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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산업이 경제의 주축인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 지식의 공유와 확산 및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 경쟁력 향상뿐

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기술과 경영의 융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IS) 연구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오래된 지식을 과학적 지식네트워크

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지식의 진화가 일어난다. 특히, 인용과 공저, 키워드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학제적 접목을 통해 해당 연구분야의 관심 주제와 적용된 방법론, 연구동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이

끌어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방법론, 공동저자 등의 관계를 밝혀 해당 커뮤니티의 지식체계 구조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두 개 이상의 저널을 일부 기간으로 한정해서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IS 연구의 전 역사를 아우르면서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 연구분

야에서 관련 지식을 넓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MIS Quarterly (MISQ) 저널을 중심으로 창간호(1977년)부
터 최근(2022년 1분기)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으로부터 (1) 키워드를 추출하고, (2) 추출된 키워드를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 등으로 각각 구분한 후, (3)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IS 연구분야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변

화 양상을 연대기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MISQ에 게재된 IS 연구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IS 연구분야

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IS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MIS Quarterly, 정보시스템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대기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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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과 정보 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공유와 확산 및 체계

적인 관리는 국가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기업

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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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잡고 있다(오세희, 2012).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양의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보

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 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이형주 등, 2018; 조인동, 김남규, 2011).

과학적 지식네트워크 관점에서 학술적 발전은 

지식구조와 진화 사이에서 공유되는 오래된 지

식을 연구자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재

창출할 때 이뤄질 수 있다(Choi et al., 2011). 이

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주제

에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을 접목한 학제적 접근

을 시도함으로써, 학문 체계의 수립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간의 협업 및 연구성과 확대에 기여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학술 커뮤니티 내

에서의 주요 관심 주제어 등을 이용한 다양한 분

석을 통해 지식 체계의 구조와 연구동향을 파악

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김은정 등, 

2018). 특히, 네트워크 기반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은 해당 분야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출판물을 식별하거나 출판매체

의 유형, 관련된 학문 분야의 분포 등을 탐구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eyer et al., 

2009). 이렇듯 연구 키워드 간 네트워크 분석

(Keyword Network Analysis)은 해당 분야에서 관

심 주제의 변화 및 적용된 방법론, 연구동향 등

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양근우, 2017; 

Choi et al., 2011).

한편,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IS) 분

야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경

영(Management)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 개발과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IS 분

야에서도 지식관리로의 확장이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와 방

법론, 공동저자, 키워드 등의 관계를 밝혀 냄으

로써 지식체계의 구조와 연구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Córdoba et al., 2012). 하지

만,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기간을 한정해서 두 개 이상의 저널 간 특

징을 비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IS 

연구분야의 전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아우르면서 

연구동향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 분야에서의 영향력

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저널 MIS 

Quarterly(MISQ)를 중심으로 창간호(1977년)부

터 최근(2022년 1분기)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에

서 (1) 연구 키워드를 추출하고, (2) 추출된 키워

드를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 그룹으로 각각 구

분한 후,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

을 활용하여 IS 분야의 태동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구동향의 변화 양상을 연대기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MISQ에 게재된 IS 분야

의 연구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연구주제와 방

법론, 이론이 각각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면서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IS 연구분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나아가 IS 분야의 연구자

들에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

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MIS Quarterly

MISQ는 세계정보시스템학회(Associ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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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근 5년간 IS 분야 저널 영향력 평가지표(SCImago Lab, 2022)

Information Systems: AIS)에서 인증한 여덟 개의 

최고 수준 IS 학술지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 학자

와 실무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저널이다. MISQ는 IS 분야의 지식 발전을 주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Burton-Jones et al., 2017; 

Córdoba et al., 2012), IS 분야에서 학술지 영향력 

평가지표(Scientific Journal Rank: SJR) 또한 최상

위 저널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사물인터

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최첨단 기술의 발달

에 따라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와 기술의 융·

복합적 활용이 확산되면서, 학술 분야에서도 다양

한 학문의 실제적인 활용과 적용 가능한 IS에 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안정국 등, 2016). 더불

