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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develop a knowledge map through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dementia-related articles. Methods: For 276,548 keywords from 52,225 studies on dementia, co-occurrence 
keywords were used to analyze the node centrality in terms of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and cohesion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Co-occurrence words were presented using word clouds. Results: The keywords 
Parkinson disease, amyloid, Mild Cognition Impairment (MCI), Apolipoprotein E (ApoE), depression, tau, aged, 
neuropsychology, memory, and neurodegeneration demonstrated high degree centrality with regard to dementia 
and Alzheimer disease. When central keywords such as dementia and Alzheimer disease were excluded, aged, 
depression, tau, memory, cognition, MCI, Frontotemporal Dementia (FTD), cognition impairment, Parkinson dis-
ease, and diagno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elp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topics. They als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various fields of research by analyzing cohesion be-
tween keywords that enable research exchange or convergence, and keywords that promote or control interaction 
with other keywords. This analysis can help establish research topics at the initial stages and guide researchers 
when identifying and selecting important nursing science topics related to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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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매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2012

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9.2%로 나타났

으며, 2030년에는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0만 명으로 20

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치매 유병

률 증가와 더불어 치매와 관련된 국내 ․ 외 연구는 꾸준히 양적, 

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그동안의 치매 연구의 

축적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메타분석 ․ 체계적 문

헌고찰 및 동향분석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분

석의 경우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대상이 제한적이며, 

체계적 고찰은 소수 전문가의 지식과 고찰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체 연구를 모두 망라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2].

치매 관련 동향 분석은 주로 국내 간호학회지와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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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논문 발표 시기, 연구대상, 연구설계, 표본 추출

법, 표본 수 산정기준, 연구 개념 및 중재 연구를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으며[3], 나아가 치매 노인을 위한 비약물요법 중재

에 관련된 연구는 연구종류, 발표 연도, 다학제 참여 여부, 연

구설계, 학문 분야별, 중재방법별 특성 및 측정결과 변수를 중

심으로 분석하고 있다[4].

지금까지의 치매 연구 경향을 분석해 보면, 석 ․ 박사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의 양적 분석과 주제별 내용 분석 방식으

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논문의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연구주제의 내용분석방법의 경우 자료의 수집기간과 분석, 해

석 시 노동력이 많이 들고,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한

다[5]. 즉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연구 동향은 학문 분야의 전체

적인 큰 틀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학문 범위 내에서 인용된 

키워드 간의 관계성과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다. 그러

므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여 치매와 관련된 인

자들 간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정보학에서 이용되는 

맵핑(mapping)을 통해 특정 주제 분야의 지식구조를 관찰할 필

요가 있다. 지식구조는 동시출현 분석(co-occurrence analysis)

을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관계성을 밝혀줄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 ․ 외 보건의료계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

하여 특정 연구 분야의 구조를 파악하여 학문 간의 지식 공유

의 특징을 보여주는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 간호학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3년 주기로 분석하여 새로운 주제의 변화 추이를 

보고하였고[6],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암 생존자의 연구주제

를 9개의 지식구조로 분류하였다[5]. 국외에서는 종양 간호연

구에 대한 동시단어 군집분석방법으로 간호 실무, 간호 평가

와 교육, 간호 관련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분야가 종양 간호

에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7]. 또한, 인터넷과 휴대전

화를 이용한 소비자의 건강정보 탐색 행위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소비자는 자가 간호(self care)의 관리와 수행을 

위하여 건강정보를 찾게 되는데, 건강정보의 주요 키워드는 

천식, 우울, 불안 및 금연이었고, 환자 순응도와 관련하여 건강

지식, 태도, 실천이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8]. 치매와 관련된 

사회연결망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윤리학과 치매 키워드를 중

심으로 1980~2000년까지 분석하였는데, 64.6%를 차지하는 4

가지 주제는 의사결정, 생애 말기문제, 치료 및 전문관리였다. 

