양, 5 이상일 경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했다. 노
드 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동시출현 빈도에 따라 노
드 간 굵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시각화했다. 이 때, 효과
적인 시각화를 위해 연구자의 판단과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중독 유형에 해당하는 키워드(노드)는 분홍색, 연
구 상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보라색, 연구방법에 해당
하는 키워드는 파란색으로 차별화하여 나타냈다. 네트
워크의 노드 수는 43개이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연
결 가능한 전체 링크 수는 903개이며 실제 연결된 링크 
수는 51개이다.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에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는 밀도[30]는 0.0549이다. 밀도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 연결 관계의 
응집성, 결속도, 복잡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로 확인
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은 문헌에 나타난 총 빈도가 29
번으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출현빈도 역시 

13번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매개효
과, 중학생, 인터넷 중독, 청소년, 학생, 우울과 동시
출현한 빈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수치는 스마트폰 중독
-매개효과(5번), 스마트폰 중독-중학생 (3번), 스마트폰 
중독-인터넷 중독(3번) 스마트폰 중독-청소년 (3번), 스
마트폰 중독- 학생 (3번), 스마트폰 중독-우울(3번)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은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은 SNS중독, 인터넷 중독, 
사이버 관계중독, 게임 중독의 중심에 있었는데, 청소
년, 중학생, 초등학생 등이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서 많
이 다루어진 반면 학생의 경우 SNS중독 경향성이나 

인관계 문제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게임 중독은 성별 차이가 큰 만큼 성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도박 중독은 다양하나 사행산
업, 스포츠베팅 등과 연계되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많이 살펴보았고 신뢰
도와 타당도에 한 연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체육진흥투표권

그림 2. Bibexcel-NodeXL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 NodeXL에서 군집에 따라 그룹으로 나눈 
결과, 8개의 군집이 나왔으며 군집에 따라 다른 색깔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
(n=14)을 중점으로 인터넷 중독(n=6), SNS중독 경향성
(n=3), 게임중독(n=2), 마약중독(n=8), 도박중독(n=6), 
신뢰도 및 타당도(n=2)로 나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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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ibexcel-NodeXL을 통한 네트워크 군집 8개 

2. 가중 네트워크 적용
2.1 코사인 계수와 피어슨 상관계수 산출
코사인 유사도 행렬에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 

쌍은 신뢰도-타당도, 마약-약물범죄, 경륜-도박 동기, 
방임-과잉통제, 마약범죄-마약거래, 온라인게임-사적
자치, 스포츠베팅-체육진흥투표권, 마약범죄-마약류 실
태로 총 8쌍이었다. 최 값을 제외하고 유사도 값이 
0.8 이상인 키워드 쌍은 마약류-마약류 실태(0.8165), 
마약류-마약범죄(0.8165), 스포츠베팅-사행산업(0.8165), 
체육진흥투표권-사행산업(0.8165)으로 총 4쌍이 나타
났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값을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가
장 높은 키워드 쌍은 신뢰도-타당도, 경륜-도박 동기, 
마약-약물범죄, 방임-과잉통제, 마약범죄-마약거래, 온
라인게임 중독-사적자치, 스포츠베팅-체육진흥투표권, 
마약범죄-마약류 실태였다, 최댓값을 제외하고 상관계
수 값이 0.9 이상인 키워드 쌍은 총 4쌍으로 사행산업-
스포츠베팅(0.96655), 사행산업-체육진흥투표권(0.96655), 
마약류-마약 범죄(0.92448), 마약류-마약류 실태
(0.92448) 순으로 나타났으며, Guilford(1950)의 해석
에 따라 이들은 정적인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2.2. 패스 파인더 네트워크 알고리즘 적용과 시각화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위치”의 연구방법으로 표되

는데 네트워크 안에 있는 키워드들의 유사성에 기초하
여 네트워크의 군집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30]. 
키워드 70개에 관한 동시출현단어의 네트워크 분석 결
과, PNNC 알고리즘으로 20개의 최적의 군집이 생성되
었다. [그림 4]는 20개의 군집의 각 세부 영역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며 각 세부 영역을 병합하
여 나타냈다. 각 군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
를 각 군집을 표하는 주제명으로 부여하였고, 빈도수
가 동일할 경우에는 하나의 포괄된 주제명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신뢰도와 타당도의 빈도수가 동일했기 때문
에 신뢰도 및 타당도라고 표현했다.

