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usiness models has a great impact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enterprises.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shifting from industrial economy to knowledge-based economy. Enterprises go through numerous trials for 

successful management in the changing environment. Along with trial tests, research areas have been growing 

simultaneously. Although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with regard to business models, it is very insufficient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knowledge flow of research. Accordingly, successive researchers who want to study the 

business model may find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orientation of future application research based o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changing the knowledge structure that have accumulated so far. This study is intended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business model research an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knowledge structure changes in 

keywords that appear in 2,667 business model articles in the SCOPUS database. Identifying the knowledge structure 

has been completed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a methodology based on the ‘relationship', and the changes in 
the knowledge structure were identified by classifying them into four different periods.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the number of business model co-author increases over time with the need for academic diversity. Second, the 

‘innovation' keyword has the biggest center in the network, and over time, the lower-rank keyword which was in the 
former period has emerged as the top-rank keyword. Third, the cohesiveness group decreased from 12 before 2000 

to 5 in 2015 and also the modularity decreased as well. Finally,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study area through a 

cognitive map showed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domains increased gradually over time. The study has provided 
a systematic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usiness model research and the process of changing 

knowledge structur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no research has ever systematically analyzed the knowledge structure 

accumulated by individual researches, it is considered as a significa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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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sive Group, Cognitive Map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18.17.2.1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식구조 변화 연구 :

비즈니스 모델 연구를 심으로*

류재홍**․최진호***

A Study on the Change of Knowledge Structure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 Focus on Business Model Research*

Jae Hong Ryu**․Jinho Choi***

Abstract

Submitted：March 30, 2018 1
st
 Revision：April 14, 2018 Accepted：April 18, 2018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6A4A01015042).

** 세종 학교 일반 학원 경 정보 공

*** 세종 학교 경 학과 부교수, 교신 자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7卷 第2號
2018年 6月, pp.143-163



144 Jae Hong Ryu․Jinho Choi

1. 연구의 배경

국제화  정보기술의 발 으로 산업의 성숙 속

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약해지고 지식과 노하우 등이 IT기술과 

목됨에 따라 지식기반 경제 사회로 변화하 다. 이

러한 변화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되는 역

할을 하 고 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

한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신은 기업의 성과 개

선을 기 할 수 있는 효과 인 략 안이며 신

 비즈니스 모델이 결여된다면 사업의 최  효과

를 기 할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Paulose and 

Nair, 2015; Wirtz et al., 2016; Zott and Amit, 

2013). 기업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연구 인 측면

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을 악하고 그에 맞는 략

을 제안하는 련 연구가 증가하 다. 한 연구의 

범  역시 단  (특정 산업, 제품)에서 다양한 

( 임워크 개발, 산업 융합 등)의 연구들이 

존재한다(Heinz and O’Connell, 2013; Koh and 

Youn, 2016; Lohmann and Koo, 2013; Velu, 2015; 

Velu and Stiles, 2013). 

비즈니스 모델에 한 연구는 인터넷과 비즈니스

가 목되는 1990년  후반,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과 목된 비즈니스인 아마존, 이베이 등의 모

델이 성공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형태,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에 주 목 이 존재하

다(Baibak et al., 1996; Forge, 1993; Salvato et 

al., 1999; Timmers, 1998).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비즈니스 환경은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생시켰다. 

연구  측면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복합 인 비즈니

스 모델을 연구하고 구성요소를 분석하며 연구가 심

화되었다(Osterwalder and Pigneur, 2010). 이에 

다양한 형태의 연구  분야간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

운 연구분야가 모여 방 한 지식구조를 형성하고 있

으며 2017년 12월 검색기  Scopus에 비즈니스 모

델 련 연구가 57,050개가 존재한다. 

지식구조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체계 

그 자체이다(Strange, 2015).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 흐름과 지식의 성숙, 

쇠퇴의 경계선을 가늠할 수 있고 도출되는 결과는 

향후 응용연구자들에게 상 으로 핵심 인 연구

나 추후 성장할 수 있는 연구 역을 제시해 으

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황 악과 동시에 유익한 

연구분야를 설정하는데 있어 요한 분석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Eveland et al., 2004). 