1990년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법(self-determination)이 통과

된 후 사전지침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났고, 인지기능 개선

제인 타크린(tacrine) 개발과 Apolipoprotein E (ApoE)에 대

한 유전학 발달도 윤리적 논의가 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새롭

게 부상되는 영역을 보여 주었다[9]. 하지만 치매의 국한된 주

제로 연구가 이루어져 전반적인 학문 동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실제적인 

가치와 장점들을 보여주지만, 간호 및 보건의료 연구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치매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진

행된 치매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관계 등의 파악이 우

선되어야 한다. 또한, 학문 분야의 동향을 분석할 때는 상호주

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을 특정 학문 영역뿐만 아

니라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화 및 역할 분석 기능이 있는 사회연

결망 분석을 통하여 치매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미시적으

로는 간호학 저널만 분석하여 간호학의 관심 영역을 파악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와 관련된 연구의 지식체 구조를 사

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축적된 치매 연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연구주제의 시기별 차이와 경향을 확인한다. 

 도출된 키워드 간에 형성된 관계를 분석 후 도출된 키워

드를 군집화하고 전체 키워드와 치 매 연구에 따른 관계

를 확인하고자 한다. 

 간호학 저널을 중심으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치

매 연구 영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991~2013년까지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 (ISI, USA)에서 검색된 치매에 대한 논문을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어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Vol. 19 No. 2, 2017 71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한 치매 지식지도 구축

Figure 1. The process of analysis of research topics in dementia.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치매와 관련된 연구로 1991~2013년까지 

Web of Science에서 검색된 96,376 논문 중 치매 총 52,225개

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Web of Science에서 주제는 Dementia or Alzheimer Dis-

ease (AD)로 MeSH (Medical Subject Heading) 용어로 논문

을 추출하였다. 저널 범주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문서 유형은 

논문(article), 언어는 영어(English)로 국한하였으며, 출판 연

도는 1991년~2013년으로 제한하였다. 검색 결과 96,376건이 

검색되었으며,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초록이 

없는 경우와 비 관련 분야 주제의 논문(대상자가 치매가 아닌 

경우, 동물 실험, 약물의 독성학, 한의학 등)을 제외하여 총 

52,225개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소분류로 간

호학 저널도 같은 조건으로 검색 결과 1,669건이 검색되었으

며, 이후 5년 단위로 나누어 간호학 저널에서는 최종 논문 분

석에 816건을 이용하였다(Figure 1).

4. 자료분석

1) 자료 추출 및 키워드 선정 

1991~2013년까지 전체 논문의 모든 키워드를 정제한 후 5

년 단위로 나누었다. 주제어 추출 및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위

해 Bibexcel (developed by Olle persson, Umeå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Inforsk, Sweden)을 사용하였다. 



72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한정희·염영희

추출된 논문을 첫 번째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초록

이 없는 경우와 비 관련 분야 주제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두 번

째로 유사한 키워드는(예를 들면, old people, older persons, 

older women) MeSH term인 ‘aged’로 정련화 하였으며, 대

문자는 소문자로 변경하고, 과거형은 원형으로 변경하였으며, 

한 단어로 추출되어야 하는 것은 하이픈(hyphen)으로 연결하

였다(예: quality of life → quality-of-life). 이후 5년 단위로 나

누어 동시출현 단어를 추출하였고, 동시출현 빈도 상위 20%를 

선택하였다. 데이터 전처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텍스트 마이닝 전문가에 의해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추

출된 키워드는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2인, 간호학 대학원 박사 

과정생 2인이 검토하여 평가자 간 용어가 일치하도록 유사한 

단어는 표준화하였고, 불필요한 단어는 제거하는 협의를 거친 

후 데이터 정제 및 변환 과정을 거쳤다.

2) 용어 동시출현 및 네트워크 생성

동시출현 단어의 빈도수에 따라 연결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한 방향 연결망과 쌍방향 연결망 확인

을 고려하였다. 키워드 간에 연결정도 중심성에 따라 영향력 있

는 관계를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이 낮은 순서로 가

지치기를 시행하였다. 우선 연도별 연결정도(degree) 분포를 

보고, 상위 20% 내로 필터링 기준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규모가 

다른 점을 반영하였고, 연도별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연

도별 결과를 가지고 비교 분석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가지

치기는 연결정도 중심성 값의 기준을 정한 후 기준 이하를 제거

하는 것으로 가지치기하면 연결정도 중심성 값이 작은 키워드

는 제거되어 비중 있고,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10]. 

