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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의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해외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에 힘입어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대기업 외에도 많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동향을 파악하고자, 외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scopus 활용하
였다. 해외진출 전략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검색을 하고 이를 통해 총 153개의 논문의 초록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초
록 논문을 전처리를 통해 분석에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고 KoNLP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키
워드가 10개 도출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해외 진출 전략의 동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해외진출, 해외진출전략, 텍스트마이닝, SCOPUS, 연구동향

Abstract  Advances in technology are bringing a lot of change.. Due to Korea's economic growth, 
domestic companies are expanding overseas unlike in the past.. Recently, man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addition to large companies, are making inroads in Southeast Asian 
markets thanks to the Korean Wave. This study used the international academic database scopus to 
identify trends in the company's overseas expansion strategy. A search was conducted under the title 
of the word overseas advancement strategy, which secured a total of 153 papers. Abstracts of the 
research paper were refined for analysis and then analyzed using KoNLP package. As a result, 10 
important keywords were deri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s of 
companies in overseas market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a guideline for future research 
on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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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경제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특히 기업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

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을 필두로 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화가 거듭되면서 기업들은 자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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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쟁이 이미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국가
로 진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자국 내에서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도 많은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
러나 살아남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되는 기업들도 있다.

노키아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진출한 세
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회사였지만,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지화에 실패를 하여 결국 2003년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하였다. 그 이후에는 MS로 인수가 
되었으며 현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월마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올
라와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러한 월마트가 1998년에 
한국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국내 기업인 이마
트, 롯데마트 등에 밀려서 고전을 하다가 결국 2006년에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프랑스 기업인 까루푸도 1996년에 국내에 진출하였
으나,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06
년에 이랜드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다.

중요한 것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로 진
출을 할 때 국내에 대한 문화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에 진출하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트코가 있다. 코스트코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를 잘 파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성공한 사례
와 실패한 사례가 있다. 

싸이월드는 세계 시장에서 실패하였다. 싸이월드의 실패
는 국가별로 각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특히 한국식 문화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라인은 일본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
리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려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다. 현재는 터기, 유럽, 멕시코 등에서도 가입자가 
확대되고 잇는 추세이다. 

라인이 성공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체 캐릭터를 활용
한 스티커(이모티콘, 무료, 유료, 기업 스폰서)가 있으며,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은 특정한 주제 분야
에 한정되어져 있다. 특히 대부분이 설문 조사지를 통한 

조사, 사례연구 등에 한정이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외 

진출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검색하였다. 이를 통
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해외 진출 전략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란 김호환과 신용존(2015)는 

국제물류주선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 연구를 위해 
91개 기업을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1]. 해외파트
너 현황, 해외 파트너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고려 요인 
도출, 해외 파트너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해외 자
회사 현황, 해외 자회사 설립 시의 서비스의 영역 중요도
와 해외 자회사 설립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
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SWOT 분석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철민과 박광호(2019)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위한 
시장 조사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
행연구와 전략적 다이나믹스 프레임워크, CAGE 모델을 
활용하여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수행하
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2].

손홍석과 황상재(2019)는 EBS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8종의 연구를 분석하여 주요 미디
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M&A를 
통한 기업 규모 및 범위의 확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 포트폴리오 다원화, 콘텐츠 플랫폼의 다변화, 콘텐
츠 확보 전략, 현지화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EBS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3].

정진도외(2019)는 오픈 플랫폼의 해외 진출 전략을 
연구하였다.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연구를 도출
하였다. 이 중에서 총 6개의 요인을 산출하고 이를 AHP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을 제
시하였다[4]. 

Bartlett& Ghoshal(2002)는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활동 유형을 다국적, 글로벌, 국제적, 초국적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5].

Douglas& Wind(1987)는 글로벌 전략이란 해외 시
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으
로 인식하고 표준화와 현지와의 2가지 전략을 제시하였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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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텍스트마이닝
텍스트마이닝이란 텍스트 데이터 속에 숨겨진 데이터

를 통해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비정형 데이터 방법 중
의 하나이다. 텍스트마이닝은 대규모의 텍스트 중에서 높
은 품질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텍스트마이닝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단어, 숫자, 인덱스 등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중요
한 정보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즉 비정형 데이터마이닝의 
근간이 되는 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7].

Ko et al.(2018)은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10년간의 동
향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Scopus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여 KoNLP, UCINET, Wordcloud 등의 기법
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기법인 
UCINET을 활용하였다[8].

Park et al.(2018)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을 키워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를 위해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9].

Park and Kim(2019)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외국
인들의 국내 여행을 위한 최적 경로를 제시하고자 트립
어드바이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리뷰 데이터를 크
롤링하고 이를 수집하고 분석에 사용을 하였다. 이를 통
해 최적 경로를 제시하였다[10].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현상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를 파악하고, 정보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
한 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11-13].

3.1 문제정의
본 연구는 최근 들어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국

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에 외
국 학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연
구 논문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2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동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외 연구 논문 데이터베
이스인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3.3 정보도출을 위한 기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copus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인 
KoNLP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이, 먼저 목적을 설정하
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 및 정제
를 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다[8,9]. 

Fig. 1. Research Model

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수집을 위해 Fig. 2와 같이  Scopus 데이터베

이스에 접속을 하였다. 

Fig. 2. Scopus site

검색을 통해서 총 153개의 데이터를 메일로 받았으
며, 아래 Fig. 3은 Scopus로부터 받은 메일의 일부이다.

Fig. 3. scopus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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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 분석
먼저 수집된 데이터 153개를 메일로부터 받았다. 메

일로 받은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정리를 하고, 이를 
Fig. 4.와 같이 데이터 분석에 접합한 형태로 변형을 하
고 전처리를 하였다[8,9]. 이를 Rstudio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KoNLP와 세종사전을 사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14, 15].

Fig. 4. Analysis Source

4.3 우선순위 도출
먼저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Table 1의 데이터는 도출
된 명사에 대한 우선순위 데이터이다.

먼저 시장(market)이 1위로 나타났다. 먼저 해외진출 
전략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위는 진입(entry)으로 나타났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
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방안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priority　 rev Freq

1 market 624

2 entry 347

3 strategy 254

4 foreign 103

5 international 84

6 business 72

7 product 68

8 model 65

9 choice 50

10 factors 49

Table 1. Operationalization of Variables

3위는 전략(strategy)으로 나타났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전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다양
한 전략들 중에서 해외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
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4위는 외국(foreign)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해외의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5위는 국제(international)로 나타났다. 세계화로 인
해 세계 및 국제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라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6위는 사업(business)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해외
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7위는 제품(product)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
이 서비스보다는 제품을 가지고 해외를 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8위는 모델(model)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사업 모델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9위는 선택(choice)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및 제품들에 대
한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위는 요소(factors)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도출이 되었다. 특히 기업
들이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많은 노력해야 한다. 

Fig. 5. Text mining 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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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출된 요인들은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단어인 명사만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 순위가 높다고 해서 중요하고 낮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출된 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 툴인 Tagxedo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글씨가 
진하고 큰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검색하여 153개
의 논문의 초록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ket이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entry, 3위는 
strategy, 4위는 foreign, 5위는 international로 나타
났다. 그리고 business, product, model, choice, 
factors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크롤링
하고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
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이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의미 있는 시사점과 가이
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Scopus 학술 데이터베
이스만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Scopus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다양한 국내 학술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 수
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사용한 분석 방법 외
에도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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