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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nd analysis of the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using graph theory and network mode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352 scholarly journals and 1496 keywords in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from 2000 to 2015 and provide systematical view point of research trend in the area of knowledge 

management using graph theory and network model. The relational patterns among keywords as well as 

keywords which recently received noticeable attention and keywords which receded from the spotlight in 

recent years in the knowledge management literature were ident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oundation of future research ideas in knowledge management.

Keyword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literature review,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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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식경영 분야의 연구동향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지식경영학회의 지

식경영연구 학술지에 2000년 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총 352개의 논문의  1496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그래프 

이론 및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최근 각광받고 키워드들,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멀어진 키워드들, 그리고 키워드들 간의 단절고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결과를 활용

하여 향후 지식경영 분야 후속연구의 설계 및 주제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지식경영연구, 연구동향, 그래프 이론, 네트워크 모델, 트랜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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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가 지식경제 (Knowledge Economy) 시대

에 접어듬에 따라 기존의 자본, 노동, 제조업 중심

의 경제 틀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기

업,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가치가 창조되고 있

다. 지식(Knowledge)이 데이터(Data) 혹은 정보

(Information)와 다른 점은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

은 숫자 및 사실에 기반한 수치들이며, 정보는 의미가 

부여되는 가공 과정을 거친 2차 데이터라는 점이다 

(Alavi and Leidner 2001). 정보가 상황 정보와 결합

되어 개인 및 집단 내에서 체화될 때에서야 이를 비로

소 지식이라 부른다. 

지식경영 및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에 맞

추어 어떻게 개개인의 일반 지식 및 노하우를 체계

적으로 관리・발굴하고 이를 조직의 보편적인 지식으

로 공유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전체 구성원의 문제해

결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연구 또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경영 관

련 실무가 및 학문인들의 모임인 한국지식경영학회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of Korea)의 지

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는 

지식경영 및 관련 분야 연구를 아우르는 대표 학술지

로서 국내 지식경영 분야의 주제 및 방법론 등의 연구

동향의 메가트랜드(Megatrend)를 분석하는데 적합

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영연구의 연구주제는 

그동안 전통적인 지식경영 적용분야 뿐만 아니라, 소

셜미디어, 모바일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ICT분야에

의 응용까지 다양하며, 방법론으로는 AHP부터 다중

회귀분석, PLS구조방정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

술연구지의 성격을 띄고 있다 (김관열 & 이장희 2011; 

백영석 외 2015; 이정호 외 2006; 이호 외 2015; 전현

규 & 김민용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경영연구에 

발표된 문헌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

되어 왔는지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 및 네트워크 모델(Network model)

을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식경영연구 학문의 발전 추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 및 향후 연구가 더욱 필요한 빠

져있는 연결고리(missing link)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개념적 배경

2.1 지식 경영

Alavi and Leidner (2001)에 따르면 조직의 효율

적인 지식경영을 위해서는 지식의 생성(Knowledge 

creation), 축적/검색(Knowledge storage/retrieval), 

이전(Knowledge transfer), 활용(Knowledge 

application)의 4개 과정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기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앞

으로 더욱 많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생성 관점에서는 지식의 원천(Knowledge 

source)과 상태 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성을 촉진하는 

요인 등에 맞추어져서 진행되어왔다. Nonoka (1994)

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와 표출적 

지식(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하여 4가지 형태

의 지식 생성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Smith et 

al. (2005)는 지식생성 능력을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 회사

(High-technology firms)의 지식생성능력과 신제품

출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지식의 축적 및 검색 측면에서의 연구는 조직 구성

원과 외부에서 어떻게 정보를 가져와서 어떤 체계로 

저장할 것인지와 지식 축적을 위한 유인동기와 장애

요소 등이 있다. Chou (2005)는 지식의 축적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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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IT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개인의 흡

수능력 (Absorptive capacity)과 지식생성의 관계에

서 지식의 축적 및 검색이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을 가지고 있음를 입증하였다. 

지식이전의 견지에서는 효율적인 지식 이전 및 흐름

(Knowledge flow)을 의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연구 

등이 펼쳐지고 있다. Argote and Ingram (2000)은 

기업의 경쟁우위에 있어 지식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지식 이전에 있

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였다. Van Wijk et al. 