연결망 데이터와 그 분석 결과는 NetMiner ver 4.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그래프 그리기(graph drawing)를 통해 시각화

하였고, 단어 구름 시각화(word cloud visualization)를 위해 

Wordl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시각화는 주제어와 

주변 단어를 동시에 시각화함으로써 단어들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11].

연구결과

1.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1) 연결정도 

1991~2013년까지 최종 선정된 치매 관련 연구 52,225편의 

276,548개의 키워드 중 동시출현 횟수는 최고 3,458회로 총 

28,365개의 동시출현 키워드가 형성되었다 이 중 10회 이하인 

동시출현 키워드는 17,512개이고, 중심성이 낮은 순서로 가지

치기를 통해 60회 이상 동시출현 한 키워드는 451개였다. 178

개의 노드로 구성된 치매 연구 분야의 지식지도를 구축하였다

(Figure 2-A). 

연결정도 중심성은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중

심성이 높아지는데 dementia, AD가 핵심주제어(허브)이므

로 높고, 허브에 이어 타우단백질(tau), 인지, 기억, 우울, 노인, 

파킨슨, 인지장애, 경도인지 장애, 위험요인, 신경심리학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런 연결성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상호작용하

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결 중심성이 크면 노드의 

크기가 크고, 동시출현 빈도가 많은 노드 사이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연구 주제 키워드인 dementia와 

AD를 제외하고 동시출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노인, 우울, 

기억, 인지, 경도인지 장애, 전두측두엽 치매, 인지장애, 진단, 

해마, 신경퇴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약하지만 여러 개의 허브

를 가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120번 이상 동시출현 한 180개의 키워드의 상위 10%는 아

밀로이드(amyloid), 경도인지 장애, 노인, 인지, 아포단백, 진

단, 인지장애, 우울, 타우, 혈관의, 뇌척수액, 신경퇴화, 파킨슨 

질환, 기억(력), 해마로 인지 관련 키워드와 원인, 진단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제어의 빈도수를 

Wordle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하였다(Figure 2-B). 

간호학 저널에서는 치매 관련 연구로 최종 816편으로 3,593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중 동시출현한 단어 5회 이상인 

177개의 주제어 간 연결정도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중심성

이 높아지는데 치매, 노인, 돌봄, 알츠하이머 치매, 간호, 관리, 

발병률, 행동, 중재, 돌봄 제공자, 인지, 가족, 우울, 건강, 증상, 

위험요인 순으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았다. 주요 키워드인 

dementia와 AD를 제외했을 때 노인, 돌봄, 간호, 발병률, 관

리, 행동, 건강, 질적, 우울, 인간, 돌봄 제공자 순으로 연결정도

가 높았다. 

2) 근접 중심성 

근접 중심성은 concentric 맵으로 표현되며 구역을 나누는 

범위는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최솟값에서부터 최댓값으로 나

타난다. dementia, AD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키워

드를 의미한다. 섬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근접 중심성을 

보였다.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 타우단백질, 파킨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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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gree B. Wordle

Note. The thresholds of co-occurrence frequency in map is≥120.
AD=Alzheimer disease; ApoE=Apolipoprotein E; APP=Amyloid precursor protein; BPSD=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ChEI=Cholinesterase inhibitor; CSF=Cerebrospinal fluid; DM=Diabetes mellitus; EEG=Electroencephalogram; FTD=Frontotemporal 
dementia; MCI=Mild cognition impairment;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NFT=Neurofibrillary 
tangle;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QOL=Quality-of-life;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Figure 2. Map of key words in dementia and Alzheimer disease research (1991~2013). 

