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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경영연구의 주제어 프로파일링 및 

동시출현분석을 통한 학문정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ademic Identity through the Profiling and Co-Wor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ain subjects of domestic and foreign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in 
terms of keywords and to clarify whether domestic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reflects research 
trends in oversea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Specifically, we try to find out whether the central 
activities such as knowledge sharing, knowledge generation, and acquisition, which are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of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are being studied without bias. In order to 
analyze this, we analyzed the data of domestic and foreign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for the last 
5 years from 2012 to 2016. In Korea, the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collected 167 papers 
and 787 keywords, and collected 132 papers and 640 keywords from th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distinguish the research areas. Overseas papers collected 315 papers and 
1,746 keywords published by Emerald. Also, we collected 382 papers and 1,633 keywords in the Korean 
Management Review and collected 646 papers and 2,879 keywords in th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of 1,642 papers and 7,685 keyword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has focused on knowledge sharing, and in 
2016, interest in knowledge transfer and knowledge search has shifted. The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which is published by Emerald,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knowledge transfer and 
knowledge sharing. The research trends of th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o 
distinguish a clear identity of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are focusing on smart area and mobile 
domain such as information security domain, cloud, smart phone, and smart work. In the Korea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the main subject of knowledge sharing is also commonly 
found. 

Keywords: knowledge sharing, knowledge transfer,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security,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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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많은 학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연구영역의 논문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학회고유의 연구영역

과 정체성 상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물론 학

회별로 본래의 중점추진하려는 연구영역을 설정하고 

정체성을 확보해 나아가려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국, 학회별로 중점 연구

영역과 정체성이 흐려지면 고유의 연구영역에 대한 경

쟁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이

러한 결과로, 각 학회간에 연구융합이 일어났을 경우 

고품질의 결과물은 기대하기 어렵게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연구영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의 지식경영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

내 뿐만아니라 국외의 지식경영연구의 주요관심 요인

에 대하여 국내 지식경영연구도 그 트랜드를 따라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는 지식경영연구에서 지협적

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밝히고자하는 것이

다. 또한, 국내지식경영연구에서 이러한 지협적 연구를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요인을 더 확대해 나아가야만 하

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지식경영연구의 대

표적 학회로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와 해외의 Emerald사에서 발행하는 Jour-

nal of Knowledge Management를 분석할 것이다. 더

불어 국내외 지식경영연구학회와 지식경영연구를 중점

으로 하지 않은 타 학회를 비교하여 지식경영연구의 고

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타 학회

는 Information Systems Review, 경영학연구(Korean 

Management Review) 그리고 경영교육연구(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를 중심으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부

터 2016년까지의 주제어(키워드)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과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네트워크분석은 타 

학회간 지식경영연구간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

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것이다.

2. 기존문헌 연구

2.1 학문영역의 정체성 분석

본 연구는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학문영역의 정체성

을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주제어와 연구방

법론 그리고 학회간의 주제어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공통성을 찾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이러한 학문영역

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독립

적 주제를 형성하고 있고, 독자적인 과학적 이론 체계

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방법론이 있을 때에만 그 정체성

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해영, 2012). 또한 

독립적인 주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강정인·정승현, 2010). 그러나 이

러한 학문영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이해영

(2012)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정책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동일하게 정책학의 학문영역에 적용되는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학문영역에 대한 정체성을 규

명하기 위한 어려움에 대하여 오정준(2014)의 연구에

서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관광학을 학문

으로 정의할 때 관광학 자체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하

고 있다. 즉, 경영학, 심리학, 지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의 여러 학문과 학문을 동원하여 학문정체성을 규명

할 수 있다고 한다. 오정준(2014)의 논문을 재인용하면 

관광학을 분과 학문이 되지 않는 이유를 “Xin S(1997), 

변우희 외(2008)”과 같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첫

째, 관광학은 고유의 이론이 없다, 두번째는 관광학만

의 고유의 방법론이 없다, 세번째는 독특한 기준을 사

용하여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표현이나 진술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연구와 경영정보연구를 비