(2008)은 지식이전을 위한 선행변수와 결과에 대해서 

조직 내부와 조직 간의 차이가 있음을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Meta analysis)을 통해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활용 방면에서는 효과적인 지

식경영 활동이 어떻게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식의 획득과 

활용 사이에 왜 단절이 이루어지는지가 등이  연구

되고 있다. 정보 기술과 분산기억체계(Transactive 

memory system) 그리고 지식활용 및 팀성과(Team 

performance)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국내 139개 팀을 대상으로 단순 지식공유보다는 팀내 

전문가를 활용한 인지체계가 지식경영효과에 중요함

을 규명함으로써 지식 활용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Choi et al. 2010).

2.2 그래프 이론 

그래프 이론은 레온하르트 오일러(Leonhard 

Euler)의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Solutio 

Problematis ad Geometriam Situs Pertinentis, 

Commentarii Academiae Scientiarum Imperialis 

Petroplitanae 8)를 시작으로 발전된 위상수학의 대표

적인 기초 이론이다.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 각각의 속

성(Attribute)을 정점(Vertex)로 정의하며, 정점들 간

의 관련성을 간선(Edge)으로 정의하는 것이 특징이

다. 주로 19세기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며, 

전자회로 분야(Kirchhoff 1845), 수학 분야(Cayley 

1852)가 대표적인 연구 사례이다. 그래프 이론의 정립

은 1900년대에 기초 수학 이론서(Konig 1936)로서 

출간되며 공식화 되었고, 활용처는 초기 수학 및 물

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다가, 2000년대 부터는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인간 관계 형성의 특성을 탐구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며, 복잡계 네트워크(Complex 

network)이론을 중심으로 응용분야가 개척되고 있

다.

2.3 네트워크 모델

그래프로 형성 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형 데이터가 

제안되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그래프에 대한 차

별화 된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연구되어 왔다. 개개

인의 특성과 행동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

간의 행동 패턴을 설명하려는 사회학에서는 개인 간

의 인맥 형성 관계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특정 인

물로 인해 매우 가까운 거리로 좁혀지는 것을 밝혔으

며, 이를 “작은 세상”(The Small World Problem)

으로 설명했다 (Milgram 1967). 또한, 이를 확장하

여 작은 세상 이론이 사회학을 넘어선 모든 학문에 적

용 시킬 수 있는 대법칙으로서 활용가능함을 제안한

Barabasi and Bonabeau (2003)의 “척도없는 네트워

크”에 관한 개론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모델 적용의 선행 연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선행이론을 수학적 개념으로 정

립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유의미한 군집을 

형성하는 정점을 탐색하는 효율적인 컴퓨터공학적 방

법론을 제시한 Girvan and Newman (2002)의 커뮤

니티 검출 기법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모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이론 접목 사례

가 발생하는 가운데, 학술 저널지의 참고 문헌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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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형성한 논문 저자 네트워크가 일종의 사회연결

망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Newman 2001).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소셜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한 학술지의 연구 동향(Otte and 

Rousseau 2002), 학회 구조의 연구(Liu et al. 2005)

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의도는 학계의 관계 

형성 또한 일반적인 사회관계와 유사하며, 학술지가 

산업에 적용되기 전의 불완전한 학문의 발전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 설

명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한국지식경영학회의 발간물인 

지식경영연구의 서지목록을 참고하였다. 해당 학회의 

학술지는 2000년에 1권이 발행되었고 2007년까지 반

기별 2권씩 발행되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1권씩 연간 총 4권이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는 2000

년 창간호부터 2015년 16권 3호까지 총 352개의 논

문에서 1,496개의 키워드(Key word)를 이용하여 네

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16년간의 지식경영연구의 

변화와 추이를 비교해보고자 2000-2005년의 전기, 

2006-2010년의 중기, 2011-2015년의 후기로 나누어 

추세 분석(Trend analysis)를 진행하였다.