어 IS의 진화 연구분야에도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선택된 저널은 

세계 여러 지역을 대표하고 탐색적인 연구를 위

한 적절한 소스를 제공하는 상위 순위의 저널이

어야 한다(Mustafee,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7년 설립되어 경영정

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및 정보기술 연구를 다루는 IS 분야에서도 순수 

IS분야의 핵심 선도저널로 평가받고 있는(임세

헌, 2012; Clark et al., 2011), MISQ의 창간호

(1977년)부터 최근(2022년 1분기)까지 게재된 모

든 논문에서 연구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를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 그룹으로 구

분한 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IS 

연구의 발전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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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DA 토픽모델링의 조건부 확률 분포식(Blei, 2012)

<그림 3> LDA 모형의 기본 구조(박상언 등, 2022)

2.2. LDA 토픽모델링(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

토픽모델링은 문헌에 숨겨져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기 위해 각 토픽을 단어의 분포로 표현함

으로써 문헌의 구조를 예측하는 분석 모델이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하나이다(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은 다량의 문서에서 시간의 추

이에 따른 핵심 이슈의 변화를 찾아 의미 있는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김남규 등, 

2017). 토픽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과 잠

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이 있다(정민경 등, 2021).  LSA는 

DTM(Document-Term Matrix)이나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행렬의 

차원을 축소하여 근접된 단어를 토픽으로 묶어 

잠재된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박상언 등, 

2022; 정민경 등, 2021).

Blei et al. (2003)이 제시한 LDA 토픽모델링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알고리

즘으로(박상언 등, 2022) 문서를 구성하는 각 토

픽은 단어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토픽

이 무엇이고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드

러나 있지 않아 문서 안에 ‘내재된’ 토픽의 분포

와 각 토픽의 단어분포들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되는 확률 모형이다(박상언 등, 2022). 

Blei (2012)는 관찰데이터 을 이용하여 모수

(Parameter)인 을 추정한 조건부 확률 

분포식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LDA 모형의 기본 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각 문서에는 문서 전체의 말뭉치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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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네트워크 분석

안정국 등(2016) 1980-2015 논문제목, 저자, 초록, 키워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김동욱 등(2016) 2014-2016 온라인 리뷰 LDA 토픽모델링

윤승정, 김민용(2016) 2014-2016 키워드, 연구방법론, 분석도구
프로파일링 기법, 
동시출현빈도분석

김창식 등(2017) 2002-2016 초록 토픽모델링, 시계열 회귀분석

Jeyaraj and Zadeh(2020) 2003-2017 키워드 토픽모델링

이종형, 김유정(2020) 2000-2019
제목, 저자명, 발표연도, 

키워드, 초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시계열 회귀분석

이태원 등(2020) 2020 키워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윤상훈, 김근형(2021) 2011-2019 온라인 리뷰
빈발출현단어분석, 

토픽모델링

<표 1> 네트워크 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통하는 공통적인 토픽이 존재하는데 양의 비중

으로 다양하게 결합 되어있고 모두 더하면 1이 

된다는 연속 확률 분포 중 하나인 디리클레 분

포를 따르고 있다(박상언 등, 2022).

LDA 토픽모델링 방식은 예전의 키워드 중심

의 텍스트 분류 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어서

(김동욱 등, 2016),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인터넷 

리뷰나 신문기사, 논문, 특허 데이터 등을 분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동향 파악과 잠재적인 주

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혜인 등,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LDA 토픽모

델링을 활용하여 MISQ에 게재된 연구들의 키워

드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주제, 방법론 및 이론 

별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키워드 간의 단편적인 관계가 아닌 의사소통 

집단 내 개체 간의 상호 의존적인 연결 관계(Tie)

로부터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사회적인 연결 구조의 특성을 계량

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기법으로(조인동 등, 2012), 잘 설계되어 실

행된 네트워크 분석으로부터 구체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Börner et al., 2010). 키워드 네트워

크 분석은 키워드 간의 근접 출현 정보를 통해 

연관성을 파악하고, 핵심 키워드를 발견함으로써 

중요한 개념과 각 개념 간의 관계 강도를 시각적

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분석기법으로 개체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개체의 정체성이 분명해

진다는 관계론적 관점(Relational Perspective)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이주양, 

장필식, 2017; 정승환 등, 2014). 