환, 인지 장애, 신경심리검사, 부담감, 당뇨, 간이정신상태검

사, 예방, 삶의 질, 치료 순으로 근접 중심성이 높았다. 

간호학에서의 근접 중심성은 치매, 노인, 돌봄, 알츠하이머 

치매, 중재, 간호, 발병률, 돌봄 제공자, 건강, 증상, 위험요인, 

행동, 질적, 인지, 우울, 운동, 스트레스, 간호사 순이었다. 서로 

근접한 키워드들은 다른 키워드들에게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매개 중심성

매개 중심성은 dementia와 AD의 키워드가 각 키워드 간

의 최단 경로와 각 키워드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키

워드이다. 매개 중심성은 평균 28.01이었다. 치매는 뇌척수액, 

섬망, 요양원, 돌봄 제공자, 뇌졸중, 행동심리증상, 뇌, 알츠하

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경도인지 장애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았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 타우단백질, 해마, 다운 증

후군, 전두측두엽 치매, 루이소체, 신경퇴화, 경도인지 장애, 

ApoE 유전자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았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최단 경로로 연결되어 키워드 간 상승, 촉진

하는 매개 키워드이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질환 모두에서 높

은 매개 중심성을 보이는 키워드는 우울, 노인, ApoE, 자기공

명영상법, 기억이었다.

간호학에서의 매개 중심성은 치매는 노인, 간호, 돌봄, 돌봄 

제공자, 코르티솔, 가족 돌봄자, 가족, 행동증상, 공격성, 알츠

하이머 치매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았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노인, 삶의 질,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설계, 치매, 간호, 돌봄 제

공자, 장기요양, 요양시설, 환자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았다.

4) 응집력(커뮤니티 탐색)

전체 키워드의 연결망 내에서 국지적으로 응집된 노드들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집력(cohesion)분석을 하였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군집 분류되면서 최종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그룹으로 도출되었는데 14개의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명명 작업은 고빈도 어 순으로 연결 관계가 강한 키워

드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응집력 분석을 통해 군집으로 분류

함으로써 각 연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룹 1은 측정(measurement)으로 명명하였고, 그룹 2는 약

물치료, 그룹 3은 교세포, 그룹 4는 정신행동 증상, 그룹 5는 간

호, 그룹 6은 도구(instrument), 그룹 7은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modifiable risk factors), 그룹 8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Dementia)로 명명

하였다. 그룹 9는 galantamine, memantine, donepezil, rivas-

tigmine, cholinesterase inhibitor 키워드를 포함하는 그룹

으로 그룹 2와 같이 약물치료로 명명하였다. 그룹 10은 신경

퇴화, 그룹 11은 인지, 그룹 12는 depression, anxiet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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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b of Science Key Words Group

Group Domain Key words

1 Measurement Sensitivity, specificity

2 Pharmacotherapy AchE
BuChE 

3 Glia cell Astrocyte, microglia

4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Delusion, hallucination

5 Nursing Nurse, nursing

6 Instrument Reliability, validity

7 Modifiable risk factors Folate, homocysteine, vitamin

8 Hiv dementia HIV, AIDS, HIV dementia

9 Pharmacotherapy ChEI,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 

10 Neurodegeneration Tau, lewy body, parkinson, FTD, neurodegeneration, FTLD, ⍺-synuclein, ALS, 
tauopathy, TDP-43, β-amyloid, aphasia, progranulin, ubiquitin, semantic, 
frontotemporal, PSP, neuroprotection

11 Cognition Cognition, memory, neuropsychology, MCI, MRI , aging, hippocampus, learning, 
atrophy, PET, neuropsychology test, white matter, stroke, DM, executive function, 
impairment

12 Outcome Depression, anxiety, caregiver, burden, risk, QOL, psychosis

13 Risk factor Aged, cognition impairment, hypertension, risk factor, epidemiology, ApoE, 
olymorphism, prevalence, MMSE, nursing home, pain, genetic, BPSD