832017. 9

국내외 지식경영연구의 주제어 프로파일링 및 동시출현분석을 통한 학문정체성에 관한 연구

교하여 각각 독립적인 주제어를 형성하는지 확인할 것

이다. 또한 국내외 지식경영연구에서 주제어뿐만 아니

라 연구방법론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어떠한 주제

어를 중심으로 고유하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2 주제어 프로파일링·동시출현분석

강범일과 박지홍(2013)의 연구에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분석을 살펴보면 프로파일링 분석과 동시출연

단어 분석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다. 프로파일링 분석

은 “저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저널 및 

학문분야등의 메타데이터 요소에 확대 적용되어 학문

분야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본래 사전학이나 언어학 분야

에서 낱말배치(collocation)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적

용되는 방법이며 이것은 정보검색이나 자연언어생성에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논문의 주제어나 제목, 초록

등에 동시 출현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동시출현분석(co-word 

analysis)는 지적구조분석(장령령·홍현진, 2014)으로 

주제어와 같은 반복적 출현회수의 빈도를 계산하고, 단

어간의 유사성을 분석한다고 한다(Za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국내외 학회를 중

심으로 주제어 프로파일링과 동시출현분석을 적용할 

것이다. 

2.3 지식경영

기존연구를 통하여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정의와 그 

구조를 파악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기존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경영은 지식경제

의 역동성으로 출발하여 지식경영인프라를 구성하게되

고 이러한 지식경영인프라는 경영인프라와 기술인프라

로 구성된다고 한다. 또한 지식의 생성, 저장, 공유, 활용

의 지식경영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며 학습과 혁신을 꾀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천면중·허명숙, 

2016).    

또 다른 기존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식경영 프로세스

에 대하여 지식생성(Knowledge creation), 축적/검

색(Knowledge Storage/retrival), 이전(Knowledge 

transfer), 활용(Knowledge application)으로 구성된

다고 밝히고 있다(이동현 외, 2016). 특히 생성관점에서 

노나카 이큐지로(1994)는 형식지(Explicit Knowledge)

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지식의 생성과 이전을 

거친 지식순환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러한 지식경영프로세스 중에서 지식공유는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조직내에 구

성원들 간에 경쟁상황에 있는 상황이라면 지식공유하

기를 꺼려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본인만의 경쟁력 또는 유일한 가치라고 규

정하고 이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밝히고있다(전

현규·이건창, 2015). 또한 기존연구에서 Floor(2007)는 

지식경영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중심주체 중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식경영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조직문화에 

따라 “조직에서 지식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혹

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지적 호기심과 

지식에 관한 토론이 향유될 수 있는 조직인지를 판단하

는 기준이라고 한다((Pérez L, 2004). 또한 지식조직구

조는 지식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식

관리 조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Livio C, 2010). 

이는 지식경영에 운영실체를 말한다. 

또한, 지식에 대한 생성, 저장, 검색, 공유기술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 지식생성

기술로는 데이터웨어하우스와 데이터마이닝,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하이퍼링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

식저장기술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식검색기술은 사용자인터페

이스(Graphic User Interface), 하이퍼링크시스템,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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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에이전트(Agent)를 말한다. 지식공유기술은 GUI

환경을 지원하는 인트라넷, 메타서버, 네트워크화 된 가

상환경(Networked Virtual Envrionment: NVE)과 

그룹웨어 및 전자우편, 그리고 토론데이터베이스(Dis-

cussion Database: DDB) 및 데이터 컨퍼런싱(Data 

Conferencing)을 말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2012년~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지식

경영연구의 국내외 학회 논문과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국내외 대표적인 지식경영연구학회는 일반적으로 지

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와 

해외 저널로는 Emerald사에서 출간하는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식

경영연구의 상대적 연구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Infor-

mation Systems Review, 경영학연구(Korean Man-

agement Review), 경영교육연구(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를 추가적으로 대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수집한 논문 수는 1,642개