그룹 발행년도 논문 수 키워드 수 노드(Vertex) 링크(Edge)

2000-2005
(전기)

2000 8 29

165 346

2001 8 26

2002 10 34

2003 11 35

2004 10 39

2005 14 59

2006-2010
(중기)

2006 12 45

367 959

2007 7 23

2008 39 168

2009 34 152

2010 30 118

2011-2015
(후기)

2011 39 171

554 1316

2012 30 135

2013 33 148

2014 35 163

2015 32 151

<표 1> 수집 데이터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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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네트워크 모델 분석을 위해 참고할 가치가 

있는 속성은 총 3가지이며, 논문 발행년도, 논문명, 초

록에 기재된 키워드이며, 수집 이후, 데이터의 통일을 

위하여 불필요한 수식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핵심 

단어만 사용하여 축약하였다.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

여 한글 키워드는 동일한 영문 키워드로 일괄 수정하

였으며, 고유명사와 이론명을 제외한 단어들은 지식경

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동일 의미로 판명될 경

우 통일하였다. 각각의 키워드가 노드를 이루며, 동일

한 논문에 수록된 키워드끼리 링크가 연결된다.

3.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크 모델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목적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Gephi 0.8.2 버전을 사용하였다. 유

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고자 3.1절에서 수행한 데이터 

수집 작업으로 생성된 키워드를 전기, 중기, 후기로 분

류하여, 각 시기 별로 2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만을 대

상으로 생성된 노드 사이의 링크 정보 간의 네트워크

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측정치를 추출하였다. 각 척

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k et al. 2015; Kakisim 

and Sogukpinar 2015; van Steen 2010).

• 커뮤니티 검출 분석(군집 번호, Maturity class): 

생성 된 네트워크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

는 키워드끼리의 군집을 식별하여 전체 네트워

크에서 자주 함께 탐구되는 연구 주제를 분류한

다. 

• 키워드 빈도 측정(빈도, Frequency): 각각의 키워

드가 몇개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는지 나타내는 횟

수로서, 값이 높을 시에는 연구주제로 자주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 네트워크 척도 측정(차수, Degree): 각각의 키워드

의 연관성 출현 빈도로서, 높은 차수는 더 많은 키

워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키워드 중앙성 측정(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중앙성은 하나의 키워드가 네트워크

에 존재하는 각각의 키워드들과 연결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간선 수의 평균으로서, 측정값이 높

고 네트워크 차수도 높을 때, 일반적으로 연구 키

워드로서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한다. 근

접중심성은 타 중앙성 측정 방법인 연결정도중심

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에 비해 네트워크의 직간접적인 연결

을 포함한 중심척도를 잘 반영한다 (van Steen 

2010).

• 지역 클러스터링 계수 측정(클러스터링 계수, 

Local clustering coefficient): 같은 군집내에 존

재하는 키워드들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얼마

나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

다. 1에 가까울수록 군집내 키워드 간 연관성이 높

다.

• 네트워크 허브 측정(허브, Hub): 각각의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 연구키워드들에 대해 어느정도의 영

향력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 1에 가

까울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측정된 허브의 개념은 문헌정보의 유관 출

현성 측정에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타 키워드 명

을 검색했을 때, 관련된 검색결과로 포함되어 나

타나는 출현율과 검색 출현 우선순위를 반영한

다.

Ⅳ. 연구 결과

4.1 전기 (2000-2005)

<표2>는 2000-2005년 사이에 지식경영연구에 발

표된 논문에서 2회이상 등장한 키워드만을 추출하

여 그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빈도-차

수-군집번호 순으로 정렬한 결과이다. 추출된 키워드

는 16개뿐이었으며, 이는 초기 지식경영연구가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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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간되었고 게재되는 논문 수도 적었던 이유가 큰 

때문이다. ‘Knowledge management’는 등장 빈도에 

비하여 차수가 낮아서 네트워크 효과는 낮은것으로 

나타났으며, ‘Knowledge sharing’ 및 ‘Knowledge 

transfer’ 등과 같은 군집을 이루었다. ‘Knowledge 

creation’ 또한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로서 독립적인 

군집을 이루며 주로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인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TRIZ)’ 측면

에서 연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근원적 연구주제인 

‘Knowledge’ 또한 ‘B2B e-Marketplace’ 상황에서 

‘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 BSC)’ 을 이용하

여 탐구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림1>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그래프이론을 이용하여 도식화 한것으로서, 원

이 클수록 연결차수가 높아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음

을 의미한다.

