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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방 공기업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1989년에서 2019년을 중심으로-

이동기(전북연구원)*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복리 및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이 전무 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의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해 1989년부터 2019년까지 8개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178개 게재 논문을 선
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경향 분석은 연구주제,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등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연구주제어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
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경영관리, 경영평가, 경영혁신, 경영효율, 사회적 가치 등이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는 연구영역의 다양화 및 학제 간 융합 연
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경향 연구가 다른 관점에서 다
양하게 이루어져 지방공기업의 연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방공기업, 연구경향, 지방정부, 네트워크 분석, R 프로그램]
Ⅰ. 서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직접 설
치하여 경영하는 기관이다(지방공기업법 제1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공공성과 수익성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한 유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인적 및 예산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한 직영공
기업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설립이 가능하
였다. 그 이후 최초 지방공사인 서울 지하철공사가 1981년에 설립되었고, 지방공단의 경우 서울
시설관리공단이 최초로 설립되었다(한인섭 외, 2012 : 416). IMF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의 지방공기업 전환 정책으로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에 지방공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지방공기업은 405개로 이 중 지방직영기
업 254개(상수도 122, 하수도 102, 공영개발 29, 자동차운송 1), 지방공사․공단 151개(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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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6, 도시개발공사 16, 기타공사 43, 지방공단 86) 등이 설립되었다(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이
같은 지방공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수익성 및 공공성 등과 함
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연구자의 관심을 촉발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술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
구를 학술지를 통해 등장한 것은 ‘독일의 지방공기업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곽태열, 1991)
등을 비롯하여 점차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학술지 게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정책보고서 형태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
표에 관한 연구’(오희환․김기풍, 1989)가 발간된 바 있었다. 지방공기업의 연구는 1989년에 보
고서 형태로 등장하다가 학회지를 통한 논문의 경우 1990년대초 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
하였고, 다양한 분야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
서 연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
자치단체의 필요 목적에 의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설립하고
있어 행정의 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연구가
거의 29년이 지나고 있을 정도로 지방공기업의 연구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분야에 연구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어 가고 있는
지 또는 어느 정도나 자리를 잡고 학문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
마도 이러한 과정이나 경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학문적 토착화
가 외국의 이론적 논의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방공기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 등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운영 현황 및 여건, 운
영 사례 등의 기초적인 학문적 관심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공공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함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설립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확대
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의 흐
름, 연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조화하여 분석한 연구경향의 선행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내용 및 특성 등을 구조화
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학문의 성장 및 지식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하여 왔고(임승
희․이현정, 2012:164), 기초적인 연구 및 심화 된 연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
구경향의 특징 연구는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진 학회 등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게재논문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학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 한 학회지의
학문적 성찰 및 경향 등을 분석하여 특징 및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고 향후 연구방향 등에서
전망하는 것이 학문적 성장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 연
구 경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 한 상황에서 이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의 구조화를 하고, 향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방 공기업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359

