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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siness environment is shifting from industrial economy to knowledge based economy. Enterprises go 

through numerous trials for successful management in changing environment. Along with trial tests, 

research area has been growing simultaneously. Unlike initial research which focused on basic concepts 

such as: form of business model and success points. Current research emphasizes on actualization 

of business that enterprises plan, which brought academic research with perplex form of knowledg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limitation in understanding business model systematically due 

to preceding research primarily centered on analyzing definition and case study. In order to analyze 

knowledge structure, this study utilized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relationship”. For the analysis, 

13,412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36years worth of article or research related to business model 

stored in SCOPUS database. From the analysis, it was shown core research subject was INNOVATION 

and the number of co-authors has increased due to the academic diversity.  Business model research 

is divided into five sub-categories (E-commerce, SMEs, sustainability, open-source, and e-book). 

Through cognitive map analysis on each of research characteristics of sub-category, it has shown that 

E-commerce, SMEs, sustainability, and open-source are core categories.

Keywords: social network analysis, knowledge management, sub-category research Cognitiv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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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국제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

스 환경은 과거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

고 있다. 이에 비즈니스 영역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정보기술(IT), 환경에너지 기술(ET), 나노기술(NT) 등

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기반 산업 비즈니스가 등장하였

으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다양

한 형태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

고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 특

히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경영

의 성공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있으며 이가 결여

된다면 사업의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기

인한다(Zott and Amit 2013). 기업의 노력과 함께 연

구적 측면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파악, 전략

을 도출하고자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다루

어지는 연구의 범위 역시 단적 분야(마케팅, 경영정보 

등)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관점(프레임워크 개발, 

사례 분석 등)의 연구들이 존재한다(Koh and Youn 

2016; Pearson and Merkert 2014; Velu 2015). 또한 

사업의 핵심요소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과 발전

방안, 지식경영에 대한 제안을 시도 하고자 한 노력 역

시 이루어져 왔다(Heinz and O’Connell 2013; Koh 

and Youn 2016; Lohmann and Koo 2013).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초기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비즈니스와 접목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아마존, 이베이 등의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해당 기업들의 비즈

니스 모델의 형태나 성공요인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비즈니스의 유형을 세분화하

여 분류체계를 정의하였다(Enders and Jelassi 2000; 

Salvato et al. 1999; Timmers 1998). 이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존 연구에

서 더욱 세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되었다. 이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점차 구

체화되었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를 더욱 

세분화 시키고 다양한 구성요소를 나열함에 따라 기

업이 사업을 기획할 때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가 심화되었다(Osterwalder and Pigneur 2010). 

이에 다양한 형태의 학제적 연구 및 새로운 연구분야

가 복합적으로 쌓인 지식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2017

년 12월 기준 Scopus Database에 비즈니스 모델 관

련 연구가 57,050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게 존재한

다. 학문의 발전은 지속적인 연구가 누적되고 이론이 

정립되면서 다른 연구로써 지속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특정 분야에 새롭고 획기적인 연구를 구상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해당 분야

에 선행되어 있던 논문을 분석하여 축적되어온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추후 응용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 필

요하다(Prahalad and Hamel 2006).

하지만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의 대

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개념들 사이의 ‘관계’

가 아닌 정의, 사례연구 등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져 지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의 구조를 이해를 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Güvenen 2016; Teece 2010; Wirtz et al. 2016). 또

한 현재까지도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의 지식구조

를 분석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속 연구자

가 지표로 삼을 연구 결과는 전무하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의 분석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식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개념을 ‘주제어’로 연구 개

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

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선정하였다. 주제어는 저자

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을 표현한 단어이며 상대적으로 학계에서 정형화된 어

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구들의 개념

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연구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주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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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선별하고 유사한 개념 또는 동시에 연구가 많이 

되어있는 개념을 묶어냄으로 인해 연구의 범위를 밝혀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단위와 연구 방법이 본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주제어를 정제, 추출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기초분석과 함께 주제어를 통해 분석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연구영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인지지도 분석이 의