4.2 중기 (2006-2010)

2006-2010년 사이에 지식경영연구에 발표된 논문

에서는 50개의 2회이상 등장한 키워드가 발견되었으

며, 2008년 분기간행물로 개정된 것을 기점으로 게재

되는 논문수와 키워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당시 발표된 논문에서 ‘Knowledge management’

의 등장빈도 대비 연결차수가 높아져 네트워크 효과

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Innovation’, ‘Trust’, 

‘Communities of Practice (COP)’  등과 같이 빈

번하게 연구되었다. 전기 지식경영연구에서는 독립

키워드
군집 

번호
빈도 차수

근접 

중심성

클러스터링 

계수
허브

Knowledge Management (KM)(전기) 0 27 8 0.7857 0.1786 0.1452

Knowledge creation 2 6 3 0.6471 0.2000 0.0968

Learning 0 6 5 0.6111 0.5000 0.0806

Knowledge sharing 0 6 4 0.5000 0.6667 0.0645

Knowledge 1 4 3 1.0000 0.6667 0.0645

Creativity 2 3 3 0.4583 0.3333 0.0645

B2B e-Marketplace 1 2 3 1.0000 0.6667 0.0645

E-learning 0 2 2 0.4783 1.0000 0.0484

Knowledge circulation process 0 2 2 0.4783 1.0000 0.0484

Knowledge transfer 0 2 2 0.4783 1.0000 0.0484

R&D 0 2 2 0.5238 0.0000 0.0484

Task technology fit 0 2 2 0.4783 1.0000 0.0484

Balanced scorecard (BSC) 1 2 2 0.7500 1.0000 0.0484

Network 1 2 2 0.7500 1.0000 0.0484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TRIZ) 2 2 2 0.4400 1.0000 0.0484

Analytical knowledge 2 2 1 0.4074 0.0000 0.0323

<표2>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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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00-2005)

키워드
군집 

번호
빈도 차수

근접 

중심성

클러스터링 

계수
허브

Knowledge Management (KM) 3 39 31 0.7302 0.1376 0.1032

Knowledge sharing 2 13 18 0.5750 0.2680 0.0613

Knowledge 0 7 7 0.4742 0.5714 0.0258

Innovation 3 6 11 0.5227 0.3091 0.0387

Trust 3 5 12 0.4946 0.4697 0.0419

Communities of Practice (COP) 3 5 11 0.5111 0.4364 0.0387

Learning 4 4 11 0.5169 0.3273 0.0387

E-learning 4 4 9 0.5000 0.4722 0.0323

Knowledge transfer 4 4 6 0.3833 0.6000 0.0226

Knowledge flow 4 4 4 0.4646 0.5000 0.0161

Patent 2 4 1 0.3262 0.0000 0.0065

<표3>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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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aware computing 3 4 1 0.4259 0.0000 0.0065