 
그림 4. COOC-WNET-NodeXL을 통한 군집 20개:병합

다음으로 각 군집 당 속해있는 키워드를 표시하기 위
해 다시 병합을 해제하여 [그림 5]와 같이 군집 당 키워
드와 키워드 연결강도를 시각화하였다. 노드크기는 출
현빈도를 반영했고 노드 간 선의 굵기는 PFNET 파일
에 의해 생성된 weight 가중치를 반영하여 시각화했
다. PNNC를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스
마트폰 중독이 중점적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은 
중학생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으며 인터넷 중독과 연계되어 연구되었고 신뢰도 및 타
당도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도 다루어졌다. 반면 

학생이나 성인은 관계중독이나 SNS중독 경향성과 
연계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울이나 자아존중감에 
연관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개효과
나 조절효과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디어 
중독-게임 중독-도박 중독-사행산업이 전반적으로 연
관되어 있었고, 알코올 중독은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
독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알코올, 약물, 마
약 중독은 범죄와도 연계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표 4]에서는 군집 별 키워드 목록을 제시하였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1030

그림 5. COOC-WNET-NodeXL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표 4. 군집별 키워드 목록                    
군집 키워드 군집 키워드

도박중독
경륜, 도박동기, 구
조방정식, 도박중독

11. 
우울 및 자
아존중감

우울, 자아존중감

2. 
사행산업

스포츠베팅,
체육진흥투표권, 사
행산업

12.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양육 스트레스, 조절
효과, 매개효과

3. 
마약
중독

마약 범죄, 마약류 
실태, 마약 중독

13. 
약물 중독

마약사범, 마약거래, 
약물중독

4. 
알코올 중독

근거이론, 회복, 가
족, 사례연구, 중독, 
알코올 중독

14. 
대학생

사이버관계 중독, 외
로움, 대학생

5. 
관계 
중독

관계 중독, 거절민감
성, 불안애착, 내면
화된 수치심

15. 
성인 병리적 자기애, 성인

6.
 SNS 
중독 
경향성

SNS 중독 경향성, 
애착불안, 관계 문
제,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16. 
미디어
중독

행복감, 미디어 중독

7. 
중학생

메타분석, 중학생, 
고등학생, 중독 요
인, 중독, 예방

17. 
신뢰도 및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음
식 중독, 아동

8. 
인터넷 중독

방임, 과잉통제, 인
터넷 중독, 또래애
착, 휴대전화 중독, 
일 중독

18.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9. 
스마트폰 중
독

스마트폰 중독, 자기
조절력, 자제력, 심
리욕구, 대인관계, 
초등학생

19. 
약물 범죄 마약, 약물범죄

10.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성별

20.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
한

온라인게임 결제한
도 제한, 사적자치

네트워크 기반으로 형성된 20개 각 군집의 세부 주제 
영역 분석을 위해 지역중심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지역
중심성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상 적 최근접이웃중심
성값(rNNC)을 구하여 네트워크 기반으로 형성된 20개 
각 군집의 중심 및 세부 주제 영역을 분석했다. 또한 
NodeXL을 이용하여 매개중심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다음 [표 5]는 군집 별 상 적 최근접이웃중심성값 상
위 키워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중독 연구 영역에서 각 군집들을 연결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군집에서 지역
중심성이 가장 높은 중심 주제어는 제 1군집 경륜
(0.04348), 도박 동기(0.04348), 제 2군집 스포츠베팅
(0.02899), 체육진흥투표권(0.02899), 제 3군집 마약 
범죄(0.02899), 마약류 실태(0.02899), 제 4군집 근거
이론(0.01449), 제 5군집 관계중독(0.02899), 제 6군
집 SNS 중독 경향성 (0.04348), 제 7군집 메타분석 
(0.04348), 제 8군집 방임(0.04348), 과잉통제(0.04348), 
제 9 군집 스마트폰 중독(0.05797), 제 10군집 게임 중
독(0.01449), 성별 (0.01449), 제 11군집 우울(0.01449), 
자아존중감(0.01449), 제 12군집 양육 스트레스(0.02899), 
제 13군집 마약범죄(0.02899), 마약거래(0.02899), 제 
14군집 사이버관계 중독(0.02899), 제 15군집 병리적 
자기애(0.01449), 성인 (0.01449), 제 16군집 행복감
(0.01449), 미디어 중독 (0.01449), 제 17군집 신뢰도
(0.02899), 타당도(0.02899), 제 18군집 청소년(0.01449), 
인터넷게임 중독(0.01449), 제 19군집 마약(0.01449), 
약물범죄(0.01449), 제 20군집 온라인게임(0.01449), 
사적자치(0.01449)로 나타났다. 군집 10, 11, 15, 16, 
18, 19, 20은 키워드가 모두 2개였으며 rNNC값이 동
일했다. 