양근우(2017)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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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 2 3 4 5 6 7 8 9

합계
1977-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2

논문 수 154 148 120 104 101 170 91 269 133 1,290

비율(%) 11.9 11.5 9.3 8.1 7.8 13.2 7.1 20.9 10.3 100

키워드수 720 629 594 540 594 1,137 1,648 1,793 860 8,515

비율(%) 8.5 7.4 7.0 6.3 7.0 13.4 19.4 21.1 10.1 100

<표 2> 분석 기간별 키워드의 분포

와 방법론, 연구동향, 공동 연구자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중 연구성과 등을 함축하여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키워드로 보았다. 대부분

의 연구자는 학술 포털 사이트에서 원하는 자료

를 검색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질의어와 키워드 간 연관관계를 네트

워크 형태로 제시하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문헌 

검색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았다(조인동 등, 

2012). <표 1>은 네트워크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

구를 연구기간과 수집정보 및 분석도구 별로 요

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IS 분야의 탑 저널인 MISQ 

논문 전체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LDA 토픽모델

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IS 분야

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식 체계의 구조와 

연구동향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파이썬 3.9.12 버전에서 라이브러리 

BeautifulSoup Selenium을 활용하여 MISQ에 게

재된 1977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모든 논문

으로부터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키워드가 없거

나 중복된 논문의 경우는   수집에서 제외하였으

며, 수집된 논문의 수는 총  1,290편, 전체 키워

드 수는 8,515개이다. Burton-Jones et al. (2017)의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2000-2020년 1분기)

과 오래된 지식(1977-1999년)에서 자연스럽게 축

적되고 진화된다는 제안에 따라 기준을 2000년

으로 하고 5개년 단위로 분리하여(유승태 등, 

2020) 총 9개 기간(<표 2> 참조)으로 구분하였다. 

최초기간 1은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 1977-1984

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마지막 기간 9는 짧

은 기간이지만 데이터 수가 분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2022년 1분기까지를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별 키워드의 분포는 <표 

2> 및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파이썬을 활

용하여 (1) 데이터 수집 및 (2)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으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UCINET 

6.0)과 토픽모델링(R 4.1.2)을 활용하여 (3) 데이

터 분석 및 (4) 종합 및 해석의 순서로 진행하여, 

MISQ에 게재된 모든 논문으로부터 도출된 키워

드를 통해 IS분야의 연구주제와 방법론 및 이론

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2. 데이터 처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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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석 기간별 논문 및 키워드 수

<그림 5> 연구 프로세스

나누어 수행하였다. 1단계는 키워드의 공백을 제

거하고, 유사한 단어를 통합하는 등 단어를 표준

화 하였다.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공백을 제거

하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었으며, 기호 삭제,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and’로 연결된 단어의 분

리, 약어의 본딧말화, 유사변수 및 유사개념을 

통합하였다. 보다 자세한 명사화 작업의 항목과 

노드 통일의 예시를 일부 정리하여 <표 3>에 나

타냈다.  2단계는 2000년을 기준으로 5개년 단위

로 기간별 키워드를 연구주제(이하 표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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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근거 기준 예시

명사화
기호 삭제 :, -, /, \, &, ;, (, )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and, in, of, vs.

노드 통일

준말의 본딧말화

DP → data processing

EDP → electronic data processing

DSS → decision support system

EMS →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IS → information system

CEO → chief executive officer

SQL → structured query language

TOE → technology organization environment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aaS → software as a service

IoT → internet of things

NLP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UTAUT →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유사변수 및 유사개념 
통합

electronicmail, electronicmailsystems → electronicmail

misplanning, misplan → misplanning

organizationstructure, organizationalstructure → organizationstructure

personalcomputer, personalcomputing → personalcomputer

personality, personalization → personalization

businessvalue, businessvalueit → businessvalue

disciplinary, discipline → discipline

qualitativemethods, qualitativeresearch → qualitativeresearch

researchmethodology, researchmethods →researchmethodology

textanalysis, textanalysissystems → textanalysis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informationsystemssecurity, informationsystemssecuritymanagement, 
informationsystemssecuritystandards →informationsystemssecurity

<표 3> 데이터 전처리 기준

주제로 표기함)와 방법론(이하 표에서 방법론으

로 표기함), 이론(이하 표에서 이론으로 표기함)

으로 구분하는 작업으로, 구분된 기간별 연구주

제와 방법론, 이론의 단어 수는 <표 4>와 같다.