14 Diagnosis & treatment Amyloid, CSF, diagnosis, biomarker, oxidative stress, NFT, treatment, transgenic, 
therapy, inflammation, senile, screening, antioxidant, mitochondria, plasma

AD=Alzheimer disease;AchE=Acetylcholinesterase;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LS=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BPSD=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BuChE=Butyrylcholinesterase; ChEI=Cholinesterase inhibitor; 
CSF=Cerebrospinal fluid; DM=Diabetes mellitus; EEG=Electroencephalogram; FTD=Frontotemporal dementia; FTLD=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MCI=Mild cognition Impairment;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NFT=Neurofibrillary tangle;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SP=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QOL=Quality of 
life; TDP-43=Transactive response DNA binding protein 43 kDa.

giver, burden, risk, 삶의 질(Quality-of-Life, QOL), psy-

chosis를 포함하고 있는데 종속변수로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

로 결과(outcome)로 명명하였다. 그룹 13은 위험인자, 그룹 

14는 진단과 치료로 명명하였다(Table 1).

간호학에서는 크게 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룹 1

은 통증, 그룹 2는 간호과정, 그룹 3 돌봄 제공자, 그룹 4 돌봄, 

그룹 5 간호, 그룹 6 노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집화되

었다. 간호학에서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그

룹 1의 pain에는 pain measurement, pain behavior, cancer 

pain, pain-management 등이 있었으나 동시출현 빈도가 낮

아 pain measurement하고 군집화되었다. 그룹 2의 nursing 

process에는 confusion, multi-method와 약하게 군집화되었

다. 그룹 3은 caregiver를 기준으로 stress, people, caregiver, 

health, family, quality-of-life, population, support로 군집

화하였다.

그룹 4는 care를 중심으로 nurse, nursing home, qualita-

tive, resident, intervention, behavior, aggression, mana-

gement, practice, patient, person-centered care, program, 

family caregiver, relationship, abuse로 군집화되었고, 그룹 

5는 nursing을 중심으로 long-term care, family care, eating, 

nutrition, feeding, grounded theory로 군집화되었다. 그룹 

6의 aged는 cognition impairment, risk factor, prevalence, 

exercise, instrument,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설계(Random-

ized Controlled Trial, RCT), depression, cognition, age, 

symptom, staff, outcome, delirium, geriatric, adult로 군집

화되었다(Figure 3-A).

등위성 분석은 소속집단(응집력)에 대한 해석으로 덴드로

그램(dendrogram)을 통해 계량적으로 뒷받침된다. 치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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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hesion B. Dendrogram

Figure 3. Cohesion of research network in nursing (1991~2013).

련 연구의 유사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등위성 점수 분포에 따

라 그려지는 덴드로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역할 등위성이 유사

한 노드들을 알 수 있고 핵심 키워드들이 차례대로 군집화되

어 가는 과정으로 level 숫자가 적을수록 유사성이 크다고 해

석할 수 있다(Figure 3-B). 

2. 시기별 치매 연구 동향 분석 

1991~2013년까지 5년 단위로 나누어 출현빈도가 높은 연

구주제를 살펴보았다. 연결 중심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고, 근접 중심성을 중심으로 연구분야 간에 융합 연

구와 상호 연구교류를 고찰하였고, 매개 중심성을 중심으로 

어떤 키워드가 치매에 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가

능성이 있는 키워드인지 살펴보았다(Table 2). 

1991년에서 1995년 기간에는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치매에 대하여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생물학적인 지표 

및 병리소견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근접 중심

성이 높은 키워드는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지표 즉 신경섬유 변성(NeuroFibrillary Tangle, NFT), senile 

plaque, 신경반(Neurotic Plaque, NPs), neuropil thread가 

연구되고 알츠하이머 질환 이외의 다른 치매와 질환(vascular 

dementia, multi-infarct, lewy body, Parkinson, depression, 

cognition impairment)에 대하여 감별하기 위한 여러 학문 분

야에서 연구가 다수 있었다. 