미하는 바와 한계점 그리고 본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

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비즈니스 모델

초기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다양

한 인터넷 기업을 유형화하는 것에는 의의를 가졌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과 결합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하였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

업의 움직임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

념화 하고 핵심구성요소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증가하

였다(Timmers 1998).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 결과

는 점차 세밀해지고 체계화 되었으며 특히 핵심적인 사

회이슈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수

준에 이르렀다(Enders et al. 2014; Osterwalder and 

Pigneur 2010). 이에 정교해진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현 상황과 나

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이 가능하지만 기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는 특정 사례 중심(Ahokangas et al. 

2014; Guvenen 2016) 또는 정성적 분석 위주로 제시

되어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 구조 현황 및 차세대 연구

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없다(Zott and Amit 2013). 

또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 별 지식요소인 주제어

를 통해 연구간 상호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존재

하지 않는다. 연구자 개개인은 연구의 목표에 바탕하여 

연구되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부여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자가 

진행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의 지식구조를 분석하

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식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핵심 연구개념

과 함께 연구되는 개념들의 관계를 통해 연결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축적되어온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개념, 

연구의 범위간 긴밀성을 측정할 수 있고 나아가 차세

대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지식구조 분석 방법론

연구논문은 연구자가 지식을 발견하여 후속 연구자

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해당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어는 지식

을 구성하는 즉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11). 학계에서는 기존의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다

양한 저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논문으로 완

성하여 향후 지식 전달의 기반을 마련한다. 완성된 여

러 논문에서 특정 주제어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이

는 해당 주제어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중요성이 높은 주제어와 함께 등장한 주제어들은 

기존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파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제어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은 핵심적인 지식을 발굴할 뿐 아니라 지식을 구성

하고 있는 세부 요소를 판별할 수 있다. 지식구조는 이

러한 지식이 조직되는 하나의 방식을 의미하며 핵심주

제어의 판별과 핵심 주제어를 토대로 새로운 주제어가 

파생되어 있는 구조 그 자체를 의미한다(Eveland et 

al. 2004).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지식 속에 숨겨

진 특별한 형태와 패턴을 찾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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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시적 형태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토대도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식은 개별 단위를 하나의 논문

으로 정의하고 각 논문에서 추출되는 주제어의 연결관

계를 말하며 지식구조는 ‘특정 연구분야의 주제에 관

한 내용적인 범위와 그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지식을 활용하여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Hu et al(2015)는 특정 Da-

tabase에 존재하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추출하여 교

육학습분야의 지식 수준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고 추후 교육학습 학위논문이 다루어야 할 중요 연구

범위를 제안하였다. 심재후 & 최명길(2013)은 벤처연

구의 지식구조를 분석한 선례가 없음에 입각하여 핵심 

키워드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신흥

연구 주제를 밝혀내었고 추후 지식구조 분석에서 유의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동현 외(2016)는 지식경

영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총 352개의 논문에서 키워드

를 추출하고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핵심 키

워드 및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낮은 키워드를 제시하

였다.  Choi & Hwang(2014)은 LED분야에 존재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분석

을 통해 특허 키워드는 산발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추후 타 특허 분야와 결합하여 새

로운 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여 방법론적 타

당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제안하였다. Li 

et al(2011)는 다양한 저널을 대상으로 논문간 인용의 

형태를 지식의 이전으로 보고 지식의 인용 형태를 구

조화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저자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후속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Ye 

et al(2012)는 관광, 호텔 경영학 분야 내 지식의 강도

를 측정하기 위해 저자의 협력 형태를 저자가 속한 기

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 연

구를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 속한 저자와 협업을 이루

어야 하는 지를 제시하였다. 지식구조 분석은 연구 개

념을 통해 지식의 상위 수준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전

체 연구흐름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분석 후 

도출되는 결과는 현재까지 연구된 비즈니스 모델 관

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우며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Prahalad and 

Hamel 2006).

