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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학계는 물론 국가 체 으로 기업가정신 창

업이 많은 심을 받고 있다[1, 2]. 국제 으로 기업가정

신에 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슘페터(Schumpeter) 가

경제발 의 요한 요인으로 신(innovation)과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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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업가 신 및 창업과 한 우리나라 연  하여 향후 연  한 시사  도 하고  

하 다.  해 1997~2016  사  한 학술지 용색 에 게재   1,887건    및 목에 해 지

계량  진행하 다. 반   살펴보  체   건수가 가하고 었 , 가  근  2016  

9월에  183건  게재  것  나타났다. 또한 사 간 동안 벤처창업연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에  209건   등 어 가  많  건수  보 고 었다. 지계량  결과

는 다 과 같다. 첫째,  결과, 용, 빈 식·박 , 반 식  각각 수, 용건수, 연  트워크 

 측 에  드러진 과  보  것  나타났다. 째, 목  결과, 창업가 특  및 창업 , 업가 신/창

업 사 , 창업 과 한 실 , 창업 업에 한 투 , 한  IT 업에 한 연 가 발  루어   

알 수 었다. 연  결과는 향후 공동 연   및 연  야에 한 탐색  한 참고 료가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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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domestic article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and elici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bibliometric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authors and titles of 1,887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between 1997 and 2016. First, in the author analysis, Dae Yong Chung, 

Bong Sik Bin & Jeong Ki Park, and Sung Sik Bahn were noticeable in terms of the number of articles, the 

number of cit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researchers’ network. Second, in the titl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education i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trategies and case studies, the 

empirical analyses regard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investment in startups, and Korean IT companies were 

found to be the most active research fie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selecting co-researchers 

and exploring research area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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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하면서 부터이다[3].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후반에 들어서야 기업가정

신에 한 심이 생기기 시작하 다[4, 5]. 이 분야에

해 최 의 국내 연구는 정보기술 기반구조 재구축을 통

해 국민생명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재창업 과정

을 분석한 것이었다[4]. 이듬해에는 슘페터와 챈들러

(Chandler)가 기업가정신을 바라보는 으로부터 신

의 유형을 마 터(marketer), 기업가(entrepreneur), 행정

가(administrator), 기술자(technologist)로 구분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5]. 이즈음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

치법」이 제정되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련

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증가하 다.

2001년에는 우리나라가 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조사에 참여하

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 비교가 진행되었다[6].

GEM은 런던경 학(London Business School)과 뱁슨

학(Babson College)이 주도하여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과 련된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1999

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다. GEM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

요국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연구는 이미 여러 건 수

행된 바 있다[7, 8, 9, 10, 11, 12].

최근에는 창업기업들이 궁극 으로 강소기업으로 탈

바꿈하기 한 략이나, 로벌 환경에서 경쟁하기

한 필수요소 등에 해 분석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13, 14, 15,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동안 국내에서 어떠한 연

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한 종합 인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기업가정신 창업 분야에서 향후 어떠한

연구 역에 한 발굴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1997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지에 게재된 기업가정신 창업 련 연구들을 분석하

여 그 동안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살펴보고, 추

후 보완해야 할 역에 해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이를 해 기업가정신 창업과 련된 연구의 증

가·감소 추세, 련 연구가 많이 게재되고 있는 , 주

요 연구자 연구자들의 력 계,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분야들을 종합 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결과를 국제 인 추세와 비교하여 향후 보

완해야 할 연구 역에 해 제안한다.

분석은 서지계량분석(bibliometr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량의 문서 자료에 있는 여러가지

서지(bibliographic) 정보를 이용하여 체 인 연구의

흐름을 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17, 18,

19, 20, 21, 22]. 이 때, 분석 방법은 연구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근을 시도한다. 첫째, 어떤 연구자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

를 진행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해 자(author) 분석을

실시한다. 자에 한 악은 련된 연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분야별 핵심 자들과 이들의 연구 패턴을 보여주는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18]. 특히 최근 공동 자(co-authorship)

분석은 특정 분야의 연구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

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18]. 둘째, 어떤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지 살펴보

기 해 논문 제목(title)에서 함축 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서지정보 분석 역시 심 분

야의 연구 동향을 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

겨지고 있기 때문이다[17, 20].

