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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 한 학문  실무  심과 소비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약 6년간의 분

야 주요 등재지에 실린 키워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연구 동향과 지식구조를 정리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첫 

번째, 분야의 표 인 국내 들을 선정하고 에 게재된 논문 별 키워드를 추출하 다. 두 번째, 동일한 논문에 

동시 등장한 키워드들을 링크로 연결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여러 논문에서 동시에 키워드로 사용

된 키워드들 간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논문들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체 네트워크에 한 

컴포 트 분석을 통해 거시 인 연구동향  지식구조를 악하 다. 분석 결과, 국내 연구 주제들은 몇몇 주제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직이나 종사원 차원의 주제와 같이 지속

으로 선호되는 연구주제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 상의 내재 , 외재  요인들이 차 세분화되고 연구 상

들도 종사 분야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 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계량  분석방

법과 키워드 심성 분석방법이 아닌 컴포 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구체  연구주제를 악할 수 있고 이

들 간의 계를 살펴볼 수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s associated with recent trends in 
Korean tourism from 2010 to 2015 using keyword data. To accomplish this, we constructed a network using keywords
extracted from KCI  journals. We then made a matrix describ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rows as papers and 
columns as keywords. A keyword network showed the connectivity of papers that have included one or more of the
same keywords. Major keywords were then extracted using the cosine similarity between co-occurring keywords and 
component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 The results revealed that subjects 
of tourism research have changed rapidly and variously. A few topics related to 'organization-employee' were major 
trends for several years, but intrinsic and extrinsic factors have been further subdivided and employees of specific
fields have been targeted as subjects of research. Component analysis is useful for analyzing concrete research topic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researchers attempting to identify new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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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산업의 발 과 함께 국내의 분야 

연구들도 많은 양  질  성장을 해오고 있다. 연구동향

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 까지의 연구들은 

기술  정보에 기반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방법 등

과 같은 특성 악 주의 연구에 치 되어 있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 까지의 국내  연

구들이 어떤 세부 심사들 심으로 이루어져왔는지 

반 인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그 지식구조를 살펴볼 시

이라고 단되어 시도되었다. 각 논문의 핵심주제를 구

조화하고 다른 논문의 연구주제들과의 계를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논문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분석하

는 “동시 출  단어 분석(co-word analysis)” 기법을 선

택하 다[9]. 논문의 키워드는 자의 아이디어나 문제

의식을 농축하여 표 하기 해 자가 신 하게 선택하

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구조를 악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한 보통 한 개 이상의 키워드를 통해 연구물의 

내용을 표 하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도 의미가 있지만 

두 개 이상의 키워드가 함께 쓰 을 때 이 둘 간에 발생

하는 계를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2]. 키워드들이 어

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분석하면 지식이 어떻

게 상호연 을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키워드는 

학계에서 정형화된 개념  방법론과 련된 어휘를 사

용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 다른 비정형화된 데이터

와는 달리 각 연구들 간의 지식공유 계를 악하는데 

효과 이다[1,4].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분석을 해 먼

 최근 6년 동안의 국내 분야 주요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을 상으로 키워드를 수집한 다음, 
한 논문에 동시 등장한 키워드들 간 행렬을 구성하여 키

워드 네트워크에 한 컴포 트 분석을 수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식구조분석

지식구조 분석을 한 방법에는 정성  근과 정량

 근이 있다. 정성  근 방법은 소수 문가에게 연

구 분야의 견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지식구조 악이 쉬

운 장 은 있으나 문가의 선입견이나 주 인 평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 이 있다[6]. 최근 들어 

지식구조 분석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회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은 키워드를 개체로 한 키워

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계량 으로 분석하고 키워

드 간 계성을 악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다[7]. 특히 

특정 분야의 논문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간 동시출 (co-occurrence) 빈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를 구성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계량정보 분석의 

요한 분석기법이다. 