지속적인 연구 경향 분석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키워드를 통해 8개학회를 선정하여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경향 분석 방법은 다양하지만(권경득 외, 2018: 28), 동태적 분석을 위해
전통적 방법인 연구내용 등의 특성 분석과 연구 주제어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
크 분석을 하였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 경향성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은 학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맥락을 같이한 학회의 역사
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적인 연구기반을 축적하고 다양한 이론과 실험 등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학회이고, 학회에서 발행한 학회보 및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등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왔다(김철회, 2018). 연구 분야의 다양한 정책현상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화
및 논리화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생태계를 조성하여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경향을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은 관련 학회 및 학회보를 선정하고 게재된 논문 중에서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내용 특성 등을 포함한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경향 연구는 선행
연구의 동향 및 내용, 한계점을 파악하는 것으로(이재희 외, 2018: 186), 특정분야의 학문적 영역
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의 시간적, 시계열적으로 연구동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선
행연구들의 내용, 방법, 주제 등의 세부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학문 분야에서 연구경향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분야의 연구 추진 현황, 변화 및 특성의
체계적 분석(이대영·이상희, 2009; 이동호, 2018; 김철회, 2018; 권경득 외, 2018)을 통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분야의 시대적 요구 대응 정도(김철회, 2018) 및 이해관계자의 이슈
대응 방향(이문재·윤기찬, 2018), 정책변화 경향(윤병훈·성용은, 2017) 등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문, 이론과 실제 현상 적용과의 연구 차이(최재성
외, 2016), 학문의 발전수준(최호택·정석환, 2011)을 인지하고 연구수요 변화 예측(하혜수․최영
출, 2013) 및 연구방향을 전망(권경득 외, 2018)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
구 주제에 대한 증가 정도와 미흡하거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 주제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서(이재희 외, 2018; 이동호, 2018) 기초연구로서 유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연구경향
분석은 지식의 상위수준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지식의 세분화, 통합화, 융합화 과정을 통해 지식
의 자산화를 가능하게 하여 향후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한다(임승희·이현
정, 2012: 164). 따라서 학회 및 연구자 등에 의해서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연구경향 관련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 및 특성, 그리고 향후 연구의 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연구경향 관련 선행연구의 특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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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 경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특정 학회의 논문집이나 학회보 등을 대상
으로 분석이 이루어 졌다. 학문의 성장을 같이한 학회지의 게재논문에 대한 특정의 연구특성이
나 연구주제 등을 다루는 연구 경향 논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이동호, 2018: 65), 학문의 발전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주상현, 2002). 학술지는 학자들간의 대화 촉진
창구(최정묵, 2016: 301) 및 학술정보 교환의 역할을 하고, 지식과 정보의 교환장소, 사회의 흐름
및 처방을 제시하는 이론 구축의 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우양호․홍미영, 2004: 5). 대
부분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경향 및 방향 등을 가늠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지방자치학회보(권경득 외, 2018; 김철회, 2018; 전영옥․서선애,
2018), 한국행정학보(오철호, 2016; 김정숙 외), 한국지방정부학회(우양호․홍미영, 2004), 한국
도서학회(이동호, 2018), 서울행정학회(하혜수․최영출, 2013; 문광민, 2013; 윤영진, 2013), 치안
정책연구소(윤병훈․성용은, 2017), 한국경찰학회보(정병수․김양현, 2014) 등 다양한 학회 등에
서 이루어졌다.
둘째, 연구경향 분석의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연구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가 대부분 설정되
어 있다는 점이다. 학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은 시대적인 상황 및 변화 등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처방 역할을 수행하고 학문적인 이론 정립을 하여 왔다. 따라서 연구 경향 분석은 시
대별 변화 분석을 통해 학문적 발전 정도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 이슈를 확인하고 연구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최호택․정석환, 2011; 하혜수․최영출, 2013; 이문재․윤기찬, 2018; 권
경득 외, 2018). 연구 경향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30년(임승희․이현정, 2012; 문광민, 2013;
하혜수․최영출, 2013; 권경득 외, 2018; 김철회, 2018; 김정숙 외, 2020), 31～50년(류상일․현택
수, 2013; 오철호, 2016). 10년 이하～19년(우양호․홍미영, 2004; 최호택․정석환, 2011; 정병
수․김양현, 2014; 윤진아 외, 2016; 윤병훈․성용은, 2017 이재희 외, 2018) 등이 설정되어 연구
가 이루어졌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연구 대상을 설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경향 분석에 있어
포괄적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밀도 있
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 연구 대상의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심에 영향을 받
아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다차원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등을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함축적인 의
미를 도출하였다. 효과적인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연구 분야에 집중하여만(임
승희․이현정, 2012: 166), 그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방향 및 지식을 이해할 수 있고 향후 연구
방향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들은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사회적 기업 분야(이재희 외, 2018), 지방조직 및 인사 분
야(권경득 외, 2018), 정책연구분야(정준금, 2013; 오철호, 2016), 지방의회 분야(김정숙 외, 2020),
지방행정의 외국사례(전영옥․서선애, 2018), 재무 및 지방재정 분야(문광민, 2013; 김철회,
2018),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최호택․정석환, 2011; 하혜수․최영출, 2013), 건강도시사업
분야(이문재․윤기찬, 2018) 등이 있다.
넷째, 연구 경향 분석의 선행연구 등은 연구영역의 분류를 통해 연구 분석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경향분석의 연구영역 분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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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분류방식을 따를 수 있으나, 연구 경향분석을 위한 정형화된 틀이 없는 만큼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연구자의 관심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결과의 기여도(윤영진, 2013 : 13)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우양호․홍미영(2004)의 경우도 연구분류나 분석틀에 있어 대부분 연구자의 주관적인 경우
가 많고,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경험적 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연구 경향 분석의 연구영역의 분류는 학회의 성격 및 역사, 연구자의 관심 정도에 따
른 주관적인 기준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권경득 외(2018)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
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총 11개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조직분야는 조직구