2. 헌 연

그동안 창업 기업가정신과 련된 연구는 여러 가

지 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11개 분야로 그룹화

할 수 있다[23]. 가장 먼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entrepreneur and entrepreneurship)과 련된 분야에서

는 기업가의 특성, 창업의도, 창업 형태로서의 랜차이

징 등과 같은 주제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창

업기업의 략 성장 과정(entrepreneurial strategy

and growth process)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의

략 계획, 마 사업화, 창업의 험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벤처기업의 성과 성공/실패 요

인(venture performance, success and failure) 련 분야

에서는 수확 회수, 벤처기업의 생존, 폐업 산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창업기업의 경 이슈

(management issues)에는 거버 스, 종업원의 교육

훈련, 평가·보상·인센티 , 기업가의 의사결정 과정, 공

사슬 고객 리, 제품 개발 리 등을 포함되어 있다.

기술 신(technological innovation)과 련된 분야에서

는 연구개발, 신, 신제품개발, 기술의 선택 이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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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경 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창업자 조달

벤처캐피탈(entrepreneurial financing and venture capital)

련 분야에서는창업 기 자 조달 방법, 벤처 캐피탈

의 활용, 법·제도등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네트워크(networks) 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이 학, 기업, 정부등과형성하고있는연

계의 유형 이것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특정 그룹의 기업가정신 창업(entrepreneurship

in a specific group)과 련된 분야에서는 사내 벤처, 사

회 기업·가족기업 창업, 여성창업, 이민자 창업등과같

은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창업과 경제 발 (new firm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과 련된 분야에서

는 기업가정신과 경제발 , 기업가정신과 산업·지역 개

발 등과 같은 주제를 심으로 하 다. 창업 정책 정

부지원 로그램(entrepreneurial policy and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에서는 정부의 창업 정책, 지원 기 ,

규제, 상업화 지원 등과 같은 이슈가 포함되었다. 기업가

정신교육 연구(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research)

에서는 기업가정신과 련된 교수법, 커리큘럼, 이론, 역

사, 동향, 방법론, 연구자 등에 한 내용이 심을 이루

어 왔다.

3.  수집 및 방법

3.1  수집

본연구에서는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웹 페이지(www.kci.go.kr)에서 제목에 “기업가정

신”, “창업”, “벤처”를 포함하는 논문을 검색하 다. 그

결과 각각 302건, 962건, 930건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등재(후보)지가 아닌 경우와 검색어가 동시에 들어가

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결과 으로 1,887건이 분석

상에 포함하 다. 연도별 건수는 <Table 2>와 같으며

차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Level Category Sub-Category

Firm

Entrepreneur and

entrepreneurship

� Overall entrepreneurship[24. 25. 26]

� Entrepreneur types and characteristics

[24, 26]

� Entrepreneurial teams[24, 26]

� Entrepreneurial intention, cognition

and motivation[26, 27]

� Opportunity recognition[24, 26]

� Franchising[26]

Entrepreneurial

strategy and

growth process

� Entrepreneurial strategy and planning[26]

� Marketing and commercialization[25]

� Entrepreneurial risk[24, 26]

Venture

performance,

success and

failure

� Harvest and exit[25, 26]

� Venture performance, growth and

survival[24, 25, 26]

� Closing a business and bankruptcy[26]

Management

issues

� Governance[28, 29]

� Learning and training[24]

� Evaluation, compensation and incentives[30]

� Entrepreneurial decision process[24, 26]

� Supply chain and customer relationship[28]