이며, 키워드(주제어)는 7,685개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는 167개의 논문과 787개의 주제어가 수집

되었고,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는 315

개 논문, 1,746개의 주제어가 수집되었다. 또한 Infor-

mation Systems Review는 132개의 논문이, 640개의 

주제어를 수집하였다. 경영학연구(Korean Manage-

ment Review)는 382개의 논문에 1,633개의 주제어

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경영교육연구(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에서는 646개의 논문에 2,879개

의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각 학회의 논문 발행 평균회

수를 보면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는 각 권에 4~5회이며, 해외 저널은 6회, 

Information Systems Review는 3회로 해외저널의 발

행 회수가 가장 많다.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

agement Research) 의 각권에서 발행하는 평균 논문

수는 33.4권, 해외저널은 각권에선 63권 그리고 Infor-

mation Systems Review는 26.4권이다. 지식경영연구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의 주제어 평균

등록회수는 각 권 당 157.4개이며, 해외저널은 349.2개 

그리고 Information Systems Review에서는 128개로 

집계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의 논문수와 키워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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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ald 사의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의 논문수와 키워드수

Information Systems Review의 논문수와 키워드 수

경영학연구(Korean Management Review)의 논문수와 키워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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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대상 자료 수집현황(‘2012~’2016: 최근 5년간)

경영교육연구(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의 논문수와 키워드 수

<그림 2> 연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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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부터 2016년간의 논문 수집과 논문 주제어를 수집하였

다.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분석대상학회 선정은 지식경

영연구의 전문가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회를 추천받은 것이다. 지식경영연구에 대해

서는 주제어(키워드) 및 연구방법론을 Excel 및 SPSS 

20.0으로 최빈도수를 추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세부영역을 다시 분석하였다. 또한 지식경영연구 대표

학회 2개에 대해서는 주제어간의 연결성을 Microsoft

사의 NodeXL로 네트워크를 시각화여 분석하여 공통

적인 관심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정리하

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3>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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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1 국내외 지식경영연구학회의 키워드 빈도 분석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의 주제어 빈도분석을 분석해 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통적으로 지식공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별로 보면 지식공유, 지식검색, 지식경영시스템, 

지적자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3절에서 제시하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지식경영프로세스 및 구현영역

에 따르면 지식공유는 지식경영프로세스에 해당하며, 

지식검색은 지식경영인프라(기술인프라)에 대한 영역

에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키워드 추이를 살펴

보면 우선, 2012년에는 지식공유네트워크, 지식다리, 

지식세대, 지식흐름, 지식관리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으

며 2013년에는 기술 상용화, 학습공동체, 지식공유, 표

준화, 지식경영성과, 지식경영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있

다. 2014년에는 지식공유, 지식공유행동, 지식생산성과, 

지식생성, 지식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지

식공유, 지식강도, 지식검색, 지식소싱깊이에 대한 주제

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6년에는 지식이전, 지식

검색, 지식경영시스템, 지식보호, 지식 심리적 소유권

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6년까지의 주제어 트

랜드를 종합해 보면 2012년~2015년까지는 지식경영

(프로세스)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6년에는 지식

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식이전, 검색, 지식경영시스템 

집중하고 있고 지식보호 및 소유권에 대한 연구에 집

중하고 있다. 이는 지식 생성, 저장, 공유의 단계를 넘

어 활용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전체 787개의 

주제어대하여 지식과 관련한 주요 주제어를 집계해 본 

결과 40개로 요약할 수 있으며 5.08%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식경영학회의 지식연구에서 지식이라는 주제어

를 사용한 것은 총 62개였으나 최종 40개를 적용한 이

유는 주제어 중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 ‘지

식기반서비스 세그멘테이션’, ‘지식기반서비스 요구질

의 모델’등과 같은 것은 ‘지식기반’으로 하나의 카테고

리로 변환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주제어중 지식관련주

제어의 점유율은 5.08%로 낮아 보이나 실상은 논문의 

내용상 지식경영과 관련한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지식경영연구에서 지식관련한 내용은 담고 있으나 주