2.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 조직, 사물 등 분석 상들 간

의 계를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계량

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3] 사회과학, 경 학, 응용과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방

법으로는 네트워크 결속 분석, 하  네트워크 분석, 심

성 분석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 네트워크 분석

을 한 측정지표인 컴포 트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왜냐하면 각 컴포 트에 포함된 노드는 정보의 교

류가 빠르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가장 정보를 많이 주고

받는 핵심 키워드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한 에 알아볼 수 

있어  연구의 반 인 지식구조를 악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해서는 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어야 하는데 매트릭스의 행과 열

에 다른 개체가 배열되는 것을 2-mode 매트릭스라고 하

고 같은 개체가 배열되는 것을 1-mode 매트릭스라고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논문들을 기반으로 논문-키워

드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키워드-키워드 매트

릭스로 변환하여 분석하 다. 이때 네트워크 상의 노드

는 키워드를 의미하며 링크는 한 논문에 함께 사용된 키

워드간의 계 즉, 동시출  단어 계를 의미한다. 즉, 
매트릭스에서 키워드 간 동시출  계가 있으면 1, 없
으면 0으로 표 한다. 본 연구에서도 논문-키워드 형태

의 연결망(Quasi-network; 2-mode network)을 이용하

여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직  연결망(1-mode network)
으로 변환하 고 네트워크 변환시 두 벡터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사용하 다. 코사인 유사도 측정방법은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두 벡터가 얼

마나 유사한지 측정하는 방법  하나로 두 벡터가 얼마

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방향이 같

을수록 유사하다고 단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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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키워드 추출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한국 학 분야의 

표 인 등재 학술지인 " 연구"와 " 학연구"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발표된 모든 논문을 상

으로 하여 일단 총 연구 논문 1923편으로부터 키워드를 

수집하 다(Table 1). 그러나 수집된 모든 키워드를 동

원하여 네트워크를 그린다면 무 복잡하여 시각 으로 

구조를 악하기 어려워지므로 출 빈도가 비교  높은 

단어들을 심으로 구조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 때문에 먼  이  복된 키워드를 제거하고 키워드 

표 화 작업을 실시하 다. 키워드 추출에 있어서 가장 

요한 문제는 색인효과(index effect)를 최소화 하는 것

이다[8]. 논문의 자가 키워드를 선정할 때 동일한 개념

이라도 서로 다른 용어를 선택하게 되어 키워드의 일

성이 떨어지는 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표

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흐름

에 향을 주지 않는 수 에서 키워드 표 화 작업을 실

시하 다. 를 들어 분석  계층화 방법, 계층  분석방

법 등은 AHP로 통일하 으며 그 결과 체 키워드 수는 

총 4380개가 되었다.

Table 1. The Number of Researches & Key word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Journal of  
Tourism 
Sciences

Total Key Words

2010 136 160 296 169

2011 168 185 353 156

2012 154 151 305 1025

2013 114 152 266 904

2014 100 134 234 842

2015 166 303 469 1284

Total 838 1085 1923 4380

 

표 화 작업 이후 연구동향과 지식구조의 변화를 알

기 해 연도별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먼  키워드 별 출 빈도(degree)를 계산하여 일차 필터

링을 실시하 다. 과학 계량학 등에서는 일반 으로 최

소 5-10개 이상의 논문에 등장한 키워드로 Cut-off point

를 설정하여 degree가 5-10 이상인 노드를 추출해서 사

용하는데 본 연구의 키워드 수는 상 으로 그보다 

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논문 등장을 기 으로 설정하여 

키워드에 한 일차 인 노드 필터링을 실시하 다. 이
후 키워드  두 키워드씩 동시 출 (co-occurrence)하는 

횟수 즉, 유사성 지수를 기 으로 하여 이차 인 링크 필

터링을 실시하 다. 한 논문에 키워드로 함께 출 한 빈

도수는 키워드 간의 연결강도로 반 되며, 연결강도가 

높을수록 키워드 간 연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차 필터링을 거친 키워드들 간에 발생하는 동시출  단

어 세트 에서 상  약 10% 정도의 단어 세트가 추출

되도록 동시출  연결강도 기 (weight)을 조정하 다.

4. 연구결과 

4.1 키워드네트워크의 컴포넌트분석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컴포 트 분석이나 심성 분석

은 연구동향  주제를 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컴포 트 분석은 키워드들을 세부 심사 구

획으로 나 어 보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일반 으로 몇 개

의 큰 구획으로 나 어진 컴포 트에 속하는 키워드 간

의 계는 그 분야에서 선호되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그 에서도 멤버수가 많은 메인 컴포 트에 속하는 키

워드들 간의 계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선호되는 주제

라 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컴포 트는 소개된 지 얼마 

안 되는 연구주제이거나 아직까지는 많이 연구되지 않은 

연구주제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1-6은 키워드의 출 빈도(degree)가 많을수록 노드 