조, 직무행태․조직성과, 조직관리․리더십, 조직문화 및 조직시민행동, 조직이론 및 발전 등 5
개 분야로 분류하였고, 인사분야는 인사행정 체계 및 제도, 공무원 인력 기획 및 임용, 역량개발
및 인력관리, 규범 및 윤리, 신분보장 및 공무원 단체 활동 등 6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오철호(2016)는 1967년부터 2015년까지「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정책연구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정책연구의 분야별 분류를 재정 및 경제, 교육 및 문화, 국방 및 치안, 사
회․복지․노동, 외교 및 통일, 교통 및 통신, 국토개발 및 환경, 과학기술,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윤영진(2013)은 19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한 분류로 정책, 지방행정, 인사, 조직, 재무, 환경, 복지 등 16개 연구 분야
로 구분하였다. 김철회(2018)는 1989년부터 2017년까지「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재
정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지방세출, 정부간 재정조정, 재정관리, 재정분권, 지방채,
기타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류상일․현택수(2013)은 1978년부터 2012년까지「한
국행정학보」와「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복지조직, 사회보험,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9개 분야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 경향 분석에 있어 연구 분석 단위는 연구 분석의 방향 및 특성을 가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연구 분석 단위는 연구경향의 현상을 진단하고 특징을 분석하
는데 있어 필수적인 분석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연구 분석 단위
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 연구경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분석 단위는 일정한 분석틀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기
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선행연구의 분석 단위를 검토
하였다.
권경득 외(2018)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단위로
논문수,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초점,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의 수 및 지역분포, 연주주제
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오철호(2016)는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 분석
을 위해 연구목적, 연구대상 분야, 연구자의 특성, 연구방법, 연구범위 등을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김정숙 외(2020)는「한국행정학보」, 「한국정치학회보」 등에 개재된 지방의회 논문의 경향
분석을 위해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구중점, 핵심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양호․홍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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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은「지방정부연구」를 대상으로 기본사항(발행부수, 게재 논문수,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비지원), 연구영역(연구목적, 이론영역), 연구방법(연구방법, 양적연구의 통계기법, 질적 연
구의 분석기법) 등으로 대별하여 각 분류별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 연구 경향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방
법을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경향 분석의 연구방법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
법, 서술적 접근방법과 통계적 접근방법, 규범적․경험적․처방적 연구로 분류하기도 하고(윤
영진, 2013: 13), 실제적․문제 해결 지향적 방법과 이론적․이론 지향적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권경득 외, 2018: 32). 윤영진(2013)은 연구경향 분석을 하는데 있어 양적 방법과 질적 방
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준금(2013)의 경우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
행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적 방법은 통계자료, 설문조사, 계량경제학 방법 등을 활용
하는 것으로 의미하고, 질적 분석방법은 문헌분석, 사례연구, 비교연구, 면담조사, 역사적 연
구, 법․제도적 연구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윤영진, 2013: 21). 반면에 문광민(2013)은 선행연
구를 토대로 사례연구, 내용 분석 등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만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
다.
반면에 연구 경향 분석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예컨대, 하혜수․최영출, 2013; 최호택․정석환, 2011; 류상일․현택수, 2013; 전영
옥․서선애, 2018; 권경득 외, 2018; 김정숙 외, 2020). 연구 경향 분석에 있어 연구 주제어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법만을 활용하여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을 분석하는 연구자
들도 있다(예컨대, 임승희․이현정, 2012; 윤병훈․성용은, 2017; 이재희 외, 2018; 이문재․윤기
찬, 2018).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지방공기업의 법률 제정이 1969년에 이루어지면서 지방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1980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 및 공단 설립이 가
능함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동향에 따라 지방공기업 연구가 간헐적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지속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학
회에서도 학술지를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학회지에서 지방공
기업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방공기업을 본격 연구하는「지방공기업학회」설립이 2003년에 이
루어지기도 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연구가 거의 29년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지방공기업의 학문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 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 성과를
시간적 흐름 속에서 연구의 구조 및 특성 등의 지식구조를 파악함으로 연구 경향을 파악할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경향 연구로서의 차
별성을 갖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연구 경향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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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분석대상 연구의 범위
본 연구를 위해서 지방공기업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8개 학회를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 논문 등을 분류하였다. 선정한 학회지는「한국행정학보」,「한국정책학
회보」,「한국사회와 행정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지방정부연구」,「한국자치행정학
보」,「지방공기업학회보」,「한국조직학회보」등이다. 학회지 선정 기준은 학회지가 발행된 20
년에서 30년 이상된 학회지이거나 관련 분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키워드 검색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학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다. 지방공기업 관련 분석 대상의 논문을 선별하
는 방법은 오철호(2016)의 연구자가 수행하였던 방식을 준용하였다. 첫째로, 논문의 제목 키워드
에 “지방공기업”이라고 입력하고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로, 논문의 요약문
및 본문내용을 살펴보고 지방공기업의 논문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재 논문을 선정하였다. 셋째
로, 학회보 게재 논문 중 논단, 특정 이슈, 서평, 기획논문 등은 학술 논문의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오철호, 2016: 96).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이 이루
어지면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19년까지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
하였다. 지방공기업법은 1969년에 지방 직영기업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되었고, 1980년에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립이
이루어지고 지방공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연구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 대상 학회지의 지방공기업 관련 연구논문 수는 178편으로 나타났
다. 지방공기업학회보가 가장 많은 97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행정학보가 28편, 한국
정책학회보가 15편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 학회지의 지방공기업 연구논문 수