이러한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황과 발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핵심 역, 지식의 발 과 

진화의 경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자에게 

추후 응용연구를 한 유용한 자료를 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재까지 비즈니스 모델 연구

의 지식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

지만 사실상 방 한 지식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매

우 은 수의 자료가 아니라면 자료의 수집, 정제, 

분석 등을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자료

의 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과 으로 분석자

의 직 과 주  견해에 의존하게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Güvenen, 2016; Teece, 2010).

해당 한계를 극복하고 객 인 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분석 단 ’를 토 로 ‘ 계’에 기반

한 통계, 수학 인 계산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사용한다. 사회연결망분석은 ‘ 계’에 기반

하여 도출되는 연결망(Network)을 계량 으로 분

석하여 지식 구조를 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지식구조 분석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Choi et al.(2011)는 MIS와 

련된 5개의 을 선정하고 5개 에 존재하

는 각각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속성과 핵심 키워드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석, 제시하 다. 이를 통해 

MIS 연구는 새로운 키워드가 속하게 생성되고 

강한 연결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 일수록 새로운 연구

자에게 선택, 후속 연구자에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

음을 밝 내었다. Hu et al.(2015)는 석/박사 학 논

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교육 학습 분야의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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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추후 교육학습 학 논문이 다루어야 할 

요 연구범 를 제안하 다. Zhang et al.(2015)은 

웹 오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의성 키워드

와 련된 연구 논문을 추출하여 지식구조를 분석하

고 군집분석을 통해 창의력 련 연구의 주제 범

를 밝 내었다. Zhang et al.(2017)은 도시화 연구

에 련된 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화 연구의 

집된 강도를 확인하고 가장 많은 연구 주제를 연

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 다.

사회연결망분석을 시행하기 해 분석 단 를 결

정해야 한다. 분석의 단 는 문헌정보, 인용도, 

업, 항로 등 매우 범 하며 결정된 분석 단 에 

따라 다양한 ‘ 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하나의 연구에 함께 등장한 키워드를 분석의 

상으로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구하 다. 키워드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

는 개념을 포 할 수 있는 단어로 타 연구자들이 

문을 보지 않고 해당 연구의 내용을 간결하게 

악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키워

드는 학계에서 보편으로 정형화된 어휘를 사용하

기 때문에 각 연구 간 ‘ 계’를 악하는데 효과

이다. 논문이 지식의 완성본이라고 한다면 연구자

가 가장 요시 여기는 개념인 키워드는 지식 구

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11, Eveland 

et al., 2004). 따라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응집그룹의 시계열  변

화를 분석한다면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성숙과 쇠

퇴를 악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키워드를 추

출, 정제하는 과정을 순차 으로 제시한다. 제 3장

에서는 기 분석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 분석한 비

즈니스 모델의 핵심 연구 역 한 구간별 비교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지도 분석을 구

간별로 나열하여 구간별 비즈니스 모델 지식구조

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한계 과 향

후 발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의 설계

2.1 분석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구조를 분석하기 해 수집 

범 를 비즈니스 모델 련 연구를 다룬 논문 체

로 선정하 다. 련 연구 체를 범 로 설정하

기 때문에 18,000종 이상의 을 다루고 있는 

최  규모의 인용, 록데이터베이스인 Scopus를 

데이터베이스로 선정하 다. 한, 사회과학계열에 

매칭되는 데이터 수집을 해 Social Science 주

제로 국한시켰다. 

수집 방법으로는 첫째, 비즈니스 모델에 련된 

모든 연구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범 를 

Title이 아닌 Abstract 내에 “Business Model”이 

포함된 문서를 검색, 서지정보를 수집하 다. 

둘째, 키워드가 분석단 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서지정보에 포함하지 않은 문서는 수집 상에서 

제외하 다. 수집결과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6

년간 수록된 논문의 수는 총 4,156편이다. 이  

서지정보에 키워드 정보가 락된 1,489편을 제외

한 2,667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으며 구간별 변화 악을 해 5년 단 로 4개

의 구간을 구분하 다. 4개의 구간  1979년부터 

2000년까지는 게재된 논문의 수(총 79편)가 매우 

기 때문에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하여 분석을 진

행하 다. 