사이즈를 크게 표시하고 동시출 을 자주한 두 키워드일

수록 링크선을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나타낸 컴포 트 

분석 결과 그래 이다. 본 연구의 컴포 트 분석결과에

서는 연도별로 핵심 키워드들이 5개에서 9개의 컴포

트로 분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2010년부

터 2015년 사이의 최근 분야의 연구들이 다양한 세

부 심사로 나 어지며 발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조직몰입, 직무만

족, 직무스트 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내

재 , 외재  요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조직과 종사원 차원의 연구는 이후로도 꾸 히 주요 연

구주제가 되고 있다. 2012년에는 연구의 주 상이 조직

내부로부터 외부로 옮겨져서 고객의 만족과 행동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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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와 그 향요인들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는 테마 크, 커피 문

, 오토캠핑 등 차 구체 이면서도 다양한 상들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보다 구체

인 심리  키워드들이 나타나면서 고객의 심리  요인

과 행동의도에 한 향 계에 해서 좀 더 세 한 연

구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연구의 내용

뿐 아니라 가설검증을 해 활용하는 방법론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항공사 종사원을 비롯한 감정

노동자들로 연구 상을 확장하여 연구들이 진행된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2. Keywords of Components in 2010

Members

G1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ceived orgazational support,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job stress, job commitment

G2 customer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revisit

G3 slow city, Chungsando

G4 involvement, moderating effect

G5 commitment, experience satisfaction

Table 3. Keywords of Components in 2011

Members

G1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burnout, customer orientation

G2 storytelling, local festival, image, emotional response,

cultural tourism

G3 leisure constraint, leisure motivation

G4 trust, commitment

G5 brand personality, restaurant

G6 attitude, purchase intention

G7 satisfaction, visiting motivation

G8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vention industry

G9 slow city, tourism development

Table 4. Keywords of Components in 2012

Members

G1 visit motivation, tour satisfaction, inbound tourist

G2 leisure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G3 customer orienta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G4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G5 revisit intention, intention to recommend

G6 experience, brand loyalty

G7 ecotourism, national park

G8 satisfaction, perceived value

Table 5. Keywords of Components in 2013

Members

G1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emotional lab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G2 physical environment, customer, theme park

G3 involvement, festival

G4 leisure constraint, university students

G5 coffee shop, customer

G6 satisfaction, perceived value

G7 servicescape, behavior intention

G8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uto camping

Table 6. Key Words of Components in 2014

Members

G1 customer orientation,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loyalty, satisfaction, behavior intention, attitude,

prior knowledge, negative affection

G2 job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creativity turnover intention, emotional intelligence

G3 trust,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risk

G4 cultural tourism, urban tourism

G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ponsible gambling

G6 mega event, motivation

G7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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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Key Words of Components in 2015
Members

G1 field study, practice type, preference, conjoint analysis

G2 trust, customer loyalty, switching barriers, switching intention

G3 NCS, curriculum

G4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G5 service sabotage, dysfuctional customer behavior

G6 airline cabin crew, job characteristics

G7 emotional labor, turnover intention

G8 physical environment, brand image

G9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ig. 1.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in 2010

Fig. 2.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in 2011

Fig. 3.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in 2012

Fig. 4.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in 2013

Fig. 5.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in 2014

Fig. 6.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in 2015

5. 결론 및 시사점

에 한 학문  실무  심과 소비가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에서 최근 6년간의 분야 연구 동향과 지식구조

를 정리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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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야 주요 등재지를 상으로 총 1923개 논

문에 사용된 키워드 4380개  핵심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컴포 트 분석을 수행하여 악한 

국내 연구 동향  지식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 주제들은 몇몇 주제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빠르

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직이나 종사원 차원의 주제와 같이 지속 으로 선호되

는 연구주제들도 있지만 연구 상의 내재 , 외재  요

인들이 차 세분화되고 연구 상들도 종사 분야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 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에도 논문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연구 동향을 

정리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빈도분석을 하거나 키워드 네

트워크를 구성해 분석을 한다 해도 심성 분석을 이용

한 연구들이 존재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컴포 트 분

석을 통해 최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지식구조를 

살펴본 연구라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아쉬운 은, 본 연구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

서 키워드의 표 화 작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편수가 많아 내용에 맞게 표 화 작업을 하기보다는 기

계 인 표 화 작업을 했다는 한계 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보다 세 한 키워드 표 화 작업을 하고, 연도별 분

석이 아닌 기 네트워크 구성 후 매년 새로 생성된 신

규 키워드들을 포함시켜 나가며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

라 키워드 간 연결구조의 변화양상 등을 살펴보는 분석

하는 심도 있는 후속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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