특정 연구분야의 지식구조 분석을 위한 쉬운 접근

으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견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지식구조를 손쉽게 파악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인

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Law and 

Whittaker 1992).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은 특정 

분석단위를 토대로 통계적, 수학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

한 것으로 분석 단위를 점(Node), 분석단위간의 관계

를 선(Link)으로 하는 연결망(Network)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를 설명, 지식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

한 방법이다(Callon et al. 1986; Scott 2000).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저널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들이 저널

의 성격에 맞게 게재되고 있는가? 연구자들은 어떤 분

야의 연구자와 연구의 공유가 이루어 지며 그 성과는 

어떤 분야로 도출되는가? 특정 주제 내 주 연구 영역

은 무엇인가? 연구기관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연구 구

조는 어떻게 되는가? 등을 밝혀내는 것에 활발하게 사

용되고 있다(Ye et al. 2012; Zhu and Guan 2013). 사

회네트워크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분석단위를 결정

해야 한다. 분석의 단위는 문헌정보, 웹로그(Web-log), 

인용도 등 여러가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정된 분

석단위에 따라 연구자간의 인용 강도, 연구 기관별 협

력의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연구논문에 함께 등장한 주제어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제어란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함축, 표현한 단어로써 타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의 내용을 간결하게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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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제어는 보편적으로 학계에서 

정형화된 개념이나 방법론과 관련 어휘를 사용하기 때

문에 비정형화된 데이터와 달리 각 연구간 ‘관계’를 파

악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전체적

인 지식구조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는 본 연구에 적

합한 분석단위로 판단하였다.

2.3 사회네트워크분석 지표

본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구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의 지표로써 첫째, 비즈

니스 모델의 연구 개념 중 핵심 개념은 무엇이며 해당 

개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연결, 매개 중심성) 

둘째, 핵심 연구 개념의 연구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클러스터) 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며 각각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Freeman 1979).

3. 연구 방법

3.1 분석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 범

위를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를 다룬 논문 전체로 선

정하였다. 관련 연구 전체를 범위로 설정하였기 때문

에 18,000종 이상의 저널을 다루고 있는 최대 규모의 

인용, 초록데이터베이스인 Scopus를 Database로 선정

하였다. 또한, 사회과학계열에 매칭되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Social Science 대주제로 국한시켰다.

수집 방법으로는 첫째,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모

든 연구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범위를 Title이 

아닌 Abstract 내에 “Business Model”이 포함된 문서

를 검색,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둘째, Article이 아닌 

문서는 단순 리뷰나 서평 등이 포함 된다. 따라서 주제

어를 분석단위로 지식구조를 파악하는 본 연구의 취지

에 맞게 Article 문서로 검색을 제한하였다. 셋째, 주제

어가 분석단위이기 때문에 주제어를 서지정보에 포함

하고 있지 않은 문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집결과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6년간 수록된 논문의 수는 

총 4,156편이다. 이 중 서지정보에 주제어 정보가 누락

된 1,489편을 제외한 2,667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그림 1>을 보면 2000년도부터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1995년부터 2000

년에 걸쳐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흔히 닷컴 

기업이라 불리는 인터넷 기반 기업이 다수 설립되었고 

정확한 전략이 없이 시장에 참가하여 많은 기업이 실

패로 끝난 시기이다. 즉, 닷컴 버블시기에 모호했던 의

미의 비즈니스 모델을 학계에서 명확히 정립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1> 지표별 정의

구분 정의

연결중심성
한 노드에 직접 연결된 이웃의 수로 각 노드별로 계산된 연결 수를 네트워크 노드의 크기로 나누어 표준화 시켜

준 지표(직접적인 영향력의 크기 측정에 의미가 있음).

매개중심성

네트워크 내에서 한 노드가 하는 역할 중에서 중개자 혹은 매개자 역할의 정도로서 중심성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다른 노드간 연결을 특정 노드가 중, 매개하는 빈도를 이용해서 측정됨.