표 5. 군집 별 상대적 최근접이웃중심성값 상위 키워드  
군집 키워드 rNNC 군집 키워드 rNNC

1 경륜, 도박
동기 0.04348 11 우울, 자아존

중감 0.01449

2
스포츠베팅,
체육진흥투
표권

0.02899 12 양육 스트레스 0.02899

3 마약 범죄, 
마약류 실태 0.02899 13 마약범죄, 마

약거래 0.02899

4 근거이론 0.01449 14 사이버관계 중
독 0.02899

5 관계 중독 0.02899 15 병리적 자기
애, 성인 0.01449

6 SNS 중독 
경향성 0.04348 16 행복감, 미디

어 중독 0.01449

7 메타분석 0.04348 17 신뢰도, 타당
도 0.02899

8 방임, 과잉
통제 0.04348 18 청소년, 인터

넷게임 중독 0.01449

9 스마트폰 중
독 0.05797 19 마약, 약물범

죄 0.01449

10 게임 중독, 
성별 0.01449 20 온 라 인 게 임 , 

사적자치 0.01449

또한 NodeXL을 이용하여 매개중심성 지수를 측정
한 결과, 중독 분야에서 각 주제어들을 연결해 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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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키워드들은 매개중심성 값 상위 7위까지를 
기준으로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양육 스트레스, 행복
감, 조절효과, 스마트폰 중독, 메타분석이었다. [표 6]은 
매개중심성 값 상위 7개 키워드와 값을 나타냈다.

표 6. 매개중심성 값 상위 7위 키워드                 
키워드 매개중심성 값

게임 중독 1153
미디어 중독 1080

양육 스트레스 1143
행복감 1058

조절효과 1134
스마트폰 중독 1584

메타분석 1051

[그림 6]은 지역중심성 값에 비례하도록 노드의 크기
를 설정하고, 매개중심성 값이 1,000 이상인 7개의 노
드들을 사각형 형태로 표시하여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6. 지역, 매개 중심성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전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삼

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을 측정하였는데 상 적 삼
각매개중심성(relative 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rTBC)의 경우, 일 중독, 휴 전화 중독, 알
코올 중독과 같은 유형의 중독의 지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중독 가족이 높게 나온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이
는 중독의 경우 가족과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많으며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애착불안, 
병리적 자기애,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변수가 많이 고려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근거이론 역시 전역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 값의 상위 
8위까지의 노드와 비교하였을 때, 각 전역중심성 지수
의 순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상 적 삼각매개중심
성 지수의 상위 8위까지에는 키워드 일 중독, 휴 전화 