1996년에서 2000년 기간에는 병태생리학적 연구의 지속과 

유전자의 분석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이에 따라 생체지표 검

사와 뇌 영상촬영 검사 등, 진단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였고 

치매의 행동 심리학적 증상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졌다.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 behavior, treatment, cost, clinical trial 

등이 근접 중심성이 높았다. 

2001년에서 2005년 기간에는 치매의 행동 심리학적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치료,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신경 영상, 

신경심리학적 평가의 연구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약물이 네트

워크에 편입되면서 중심키워드인 dementia와 AD를 제거해도 

콜린에스테라아제 차단제를 기준으로 작은 허브를 형성한 것

을 볼 수 있다. 약물 관련 키워드들이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

성 모두 높아서 이 시기에는 약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

다. 이 중에서 tau, rivastigmine, Parkinson, diagnosis, aged

가 근접 중심성이 높았다. 

2006년에서 2010년 기간에는 위험인자, 역학, 선별검사, 진단, 

생체지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치료나 비약물 중재

에 대한 연구는 네트워크의 주변에 연결되어 중심성이 높지는 않

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혈관(vascular), 당뇨(Diabetes Mellitus, 

DM), 고혈압(hypertension),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같은 심

혈관 위험 인자 키워드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다. 

이 시기에 중심키워드를 포함했을 때 biomarker, 뇌척수액

(CerebroSpinal Fluid, CSF), 전두측두엽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FTD), neurodegeneration이 근접 중심성 안으로 

새롭게 상승 키워드로 편입되었고, 제외 했을때는 oxid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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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igh Rank 20 Key Words according to 5 Year Intervals in WoS

Rank '91~'95 '96~'00 '01~'05 '06~'10 '11~'13

1 AD AD AD AD AD

2 Dementia Dementia Dementia Dementia Dementia

3 Aging Age Vascular, Dementia Aged MCI

4 NFT ApoE Aging MCI cognition

5 Parkinson disease Depression Amyloid Cognition Aged

6 Depression Parkinson disease Parkinson FTD Aging

7 Vascular dementia Diagnosis Aged Parkinson FTD

8 Amyloid Lewy body Tau Cognition impairment Cognition impairment

9 Aged Tau Cognition Amyloid Amyloid

10 Hippocampus Cognition FTD Depression Parkinson

11 Senile plaque Amyloid Lewy body disease Vascular Depression

12 Memory NFT ApoE MRI Biomarker

13 AIDS FTD Depression Memory MRI

14 CSF Cognition impairment MCI Tau Vascular dementia

15 Cognition Memory Cognition impairment Lewy body Diagnosis

16 Diagnosis Hippocampus Diagnosis Neurodegeneration Tau

17 EEG HIV Neurodegeneration Diagnosis Memory

18 MRI CSF Memory ApoE Neurodegeneration

19 Epidemiology MRI Stroke Cognition disorders Cognition disorders

20 Multi infarct Epidemiology MRI Oxidative stress Hippocampus

AD=Alzheimer disease;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poE=Apolipoprotein E; CSF=Cerebrospinal fluid; 
EEG=Electroencephalogram; FTD=Frontotemporal dementia;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MCI=Mild cognition impairment;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NFT=Neurofibrillary tangle; WoS=Web of science.

stress, 전두측두엽 변성에서 주로 유비퀴틴(ubiquitin) 면역반

응을 보이는 봉입체(the TransActivation Response element, 

TAR; DNA-binding Protein-43, TDP-43), apoptosis, exec-

utive function이 새롭게 상승 키워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

기에는 치매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지표개

발과 유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에서 2013년 동안에도 전두측두엽 치매, 파킨슨 질

환, 고혈압, 우울과 같이 치매와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집중

되었고, prevention, screening, meta-analysis, mortality, 

stroke이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

기는 인지기능 개선제 개발 후에 임상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치

료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임상시험(clinical trial), RCT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의 축적으로 일차적 연구의 결과를 포괄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차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메타분석이

나 체계적 고찰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caregiver, 

care, QOL은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로 주변의 다른 키

워드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생체지표와 치매 

예방 연구가 이루어졌다. 