클러스터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상호 호혜적이고, 빈번한 연결을 갖는 노드의 집합정도를 측정하여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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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분석방법

사회네트워크분석은 앞서 언급하였듯 분석단위를 

노드, 노드간 관계를 링크로 표현하여 연결망을 구성, 

분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를 

분석단위로 채택하였으므로 주제어를 점(Node)으로 

하나의 연구 논문에 함께 등장한 주제어 간 관계를 선

(Link)로 하여 연결망이 구성하고 이를 분석한다. 분석

을 위해 첫째, 분석을 위한 raw data인 주제어를 추출

한다. 둘째, 추출된 주제어를 각각의 개별적인 노드로 

인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제작업을 실시한다. 

주제어 추출을 위해 먼저 2,667편의 논문 서지정

보로부터 16,075개의 주제어를 확보하였고 일련의 정

제과정을 통해 13,412개의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이

<그림 1> 비즈니스 모델 논문 게재 추이

후 추출된 주제어의 정제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논문

의 저자가 주제어를 선정함에 있어 동일한 개념이라도 

서로 다른 용어를 제시하게 되어 주제어들의 일관성

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De Bellis 2009). 

또한 사회네트워크분석에 사용되는 S/W(Netminer, 

UCINET 등)는 주제어가 동일한 뜻이라도 공백&대소

문자 등이 다른 경우 다른 노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

제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

출된 주제어의 정제작업을 연구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

는 수준에서 <표 2>과 같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

다. 첫째, 약어는 전체명칭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하이

픈(-) 등의 기호는 삭제하였다. 셋째, 복수형태의 단어

는 단수형태로 변경하였다. 넷째, 대소문자의 혼용 역

<표 2> 주제어 정제 기준(예)

정제 전 정제 후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Business Models BUSIESS MODEL

E-Business 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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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른 노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체 대문자로 변경

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 사회연결망분석

과 같이 동일한 의미에 표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의미를 변형하지 않는 수준에서 표준화시켰으며 정제 

후 주제어는 최종 8,531개가 재추출되었다.

4. 연구 결과

4.1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기초분석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가 어떤 형태로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초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Dataset을 Scopus database내 result analysis 기능을 

사용, Affiliation data를 분석하였다. 총 219개의 저널

에서 평균 8.20개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 논문을 게재

하였다. 인터넷이 활발히 접목되기 이전인 2000년 이

전은 총 78개의 저널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2000

년 이후 총 160개의 저널에서 게재가 이루어졌다. 특히 

160개 저널 중 141개가 2000년 이후에 새롭게 생성

된 저널임을 미루어 볼 때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증가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Long Range Planning(비즈니스의 전략적 관리 분야),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For Case 

Studies(포괄적 경영, 재무 회계 분야),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항공 운송 산업 연구 분야),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청정 생산, 환경 및 지

속관리 분야)은 30회 이상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Long Range Planning,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For Case Studies은 2000

년 이전 발간되어 2000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연구가 

되어 왔으나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은 2000년 이전 발간

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이

슈를 다루며 신규 진입저널과 동시에 Top게재 저널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항공 운송분야(저가항

공)와 청정 생산(그린 비즈니스)분야에서 비즈니스 모

델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2> 저널별 논문 게재수(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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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 주제별 비중을 파

악하기 위하여 각각 논문의 세부 주제를<그림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이 45%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세부 

주제이며 Social Sciences(28%), Economics, Econo-

metrics and Finance(1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가장 많이 되는 국가

를 분석하기 위해 게재 편수를 국가별로 분류하고 이

를 <그림 4>와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102개

의 국가 중 United States가 1,062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United Kingdom(622편), Undefined(342편), Ger-

many(259편), Australia(212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

리나라는 17위(78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2000년대 이전

과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연

구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그림 3> 세부 주제별 논문 게재 추이

의 저자의 공동 집필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그림 5>와 

같다. 1979년~2000년대까지는 최대 저자의 수가 3명

이며 평균 1.88명이 논문을 공동 집필하였으며 2000

년 이후로는 평균 2.31명 최대 16명의 저자가 공동 집

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분석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2000년대 이후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연구하려는 노력이 급증하