제어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지식경영연구의 학회 중 Emerald

사의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의 지식경

영연구 주제어 빈도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그림 4>

와 같다. 우선, 2012년~2016년까지 전반적인 중점 연

구 주제어를 5회이상 언급한 순으로 나타내면 지식공

유, 지식이전, 혁신, 지식창조, 사회적 자본이다. 1회이상 

5회 미만은 지식경영전략, 지식경영프로세스, 지식 숨

기기, 지식통합, 학술조직 순으로 나타났다. 1회 미만인 

경우 개인지식경영, 지식기여, 지식보급, 지식보호, 지식

브로커, 지식생태학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지식이

전, 지식공유, 혁신, 암묵적 지식, 지식창조 순으로 2013

년에는 지식공유, 지식이전, 혁신, 지식기반관점, 소셜네

트워크 순이며 2014년 지식공유, 지식이전, 혁신, 협동, 

조직구조, 조직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에

는 지식공유, 지식이전, 조직문화, 지식, 지식창조 순으

로 그리고 2016년에는 지식공유, 지식이전, 지식창조, 

비영리단체, 정보기술 순으로 나타나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식공유와 지식이전

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지

식경영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와 지식검색에 집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외 지식경영연구에서는 지식공

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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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키워드 분석(Emeral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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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외 지식경영연구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주제어뿐만 아니라 지식경영연

구의 주요 주제로 연구한 논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식경영활동(프로세스)에 집중해 있으면

서 지식경영 인프라에서 지식검색기술의 기술영역에 집

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저널들은 

지식경영활동(프로세스)에 국내와 같이 공통된 관심주

제어를 다루면서 조직문화, 조직구조와 같은 지식경영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학회의 총 주제어는 1,746개

이며 지식과 관련한 주제어를 사용한 회수는 214회로 

12.2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관련 주제

어는 최초에 368개 였으나 ‘지식기반조직’, ‘지식기반혁

신’등과 같은 것은 지식기반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속

하여 산정하여 214개로 축소한 것이다.

4.2 국내 타학회의 지식경영연구 키워드 빈도 분석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타학회의 점유영역을 확인하

기 위하여 전체 주제어에서 얼마나 지식경영연구를 포

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그림 5>와 같

이 Information Systems Review, 경영학연구(Korean 

Management Review) 그리고 경영교육연구(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를 대상으로 주요 주제어

를 조사하였다. 

<그림 5> 타학회의 연구 키워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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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nformation Systems Review에서 지식경영

연구에 관한 주제어 다루고 있는 것은 지식공유, 지식

기여의도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40개의 주제어 중 

5개를 사용하여 0.78%를 차지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학연구(Korean Management Review) 역

시 지식공유, 지식구조, 지식분포 등 전체 1633개의 키

워드 중 불과 13개의 지식관련 주제어를 사용하고 있

었다. 이는 0.8%에 해당한다. 경영교육연구(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에서는 지식공유, 지식전

이, 지식보호, 지식기여와 관련한 주제어를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주제어 2879개 중 10개를 사용하여 0.35%의 

점유율을 보였다. 타학회의 지식경영연구에 관한 공통 

주제어는 지식공유이다. 또한 전체 주제어와 지식경영

관련 주제어 사용은 불과 1%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

식경영연구의 중심학회인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및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학회와 타학회간의 지식경영연구의 비교

해 보면 단연 지식경영연구 중심학회가 주제어뿐만 아

니라 연구내용상 연구 영역이 확실히 구분된다. 다만, 

국내 지식경영연구학회에서는 지식관련한 키워드 사용

을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영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구체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방법론을 4.2절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4.3 연구방법론 빈도 분석