3.3. 빈도분석  토픽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5개년 단

위로 도출된 키워드를 각 기간별로 연구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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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 2 3 4 5 6 7 8 9 합계

연구주제 577 487 486 434 440 870 1,334 1,479 724 6,831

비율(%) 8.4 7.1 7.1 6.4 6.4 12.7 19.5 21.7 10.6 100

방법론 73 70 40 58 73 89 152 144 71 770

비율(%) 9.5 9.1 5.2 7.5 9.5 11.6 19.7 18.7 9.2 100

이론 99 95 86 64 91 196 199 192 80 1,102

비율(%) 9.0 8.6 7.8 5.8 8.3 17.8 18.1 17.4 7.3 100

<표 4> 전처리 후 분석 기간별 키워드 분포

방법론, 이론으로 구분한 후, 해당 데이터를 통

계 프로그래밍 언어 R 4.1.2 버전을 사용하여 빈

도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

(Word Frequency Analysis)은 문서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추출하고 빈도수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다(김영우, 2021; 정민경 등, 2021). 

기간별 상위 15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기간별 관

심 연구주제의 변화와 빈도가 높게 사용된 방법

론과 이론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빈도분

석의 결과는 키워드의 빈도 순위에 따라 크기나 

색깔이 다르게 설정되는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

하여 시각화 하였다(최진혁 등, 2021). 

본 연구에서 LDA 기법을 활용한 토픽모델링 

분석법은 다음과 같다. R의 ‘lda’ 패키지를 활용

하여 LDA 모델을 생성하였고, ‘LDAvis’ 패키지

를 활용하여 LDA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하였으며, 

‘topicmodels’ 패키지를 활용하여 각 데이터의 토

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도 

지수(Perplexity)가 최소가 되는 토픽의 수를 최

적의 토픽 수로 설정하여 LDA 분석을 수행하였

다(박상언 등, 2022). 또한, 각 연도별 키워드의 

토픽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 간 의존성을 줄

이고 처리 속도를 개선한 깁스 추출(Gibbs 

Sampling) 방식의 일종인 붕괴 깁스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고(Griffiths and Steyvers, 2004), 반복 시

행 횟수를 1,000회로 설정하였다(정민경 등, 2021). 

3.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IS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

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1977

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MISQ 저널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UCINET 6.0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각 기간별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으로 구분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2-mode network(논문-키워드)를 1-mode 

network(키워드-키워드)로 변환하여 키워드 네트

워크를 생성하고, 링크 필터링 과정을 통해 동시 

등장 빈도가 낮은 관계를 제외하였다. 각 기간별 

키워드들 간 연결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밀도(Density), 평균 거리(Avg. Distance), 직경

(Diameter) 등의 지표를 추출하고 시각화를 통해 

각 노드의 위치 및 그룹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심성(Centralization)과 컴포넌트(Component) 

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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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

1

2

3

4

<표 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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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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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빈도분석 결과

각 기간별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에서 빈도 

분석을 시행하여 빈도 2 이상인 상위 10 개의 단

어를 추출하였다. 연구주제의 기간별 출현 빈도 

1 순위 단어는 ‘decision support system’ (19 회), 

‘decision support systems’ (14 회), ‘computer 

interface’ (13 회), ‘organizational strategies’ (10

회), ‘cognition’ (5 회), ‘out sourcing’ (15 회), 

‘virtual worlds’ (8 회), ‘social media’ (17 회), 

‘machine learning’ (10 회)이다. 방법론의 기간별 

출현 빈도 1 순위 단어는 ‘systems analysis’ (6

회), ‘research methods’ (7 회), ‘case study’ (3 회),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4 회), ‘is research 

methodology’ (5 회), ‘research methodology’ (6 회), 

‘case study’ (8 회), ‘case study’ (7 회), ‘analytical 

modeling’ (4 회)이고, 이론의 경우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4 회), ‘information systems’ 

(18 회),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6 회), 

‘technology acceptance model’ (5 회),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8회), ‘technology acceptance 

model’ (8회), ‘critical realism’ (9회), ‘social network’ 

(10 회), ‘information systems’ (6 회)이다.