2.2 키워드 정제  네트워크 구축

키워드 추출을 해 먼  2,667편의 논문 서지

정보로부터 16,075개의 키워드를 확보하 고 일

련의 정제과정을 통해 13,412개의 키워드를 추출

하 다. 이후 추출된 키워드의 정제 작업이 필요

한데 이는 논문의 자가 키워드를 선정함에 있

어 동일한 개념이라도 서로 다른 용어를 제시하

게 되어 키워드들의 일 성이 떨어지는 상을 

막기 함이다. 한 사회연결망분석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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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efinition

Density Percent of total number of connections available in the network that have actually been made

Degree centrality The degree of node that is connected directly to one node within the network

Betweenness centrality
quantifies the number of times a node acts as a bridge along the shortest path between two 
other nodes

Cohesive group Group of nodes that have a relatively reciprocal and strong connection

<Table 2> Defini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dicators

S/W(Netminer, UCINET 등)는 키워드가 동일한 

뜻이라도 공백이 있거나 소문자 등이 다른 경우 

다른 노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제작업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키워드의 정제작업을 

<Table 1>과 같이 진행하 다. 첫째, 약어는 체

명칭으로 변경하 고 둘째, 하이 (-) 등의 기호는 

삭제하 다. 셋째, 복수형태의 단어는 단수 형태로 

변경하 다. 넷째, 소문자의 혼용은 다른 노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체 문자로 변경하 다. 마지

막으로 B2B, 기업 간 거래와 같이 동일한 의미이

지만 표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의미를 변형하

지 않는 수 에서 표 화시켰으며 정제 후 키워드

는 최종 8,531개가 재추출되었다.

Original Refined

SM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Business
Models

BUSINESS MODEL

E-Business E BUSINESS

B2B Business 
to business

BUSINESS TO BUSINESS

<Table 1> Criteria of Keyword Refinement

사회연결경망 분석을 해서는 추출된 키워드를 

n×n 행렬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가 존

재하면 1 존재하지 않는다면 0으로 표기하며 한 번

의 계가 존재할 때 마다(논문에 등장) 계의 수

치는 1씩 증가한다. 일반 으로 행과 열의 속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ex. 키워드×발행 ) 2 mode 

네트워크로 표 되며 행과 열의 속성이 동일한 경

우(ex. 키워드×키워드) 1 mode 네트워크로 표 된

다. 본 연구의 행과 열 구성단 는 각 논문에서 발

생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1 mode 형태로 네트워크

가 구성되며 <Figure 1>과 같다.  

<Figure 1> Network Configuration for 1 Mode(Example)

2.3 사회연결망분석 지표

본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구조를 단

하기 해 사용하는 지표는 도, 연결 심성, 매개 

심성, 응집그룹이며(Freeman, 1979; Mitchell, 

1969; Scott, 2000) 구체 인 설명은 아래 <Table 

2>와 같다.

3. 연구 결과

3.1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행태 변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게재 추이를 악하기 하

여 첫째, 논문의 게재 수를 분석하 다. <Figure 2>

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2000년을 기 으로 

증하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

터 인터넷 련 분야가 속한 성장을 하 고 흔히 

닷컴 기업이라 불리는 인터넷 기반 기업이 다수 설

립이 되었지만 단순한 붐에 이끌려 명확한 략 없

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실패로 끝

났다. 즉, 학계에서는 닷컴 버블시기에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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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end of Detailed Subject Changes

 <Figure 2> Publishing Trends of Business Model 
Research 

<Figure 3> Trend of Co-Author Changes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한 

의미 정립 등에 한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연구형태를 악하기 하여 

자의 공동 집필 형태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Figure 3>과 같이 평균(Average)  최 (Max) 

자 수는 1979년～2000년에는 1.88명, 2011～2015

년에는 2.38명으로 구간이 지날수록 꾸 히 증가하

고 있으며 2000년 이 에는 최  3명의 자가 함께 

술하 으나 2015년에는 최  16명의 자가 공동

집필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 주제별 비

 변화를 악하기 하여 각 논문별로 투고된 주제 

역을 <Figure 4>와 같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분야는 

40% 이상 꾸 히 연구되어 왔으며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s”,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Decision Sciences”, “Arts and Huma-

nities”, “Psychology” 순으로 연도별 순 의 변동 

없이 비 의 변화만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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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Density(%)

1979～2000 0.022(2.2%)

2001～2005 0.032(3.2%)

2006～2010 0.009(0.9%)

2011～2015 0.005(0.5%)

<Table 3> Density Analysis by Each Period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행태 변화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2000년 이후로 

증하 으며 특히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은 구간의 변화에 상 없이 꾸 한 

세부 연구 주제로 나타났다. 한 상 으로 비

즈니스 모델이 단순했던 2000년 이 에는 집필진

의 학문  다양성 보다는 해당 분야의 문가 단

독 혹은 소수의 공동 자로 분석이 가능하 으나 

2000년 이후 인터넷과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이 등장하 고 이를 개념화하고 분석을 하기 

한 학문  다양성의 필요에 의해 공동 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단해 볼 수 있다.