였으며 특히 미국이 그 연구의 선두에 있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다양화 보다

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단독 저자의 형태로 연구가 

가능했으나 인터넷 등장 이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이 등장하였고 이를 개념화, 분석하기 위한 학문적 다

양화의 필요성에 의해 공동저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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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논문 게재 추이

<그림 5> 공동 저술 변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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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네트워크 특성 및 

중심 연구개념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 연구들의 주제어가 멱함수 분

포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제어 네트워크를 대

상으로 log-log 그래프를 그린 결과는 <그림 6>과 같

다. 또한 Goodness of fit의 수치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인 ‘모델이 적합하다’를 채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제된 주제어간 네트워크는 멱함수의 분포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멱함수의 분포 그래프가 

가지는 의미는 특정 소수의 주제어가 비즈니스 모델 

연구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한 많은 연결을 가

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의 밀도는 0.04로 분석

되었다. 밀도는 0 ~ 1의 값을 가지는데 1(100%)은 네트

워크 내 존재하는 모든 주제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0(0%)은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모든 주제어 

간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Freeman 

1979). 따라서 본 연구의 네트워크 밀도 분석결과인 

0.04(4%)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핵심 주제어가 

기존에 연구되었던 동일한 주제어와 많이 연구되며 새

로운 주제어가 기존의 주제어와 연결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핵심 주

제어 간에 연구가 이루어 지고 독립적으로 신규 주제

어 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트워크의 링크가 상대적으로 견고하지 않다고 가늠 해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중점 연구 개념을 판단하기 위해 첫

째, 등장 빈도를 측정, 빈도가 높은 순으로 중점 연구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특정 연

구를 대표하는 주제어는 빈도가 높다는 이론에 근거한

<그림 6> 멱함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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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aam et al. 1991). 본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 관

련 연구들 대상으로 빈도가 높게 등장하는 주제어는 

<표 3>와 같다. 

분석결과 INNOVATION이 179편의 논문에 등장

하면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INTERNET, ELEC-

TRONIC COMMERCE, SUSTAINABILITY 등의 주

제어가 각각 85편, 80편, 77편의 논문에 등장하여 출

현빈도가 높은 주제어로 확인되었다. 또한 INNOVA-

TION은 다른 주제어와 153회로 가장 많이 타 주제

어와 연구되었으며 BUSINESS MODEL INNOVA-

TION(117회), CASE STUDY(88회), ELECTRONIC 

COMMERCE(87회)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주제어로 

판단해 볼 때 전자상거래 내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선도사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핵심 주제어 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분

석을 실행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전체 주제어 중 어떤 

주제어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이를 통해 각 주제어와 다른 주제어 간의 연결 강도

를 확인하는 연결중심성, 주제어 간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중심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결중심성은 주제어 간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기반

으로 한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많은 주제어

와 함께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중심성

은 주제어 간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 각 연구 범위를 서

로 이어 줄 수 있는 주제어로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

과 <표 4>와 같이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주제어

는 INNOVATION(70.8%)이 가장 높았으며 STRAT-

EGY(4.58%), INTERNET(4.37%) 순으로 나타났

다.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주제어로는 INNOVA-

TION(13.3%)로 가장 높았으며 INTERNET(5.90%), 

STRATEGY(5.80%) 순으로 나타났다.