� Production and process management

[28, 31]

�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24, 25]

<Table 1> Categorization of Entrepreneurial Studies

Technological

innovation

� Research and development[32]

� Innovation[25]

� New product development[28, 31]

� Technology transfer, acquisition and

adoption[32]

�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24, 25]

� Knowledge management and spillover[24]

Entrepreneurial

financing and

venture capital

� Entrepreneurial financing[25]

� Venture capital)[1]

Networks � Networks and firm performance[24, 25, 26]

Entrepreneurship

in a specific

group

� Corporate entrepreneurship[25, 26]

� Social entrepreneurship[25]

� Family business[25, 26]

� Women entrepreneurship[25]

� Ethnic and immigrant entrepreneurship[25]

Nation

New firm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New firm creation and firm dynamics[24]

�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24, 25]

�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regional

development[24, 25]

Entrepreneurial

policy and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 Public policy, institution and regulation[25]

� Commercial support program[2, 16, 33]

Other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research

� Pedagogy[34]

� Entrepreneurship curriculums and

contents[25, 31]

� Entrepreneurship research history and

trend[27]

� Entrepreneurship theory and methodology

[24, 25]

� Entrepreneurship researchers[34]

Note: The categorization in [23] was re-adjusted according to the

author’s e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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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1 8 4 2 14

2002 2003 2004 2005 2006

71 73 62 74 87

2007 2008 2009 2010 2011

115 106 126 126 137

2012 2013 2014 2015 2016. 9.

182 188 209 254 183

<Table 2> No. of Articles by Year

기업가정신 창업 련 논문이 게재된 의 종류

는 총 325개로 나타났다. 별로 살펴보면, <Table 3>

에서 볼 수 있듯이 벤처창업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한

국창업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소기업연구(Korean Small Business Review)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디지털융복합연구(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에도 4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No. Journal Name Counts

1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09

2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61

3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45

4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90

5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70

6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52

7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50

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

9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7

10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37

Total 891

<Table 3> Top 10 Journals in terms of the No. of 

Articles

3.2 방법

에서 언 했듯이 서지계량분석은 크게 두 가지측면

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자분석에서는 어떠한 연구자가

논문의 양 ·질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가를 살펴

보기 해서 논문게재 건수, 논문 피인용 건수를 기 으

로 상 10명을 살펴본다[18]. 한 연구 그룹의 형성

황을 악하기 해서 공동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한다[18, 19, 21].

둘째, 논문제목분석을 해서는 빈출한단어 단어

간의 연 계를 효율 으로 보여 수 있도록 클러스

터 맵(cluster map)을 작성한다[17]. 이 방법을 활용하면,

높은 출 빈도수를 보이는 단어는 굵고 크게 표시되고,

낮은 출 빈도수를 보이는 단어는 작고 얇게 표시된다.

한 단어 간의 연 계에 따라 클러스터들이 형성되

고, 이들이다른 색깔로 표 되어 한 에방 한 양의 서

지 정보에 해 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4. 결과

4.1 (author)

먼 , 제1 자를 기 으로 한 게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34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것은 숭실 학교

정 용(Dae Yong Chung)으로, 총 27편에 이른다.

No. Author Institution Counts

1 Dae Yong Chung Soongsil U. 27

2 Jae Hwan Park Chungang U. 15

3 Sung Sik Bahn
Gyeongnam National U.

of S&T
14

4 Jeong Po Kim
Busan U. of Foreign

Studies
12

5 Young Suk Yang Hanbat U. 12

6 Soo Duck Chang Hannam U. 11

7 Ju Mi Kim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9

8 Dae Woo Cho Chungnam National U. 9

9 Kyung Yun Hwang Chungnam National U. 9

10 Young Soo Kim Soongsil U. 8

Total 126

<Table 4> Top 10 Authors who Published the Most

2016년 9월을 기 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

인에 한 연구(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up)”로 총 57건이 인용

되었다[35]. 체논문의평균인용빈도는3.9회로나타났다.