3.2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네트워크 특성  

핵심 연구개념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네트워크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구간별 도 분석을 실시하 다. 도는 0～ 

1의 값을 가진다. 분석 수치 1(100%)은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모든 키워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0(0%)은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키워드 간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비즈니스 모델 연구

의 도는 체 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으며 

구간이 변해갈수록 수치는 지속 으로 낮아졌다. 이

는 Social Sciences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소수의 연구에 몰려 있다기보다 다양한 세부 주제별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단할 수 있다. 다만 2001

년～2005년의 구간에는 도가 증가하 는데 이는 

2000년 이후 타 주제에 비하여 상 으로 닷컴 버

블에 한 연구가 집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도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심 연구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연결 심성과 매개 심성 분석을 

시행하 다. 심성 분석은 체 키워드  심

에 치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이를 통해 핵심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 간의 연

결 강도를 확인하는 연결 심성과 키워드 간 매개

역할을 하는 매개 심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결

심성은 키워드 간 직 인 연결 계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

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와 함께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 심성은 네

트워크 내 키워드 간 릿지 역할을 하는 키워드

로 이 수치가 높은 키워드는 세부 연구 역을 이

어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

첫째, 연결 심성 기  구간별 핵심 키워드 변화

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1979년～ 

2000년 구간 비 2001년～2005년 구간을 확인해 

보면 이  구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키워드

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2006년～2010년 구간에는 이  구간에서 70

(COMMUNICATION TECHNOLOGY) 78 (COM-

PETITION ADVANTAGE) 97 (CORPORATE 

STRATEGY)에 치했던 키워드가 Top 20에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간(2001～

2005)에서의 Top 키워드는 부분이 자상거래, 

인터넷과 련된 키워드 으며 2006년～2010년 구

간에는 회사의 략과 소통 테크닉, 경쟁 우  등

에 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에서 요한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구간인 2011년～

2015년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349 에 치했

던 키워드(BASE OF THE PYRAMID)가 상

로 등장하 다. 이는  사회  기업에 한 이

슈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단되며 이  구간에 

17 에 치했던 “CORPORATE SOCIAL RES-

PONSIBILITY”가 5 까지 상승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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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isualization of the Restructured Network(Example)

Period Density(%, Deletion criteria)

1979～2000 0.022(2.2%, No deletion)

2001～2005 0.1(10%. Less than 2)

2006～2010 0.119(11.9%. Less than 6)

2011～2015 0.14(14%. Less than 9)

<Table 6> Network Restructuring Criteria by Period

둘째, 매개 심성 기  구간별 핵심 키워드 변

화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1979

년～2000년 구간 비 2001년～2005년에는 신규 

키워드가 많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

결 심성과는 다르게 지식 리와 경쟁 우  키워

드가 상 로 등장하 다. 이는 지식 리를 통해 

자상거래에서의 경쟁우 를 가질 수 있는 방

안에 한 연구가 핵심이라고 단해 볼 수 있다. 

2006년～2010년에는 연결 심성과 동일하게 이

 구간(2001년～2005년)에서 하 를 기록한 키워

드가 다수 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CLOUD COMPUTING”, “SUSTAINABILITY”

는 매개 심성에서만 상 로 나타났는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하나의 방법 는 데이터 

리를 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 이 비즈니스 

모델 략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구

간인 2011년～2015년은 사회  기업에 한 키워

드가 상 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연결 심성과 

같지만 “SERVITIZATION”과 같은 합성어가 신

규로 등장하 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데 기여한 핵심 매개 

연구개념  하나로 단할 수 있다.