4.3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영역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영역을 분석하기 전 

네트워크 내 외곽에 위치한 주제어를 배제하고 핵심 

<표 3> 주제어 출현 빈도(Top 10)

순위 주제어 출현빈도 연결정도

1 INNOVATION 179 153

2 INTERNET 85 71

3 ELECTRONIC COMMERCE 80 87

4 SUSTAINABILITY 77 63

5 STRATEGY 68 53

6 BUSINESS MODEL INNOVATION 65 117

7 ENTREPRENEURSHIP 54 59

8 CASE STUDY 53 88

9 SUPPLY CHAIN MANAGEMENT 52 40

10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5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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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심성 분석

순위 주제어 연결중심성 주제어 매개중심성

1 INNOVATION 0.708 INNOVATION 0.133

2 STRATEGY 0.458 INTERNET 0.059

3 INTERNET 0.438 STRATEGY 0.058

4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0.438 SUSTAINABILITY 0.051

5 CASE STUDY 0.417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0.038

6 CHINA 0.39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0.036

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0.396 ENTREPRENEURSHIP 0.034

8 SUSTAINABILITY 0.396 CHINA 0.029

9 ENTREPRENEURSHIP 0.37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0.029

10 BUSINESS MODEL INNOVATION 0.375 BUSINESS MODEL INNOVATION 0.024

주제어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36년간 비즈

니스 모델 연구 논문의 네트워크 밀도를 4%에서 10%

까지 증가시켰다. 밀도 증가를 위해 연결 강도가 낮은 

주제어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8회 미

만의 연결강도를 가지는 주제어를 제외 후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핵심 주제어의 응집그룹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룹의 수를 결정짓는 응집그룹의 수는 모듈성

(Modularity)을 통해 결정하였다. 모듈성은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며 1에 가까울수록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모듈성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지

점에서 그룹의 수가 결정되는 알고리즘이다(Newman 

and Girvan 2004).

본 연구에서는 모듈성 0.189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데 이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빈번하게 연구되어 왔

던 주제어 간에만 그룹이 이루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모든 주제어와 연구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그림 7>로 나타내었다.

<그림 7>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총 5개의 

세부연구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영역

을 구성하는 주제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룹 1은 

전자상거래, 그룹 2는 중소기업, 그룹 3은 지속가능성, 

그룹 4는 오픈소스, 그룹 5는 e-book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룹 1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주제어

를 포함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공급망

을 구축하거나 선진국의 상거래 시스템의 비교 분석

이 다수 연구되었다(Capo et al. 2013; Fitzsimmons 

and Jorge 2002; Kimble and Hua 2012). 또한 모바

일 생태계의 등장으로 기업의 경쟁은 과열되었으며 이

에 따른 규제 방안과 합리적인 결정 방안을 제안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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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영역 시각화

<표 5>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영역

세부영역 주제어

그룹 1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INTERNET, NETWORK, CHINA, SUPPLY CHAIN MANAGEMENT, JAPAN, 

REGULATION, TELECOMMUNICATION, KNOWLEDGE MANAGEMENT, VALUE CHAIN, E BUSINESS, 

WEB 2.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룹 2 

(중소기업)

STRATEGY, ENTREPRENEURSHIP,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ERVICE, CLOUD 

COMPUTING, GLOBALIZATION, FINANCIAL CRISIS

그룹 3 

(지속가능성)

VALUE CREATION, CASE STUDY, CORPORATE GOVERNANCE, COMPETITION ADVANTAGE, VALUE 

NETWORK, VALUE, BUSINESS STRATEGY, BUSINESS MODEL INNOVATION, SUSTAINABLE DEVEL-

OP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OURCE BASED VIEW, SUSTAINABILITY

그룹 4 

(오픈소스)

COLLABORATION, INNOVATION, LEADERSHIP, CULTURE, MODELING, CORPORATE STRATEGY, 

INTELLECTUAL PROPERTY, OPEN SOURCE SOFTWARE, DECISION MAKING, OPEN INNOVATION, 

TECHNOLOGY

그룹 5 

(e-book)
RETAIL, AUSTRALIA, INDIA, E BOOK, UNITED KINGDOM, OPE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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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존재한다(Kim 2013, Kushida 2011). 또한, 지식