한국정책 지방공기업 한국지방자치 한국자치
지방정부 한국사회와 한국조직
구분 한국행정
학보 학회보
학회보
학회보 행정학회
연구 행정연구 학회보
보
분석 대상
28
15
97
9
13
11
4
1
논문 수
(178)

연도별 대상 연구논문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부터 지방공기업 연구가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05년에서 2009년에 급증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이 기존 연도보다 갑자기 증가한
시기는 1990년말부터 2000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설립이 이루
어져(한인섭 외, 2012), 규모 및 인력, 예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 관심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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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연구 관심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
한 전문적인 정책 정보 제공 및 사회적 관심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정책 대응 연구 등에 관한 관
심이 급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연구가 시작한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점차로 영향을 준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표 2> 연도별 연구대상 논문 수
구분
분석 대상
논문 수
(178)

1989～
1994년
1

1995～
1999년
3

2000～
2004년
15

2005～
2009년
52

2010～
2014년
47

2015～
2019년
60

<그림 1> 연구대상 논문의 연도별 추이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연구영역의 분류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윤영진(2013)과 우양호․홍미영(2004)이 지적하고 있듯이, 연구영역의
분류 기준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연구자의 연구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
영역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학문의 연구 경향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기업 연구영역의 분류는 선행 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분류하여 보면, 경영평가, 경영
효율, 경영혁신과 경영성과, 경영관리, 성과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 사회적 가치, 조직문화 및
직무만족 등으로 9개 분야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연구경향
분석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과 네트워크 방법 등을 활용
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방법은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
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단위 간 또는 핵심 주제어간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방법
인 네트워크 분석에 주목하였다(임승희·이현정, 2012: 167). 네트워크 분석은 전통적인 방법이
단절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관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경향 특성 및 상호관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최정묵, 2016:302).
이로 인해 최근에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네트워크 분석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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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려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혜수․최영출(2013)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연구 경향 분석하는데 활용한 방법은 전
통적인 방법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연구주제, 연구영역, 연
구중점에 대한 주관적인 분류기준에 의한 방법이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주제어의 연계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 하였다(하혜수․최영출, 2013: 128). 전통적 분석방법은 제목,
주제어 등을 분석하는 탐색적 분석방법과 맥을 같이한다(최호택․정석환, 2011). 최호택․정석
환(2011)의 경우도 연구주제 및 연구 방향 등의 분석을 위해 탐색적 방법과 네트워크 방법을 활
용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경향 분석을 하는데 전통적 방법과 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예컨대, 류상일․현택수, 2013; 전영옥․서선애, 2018; 권경득 외,
2018; 김정숙 외, 2020). 김정숙 외(2020)은 연구경향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방법과 네트워크 분
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특성 및 연구내용 등 분석하였다. 전영옥․서선애(2018)의 연구자들의
경우도 연구경향 및 학문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영역, 연구중점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과 연구 주제들간의 관계성을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류상일․현택수(2013)도 복지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게재 시기, 연구목적, 연구 분야, 연
구방법 등의 전통적 분석방법과 핵심키워드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여 분석하였다. 권경득 외(2018)도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탐
색적인 방법과 연구주제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중인 하나인 전통적인 방법은 연구주제, 연구영역, 연구
방법, 연구초점, 연구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방법은 엑셀프로그램
과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각 노드(node)간의 연결정도는 중심
성(centrality)으로 파악하며(김정숙 외, 2020: 177), 이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주요 중심성
지표인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근접중심성은 노드간의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최단 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중심성을 나타낸다(김정숙 외, 2020: 177).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기반으로 하지만 확장한 개념으로 행위자와 연결된 행위자의 연결
중심성으로 가중치를 둔 것으로 연결중심성보다 영향력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정묵,
2016; 305).
Ⅳ. 분석결과