공동 술 건수를 분석한 결과 ,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숭실 학교 정 용(Dae Yong Chung)이 28건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철규(Cheol Gyu Lee), 반성식

(Sung Sik Bahn)이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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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 Title Journal Counts

1

Bong Sik

Bin, Jeong

Ki Park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59

2
Dong Sup

Yoon

The Determinants of

the Choice of Foreign

Market Entry by

Korean Venture Firm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56

3

Zong Tae

Bae, Min

Suk Cha

Expanding and

Revitalizing

Entrepreneurship in

Korea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52

4

Sang

Moon

Park,

Byung

Heon Lee

The effects of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new

ventures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50

5

Jae Hwan

Park,

Yong Tae

Kim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DF ic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49

6

Si Sa

Park,

Sung Il

Ka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mong

Travel Agency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8

7

Joon Woo

Bae, Zong

Tae Ba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High-tech

Venture Firms: the

Case of Korean

Venture in the IT

industry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45

8

Bong

Sang Ko,

Se Jung

Yong,

Sang

Cheon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43

9

Yung

Chul

Kwon

Towards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Empirical Test on

Network Advantages

as a

Internationalization

Theory of Small

Venture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43

10
Byung

Heon Lee

Technological

innovation strategies of

Korean ventures across

the growth stages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y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42

Total 428

<Table 5> Top 10 Most Cited Articles

No. Author Institution Counts

1 Dae Yong Chung Soongsil U. 28

2 Cheol Gyu Lee Konkuk U. 22

3 Sung Sik Bahn
Gyeongnam National U.

of S&T
21

4 Dong Woo Yang Hoseo U. 20

5 Young Seok Yang Hanbat U. 20

6 Wang Jin Yoo Konkuk U. 20

7 Jae Hwan Park Chungang U. 18

8 Kyu Soo Ha Hoseo U. 17

9 Jeong Po Kim
Busan U. of Foreign

Studies
14

10 Sung Hee Jang Kyungpook National U. 14

Total 194

<Table 6> Top 10 Authors who Co-authored the 

Most

다음으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해 다섯

건 이상공 를한 연구자들을선정해이들 간의 력

계를 분석하 다. [Fig. 1]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력 네트워크가 활발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

으로는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반성식(Sung Sik

Bahn)이 61건으로 가장 많은 력 계를 형성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이철규(Chel Gyu Lee), 서상구(Sang Gu

Seo), 차민석(Min Seok Cha)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소속

기 은 경남과학기술 학교(Gyeongnam National U. of

S&T)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No. Author Institution Counts

25 Sung Sik Bahn Gyeongnam National U. of S&T 61

56 Cheol Gyu Lee Konkuk U. 50

28 Sang Gu Seo Catholic U. of Busan 34

76 Min Seok Cha Changwon National U. 34

23 Jong Hae Park Gyeongnam National U. of S&T 33

68 Dong Hwan Cho Gyeongnam National U. of S&T 29

37
Young Seok

Yang
Hanbat U. 26

22 Jong Bok Park Gyeongnam National U. of S&T 26

5 Sang Pyo Kim Gyeongnam National U. of S&T 25

59 Seong Hee Jang Kyungpook National U. 24

Total 342

<Table 7> Top 10 Authors in the Research 

Collabor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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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oint Research Network (n=89) using Gephi 0.8.2

[Fig. 2] Cluster Map of Keywords using VOSViewer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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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title) 

어떠한 단어가 빈출하고, 이들 간의 계가 어떻게 되

는지 알아보기 해 클러스터맵 분석을 진행하 다. 단

어의 개수는 일반 으로 클러스터맵의 가시성과 해석의

용이성에 따라 선정하는데[17, 20], 본 연구에서는 6번 이

상 출 한 단어들을 추출하 다. 이는 총단어 출 건수

의 55.4% 차지한다.