기반 경제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서비스 관련 지

식에 관계없이 최종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

닌 고객의 특성을 분석한 정보를 통해 지식을 습득, 관

리하고 각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서비스를 만

들어내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연구들로 이루어

져있다(Chen et at. 2011; Hartshorne 2015; Sharma 

et al. 2006). 그룹 2는 중소기업에 관한 영역이며 중

소기업에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한다. ICT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에

게 잠재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을 분

석한 연구가 존재한다(Ahokangas et al. 2014; Ross 

and Michael 2015). 또한 세계시장으로 중소기업이 진

입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들

의 주요 패러다임을 분석하거나 중소기업이 어떤 혁신

적인 기능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야 하는지

에 대한 제언을 위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의 혁신성 비

즈니스 모델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Lee et 

al. 2012; Ross and Michael 2015). 그룹 3은 지속가

능성에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생성하고 전달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왜 중요한지? 급격히 변하

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

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어

떤 가치를 발견할 것이지 등의 분석이 존재한다(Chen 

and Ning 2015; Daeyoup and Kim 2015; Zhang 

2015). 그룹 4는 오픈 소스에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한

다. 오픈 이노베이션 및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비즈니

스 환경에 대한 연구 및 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상

호 작용에 관연 연구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개방형 혁

신에 대한 이익과 어떤 유형으로 혁신을 진행해야 하

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이루어져있다(Paulos and Su-

jith 2015; Ritala and Liisa 2014; Saebi and Nicolai 

2015). 그룹 5는 e-book에 대한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

다. 타 그룹에 비해 특이하게도 나라 주제어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나라에서 전통적인 인쇄물 

비즈니스 모델이 전자 출판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출판사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방안과 함께 시장의 변

화 예측 등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Hargrave 2014; 

Papagiannidis et al. 2008; Tian and Bill 2009; 

Yang 2013; Young 2010; Vasilejou et al. 2012). 특히 

전자출판은 학술서관의 서비스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

고 그에 따른 학교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와 대

처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즉, e-book

과 오픈엑세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슈가 특정 

국가(인도, 호주,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4.4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영역 별 연구 특성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영역에 대한 연구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지지도는 x축을 각 세부연구

영역 별 중심성의 평균으로 y축을 각 세부연구영역별 

밀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분면을 구분한다. 

구분 기준에 따라 세부연구영역을 배열하고 연 구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부영역의 연구 특성

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정보로

도 활용할 수 있다(Callon et al. 1986; Mutschke and 

Haase 2001; Turner et al. 1988).

<그림 8>에서 1사분면은 주제어의 중심성과 밀도

가 모두 높아 36년의 기간 동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는 ‘중심연구’분야 이며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핵심 연

구 영역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룹 1(전자상거래), 2(중

소기업), 3(지속가능성), 4(오픈소스)가 여기에 해당 한

다. 2사분면은 연구영역의 밀도는 높지만 중심성이 낮

아 ‘독립적 연구분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3사분면은 세부연구영역의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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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연구특성을 가지며 향후 성장성이 존재하는 ‘차세

대 연구분야’로 그룹 5(e-book)가 여기에 해당한다. 4

사분면은 밀도는 낮고 중심성은 높아 확립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로 해

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에서 추출한 

주제어를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에 근거하여 비

즈니스 모델 연구의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를 체계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79년 ~ 2015년의

까지의 36년간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를 모두 추

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기본적으로 특정 주

제어가 많이 쓰이는 멱함수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핵심 주제어가 다양한 주제어와 연결을 가진다고 판단

하였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밀도는 상당히 낮았기 때

문에 많이 쓰이는 핵심 주제어가 동일한 주제어와 연

결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주제어 + 새로

운 주제어”의 그룹은 “핵심 주제어 + 핵심 주제어” 그

룹과 연결이 거의 없이 연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접근의 주제어가 다양하게 발

생하여 밀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세부적인 

데이터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2000년 까지는 공동연구자의 비중 및 논문의 게재 