빈도 분석의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화

해서 보여 주는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출현 

빈도가 2 이상인 단어를 시각화 하였고(김창식 

등, 2017),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워드 클라

우드에서는 빈도가 높은 단어의 경우, 다른 용어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고 워드 클라우

드의 중심에 위치시켜(김창식 등, 2017; 최진혁 

등, 2021) 개별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직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지만 키워드 간의 관련성은 확인

이 어렵다(김다솜 등, 2015). 

4.2. 토픽모델링 결과

 본 연구에서는 MISQ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깁스 추출방식을 채택한 토픽모델링을 사

용하여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으로 구분한 각 

기간별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고 분석을 진행

하였으나 방법론과 이론에서는 각 기간마다 전

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토픽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주제의 토픽만 확인하기

로 저자 간 의견을 일치하였다(박상언 등, 2022). 

연구주제에서의 각 기간 별 최적의 토픽 수는 기

간 3, 8, 9는 3개로, 나머지 기간은 4개로 확인되

었다(<표 6> 참조). 

기간 1의 토픽은 ‘MIS management’,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support 

system’, ‘management automation’으로, 기간 2의 

토픽은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computerization’, ‘information usage’, ‘management 

support system’으로 해석하였다. 대부분의 키워

드가 management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

간의 연구는 비교적 management에 국한되어 있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간 3의 토픽은 

‘computerize work environment’, ‘computer network’, 

‘computer development’으로, 기간 4의 토픽은 

‘information intelligence’, ‘IS’, ‘organization 

management’, ‘computerized information usage’으

로 설정하였다. computer와 관련된 토픽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보아, 1990년도에 computer가 대

중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computer 관

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 5에는 ‘computer technolog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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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순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1

토픽 MIS management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support systems

Management   

automation

1 MIS management systems design
decision support 

system
system

development

2 MIS MIS design database MIS planning

3 planning
organizational 
environment

online systems office automation

4 design project management user orientation strategic planning

5 lifecycle project team architectural features MIS development

6
applications 
development

control cost management

7 system planning governmental innovation centralization

8 data dictionary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ntrol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9 data management user satisfaction productivity office system

10 framework management user needs assessment decentralization

2

토픽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computerization
Information usage

Management   

support systems

1
group decision 
support system

computer usage planning
decision support 

system

2 systems development end user computing decentralization software maintenance

3 decision support management information centers implementation

4 IT MIS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expert system

5 strategic planning project management centralization
information 
requirements 
determination

6 system design database management
information 
requirements

office automation

7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personal computing executive support

8 design user satisfaction motivation
interorganizational 

systems

9 electronic meetings MIS pricing measurement

10 organization reliability measure resource allocation productivity

3

토픽
Computerize work 

environment
Computer network Computer development

1 systems development strategic management computer interface

2 expert system decision support system software development

3 electronic meeting systems IT end user computing

<표 6> 연구주제의 분석 기간별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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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oup decision support system organizational strategy software management

5 group support system creativity software training

6 executive support system legal aspects computing learning

7
information requirements 

determination
information management integration

8 decision suppor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9 management computing information architecture novice users

10 software management networking telecommunications

4

토픽
Information 

intelligence
IS

Organization 

management

Computerized 

information usage

1 intelligent agents measurement
organizational 

strategies
IT

2 strategy knowledge IS infrastructure
information 
acquisition

3 user attitudes transformation history information attributes

4 fast response relia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5
interpretivist 
perspective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job performance e-Commerce

6 user satisfaction training system development IS

7
decision support 

system
evaluation education electronic meetings

8 ethics trust validity
information 
economics

9
knowledge based 

system
document 

management
reengineering computer system

10 computer system implementation IT adoption trust

5

토픽 Computer technology IT Group coopera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1 innovation diffusion IT group support system
knowledge 

management

2 computer interface cognition adoption knowledge brokerage

3 IT management online use error correction software management

4 creativity software management groupware corporate strategy

5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upport
interorganizational 

system
interorganizational

system

6 perceived usefulness virtual teams
interorganizational

system
IT capability

7 IS use world wide web firm performance information

8 electronic markets acceptance appropriation system development

9 trust data warehousing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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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management