3.3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 역 변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 역을 분석하

기  네트워크 내 상  키워드만으로 세부연구

역을 분석하기 하여 네트워크 재구축을 실시하

다. 재구축의 기 은 네트워크 도로 설정하

는데 이는 외곽에 치한 키워드의 분포가 많을수

록 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를 높인다면 상

으로 외곽의 키워드는 삭제되고 핵심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를 

높이기 해 각 구간의 키워드 출 빈도를 측정하

고 출 빈도가 낮은 키워드의 순차  삭제를 통해 

각 구간별로 도가 10% 이상 증가했을 때 네트

워크의 재구축을 멈추었으며 빈도 삭제의 기 은 

각 구간별로 <Table 6>과 같다. 단, Table 내 ( )

안의 내용은 삭제 빈도를 의미하며 1979년～2000

년은 논문의 양이 매우 어 출  빈도 1을 기

으로 삭제를 진행 하 을 시 네트워크 내 키워드

가 3개만 존재하여 삭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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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재구축 후 핵심 키워드와의 세부연구

역을 악하기 하여 응집그룹 분석을 실시하

다. 그룹의 수를 결정짓는 응집그룹의 수는 모

듈성(Modularity)을 통해 결정하 다. 모듈성은 

최소값이 0 최 값이 1이며 1에 가까울수록 그룹 

간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

하며 반복 인 실험을 통해 모듈성이 높아지다

가 갑자기 낮아지는 지 에서 그룹의 수가 결정

되는 알고리즘이다(Newman and Girvan, 2004). 

각 구간별 응집그룹의 모듈성  세부연구 역

은 <Table 7>과 같다. 1979년～2000년을 제외하

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모듈성이 0.5 미만이었으

며 구간이 지나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기 빈번하게 연구되어온 키워드끼

리 연구 되어오다가 구간이 지나 비즈니스 모델

이 상 으로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키워드 간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단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 역은 첫째, 

1979년～2000년은 12개의 응집그룹(Resource re-

covery, Multimedia, Document supply, Strategic 

lea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 Advertising 

market, Economic recession, Book sales, Order 

production, Organizational support, E-commerce 

strategy, Sustainability model)으로 구분되었으

며 그룹의 수가 다른 구간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주목할 은 키워드가 체 4개의 구간  가장 

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응집그룹과 가장 

높은 모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1년 이 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각 응집

그룹 간 연결이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응집그룹 내 연구의 연결정도가 

그룹 간 연구보다 강하게 결속되어 연구되었다고 

단 할 수 있다. 

둘째, 2001년～2005년은 4개의 응집그룹(Risk 

management,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E-commerce strategy, Disintermediation)으로 구

분되었으며 이  구간(1979년～2000년)에 존재하

지 않았던 기 리나 경쟁우  략, 탈 개화

가 세부연구 역으로 구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과 결합되고 본

격 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상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 를 하거나 비즈니

스 모델의 변화에 따른 기를 리하는 능력에 

한 연구가 핵심 으로 이루어졌다고 단 할 

수 있다.

셋째, 2006년～2010년은 5개의 응집그룹(New 

market regulations, Communication service, Open 

Source, E-commerce strategy, Sustainability mo-

del innovation,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구

간(2001년～2005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시장 

규제, 통신서비스, 오  소스, 지속가능성 모델 

신이 세부연구 역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모듈성 

역시 감소하 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활용

할 수 있는 오  소스 등을 활용하여 경쟁 우 를 

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한 

연구가 핵심 으로 이루어졌다고 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2015년은 5개의 응집그룹

(E-commerce strategy, Emerging Market Stra-

tegy, Value delivery, Sustainability model inno-

vation, Open collaboration)으로 구성되어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구간(2006년～2010년)

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흥시장 략, 가치 달, 

업과 개방이 세부연구 역으로 구축되어있다. 이

는 비즈니스 연구가 물리  물건보다 어떤 ‘가치’

를 요시 하고 경쟁자와 경합만을 벌이는 것이 

아닌 업과 개방을 통해 시 지를 낼 수 있는 무

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이  

구간에 등장한 신시장 규제에 이어 신흥시장 

략에 한 세부연구 역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새

로운 시장은 다른 나라에 맞게 진입할 수 있는 유

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것 역시 핵심

인 연구 역으로 등장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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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gnitive Map(1979~2000)

3.4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 역별 특성 

변화

본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인지지도 분석을 통

하여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 역에 한 

연구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인지지도는 구분 

기 에 따라 세부연구 역을 배열하고 연구 특성

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부 역의 연구 특성

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정

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Hu and Racherla, 2008; 