Technology innovation 4 4 1 0.3194 0.0000 0.0065

Interaction 4 3 8 0.5000 0.5357 0.0290

Partnership 0 3 6 0.4423 0.5333 0.0226

Knowledge creation 2 3 5 0.4742 0.6000 0.0194

Management performance 2 3 5 0.4792 0.4000 0.0194

Knowledge-based 0 3 4 0.4554 0.3333 0.0161

Social capital 3 3 4 0.4423 0.6667 0.0161

Motivation 2 3 3 0.3239 0.3333 0.0129

Intimacy 3 2 8 0.4694 0.7500 0.0290

Travel agency 2 2 7 0.4792 0.3333 0.0258

Organizational performance 2 2 6 0.4646 0.4667 0.0226

Openness 3 2 6 0.4600 1.0000 0.0226

Organizational support 3 2 6 0.4600 1.0000 0.0226

Structural equation model 2 2 5 0.4694 0.7000 0.0226

Social network 4 2 5 0.4694 0.9000 0.0194

Commitment 2 2 4 0.3898 1.1000 0.0194

Leadership 2 2 4 0.3770 0.3333 0.0161

Market performance 2 2 4 0.4600 0.3334 0.0161

3D Avatar 3 2 4 0.4423 0.3335 0.0161

Trust transfer 3 2 4 0.4423 0.3336 0.0161

Virtual world 3 2 4 0.4423 0.3337 0.0161

Satisfaction 4 2 4 0.3710 0.3338 0.0161

Exploration 3 2 3 0.4510 0.3339 0.0129

Knowledge asset 3 2 3 0.4554 0.3340 0.0129

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Knowledge sharing’ 이 

‘Management performance’ 및 ‘Motivation’ 과 

함께 별도의 군집을 이루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며, 

‘Knowledge transfer’, ‘E-learning’, ‘Knowledge 

flow’, ‘Interaction’ 등이 하나의 망을 이루어 빈번하

게 같이 연구되었다. <그림2>는 중기 게재논문들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서, 초기에 비해 

네트워크 모형이 많이 복잡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는 빈도-차수-군집번호 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지면관계상 상위 36개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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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06-2010)

키워드
군집 

번호
빈도 차수

근접 

중심성

클러스터링 

계수
허브

Knowledge Management (KM) 3 22 21 0.4937 0.1190 0.0466

Social network 2 21 22 0.5000 0.0866 0.0487

Knowledge sharing 2 15 15 0.4615 0.1810 0.0339

Trust 2 8 11 0.4171 0.1818 0.0254

Social capital 2 8 7 0.3980 0.2857 0.0169

Social media 2 7 4 0.3436 0.5000 0.0106

Communities of Practice (COP) 3 6 9 0.4063 0.3611 0.0212

R&D 8 5 11 0.3881 0.2364 0.0254

Firm performance 4 5 8 0.3391 0.3571 0.0191

Intellectual capital 4 5 8 0.3628 0.2143 0.0191

Knowledge-based 4 5 7 0.3900 0.3333 0.0169

<표4>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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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4 4 9 0.3824 0.2778 0.0212

Social commerce 2 4 7 0.3842 0.3810 0.0169

Knowledge transfer 8 4 7 0.3842 0.3333 0.0169

Absorptive capability 3 4 6 0.3406 0.4000 0.0148

Communication 2 4 4 0.3628 0.0000 0.0106

Word of Mouth (WOM) 2 4 4 0.3645 0.6667 0.0106

Knowledge 6 4 4 0.3562 0.5000 0.0106

Purchase intention 0 4 2 1.0000 1.0000 0.0064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1 4 2 0.1940 0.0000 0.0064

Online community 3 3 6 0.3900 0.5333 0.0148

Open innovation 6 3 6 0.2746 0.2667 0.0148

IS success model 2 3 5 0.3714 0.6000 0.0127

Sense 3 3 5 0.3732 0.7000 0.0127

Innovation 6 3 5 0.3545 0.4000 0.0127

Organizational learning 6 3 5 0.3108 0.4000 0.0127

Service innovation 6 3 5 0.2977 0.3000 0.0127

Knowledge creation 8 3 5 0.3482 0.6000 0.0127

Information system 3 3 4 0.3514 0.8333 0.0106

Complementarity 4 3 4 0.3158 1.0000 0.0106

Knowledge sourcing 4 3 4 0.3158 1.0000 0.0106

Team learning behavior 8 3 4 0.2836 1.0000 0.0106

Automobile 1 3 3 0.3071 0.3333 0.0085

Individual creativity 2 3 3 0.3250 0.3333 0.0085

Learning 2 3 3 0.3514 0.3333 0.0085

Organizational performance 3 3 3 0.3421 0.6667 0.0085

Brand attitude 0 3 2 1.0000 1.0000 0.0064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1 3 2 0.2385 0.0000 0.0064

Performance 3 3 2 0.2766 0.0000 0.0064

Patent 1 3 1 0.1628 0.0000 0.0042

Smart tourism 2 3 1 0.2671 0.0000 0.0042

Structural capital 4 2 5 0.3628 0.4000 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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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2 2 4 0.3578 0.5000 0.0106