10 IT use adoption collaboration design

6

토픽
e-Commerce 

interface
Internet cooperation e-Commerce feature Sourcing

1 trust organizational identity
knowledge 

management
outsourcing

2 cognition institutionalization design science internet

3 website characteristics software development knowledge transfer opensource

4 e-Commerce power
supply chain 
management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5 culture
information 

characteristic
user interface intentions

6 technology adoption electronic markets IT investment network effects

7 user interface relevance review ethics

8 IT function virtual team IT morality

9 implementation standardization diversification relevance

10 IT use governance coordination
manufacturing 
management

7

토픽 IT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
Group environment IS feature

1 innovation compliance e-Commerce information security

2 performance environment belief webpage visual

3
software development 

performance
innovation action performance

4 virtual team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 outcome

5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sustainability
information 
requirements

6 technology adoption team diversity governance
information 
capabilities

7 experience goods product reviews team autonomy IS strategy

8
information 
economics

business value leadership IS strategic alignment

9 diagnostic city emergent capabilities synergy IS continuance

10 IT enabled resources strategic IS planning integration effort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8

토픽 Technology innovation IT business Risk management

1 technology use business value IT information   security

2 post adoption social media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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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vice innovation IT capabilities empowerment

4 IT value online communities fear appeals

5 ICT policy IT investments feedback

6 institutions IT market stability

7 IT online trading insider threats

8 regulative legitimacy service system innovation risk quantification

9 sanctions mobile platform dark side IS

10 platforms digital infrastructure threats

9

토픽 Digital technology Ontology AI

1 design science complexity machine learning

2 digital transformation recommender system AI

3 digital innovation IT deep learning

4 effective use IoT IT innovation

5 IT based sel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techno stress

6 electronic commerce ontology platform economy

7 digital technology ontological reversal prediction

8 recommendations systems design effective use

9 IT digital platforms
two-sided recommender 

system

10 IT governance opensource software platform evolution

‘group coopera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토픽이, 기간 6에는 ‘ecommerce interface’, ‘internet 

cooperation’, ‘ecommerce feature’, ‘sourcing’  토

픽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computer 관련 연

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internet과 IT가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새롭게 등장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간 7은 

‘IT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 ‘group 

environment’, ‘IS feature’ 토픽이 확인되었는데, 

2010년도 연구는 IT 뿐 아니라 IS, business 환경

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간 8과 

기간 9의 토픽으로는 각각 ‘technology innovation’, 

‘IT business’, ‘risk management’와 ‘digital technology’, 

‘ontology’, ‘AI’로 도출되었는데, 2010년도 후반

기부터는 IT 산업과 함께 등장한 기술의 세부적

인 키워드가 등장함을 볼 수 있었고, 관련 연구

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간 별 연구주

제에서 도출 된 토픽은 <표 6>과 같다.

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각 연도별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에 대한 각

각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표는 <표 7>에 나타

냈고, 시각화 자료는 <표 8>에 표시하였다. 연구

주제 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중 기간 7의 네트

워크 밀도가 가장 높고, 평균 거리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중심성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6> 참조). 이는 연구주제 간의 확산 정도

가 높고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 집중화 성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기간 9에는 컴포넌트수가 가장 높

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연구주제가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키

워드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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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범주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

1

노드 수 394 49 58

링크 수 2,504 50 74

밀도 0.016 0.021 0.022

평균거리 4.271 1.755 2.027

직경 9 4 4

중심성 0.096 0.086 0.122

컴포넌트 25 31 29

2

노드 수 297 45 46

링크 수 1,442 44 60

밀도 0.016 0.022 0.029

평균거리 4.654 1.935 2.125

직경 11 4 5

중심성 0.085 0.167 0.086

컴포넌트 19 29 24

3

노드 수 335 29 59

링크 수 1,804 16 78

밀도 0.016 0.020 0.023

평균거리 4.199 1.200 1.500

직경 8 2 3

중심성 0.098 0.094 0.083

컴포넌트 18 22 30

4

노드 수 308 42 43

링크 수 1,724 46 38

밀도 0.018 0.027 0.021

평균거리 4.239 1.617 1.467

직경 10 3 3

중심성 0.080 0.151 0.053

컴포넌트 22 25 27

5

노드 수 336 49 64

링크 수 1,808 66 104

밀도 0.016 0.028 0.026

평균거리 5.575 2.349 1.847

직경 14 5 4

<표 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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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범주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