기존연구에서는 학문의 정체성은 고유의 이론의 틀

이 있으며,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이 있어

야만 이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

식경영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고유의 이

론의 틀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 방법론에 있어 독자적

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의 연구방법론을 분석한 결

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연구방법론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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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 구분은 해외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사의 논문 아래 명시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반영하여 추적한 것이다. 또한, 지식경

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의 논

문의 내용에서 연구방법론 부분을 참조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를 검토하여 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우선, 관계분석은 상관관계분석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분석은 NodeXL이나 NetMinder, UCINET

과 같은 네크워크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중사례연구는 기존의 여러 

사례를 뒷받침으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부분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분석은 집단간의 분산분석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의 조절효과에 의한 매개효과에 의한 분석이 주를 이

루었다. 사례연구는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실무

적 상황을 두고 해결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시뮬레

이션 역시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어떤 상황을 가상

으로 시현하는 경우였다. 예측은 예측 방정식 모형을 통

해 산식에 대입하여 미래 예측 분석을 한 경우이다. 인

과관계는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구성개념으로 표현된 

연구모형을 검증하는 논문이었다. 차이분석은 ANOVA, 

MANOVA 등 분산분석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에서는 인과관계가 55.69%로 가장 많았으며, 사례연

구가 37.13%로 두번째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그림 7>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Emerald사) 연구방법론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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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관계분석은 2014년과 2015

년에만 나타났고, 네트워크 분석은 2012년과 2016년

에 나타나고 있다. 다중사례연구는 2016년 최근에 들

어와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 비교분석은 2015년 

그리고 사례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 특히 2013년과 2015

년에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다. 시뮬레이션 분

석은 2015년에 예측은 2014년에 사용되었고, 예측분석

은 2014년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 인과관계분석은 

2014년에 74.2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차이분석

은 2012년, 2014년에 주로 사용되었다.

Emerald사에서 발행하는 해외저널논문형태(Re-

search types)는 논문초록 밑에 기재되어있다. 이를 바

탕으로 수집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최근 5년간 

연구방법론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저널은 조

사연구(Research paper)가 83.17%로 가장 많다. 조사

연구형태의 논문들은 대부분 지식경영 프로그램들을 

기업내에서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들과 지식사용

자들의 어떻게 지식전략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조사하

는 방법들이다. 

이에 지식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분석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내부 조직의 지

식공유동기 요인” (Vilma & Jussi, 2012)과 같은 케이

스 분석을 말한다. 개념연구에서는 “Knowledge elic-

itation techniques in a knowledge management 

context”(Gavrilova et al, 2012)와 같은 지식추출기

법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일반리뷰는 “The review 

of approaches to knowledge management sys-

tem studies”(Matayong, 2013)와 같이 지식경영연구

에 대한 접근에 대한 리뷰가 그러한 예이다. 문헌리뷰

는 기존의 문헌들을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연구는 지식경영을 정보시

스템으로 구현하는 기술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4.4 국내외 지식경영학회간 주제어 연결 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 국내외 지식경영 연구에 대한 주제어에 

대한 교집합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 공통적으로 관

심영역을 찾는 동시에 국내 지식경영연구가 그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그림 8>은 Micro-

soft사의 Nodexl 네트워크 분석도구를 통하여 공통주

제어를 분석한 것이다. 국내외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어는 지식공유, 지식흐름, 지식경영시스템, 지

식보호, 지식공유행동, 지식습득, 지식활용이다. 특히, 

지식공유는 국내외 많이 언급된 주제어이면서 공통관

심 주제어이다. 분석한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Circle)으로 표시된 것은 각 정점(Vertex)

이다. 5~6회이상 많이 언급된 것은 큰원으로 표시하였

고, 5회 미만은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선(Edge)은 정

점(Vertex)와 같이 언급빈도가 높은 경우 진하게 표

시된 것이다. <그림 8>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

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학회에서는 최근 5년

간 지식연구에 관련한 주제어 언급을 반복하여 다수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네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에서는 지식연구에 대한 키