Law and Whittaker, 1992; Mutschke and Haase, 

2001). 인지지도의 구분을 해 x축을 각 세부연구

역 간 심성의 평균으로 y축을 각 세부연구

역별 도의 평균을 기 으로 각각의 사분면을 구

분한다. 세부연구 역의 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

른 세부연구 역과 함께 연구되고 있음을 나타낸

다. 도가 높다는 것은 세부연구 역 내 키워드들 

사이의 계 강도를 나타냄으로 세부연구 역 내 

결속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지지도의 1사분면

은 키워드의 심성과 도가 모두 높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 심연구’ 분야이고 2사분면은 연

구 역의 심성은 낮지만 도는 높아 ‘독립  연

구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3사분면은 세부연구

역의 심성과 도가 낮기 때문에 개별 이고 상

으로 독립 인 연구특성을 가지며 향후 성장

성이 존재하는 ‘차세  연구분야’이고 4사분면은 

심성은 높고 도는 낮아 확립된 연구라고 보기

는 어렵지만 상 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로 ‘차

세  핵심 연구 분야’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79년～2000년의 인지지도 분석은 <Figure 

6>과 같다. 총 12개의 세부연구 역  핵심연구

분야는 ‘Strategic learning’이며 상 인 유행분

야는 ‘E-commerce strategy’로 분석되었다. 한편 

나머지 10개의 세부연구 역은 심성이 모두 0으

로 분석되었으며 각각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 4사분

면을 제외한 곳에 치한 세부 역은 각 세부연구

역 내 존재하는 키워드끼리만 빈번하게 연구가 

되고 세부연구 역 간 교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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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gnitive Map(2001~2005)

<Figure 8> Cognitive Map(2006~2010)

둘째, 2001년～2005년의 인지지도 분석은 <Figure 

7>과 같다. 총 4개의 세부연구 역  핵심연구분야

는 ‘Disintermediation’, ‘E-commerce strategy’로 

나타났으며 E-commerce strategy은 심성이 제

일 높게 나와 세부연구 역간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Risk management’는 독립  연구

분야에 속하고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는 차세  연구분야로 나타났다. 

셋째, 2006년～2010년의 인지지도 분석은 <Figure 

8>과 같다. 총 6개의 세부연구 역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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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gnitive Map(2011~2015)

advantage strategy’은 이  구간(2001년～2005년)

에는 차세  연구 역이었으나 이 구간에는 핵심

연구 역으로 부상하 다. ‘Sustainability model 

innovation’은 유행 역인 4사분면에 치하고 있으

나 도의 기 치에 상당히 근 해 있으므로 추

후 핵심 연구 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2사분면에는 ‘New market regulations’, 

‘Open Source’, ‘Communication service’, ‘E-com-

merce strategy’가 치하는데 심성과 도의 

수치를 비교하 을 때 ‘New market regulations’, 

‘Open Source’은 세부연구 역 간 교류가 거의 없

는 독립  연구분야이며 ‘E-commerce strategy’, 

’Communication service’는 상 으로 세부연구

역 간 교류가 존재하는 독립  연구분야로 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2015년의 인지지도 분석

은 <Figure 9>와 같다. 총 5개의 세부연구 역 

 ‘Open collaboration’은 핵심 연구 역  

심성,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세부연구 역  

가장 확립된 연구임과 동시에 세부연구 역 간 다

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 할 수 있다. 

한 이  구간(2006년～2010년)에 유행연구 역

에 속했던 ‘Sustainability model innovation’ 역시 

핵심연구 역에 치하고 있다. ‘Emerging Mar-

ket Strategy’은 유행 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차세

 연구분야에는 ‘E-commerce strategy’, ‘Value 

delivery’의 세부연구 역이 치하고 있다.