중심성 0.059 0.058 0.121

컴포넌트 19 27 33

6

노드 수 592 61 136

링크 수 4,138 116 230

밀도 0.012 0.032 0.013

평균거리 4.005 1.705 1.931

직경 9 3 5

중심성 0.083 0.174 0.070

컴포넌트 19 33 61

7

노드 수 1,042 93 143

링크 수 29,682 102 164

밀도 0.027 0.012 0.008

평균거리 2.870 2.633 2.357

직경 6 6 5

중심성 0.143 0.054 0.056

컴포넌트 44 54 79

8

노드 수 1,157 103 136

링크 수 7,972 128 182

밀도 0.006 0.012 0.010

평균거리 5.143 1.576 2.046

직경 12 4 4

중심성 0.059 0.048 0.043

컴포넌트 44 62 66

9

노드 수 641 49 61

링크 수 3,972 44 76

밀도 0.010 0.019 0.021

평균거리 4.487 1.259 2.535

직경 12 3 6

중심성 0.072 0.046 0.082

컴포넌트 57 31 35

가 올라갈수록 밀도, 평균 거리, 직경 등 응집력

에 대한 지표가 낮아지고, 컴포넌트 수가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연구주제 분야가 중

앙 집중적 성격에서 점차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법론 분야의 네트워

크 중 기간 2의 밀도와 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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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

1

2

3

4

5

<표 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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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

6

7

8

9

Note. 큰 사이즈의 시각화 결과는 제1 자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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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결과 확대(기간 7)

기간 8의 평균 거리와 직경이 가장 짧았고, 기간 

5의 컴포넌트 수가 가장 많았다. 방법론 분야의 

네트워크에서는 연도가 올라갈수록 네트워크의 

응집력은 낮아지고, 컴포넌트 수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다시 응집력이 높아지면서 컴포

넌트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론 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중 기간 2의 밀도가 가장 높았

으며, 기간 4의 평균 거리와 직경이 가장 짧았다. 

기간 1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며, 기간 7의 컴

포넌트 수가 가장 많았다. 이론 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역시 연도가 올라갈수록 네트워크의 

응집력은 낮아지고, 컴포넌트 수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다시 응집력이 높아지면서 컴포

넌트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5. 결론

5.1. 연구요약

본 연구는 빈도분석, 토픽모델링,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IS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

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ISQ 저널에 

게재된 1977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46년간의 

논문 1,290편에서 키워드를 수집하여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연구

주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토픽모델

링,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고, 방법론

과 이론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0년을 기

준으로 5년 단위로 분석 기간을 나누어 각 시기

별 중요성을 가지는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을 

파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동향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기간별 연구주제의 빈도분석 결과 기간 1부터 

기간 2까지는 출현 빈도 1순위 단어가 ‘decision 

support system’이었지만, 기간 3부터는 컴퓨터와 

관련된 단어의 빈도가 많이 올라 갔으며, 기간 8

에서는 ‘social media’가 출현 빈도 1순위 단어로 

등장 하였다. 또한, 기간 9에서는 ‘machine 

learning’과 ‘AI’가 등장하는 등 IS 분야의 연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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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와 달리 많이 다양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간별 연구주제의 변화는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기간 1과 기간 2에

서는 전통적인 IS 주제가 연구주제의 토픽이었

다면 기간 3부터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와 관련

된 토픽이 등장하였으며,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

넷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던 기간 5에는 IT가 주

요 토픽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전자상거래의 발

달에 따라 기간 6부터 기간 8까지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와 IT 환경에 관련된 토픽이 다수 확인되

었으며, 기간 9에는 AI가 IS분야의 토픽으로 등

장하였다. 기간별 연구주제에 대한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 1부터 기간 7

까지는 연구주제들 간의 중앙 집중화 성향을 보

였지만, 기간 9 이후에는 컴포넌트 수가 증가하

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 분야의 빈도분석 결과 ‘case study’는 

전체 기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론이며, 기

간 9에는 ‘analytical modeling’의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연구 방법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론 분야의 경우 기간 1

부터 기간 3까지는 ‘information systems’의 빈도

가 높았고, 1989년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 등장한 이후, 기간 4와 기간 6에서도 