중독, 근거이론, 중독 가족, 알코올 중독, 애착불안, 병
리적 자기애가 포함되어 있었고, 평균연관성 지수의 상
위 8위까지에는 키워드 중학생, 인터넷 중독, 인관계, 
우울, 자기조절력, 학생, 자기통제력이 포함되어 있었
다. 중복되는 키워드는 기본심리욕구였다. 일반적으로 
상 적 매개중심성와 평균연관성으로 전역중심성을 측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기본심리욕구 모두 상위 8
위 안에 포함되는 전역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판단하
여 해석하였다. 다음 [표 7]와 같이 평균연관성 지수가 
0.05이상인 노드는 8개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상 적 
삼각매개중심성 갑의 상위 8위까지의 노드와 비교하였
을 때, 각 전역중심성 지수의 순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
았다. 상 적 삼각매개중심성 지수의 상위 8위까지에는 
키워드 일 중독, 휴 전화 중독, 근거이론, 중독 가족, 
알코올 중독, 애착불안, 병리적 자기애가 포함되어 있었
고, 평균연관성 지수의 상위 8위까지에는 키워드 중학
생, 인터넷 중독, 인관계, 우울, 자기조절력, 학생, 
자기통제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복되는 키워드는 기
본심리욕구였다. 일반적으로 상 적 매개중심성와 평균
연관성으로 전역중심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
드 기본심리욕구 모두 상위 8위 안에 포함되는 전역중
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판단하여 해석하였다. 

표 7. 가중 네트워크에 대한 두 가지 전역중심성 지수의 상위 
8위                        

순위 키워드
상대적 

삼각매개
중심성 
(rTBC)

키워드
평균

연관성
(AVGSIM)

1 일 중독 0.68585 중학생 0.05741

2 휴대전화 
중독 0.6445 인터넷 중독 0.0505

3 근거이론 0.60529 대인관계 0.05068
4 중독 가족 0.60443 우울 0.05718

5 알코올 중독 0.57289 자기
조절력 0.05681

6 기본심리욕구 0.5584 대학생 0.06797

7 애착불안 0.53282 자기
통제력 0.05681

8 병리적 
자기애 0.52856 기본

심리욕구 0.05323

평균연관성 상위 8위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중학생, 
학생과 같은 연구 상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많은 연구들이 중학생, 학생 등 특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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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정해서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중독 역시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
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유
형의 중독이 인터넷 중독과 연계가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조절력, 자기통제력, 우울, 
인관계,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변수들이 함께 많이 고려
되어 전역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키워드들의 각 전역중심성 지수의 측정된 결과 값을 
반영한 네트워크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상 적 삼각
매개중심성 값은 노드의 크기에 반영하였고, 시각화를 
위해 상위 8위의 상 적 삼각매개중심성 값은 노드들
의 형태를 삼각형으로 바꾸었으며, 평균연관성은 중심
성 값이 0.05 이상인 노드들의 형태를 다이아몬드형으
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두 전역중심성 지수
를 비교하고 중독 전역에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링크의 굵기를 다르게 설정
하여 키워드 간의 빈도에 의한 연관도 가중치를 반영하
여 연결 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링크
가 굵을수록 연결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NNC 알
고리즘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의 노드 수는 총 70개로 
모든 노드가 포함되었고, 연결 가능한 전체 링크 수는 
2,415개이며 실제 연결된 링크 수는 83개이다. 밀도는 
0.034이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중독을 주제로 한 최신 1년간의 연구 문헌
들을 수집하여,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
다. Bibexcel-NodeXL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여 핵

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COOC-WNET–
NodeXL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여 키워드들 간의 관
계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고, 전역, 지역, 
매개중심성을 살펴보아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이
를 통해 중독 분야의 핵심 주제어와 군집 내에서 영향
력이 있는 주제어, 군집들의 매개가 되는 주제어를 파
악하였다. 

먼저, 상위 키워드 추출 결과, 전반적으로 중독 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의 지적구조는 중독 유형, 연구 상, 
연구방법, 연구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관계 중독, 음식 중독 등의 중독 유형 키워드가 
나타났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학생, 성인 등 
연구 상 키워드가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타당도, 매
개효과, 조절효과 등 연구방법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
났다. 그리고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연구 변수가 주
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ibexcel-NodeXL 프로그램으로 동시출
현빈도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결과와 패스 파인더 네트
워크 알고리즘 적용으로 시각화한 결과 모두에서 전체 
키워드 중 무엇보다 가장 중점이 되는 키워드는 일관되
게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것
으로 보이며[50], 최근 연구 트렌드를 반영해주는 결과
로 보여진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매개효과 및 조절
효과, 중학생, 인터넷 중독, 청소년, 학생, 우울과 동
시출현한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은 SNS
중독 경향성, 인터넷 중독, 사이버 관계중독, 게임 중독
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눈여겨 볼만 
한 점은 청소년, 중학생, 초등학생 등이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반면 학생의 경우 SNS중독 
경향성이나 인관계 문제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은 사이버관계중독, 외로
움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학생’의 
SNS 이용특성이 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51]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관계중독으
로도 연계되었다. 관계중독은 거절민감성, 불안애착, 내
면화된 수치심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림 7. 전역중심성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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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중독 경향성 역시 사회불안, 애착불안, 관계문제,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한 연구가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
트폰 중독 연구의 경우 부분 청소년과 학생을 중점
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소년과 학생이 
그만큼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고 개입에 있어 중요한 