다시 추출한 단어 가운데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

( : 조사)나 당연히 포함되는 단어( : 연구, 조사, 분석,

기업가정신, 창업, 벤처 등)을 제외하고, 총 151개의 단어

를 선정하 다. 최종 으로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어들을 포함하는 클러스터맵이 도출되었다.

총 5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각각의 클러스터

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 클러스터 1에서는

특성(characteristics)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출 하

으며, 그 주변에 창업자(entrepreneur),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와 같은 단어들이 찰된다. 아울러 비창

업자를 한 교육(education)과 련된 제목들이 다수

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 2에서는 기업(firm),

사례(case), 탐색 (exploratory), 략(strategy), 국내

(domestic)와 같은 단어들이 빈출하 다. 따라서 국내 기

업들을 상으로 한 사례 연구 기업가정신·창업 활성

화 방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수 있

다. 한 로벌(global)과 같은 단어도 출 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련된 연구도 수행되

었음을 악할 수 있다. 클러스터 3에서는 실증

(empirical), 경 성과(management performance), 조

효과(moderating effect) 등의 단어들이자주 등장하 다.

이로 미루어 볼때, 창업기업들의 경 성과와 련된 실

증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 4에서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코스닥(KOSDAQ)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 다. 한 유 단어인 IPO도 같

은 클러스터에서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클러스

터에 비해서 단어의 크기가 작음으로 보아 논문의 빈도

수는비교 많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5에서는

한국(Korea), IT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출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IT 기업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

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Table 8>에 요약된것과 같이 창업가의 특

성 이러한 특성을 배양하기 한 창업 교육에 한연

구(Cluster 1: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education in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창업 략

사례 연구(Cluster 2: Entrepreneurial strategies and

case studies), 창업/벤처 기업의성과와 련된 실증연구

(Cluster 3: Empirical analyses regard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창업/벤처 기업에 한 투자에 한 연구

(Cluster 4: Investment in startups), 한국 IT 기업에

한 연구(Cluster 5: Korean IT firms) 등이 심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Cluster Cluster Name Frequently Emerging Words

1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education in

entrepreneurship

characteristics,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education

2

Entrepreneurial

strategies and case

studies

firm, case, exploratory, strategy,

domestic, global

3

Empirical analyses

regard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empirical, management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4 Investment in startups venture capital, KOSDAQ, IPO

5 Korean IT firms Korea, IT

<Table 8> Keywords Included in Corresponding 

Clusters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 역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한

국제 동향 분석을 해 <Table 1>에 포함된 11개 연

구 분야와 Wos(Web of Science)의 검색 결과를 종합 분

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Table 1>에는기업

가 기업가정신, 창업기업의 략 성장 과정, 벤처기

업의 성과 성공/실패 요인, 창업기업의 경 이슈, 기

술 신, 창업자 조달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 특정

그룹의기업가정신 창업, 창업과경제발 , 창업정책

정부 지원 로그램, 기업가 정신 교육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Fig. 2]에서 찰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찰되는 단어는 기술 신(technological innovation), 네

트워크(networks), 특정 그룹의 기업가정신 창업

(entrepreneurship in a specific group), 창업과 경제 발

(new firm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창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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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부 로그램(entrepreneurial policy and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의 5개 분야이다.

WoS(Web of Science)에서는 2001~2016년 7월까지 기

업가정신 창업과 련된 주요 들을 검색 한 결과,

<Table 9>와 같이 4,185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가장

많이 출 한 단어는 가족(family),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사회 (social) 등이고, 성과(performance), 성장

(growth), 역할(role), 국제 (international), 신(innovation),

기술(technology), 연구개발(R&D)와 같은 단어들도 빈

출하고 있다.