Perceived risk 2 2 4 0.3451 0.5000 0.0106

planned behavior 2 2 4 0.3594 0.3333 0.0106

Social exchange 2 2 4 0.3250 0.3333 0.0106

Generativity capacity 3 2 4 0.3377 0.5000 0.0106

Subjective norms 3 2 4 0.3451 0.5000 0.0106

Human capital 4 2 4 0.3319 0.6667 0.0106

Structural equation model 4 2 4 0.3529 0.3333 0.0106

External knowledge 6 2 4 0.3023 0.5000 0.0106

Product innovation 6 2 4 0.3133 0.5000 0.0106

Innovation performance 8 2 4 0.3237 1.0000 0.0106

Multinational corporation 8 2 4 0.3237 1.0000 0.0106

Relationship conflict 8 2 4 0.2836 1.0000 0.0106

Task conflict 8 2 4 0.2836 1.0000 0.0106

Team effectiveness 8 2 4 0.2836 1.0000 0.0106

<그림 3>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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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후기 (2011-2015)

후기 연구에서 2회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87개가 발

견되었으며, 가장 인상적인 것은 ‘Social network’ 

주제가 ‘Knowledge management’ 를 제치고 네트

워크의 최중심에 섰다는 것이다. ‘Social network’ 

와 같은 군집 내에 존재하는 ‘Knowledge sharing’, 

‘Trust’, ‘Social capital’, ‘Social commerce’ 등

은 모두 네트워크 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

났다. ‘Knowledge management’ 는 ‘Absorptive 

capability’ 이론을 적용하여 ‘Communities of 

Practices (COP)’ 측면에서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

이며, 전기와 중기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던 ‘R&D’ 

가 ‘Knowledge transfer’와 하나의 망을 이루어 자

주 연구되었다. 또한, ‘Intellectual capital’이 ‘Firm 

performance’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표4> 에는 지면의 제약으로 상위 57개 키워드만이 포

함되었다.

 

Ⅴ. 결론 및 한계점

5.1 연구 결과 토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지식경영연구 논문의 최근 트랜

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소셜 열풍이 지식경영 분야 연구에

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

어, 소셜 캐피탈(Social capital),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등이 키워드 빈도수, 차수, 근접중심성 및 

허브 척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에 머물러있던 기존 지식경영 연구의 이론을 

소셜네트워크 상으로 확장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기존 조직과 소셜네

트워크 상에서의 지식의 생성-축적・검색-이전-활용 측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후속연구가 한동안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셜 관련 키워드 이외에 최근들어 네트워

크의 중심으로 이동하게된 키워드들로는  R&D, 기

업성과(Firm performance),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SMEs 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지식경영에 대

한 관심의 증가는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인 것이며, 지식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지식경영 활동의 선행요소 혹은 대리

지표(Proxy)로 R&D 및 지적자본을 활용한 연구가 증

가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0년대 후반까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

다가 최근들어 연구가 비교적 덜 되고 있는 키워

드로는 혁신(Innovation),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 학습(Learning), 이러닝(E-Learning)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러닝은 후기에 키워드로 단 

1회만 등장하여 분석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하였으

나, 근래 더욱 진보된 형태의 온라인 대중공개강좌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식경영연구에 적용한 연구

가 등장할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은 키워드 빈도수, 차

수, 근접중심성 및 허브의 모든 척도에서 초∙중기에 비

해 후기의 수치가 떨어졌으나 이는 학습이 보다 세분

화되어서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팀학

습(Team learning) 등으로 연구가 진행된 이유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지식경영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재조명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군집정보를 분석한 결

과 향후 연구가 필요한 빠져있는 연결고리에 대한 실

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소셜네트워크 연구와 함께 있

는 군집에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만 있고 지

식생성, 이전 및 활용은 빠져 있어 앞으로 이런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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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소셜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좀 더 다양한 관점에

서 지식경영의 유인동기, 저해요소 및 성과지표를 찾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논문 트랜드 제공 이외에도 본 

연구는 지식경영연구 분야의 동향을 살피는데 그래프 

이론 및 네트워크 모델이 의미가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 분야 학문의 발전추이를 가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공헌할 수 있을 것

이다.

5.2 연구 한계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그를 보완하

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오직 하나의 학술지에서만 키워드

를 추출하여 트랜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다

수의 국내 등재지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학술지 등에

서 다양한 데이터 출처를 확보하여 연구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Generalizability)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네트워크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키워드를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연구 주제, 연

구 방법, 연구 대상 등을 구분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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