워드 다양성은 있으나 지식연구 주제어를 반복하여 사

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연구에 대한 다

양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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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식경영학회(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간 키워드 교집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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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대표적인 지식경영학회들은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독자

적인 학문영역이 확보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지식경영연구(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는 전체키워드 787개 중 40개 이상 5.08%를 차지하였

고,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학회는 전체

키워드 1,746개 중 214개로 12.26%를 차지하였다. 반면 

지식경영연구를 중점으로하지 않는 Information Sys-

tems Review는 전체키워드 640개 중 5개로 0.78%

를 차지하였고, 경영학연구(Korean Management Re-

view)는 전체키워드 1,633개중 13개로 0.8%를 차지하

였다. 또한 경영교육연구(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는 전체키워드 2.879개중 10개로 0.35%에 불

과하였다. 이처럼 주제어를 중심으로 한 지식경영연구

의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분명 지식경영연구(Knowl-

edge Management Research) 와 Journal of Knowl-

edge Management학회가 타 학회보다 지식경영연구

에 대한 연구의 독자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학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있

어서는 주제어뿐만 아니라 이에 합당한 체계적 연구방

법론 있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본 연구결과 

연구방법론에 있어 국내에서는 인과관계 중심이지만 

해외저널은 조사연구(Research paper)를 주로 사용하

고 있다. 이는, 국내 지식경영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

한 규명만을 집중하는 것은 지식경영에 대한 다면적 관

점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식경영

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재를 해결하는 조사연구에 연구분석방법이 바뀌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지식경영연구의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상호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 지식경영연구가 제한적으로 연구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결과 

<그림 8>과 같이 지식공유, 지식흐름, 지식경영시스템, 

지식보호, 지식공유행동, 지식습득, 지식활용등의 주제

어가 공통적인 관심사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해

외의 지식경영연구에서 중점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알

고, 이에 따른 시대적 연구흐름에 따라가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

문적 시사점은 첫째, 국내의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학문

적 정체성에 대하여 해외저널과 대비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2개의 지식경영연구학회 이외에도 타 학회에서

도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점유율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여오던 각 학회별 빈도분석 이외에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독립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밝혔다는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지식경영연

구자들에게는 해외저널의 글로벌한 관심사를 파악하

여 지식경영연구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갈 수 있는 구

체적인 명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국내 지식경영

연구학회에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

스화한다면 학회비전과 전략방향을 즉각적으로 파악

할수 있게된다. 둘째, 지식경영연구자들이 애매모호한 

연구방법론에서 벗어나고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 Mo-

notonous) 연구방법론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모색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

이 해외같은 경우 지식경영연구가 단지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기업에서 지식경영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상

황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야할 부분을 다

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방법론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경영

연구학회간 연구중심영역을 파악하여 연구영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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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한적 혹은 국부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연구되고 있

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요소란 학회의 주제어, 연구방법론, 학회간 공

통주제어 및 중점 주제어를 총체적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5.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에서 2012년~2016년까지의 최근 5년간 연구

트랜드를 확인하는 것은 지식경영연구 특성을 파악하

고 일반화 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국내외 지식경영연

구에 다양한 학회가 포함되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를 수행하지 못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지식경영연구에 대

한 다수의 학회를 모두 수집하려고 하였으나 논문 형식

에 있어 일부정보는 어떤 학회에는 있으나 또 다른 학

회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어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Emerald 사에 발행하는 논문들은 연구논문내에 

명시적으로 연구형식(Research Types)이 있었으나 또

다른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해외저널을 수집하는 과정

에서 연구형식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 않거나 논문 

내용상에 연구방법론를 기술하는 부분에서도 이를 자

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만약 

지식경영연구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면 타 논문에서도 이러한 명시적 연구형식기입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학

문적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주제어와 연구방법론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또

한 학회간에 주제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네트워크분

석을 통하여 향후 상호융합연구할 수 있는 학회간 공유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

여 지식경영연구 학회의 향후 명확한 연구의 방향성 제

시와 확보해야할 학문적 정체성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인식할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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