No. Word Counts

1 family 305

2 venture capital 265

3 social 226

4 performance 220

5 growth 215

6 role 155

7 international 113

8 innovation 100

9 technology 46

10 R&D 43

Total 1,688

Note: The journals included a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and Small Business

Economics

<Table 9> Top 10 Most Emerging Words in the 

WoS-listed Journals

이가운데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성과(performance)

와 련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이루어지고 있

는 분야로 보인다. 국제 (international)은 로벌(global)

이라는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이 분야

도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세계 인 연구 동향에 비해 보

완이 필요하다.

먼 , 가족(family)이라는 키워드를 심으로 한 국제

연구는가업기족과 련된 이론, 승계, 소유권, 성장과

정, 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 넓게 개되었다.

사회 (social)이라는 키워드를 심으로 한 연구는 기업

가정신 창업과 련된 사회 자본(social capital) 형

성, 사회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 기업, 벤처기

업의 사회 책임 등과 련된 주제가 부분이었다. 성

장(growth)이라는 키워드와 련해서는 창업기업의 성

장 생존과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창업·벤처

기업이 지역 국가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향도 포함

되었다. 역할(role)이라는 키워드를 심으로는 벤처

소기업의 역할, 창업자 CEO의 역할과 련된 연구

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과 련된 여

러 가지 요소들의 역할들에 한 내용이 복합 으로 존

재하 다. 마지막으로 신(innovation), 기술(technology), 연

구개발(R&D)이라는 키워드와 련해서는 창업·벤처기

업의 신에 향을미치는 요소, 기술의 개발·채택·이 ,

R&D 투자 실행 략 등과 련된 주제가 부분이었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Table 10>과 같이 창

업·벤처 기업의 기술 신 활동, 성장, 네트워크 형성, 사

회 역할 등과 같은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 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회 기업/

가족기업의 창업 경 에 한 분야도 추가 으로 고

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거시 인 경

제 효과 이를둘러싼정부의정책 지원 로그램도

과 련된 역도 보완되어야 한다.

Source Theme

Table 1

� Technological innovation

� Networks

� Entrepreneurship in a specific group(corporate,

social, family, women, and immigrant)

� New firm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Entrepreneurial policy and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WoS

� Family

� Social

� Growth

� Role

� Innovation, technology, and R&D

<Table 10> Recommended Future Research Fields 

5. 결  및 시사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업가정신 창업과 련된 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자

분야에 해 분석하는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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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되어 있는 등재(후보)지에

한 서지계량분석을 실시하 다. 이는 크게 자분석과

제목분석으로 나 어 진행되었다.

먼 자분석에서는 정 용이 가장 많은 논문을 게

재하 으며, 빈 식·박정기의 2002년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 용은 공 를 한 논문의

수로도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 다. 그러나 다수의 연

구자들과 가장 활발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은 반

성식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목분석에서는 창업자 특

성 창업교육, 기업가정신/창업 사례, 창업기업의 성과

에 한 실증분석, 창업기업에 한 투자, 한국 IT 기업

에 한 연구로 이루어진 5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자분석의 결과는 기업가정신 창업 련해 두

드러진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 분석 상으로

활용한다든가, 업에 해 고려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있다. 둘째, 제목분석결과는국제 인 연구 동

향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연구

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자 제목 분석이 출 건수에 기

반을 두어 이루어졌다는 이다. 이러한 방법은 빈도에

한 정보를 수는 있지만, 논문의 질 가치를 평가하

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창업

과 련해 어떠한 자가 활발히 연구를 진행했고, 어떠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는지 악하는 것이 주요 목

이었기 때문에 질 인 요소에 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

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

창업활동은 국가의 경제발 수 과 한 연 이

있다. 따라서국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 이를 둘러

싼 제반 상황을바탕으로 이루어질수밖에 없다. 즉, 이미

다른 경제구조를 가진 서구에서의 연구를우리나라에 바

로 용시키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

연구 동향을 찰하고, 국내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

석된결과를잘 활용하면 향후 보다많은시사 을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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