상임을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잘 다
루어지지 않은 아동, 중년, 노인과 같은 연구 상들에 

한 연구도 더욱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실제
로 성인 인터넷 중독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혹은 병원
에서 어떤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지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 또한 이러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관련 중독의 경우에는 명확한 정의 및 구
분이 없어[4] 연구에 따라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
독’, ‘인터넷 중독’, ‘SNS 중독 경향성’, ‘휴 전화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
으며,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 중독 상태에 있는 상자를 명
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
다는 지적이 있다[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관된 
용어와 각 용어에 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구분이 요
구될 것이다. 

다음으로, PNNC 알고리즘을 통해 다음 20개의 최적
의 군집이 생성되었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미
디어 중독, 관계 중독, SNS중독 경향성, 게임 중독, 도
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중학생, 청
소년, 학생, 성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 신뢰도 및 타
당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사행산업, 약물범죄, 온라
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나아가, 군집을 해제하여 하위 
주제영역을 살펴본 결과, 눈여겨볼 만한 점은 게임 중
독은 성별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배성만[52]
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게임 중독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3][53]에서 게임중독을 질병화하고 정책적으
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마약 중독
은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성제, 억제제, 환각제, 마약, 마초를 불법으로 
흡연 등 투약 사용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지만 투약사용 환각 및 자제력 상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와 강력사건을 범할 수 있다[54]는 마약류 투약의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마약중독은 

사법형사체계로부터 치료가 시작되며 마약퇴치운동본
부에 위탁하여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수강명령)프로
그램, 기소유예조건부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55].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지원체계 간
의 협력ㆍ교류가 미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
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55], 향후에는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지원체계를 통
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박 중독은 도박 동기와 관련한 연구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
가 다수 있어 도박 중독 관련 연구가 양적 연구에 치중
되어 있다는 이소영과 김승혜[3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사행산업, 스포츠베팅 등과 연계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행행위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관련된 예산이 절 적으로 부족하고 법적 강제
력이 미약하여 사행행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ㆍ처우
할 국가 차원의 종합 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55]
이 있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도박 동기 뿐 아니라 도
박을 실질적으로 치료하고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가중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전역중심성이 높은 키워
드는 중독 연구 영역 전반에 걸쳐 다른 키워드들과 폭
넓게 연계되어 있는 주제어이다[28]. 전역중심성을 나
타내주는 평균연관성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중학생, 

학생과 같은 연구 상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많은 연구들이 중학생, 학생 등 특정 상
을 한정해서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중
독 역시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 등 다양
한 미디어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유형의 중독이 인터넷 중독과 연계가 있다고 해석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조절력, 자기통제력, 
우울, 인관계, 기본심리욕구, 애착불안, 병리적 자기
애와 같은 변수들이 함께 많이 고려되어 전역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근거이론 역시 
전역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적 삼각매개중심성의 경우, 일 중독, 휴 전화 중
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유형의 중독의 지수가 높게 나
왔다. 중독 가족이 높게 나온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이
는 중독의 경우 가족과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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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을 함
께 포함한 중독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
다. 중독자의 문제는 중독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
독자 가족 전체의 문제이다[56]. 즉 가족은 중독자의 중
독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며 중독자의 문제
로 인해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뿐만 아니
라 가족은 중독자의 문제 해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향후에는 가족 뿐 아니라 다른 생태학적 
체계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친구, 
동료, 학교, 직장, 지역사회, 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체
계에 한 고려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중독 문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독
자, 중독자 가족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 총 49개소로[57] 다양한 중독 문
제를 다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
이 요구된다. 특히, 알코올 중독은 가족, 사례연구, 근거
이론, 회복 키워드와 연결되어 연구가 이루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알코올중독이 가족의 질병이며 
알코올 중독 관련 연구가 가족단위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치료이론을 선호한다는 신창호[58]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황동섭[59]의 연구에서 알코올중
독자 및 그 가족의 회복과 환경적응을 모두 다루는 이
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신창
호[58]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연구방법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129편으로 월등하게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사례연구, 근거이론 등의 질적연구
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방법의 균형이 이루
어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알코올중독과 관련하여 더 다양한 상, 연구방법, 주제
들에 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매개중심성을 분석하고 시각화하
여 각 군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와 매개해주는 
노드를 파악했다. 지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자기가 
속한 군집내의 세부 연구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키워
드이며[28], 본 연구는 각 군집에서 지역중심성이 가장 
높은 중심 주제어를 파악하였다. 또한 매개중심성은 네
트워크를 구성할 때 각 노드들을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주제어이다[28]. 중독 분야에서 각 주제어