4. 결  론

4.1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련 연구에서 추

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동

향  지식구조의 변화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Scopus Database의 Social Science 주제 

내에 속하는 36년(1979년～2015년)간의 비즈니스 

모델 련 연구를 모두 추출하고 이를 4개의 구간

(1979년～2000년,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으로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게재 수는 2000년을 

기 으로 증하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데, 2000년부터 인터넷 분야의 성장으로 닷컴 기

업이라 불리는 인터넷 기반이 다수 설립되었으나 



158 Jae Hong Ryu․Jinho Choi

명확한 비즈니스 략이 없이 시장에 진입하 고 

다수가 실패로 끝났다. 이에 학계에서는 2000년 이

후로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한 의미 정립과 실패원

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단

된다. 자의 공동집필 형태는 1979년～2000년 구

간에는 1.88명(최  3명)이었으며, 2011년～2015년 

구간에는 2.38명(최  16)으로 증가하 다. 이는 과거 

해당 분야의 문가 혹은 소수의 자로 연구가 필요

했으나 인터넷이 결합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 고 이를 분석하기 한 학문  다양성이 

필요해 공동 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단된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심 연구개념 변화 

악을 해 심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가장 강한 

연결 계와 다른 연구를 이어주는 개념을 알아보기 

해 연결 심성과 매개 심성을 기 으로 하 다. 

연결 심성을 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1년～

2005년 구간에 이  구간(1979년～2000년)에 존재

하지 않았던 키워드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하 다. 

한 2006년～2010년 구간에는 이  구간(2001년～ 

2005년)에서 순 가 78 (COMPETITION AD-

VANTAGE) 97 (CORPORATE STRATEGY)에 

치했던 키워드가 Top 20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구간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이 변

화하고 변화한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요한 구성이 변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

막 구간인 2011년～2015년 구간에는 사회  기업에 

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으로, 이  구간

(2006년～2011년)에서 349 에 치했던 “BASE 

OF THE PYRAMID”, 17 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Top 키워드로 

상승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매개 심성을 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 1979년～

2000년 구간 비 2001년～2005년에는 신규 키워

드가 많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

리와 경쟁 우 에 련한 키워드(KNOWLEDGE 

MANAGEMENT, COMPETITION ADVANTAGE)

가 상 로 등장하 다. 지식 리를 통해 자상거

래에서의 경쟁우 를 가질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연구 개념을 이어지는 핵심 개념이라고 

단해 볼 수 있다. 2006년～2010년에는 연결 심성

과 동일하게 이  구간(2001년～2005년)에서 하 를 

기록한 키워드가 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지만, 

“CLOUD COMPUTING”, “SUSTAINABILITY”

는 매개 심성에서만 상 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한 하나의 방법 는 데이터 

리를 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 이 비즈니

스 모델 략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구간인 2011년～2015년은 사회  기업에 한 키

워드가 상 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연결 심성과 

같지만, “SERVITIZATION”이라는 합성어가 신규

로 등장하 다. 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

로운 사업 모델이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해당 키

워드를 통해 신 인 성공을 거두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데 기여한 핵심 매개 연구 

개념으로 단할 수 있다. 

체 인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의 신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의 우 를 하고

자 하는 키워드들이 상 에 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상거래 련 키워드는 기 구간 증

가하 으나, 2005년 이후로는 단순한 상거래 외에 

신을 통한 경쟁우 나 조직원 내의 소통 기술을 

요시 하는 세부 키워드들이 심을 이루었으며, 

2015년에 와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 지속가능성

이 핵심 연구 개념이었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세부연구 역의 변

화를 악하기 해 모듈성 알고리즘을 통한 응집

그룹분석을 실시하 다. 세부연구 역의 분리 강도

를 측정하기 한 모듈성 분석결과, 1979년～2000

년 구간만이 모듈성 0.8로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처음 

구간(1979년～2000년)에는 빈번하게 연구되어온 

키워드끼리만 연구되었으며, 구간이 변하면서 다

양한 키워드 간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79년～2000년은 12개의 응집그룹(Resource re-

covery, Multimedia, Document supply,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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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 Advertising 

market, Economic recession, Book sales, Order 

production, Organizational support, E-commerce 

strategy, Sustainability model)으로 구분되었으

며, 그룹의 수가 다른 구간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2001년～2005년은 4개의 응집그룹(Risk manage-

ment,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E-com-

merce strategy, Disintermediation)으로 구분되

었으며, 이  구간(1979년～2000년)에 존재하지 않

았던 Risk management,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Disintermediation가 세부연구 역으로 구