1. 연구영역 등의 연구경향 분석
지방공기업의 연구영역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분석대상이 된 총 논문 178편 중 경영혁
신 및 경영성과가 42편(23.6%), 경영관리 34편(19.1%), 경영평가 29편(16.3%), 경영효율 27편
(15.2%), 사회적 가치 12편(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지방공기업 연구영역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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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경영혁신 및 경영성과 연구영역에서 2005～2009년에 1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5～2019년에도 10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2000년대 이후 연구의 관심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영관리의 연구경향은 2000년대부터 6편에서 9편 정도로 꾸준히 연구의
관심이 이루어져 학회지에 게재가 이루어졌다.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 관심은 2005～2009년에 급
증하였고 그 이후에 7～8편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연구경향은 2009년까
지 연구가 전무 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0년대에 조금씩 연구가 등장하였고 201
5～2019년에 9편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시대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
치의 중요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객관리
및 조직문화, 직무만족과 관련된 각각 6편(3.4%), 7편(3.9%)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나 지방공기업의 고객관리 연구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 구성원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형성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도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2015～2019
년에 가장 많은 60편(33.7%)이 연구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2005～2009년에 52편(29.2%), 201
0～2014년에 47편(26.4%), 2000～2004년 15편(8.4%)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경영평가
경영효율
경영혁신
경영성과
경영관리
성과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
사회적가
치
조직문화/
직무만족
합계(%)

1989～ 1995～
1994 1999

<표 3> 연도별 연구영역의 연구경향
2000～ 2005～ 2010～ 2015～ 합계(%)
2004 2009 2014 2019
1 10 7 8 29(16.3)
0 4 10 13 27(15.2)
6 18 8 10 42(23.6)
6 9 9 9 34(19.1)
0 5 4 1 10(5.6)
2 3 3 3 11(6.2)
0 0 2 4 6(3.4)
0 0 3 9 12(6.7)
0 3 1 3 7(3.9)
15 52 47 60
(8.4) (29.2) (26.4) (33.7) 178