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키워드들은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양육 스트레스, 행복감, 조절효과, 스마트
폰 중독, 메타분석이었다. 매개중심성 측면에서, 게임 
중독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과 마약 중독, 미디
어 중독을, 스마트폰 중독이 미디어 중독, 관계 중독, 
SNS 중독, 인터넷 중독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러한 관계들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적인 중독 연구를 수
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관계 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에 한 키
워드가 나타났지만 연구는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
나 향후 더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
어, 황명구와 송현정[60]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작된 
관계 중독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계 중독 연구가 
총 67편으로 극히 제한적이었고, 연구 상이 성인 초기 

학생 관계 중독 중심으로 한정적이었다. 연구방법론
에 있어서도 질적, 양적 다양한 방법론 활용 필요성과 
국내 정서에 맞는 새로운 척도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
었다[60].

이처럼, 본 연구는 국내 중독 관련 사회과학 분야의 
2019년을 기반으로 한 최신 연구의 경향과 지적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독 관련 연구의 최신 이
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중독을 다루는 데 있어 향
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영역을 더 보완하고 고려해야 하
는지에 해서도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성과 시
사점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 상 문헌
집단의 범위와 데이터 양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 시작일 기준 최신 1년인 2019년의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최신 지
적구조를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특정 중독 이슈가 사회적 쟁점으로 일시적인 사건사고 
등의 영향을 받아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
후에는 5년, 10년과 같이 보다 긴 기간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트렌드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CI에서만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KCI 데이터
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연구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중독 분야 관련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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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복합학)의 연구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독 키워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문제 음주, 문제성 
도박, 인터넷 의존, 스마트폰 위험군 등의 체용어만을 
사용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
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키워드 추출 방법에 있어 
저자가 제공하는 공식 주제 키워드를 상으로 하였는
데, 키워드만으로는 연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
렵고, 논문 저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색인자 
효과가 발생하여 연구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61]. 따라서 향후에는 주요 키워드뿐만 아니라 논문 제
목, 초록, 논문의 본문으로 확 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한
계가 있다. 본 연구는 100 노드 이내에 해당하는 소규
모 네트워크[30]이기 때문에 1,000 노드 이상의 규
모 노드에서 가능한 복잡계 특성에 한 파악 및 해석 
등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30]. 뿐만 아니라, 본 연
구는 연구 경향만을 살펴본 것으로, 실천현장의 현실과
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연구 동향이 실천현장의 수요와도 맞닿아 있는지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특정 영역 
문헌들의 표적 키워드들 간의 관계와 강도를 파악하
여 특정 분야의 패턴 및 경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30]. 본 연구는 여전히 처음으로 국내 모든 중독 유형
을 포괄하는 중독 연구 사회과학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키워드 간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네트워크 분석으로 시
각화하여 학계와 실천현장 모두에 함의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처럼 중독의 각 유형만 
특정하여 지적구조를 살펴볼 경우 중독의 동시발생의 
이슈를 다루기 어려운 반면, 본 연구는 포괄적인 중독 
연구의 지적구조를 살펴보고 복합적인 중독 연구를 어
느 지점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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