간호학 경향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 narrative, grounded theory에서 

2011년 이후에는 intervention study, RCT, evidence based 

practice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치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지식지도를 

구축하고, 지식의 현황을 연결망으로 표현하였다. 거시적 관



Vol. 19 No. 2, 2017 77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한 치매 지식지도 구축

점에서 치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으며, 최근의 연구 경

향을 좀 더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주제의 변화 추이

를 살펴보기 위하여 2차 분석을 5년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간호학에서 이루어진 치매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주

제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가장 중요한 병리소견이었던 NFT, 

senile plaque, neuritic plaque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심성

이 감소하여 네트워크에서 멀어지거나 소멸하고 주변 네트워

크에 있던 연구 주제인 tau, biomarker, neurodegeneration

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심성이 증가하면서 중심 네트워크에 편

입되는 현상을 보여 새롭게 부상하는 키워드를 알 수 있어 사

회연결망 분석이 의료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및 매개 중심

성과 같이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특정 연구 분야의 경우

에도 중심성이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좋고, 현재까지 이루어

진 연구들의 동향을 확인하고, 앞으로 중요해질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12]. 그러므로 이런 연결

망 분석은 연결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이

론적 영감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출현 빈도가 

낮거나 연결정도가 약한 키워드 일지라도 중요한 연구 주제일 

수 있다. 따라서 결과해석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검토가 필요하다. 응집력에서는 상호관계가 

있는 키워드들이 하나로 형성되었는데 질병 과정은 끊임없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룹으로 분류하면 

다른 키워드와 중심 키워드였던 dementia와 AD 키워드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통해 연관성을 알 수 있고, 연구 주제에 대해 

학습 및 연구를 할 때 연구 주제들을 참고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 주제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

다[13]. 본 연구결과 치매 분야의 연구 추이를 보고한 국내 ․ 외 

선행연구가 없어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시기별 치매 연구에서는 1991년에서 1995년 기간에는 원

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표 및 병리소견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치매는 해마와 내측 측두엽

의 뇌 위축과 신경세포의 손상, 베타 아밀로이드(Amyloid-β, 

Aβ)와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축적으로 인하여 대뇌 조직

에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농축체(NFT)의 형성을 유

도하는 것으로 시냅스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반응 및 타우

의 인산화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신경 손상과 퇴행을 일으키

게 된다[14]. 1996년에서 2000년 기간에는 치매의 진단과 행

동 심리학적 증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 치매 검사는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에 대

하여 모든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성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MMSE 점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낮았으며, 시간에 걸

쳐 하락했고[15], 행동심리증상은 이환율, 사망률, 보건의료 이

용을 증가시키고, 치매 환자가 보호시설에 조기 입소하게 되고, 

간호제공자에게는 스트레스, 우울증이 증가하며, 간호제공자 

고용의 어려움 등 치매 환자와 간호제공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16]. 2001년에서 2005년 기간에는 약물이 네

트워크에 편입되면서 콜린에스테라아제 차단제를 기준으로 작

은 허브를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항치매 약물은 치매 환자

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회복시키며 생활기능을 증진

하는 약물로 콜린에스테라아제 차단제인 tacrine,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과 MonoAmine Oxidase B (MAO 

-B)차단제인 selegiline 등이 여기에 속한다[17]. 

2006년에서 2010년 기간에는 심혈관 위험 인자 키워드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다.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증과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는 치매의 강력한 예측 인자이다[18]. 

2011년에서 2013년에는 치매와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집

중되었고 예방, 2차 자료분석이 중심성이 높았다. 예방 가능한 

치매로는 혈관성 치매, 우울에 의한 치매,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한 치매, 내분비 이상에 의한 치매가 대표적이다[19]. 