비고(워드클라우드)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3
(0.6) (1.7)
분석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방법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성적 연구는 83편으로 비중이 46.6%
로 나타났고, 정량적 연구는 95편으로 비중이 53.4%로 나타나, 분석 대상 논문의 경우 연구방법
비중이 정량적인 연구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정량적 연구가 2015～
2019년에 45편으로 정량적 연구 전체 비중의 47.4%로 나타나 가장 높은 연구방법의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정성적 연구의 비중이 높은 연도는 2005～2009년에 33편으로 39.8%로 나타났다. 지
방공기업의 연구 경향의 연구방법이 정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정량적
인 연구방법이 선호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성적 연구방법이 현상이나 문제 진단
등에 있어 밀도 있는 접근을 통해 다차원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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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정량적 연구와 정성
적 연구의 조화를 통한 동일한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반 및 연구 환경
조성 노력이 정책의 판단 오류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오철호, 2016: 107).
<표 4> 연도별 연구방법의 연구경향
1995～ 2000～ 2005～ 2010～ 2015～ 계(%)
방법 1989～
1994 1999
2004
2009
2014
2019
정성적연구 1
0
10
33
24
15
83(46.6)
정량적연구 0
3
5
19
23
45
95(53.4)
합계(%) 1(0.6) 3(1.7)
15(8.4) 52(29.2) 47(26.4) 60(33.7) 178
분석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초점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는 총 102편
으로 57.3%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론 지향적 연구는 76편으로 42.7%로 나타났다. 이론 지향적
연구는 2005～2009년에 가장 많은 30편으로 이론 지향적 연구(76편) 전체 비중의 39.5%를 차지
하였다.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는 2015～2019년에 가장 많은 47편이 연구되었고, 문제해결 지향
적 연구의 전체비중의 46.1%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총 60편 중에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 경
향이 47편(78.3%)으로 이론 지향적인 연구 경향 13편(21.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들은 연구초점의 연구 경향에 있어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 경향이 이론 지향적 연구
경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는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 이루어진 특성을 가진다.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활용 제고 및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책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오철호, 2016: 98).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의 경향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당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운영 및
경영관리 등을 위해 미래 수요 발생 및 미래의 발생 예상된 지방공기업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현
실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대안을 사전 예측하고 대응하게 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연구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초점 1989～
1994
문제해결
지향적연구
이론
지향적연구 1
합계(%) 1(0.6)

<표 5> 연구초점의 연구경향
1995～ 2000～ 2005～ 2010～
1999
2004
2009
2014
1
10
22
22
2
5
30
25
3(1.7)
15(8.4) 52(29.2) 47(26.4)

2015～
2019
47
13
60(33.7)

계(%)
102(57.3)
76(42.7)
178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참여자의 수를 살펴보면, 단독 논문이 123편(69.1%)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으며, 2인 공저가 40편(22.5%), 3인 공저가 14편(7.9%)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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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단독
123(69.1)

<표 6> 연구참여자의 현황
2인공저
3인공저
40(22.5)
14(7.9)

4인공저
1(0.6)

합계
177

2.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의 연구 주제어의 위상 및 상호
관련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1989년에서 2009년까지, 2010년부터 2019년까
지 그리고 전체(1989～2019)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까지 지방공기업의 연
구는 기반을 구축하며 연구 주제의 다양성 등을 논의하고 학자들의 관심이 촉발되는 시기였다.
반면에, 2019년까지 지방공기업의 연구는 발전기로서 연구의 주제 다양성과 더불어 연구자의 관
심이 확대되어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한 시기였고, 사회적 가치의 신규 연구 주제가 등장하여 연
구영역의 확장이 일어난 시기였다.
첫째, 2009년까지의 연구경향 분석을 하여 보면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보면 노드의 수는 23개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상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주제어는 경영관리 및 경
영이론의 중심성이 다른 주제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1989～2009년까지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연결망