꾸준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후로는 

‘critical realism’, ‘social network’등 다양한 이론

이 IS 분야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방법론과 이론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간 1부터 기간 5 까지는 동일한 흐름

을 보이다가 기간 6부터 노드 간의 응집력이 낮

아지고 컴포넌트 수가 증가하여 다양한 방법론

과 이론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시사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여러 저널을 비교하거나 특정 기

간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던 선행연구와 

달리, MISQ 단일 저널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키

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IS 분야 탑저널

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

는 논문의 키워드를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론으

로 구분하여 MISQ의 연구 정체성과 경쟁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셋째, 5개년 단위의 구간별 토픽을 각각 도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IS 분야 토픽의 변화 

양상을 다양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무적 시사점

은 학술 커뮤니티 관계자와 연구자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학술 커뮤니티 관

계자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지식을 밝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MISQ에 게재된 연구의 동향과 방향성을 명확하

게 실증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화하는 IS 분야에

서 해당 학술 커뮤니티가 핵심 저널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둘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연구의 결

과를 활용한다면, 도출된 연구주제와 방법론, 이

론 등 학제 간의 융합이나 확장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확대 적용을 위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후속 연구자의 

입장에서 선행 연구자들의 미진한 연구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치열한 연구 환경에서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기회를 잡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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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MISQ 저널에 

게재된 창간호부터 전 기간의 키워드를 수집하

여 IS 연구분야의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의 동향

을 살펴보긴 하였지만, MISQ 저널이 IS 연구분

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어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MISQ 

이외에 AIS에 등재된 나머지 일곱 개 학술지와

의 지식구조의 차이와 진화 양상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IS 저널(예: 지능정

보연구 등)에도 본 연구를 적용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IS 저널의 양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지

만,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주관이 일부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더 명확한 근

거를 기반으로 엄격한 전처리 과정 수행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논문의 키워드만을 가지고 분석하였

기 때문에, IS 연구분야의 연구주제, 방법론, 이

론 등의 동향을 완벽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

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논문의 키워드 

뿐만 아니라 초록이나 전문을 수집, 분석함으로

써,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IS 연

구분야의 연대기적인 변화양상을 다양한 방법론

을 활용하여 제시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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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f MIS Quarterly Research 

Trends: Applying Topic Modeling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1)

Eunkyung Kang*ㆍYeonsik Jung**ㆍSeonuk Yang*ㆍJiyoon Kwon*ㆍSung-Byung Yang***

In a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dustries are the main pillars of 

the economy, knowledge sharing and diffusion and its systematic management are recognized as essential 

strategies for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ystems (IS) research, where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takes 

place in various ways, the evolution of knowledge occurs only when researchers cooperate in turning old 

knowledge into new knowled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cientific knowledge network.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derive new insights by identifying topics of interest in the relevant research field, applied 

methodologies, and research trends through network-based interdisciplinary graftings such as citations, 

co-authorships, and keywords. In previous studie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knowledge system and the research trends of the relevant community by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topics, methodologies, and co-authors. However, most studies have compared 

two or more journals and been limited to a certain period; henc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looked 

at research trends covering the entire history of IS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for all the papers (from its first issue in 1977 to the first quarter of 2022) published in 

the MIS Quarterly (MISQ) Journal,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revealing knowledge in the IS research 

field: (1) After extracting keywords, (2) classifying the extracted keywords into research topics, 

methodologies, and theories, and (3) using topic modeling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the changes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of the IS research in a chronological manner.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by examining the changes in IS research published in MISQ,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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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patterns of IS research can be revealed, and a new research direction can be presented to IS 

researchers, nurturing the sustainability of future research.

Key Words : MIS Quarterly, IS Research Trend, Topic Modeling, Keyword Network Analysis, Chronolog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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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 개

강은경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후 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O2O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식경영, IT 경영, 비대면 마케팅, 공유 
경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인과추론 등이다.

정연식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롯데정보통신 책임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연결망 분석, 텍스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지식경영 등이다.

양선욱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유튜브 중간광고 설
정이 영상이탈의도와 프리미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주요관심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행동 등이다.

권지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시청자의 지속시청의도 및 유료후원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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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리뷰, 고객관계관리, 지식경영, 온라인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스마트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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