간호학 경향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질적 연구, 포커

스 그룹 연구, 내러티브 연구, 근거이론과 같은 연구에서 2011

년 이후에는 중재연구, 근거기반연구,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

설계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국내에서도 같

다.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실험 논문의 경우에도 2005년 

이전에는 23.6%에서 2008~2010년에는 28.7%로 실험연구가 

증가하였다[20].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부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되며, 임상에서 의사 결정을 확

립하기 위한 최근 노력일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인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간호실무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RCT 연구수행이 증가하여야 

한다[21]는 학자들의 주장에 부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메타분석이나 체계적 고찰은 미비하였다. Choi 

등[22]의 아시아 간호연구의 동향 분석에 의하면, RCT가 적

용된 연구가 없었고, 체계적 고찰도 제한적이라고 연구의 부

족을 지적하면서 연구의 개념들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근거 중심의 간호지식체 개발과 확장

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치매 환

자를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치매의 특성상 인지장애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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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스스로 연구의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RCT 연구

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대신 환자-대조군 연

구(case-control study)를 통해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가 진행

되기를 추천한다. 

간호학에서의 응집력 분석에서는 6개로 군집화되었고, 그

중 통증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중요한 문제이고,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40% 이상에서 경험하고 있다[23]. 통증

의 평가는 통증 치료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므로 통증 사정을 위

한 도구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 과정 그룹은 혼동, 

다중방법(multi-method)으로 형성되었는데 다중방법은 문화

기술지에서 자료수집방법으로 관찰과 인터뷰를 자료수집방법

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개별 인터뷰와 함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자료수집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4]. 치매의 특

성상 증상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치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돌봄 제공자 그룹은 Hazzan 등

[25]의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도 QOL, 

quality of care, social support, burden, depression과 같은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돌봄 제공자의 높은 부양 부

담감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준다[26]. 따라

서 양질의 치매 환자 간호에는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돌봄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에 대해서도 가치를 두

어야 한다. 

최근에는 치매 간호와 관련하여 치매 돌봄 지도(dementia 

care mapping)로 치매 돌봄 환경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돌봄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27].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care)가 대두하면서 인간 개인의 욕구와 선호를 고려하고, 그들

의 독립성,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

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를 독특한 욕구와 요구, 풍부한 과거 및 

인생사를 가진 유일무이한 개인으로 보고 있다[28]. 따라서 간

호 실무에서 돌봄은 핵심이 되며 치매 환자 돌봄 역시 실무에

서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29]는 연구를 본 연구가 지지한다. 

노인을 중심으로는 인지장애, 위험요인, 유병률, 건강 결과

와 같은 키워드들이 상호관계를 이루었는데 치매의 역학과 관

련한 연구를 종합할 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인구의 유

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국내 ․ 외 선행연

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장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30]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가 뒷받침한다. 따라서 노년기를 대비하여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년기 이전부터 치매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통해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인 의의는 키워드 분석 연구에서는 용

어 통일이 중요한데 다양한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개념 분석을 연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치매와 관

련된 각각의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실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여러 관점에서 연구 주제를 

다루었으므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연

구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전체적인 치매 연구의 지식체를 구축함으로서 연

구에 참여하는 학문의 구조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향후 동

일 지식 분야에 대한 연구는 되도록 피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과 

치매 연구의 다학제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는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care)와 대상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

고, 간호 영역 중 간호의 기본 개념이 가장 높아 간호 실무에서

의 핵심은 돌봄이고 치매 환자 간호에서도 역시 돌봄이 가장 중

요한 핵심 요소라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치매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연구 흐름에 대한 직관적인 그림

을 시각화를 통해 제공하였으므로 치매 환자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치매 예

방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어 치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

육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시기별 연구 동향은 병태생리, 증상에서 새로운 검사 방

법과 약물치료, 중재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부양 부담감,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에서 치매의 예방,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 부양 부담감 감소에 대한 국가 치매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시계열로 연구 경향을 파악할 때는 

매년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급부상하는 시점 파악이 용이

하다. 그러므로 연구 동향 분석 시 매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지식지도 구축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

이 없으므로 체계적인 파악을 위한 이론 개발이 필요하다. 셋

째, 치매 주제에 대하여 Web of Science에 포함된 범위 이외

의 다른 연구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향후 

연구에서 논의돼야 하며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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