지방공기업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로 주로 이론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는 특징을 보
이고, 연구 분야도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경영이론 연구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상 연결정
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주제어인 경영관리의 네트워크는 1991년, 1998년, 2001년, 2003
년, 2004년, 2008년 등의 연도에서 연결되었다. 경영관리 및 경영이론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경
영평가, 직무만족, 조직문화, 인사관리 등의 주제어에도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공기업의 주요 주제어들의 연계
성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근접중심성의 분석결과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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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50)가 가장 높은 근접중심성을 보이고 있고, 경영평가(0.00267)와 경영혁신(0.00267), 경영
이론(0.00253)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근접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영효율, 직무만족,
조직문화, 성과관리는 같은 수준의 근접중심성(0.00227)을 나타내고 있다. 고유벡터 중심성을 분
석한 결과 경영관리가 가장 높은 고유벡터 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영
혁신(0.789), 경영이론(0.615), 경영평가(0.574), 인사관리(0.558) 등도 높은 수준의 고유벡터 중
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1989～2009년까지 중심성 지수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고유벡터중심성
주제어
(Closeness
(Betweeness
(Eigen Centrality)
Centrality)
Centrality)
경영관리
0.00350
1
0
경영평가
0.00267
0.574
0
경영혁신
0.00267
0.789
0
경영효율
0.00227
0.226
0
직무만족
0.00227
0.185
0
인사관리
0.00239
0.558
0
경영이론
0.00253
0.615
0
조직문화
0.00227
0.303
0
성과관리
0.00227
0.393
0
둘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 경향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노드의 수 경우 21개
로 나타났고 네트워크상 중심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는 주제어는 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등의 중
심성이 다른 주제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효율과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의 주제어도 상
대적으로 높은 연결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0년에 2019년에 연구 주제
어 중 경영이론, 직무만족, 성과관리는 상대적으로 연결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연구들이 경영효율, 경영평가, 경영관리, 경영혁신 등 효율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시대
적인 상황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및 경영성 등을 동시에 필요하다는 연구의 특성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공기업의 주요 주제어들의 중심성 분석을 하였
다. 근접중심성의 분석결과 경영관리가 가장 높은 근접중심성(0.00455)을 보이고 있고, 이어서
경영평가(0.00417)로 그 다음 높은 근접중심성으로 나타났다. 경영혁신과 사회적 가치, 경영효율
이 같은 수준의 근접중심성(0.00385)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사관리(0.00312), 고객만족
(0.00294), 성과관리와 경영이론(0.00278), 조직문화(0.00263)의 순으로 근접중심성이 나타났다.
2009년까지 근접중심성이 높았던 주제어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제어에서 다소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9년까지 근접중심성이 높았던 경영이론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접중심성
에서 떨어졌고, 2009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주제어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관리가 높은
근접중심성으로 나타났고, 경영효율의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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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0～2019년까지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고유벡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경영관리가 가장 높은 고유벡터 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영혁신(0.851), 경영평가(0.836), 사회적 가치(0.737), 경영효율(0.733) 등도
높은 수준의 고유벡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이론(0.277)과 조직문화(0.191)은 고유벡터
중심성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경우 연구 경향이 경영이론을 보다는 현실
적이고 실제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등에 대한 연구 관심이 집중되었고, 특히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이 시기에 연구주제어로 등장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공동체 형성, 사회적 환원 등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었다.
주제어
경영혁신
사회적가치
인사관리
성과관리
경영관리
경영효율
경영평가
고객만족
경영이론
조직문화

<표 8> 2010～2019년까지 중심성 지수
근접중심성
고유벡터중심성
(Closeness
(Eigen
Centrality)
Centrality)
0.00385
0.851
0.00385
0.737
0.00312
0.618
0.00278
0.308
0.00455
1
0.00385
0.733
0.00417
0.836
0.00294
0.366
0.00278
0.277
0.00263
0.191

매개중심성
(Betweeness
Centrality)
0
0
0
0
0
0
0
0
0
0

셋째, 지방공기업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전체 연구범위 대상인 1989～2019년까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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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분석에서 노드의 경우 35개로 나타났고, 네트워크상 중심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는 주제
어는 경영관리로 다른 주제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경영평가, 경영혁신도 동일
한 수준에서 상대적인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효율과 인사관리,
경영이론과 사회적 가치 등의 경우도 다소 높은 연결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4> 1989～2019년 네트워크 연결망

연구 범위 전체인 2019년까지 지방공기업의 주요 주제어들의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근접중
심성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경영관리가 가장 높은 근접중심성(0.00196)을 보이고 있고, 이어서
경영평가(0.00147), 경영혁신(0.00140), 경영효율(0.00123)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접중심성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사관리(0.00113), 사회적 가치(0.00109), 경영이론(0.00109), 성과관리
(0.00101) 등이 그 다음으로 수준으로 근접중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문
화는 근접중심성이 0.00098로 나타났다. 고유벡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경영관리가 가장 높은
고유벡터 중심성(0.109)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영평가(0.0782), 경영효율
(0.0686), 경영혁신(0.0654)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유벡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인사관리(0.0431), 경영이론(0.0387), 사회적 가치(0.0377), 직무만족(0.0342), 조직문화(0.0293)
등의 순으로 고유벡터 중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연구 경향을 보면 시기적으로 약간의 연구 경향의 차이가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경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1989년에서 2009년까지는 주로 경
영이론이나 경영관리에 대한 연구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인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 경향의 네트워크 분석을 보
면 경영관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았다. 또한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평가의 관
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의 연구주제어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로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 목적 및 공공성과 연계되어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1989년에서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심성은 경영관리에 집중되어
높게 나타났고, 경영혁신, 경영평가, 경영효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주제어의 근접중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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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경영관리
경영평가
경영혁신
경영효율
직무만족
인사관리
경영이론
조직문화
성과관리
사회적가치