축되었다. 2006년～2010년은 5개의 응집그룹(New 

market regulations, Communication service, Open 

Source, E-commerce strategy, Sustainability mo-

del innovation,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이

 구간(2001년～2005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New 

market regulations, Communication service, Open 

Source, Sustainability model innovation이 세부

연구 역으로 구축되었다. 2011년～2015년은 5개의 

응집그룹(E-commerce strategy, Emerging Mar-

ket Strategy, Value delivery, Sustainability mo-

del innovation, Open collaboration)으로 구성되

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이  구간

(2006년～2010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Emerging 

Market Strategy, Value delivery, Open collabo-

ration이 세부연구 역으로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1구간(1979년～2000년)에서 4구간

(2011년～2015년)으로 변화하는 동안 비즈니스 모

델 연구의 세부연구 역은 창기 높은 모듈성을 가

지고 연구 되는 키워드들끼리 역을 구축하고 있었

지만, 구간이 지나갈수록 모듈성은 낮아져 세부연구

역 내 키워드뿐 아니라 세부연구 역 간 키워드들 

역시 연결을 가진 채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연구 역별 특성 변화를 악

하기 해 인지지도 분석을 실시하 다. 1979년～ 

2000년 핵심연구분야는 ‘Strategic learning’이며 

상 인 유행분야는 ‘E-commerce strategy’로 분

석되었다. 한편 나머지 10개의 세부연구 역은 

심성이 모두 0으로 분석되었으며 각각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2005년 핵심연구분야는 ‘Disintermediation’, 

‘E-commerce strategy’로 나타났으며, 자상거

래 략은 심성이 제일 높게 나와 세부연구 역

간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

리’는 독립  연구분야에 속하고 있고 ‘경쟁우  

략’는 차세  연구분야로 나타났다. 2006년～2010년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는 이  구간

(2001년～2005년)에는 차세  연구 역이었으나, 

이 구간에는 핵심연구 역으로 부상하 다. ‘Sus-

tainability model innovation’은 유행 역인 4사

분면에 치하고 있다. 2011년～2015년  ‘ 업

과 개방’은 핵심 연구 역  도, 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세부연구 역  가장 확립된 연구임

과 동시에 세부연구 역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단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기에는 세부연구 역 내 존재하는 

키워드끼리만 빈번하게 연구가 되고 세부연구 역

간 교류는 ‘Strategic learning’와 ‘E-commerce 

strategy’를 제외하고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인터

넷이 본격 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반 되면서 E- 

commerce strategy는 2001년～2005년에 핵심연

구 역에 치하 으나, 구간이 지날수록 핵심 연구 

역 보다는 독립 이거나 차세  분야로 변경되었

다. 하지만 지속 으로 높은 심성으로 다른 키워

드와 유기 으로 연결되어 연구되는 역으로 악 

할 수 있다. 한 이  구간에 유행 역에 있던 세

부연구 역들은 상 으로 다음 구간에서 핵심 연

구 역으로 변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도출된 본 연구결과는 ‘ 계’에 근거하여 비즈니

스 모델 지식구조의 변화과정을 특정  등으로 

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SCOPUS 데이터베이

스에 존재하는 련 연구 체를 통해 악한 최

의 논문이라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단된다. 

한, 후속 연구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련 응용



160 류재홍․최진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 연

구정보를 체 인 에서 제시해주었다는 에

서 의미를 가진다.

4.2 연구한계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의 분석 데이터베이스 내 주제가 Social Sciences

에 국한된 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특히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져 신 인 모델을 탄생시

키기 때문에 체 주제를 기 으로 분석한다면 더

욱 정교하고 복합 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외곽 키워드를 제 하고 핵심 키워드를 

상으로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도를 10%

까지 증가시켜 분석을 진행하 다. 사회연결망분

석에서는 명확한 컷 오  포인트(Cut-off point)

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가 주 으로 컷 오 를 

진행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컷 오  시 객 으

로 제시할 수 있는 기 에 의거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합리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간은 총 36년의 데이터

를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연구 행태, 핵심 주제

어, 연구 역과 그 특성의 변화를 추 하여 비즈니

스 모델의 지식구조를 분석하 다. 하지만 36년의 

변화를 단지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결과를 해석

하는 것은 정 한 변화 과정을 추 하지 못한다. 최

종 으로 인지지도를 통해 연구의 특성을 도출함에 

있어 더욱 세분화된 구간으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그 

변화를 추 한다면 ‘어떤’ 사분면에 존재하던 연구

가 ‘어떤’ 사분면으로 이동하는지 추 해보고 추후 

핵심 연구 역 측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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