수도 매우 낮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 공동연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연구가 활발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닷컴 버블시기에 모호했던 의미의 

비즈니스 모델을 학계에서 명확히 정립하고 실패원인

을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생겼으며 인터

넷이 접목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수

의 전문가로 비즈니스 모델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문적 다양성의 필요가 생겼고 그로 인해 공동연구자

<그림 8>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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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주요 연구개념을 파악하기 위

하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주제어는 INNOVATION, STRATEGY, 

INTERNET, SMALL AND MEDIUM SIZED EN-

TERPRISE 순이었으며 매개중심성은 INNOVATION, 

INTERNET, STRATEGY, SUSTAINABILITY 이었다. 

INNOVATION의 경우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이 

모두 1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치

를 창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므로 ‘어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노력을 끊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연구영역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성공적인 전자상거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

치를 전달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전자상거

래의 규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한 연구 영역인 전

자상거래,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가치와 전략에 관한 연구 영역인 중소기업, 비즈

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어떤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영역인 지속가능성, 기

업간 전략적 제휴, 오픈 소스,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연구 영역인 

오픈소스, 상대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부상한 연구영역

인 e-book의 5가지 핵심세부영역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개념 중 어떤 주

제어가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되어 있는지 밝혔으며 이

를 토대로 세부연구영역을 구분하고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5가지의 핵심세부영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

는지 분석하여 세부연구범위의 발전상황을 제시하였

다.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는 다양한 핵심 주제어로 연

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 접목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빠르게 복잡해졌다. 또한 세부연구영역에서 특

정 나라 주제어가 핵심 주제어와 연관되어 도출되었다. 

다양한 나라 중 특정 나라만 등장한 것은 해당 세부

연구영역이 특정 국가에서 유행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영향을 받

아 연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

라 주제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구조 변화과

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발생하

는 이슈를 빠르게 판단하고 추후 유망성이 있거나 쇠

퇴할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예측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관계’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그 동

안 축적되어온 지식의 내용을 구조화 하고 이해하기 

위해 현재 최대 규모의 SCOPUS database에 존재하

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전

반을 다루었으며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의 지식구조

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

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후속 

연구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핵심영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

거나 응집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응용연구의 방향성

을 결정하는데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6.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이 SCOPUS database내 Social Sciences 

주제 영역에 국한된 점이다. Social Sciences 내에서 

연구가 된 지식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지며 새

로운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전체 

주제 영역의 지식구조로 보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SCOPUS database의 전체 주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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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더욱 다양한 주제어와 함께 

全산업간의 대칭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응집

그룹을 통해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오픈

소스, e-book의 5개 세부연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지지도를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세부연

구영역을 규정하는 상위 주제어는 다양한 주제어가 구

성된 것에 기반하여 제시한 결과로서 기존 주제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개념 및 주제어간의 관계성, 통합성 등

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세

부연구영역 분석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위하

여 주제어의 출현강도와 주제어간의 연결성, 분류 방

법의 객관성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분석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구조의 분석

은 분석 프로세스 자체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었으며 기반데이터로서 논문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하지만 논문의 특성상 연구 종료 후 일정 시간

이 흐른 후 출판되는 지식이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

에 기업 등 현업에서 실시간으로 파악, 이용할 수 있는 

실무적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보완 하여 추후 연구에는 첫

째, 연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간별로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저널별 게재 기간의 편차를 

고려한 시계열 데이터의 구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시계열로 구분된 데이터를 통해 핵심 지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핵심 지식 외에 신규 지식은 어떤 강도로 

등장하는가? 핵심 지식과 신규 지식의 강도에 따라 다

음 기간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가? 와 같은 다양한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는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

해 최종적으로는 다음 기간에 등장할 유력한 핵심 지

식은 어떤 것인지,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 지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추적을 통해 지식 구조의 변동 파악과 

함께 차기 지식 구조를 예측,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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