<표 9> 1989～2019년까지 중심성 지수
근접중심성
고유벡터중심성
(Closeness
(Eigen
Centrality)
Centrality)
0.00196
0.109
0.00147
0.0782
0.00140
0.0654
0.00123
0.0686
0.00098
0.0342
0.00113
0.0431
0.00109
0.0387
0.00098
0.0293
0.00101
0.0308
0.00109
0.0377

매개중심성
(Betweeness
Centrality)
0
0
0
0
0
0
0
0
0
0

Ⅴ. 결론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약 29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경향이 전무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현 상황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연구 문제를 제기하여 지속적인 연구 관심을 촉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경향성이 어떠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8개 학회를 선정하
여 게재된 논문 178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영역을 보면 경영혁신 및 경영성과가
42편(23.6%), 경영관리 34편(19.1%), 경영평가 29편(16.3%), 경영효율 27편(15.2%), 사회적 가치
12편(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2015～2019년에 가장 많은 60
편(33.7%)이 연구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2005～2009년에 52편(29.2%), 2010～2014년에 47편
(26.4%), 2000～2004년 15편(8.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의 경향을 보면, 정성적 연구 83편
(46.6%), 정량적 연구 95편(53.4%)로 나타났고, 정량적 연구가 2015～2019년에 45편으로 정량적
연구 전체 비중의 47.4%로 나타나 가장 높은 연구방법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초점의
연구 경향 경우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는 총 102편(57.3%), 이론 지향적 연구 76편(42.7%)로 나
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단독 논문이 123편(69.1%), 2인 공저 40편(22.5%), 3인 공저 14편
(7.9%)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연구경향을 검토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 경향 분석은 시대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시기별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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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주제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989년에서 2009년까지 분석결과
경영관리, 경영평가, 경영혁신, 경영이론 등이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부터 2019
년까지의 경우 경영관리, 경영평가, 경영혁신, 사회적 가치, 경영효율 등이 중심성이 높았다.
1989년에서 2019년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경영관리, 경영평가, 경영혁신,
경영효율, 사회적 가치 등이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의 네트워
크로 중심성이 낮은 연구주제어로 나타나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연구 범위와 영역, 대
상이 점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분야는 지방공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요한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다.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연구도 상대적
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고, 연구 분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연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
방공기업 연구가 시작된 초기는 주로 이론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이후에 경영관
리, 경영혁신, 경영평가, 경영효율 등에 대한 연구 관심이 확대되었다. 최근에 지방공기업의 연
구 관심은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한 경영 등과 연관된 논문 등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
공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연구 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
구주제어 등이 주로 경영관리, 경영효율,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집중
되어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성격 상 경영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꾸준하게 연구
의 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경향 특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방공기업을 다루
는 연구들에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연구영역이나 연구 주제어 등이 추가되어 연구
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 관심의 주제어로 등장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소 연구 경향이 다른 것 보다 낮은 조직이나 인사 등의 내
부적인 요소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사회적 이슈와 연계되고, 지역주민들의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연구주제의 다양성 및 타 학문과의 융합성의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연구영역의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유의
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대안 등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 대부분
의 연구들이 연구대상 주체를 지방공기업에 한정하여 연구하여 연구 주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공간적 범위와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연구대상의 범위 확대 필
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방공기업 연구 경향 분석
에 의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 결과 등을 확정적으로 주장하기엔 이 연구가 지닌 자료의 한
계 때문에 조심스러우며, 오히려 보다 엄밀한 연구가 등장하기까지 결론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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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대상이 된 학회지 및 연구논문을 선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
성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 지역주민, 경영, 공공성, 수익성,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등의 다차원적인 정책문제에 둘러 쌓여 있는 만큼 연구영역을 다루는 학문의 장에서도 행정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영, 사회, 재정, 경제, 회계, 마케팅 등의 다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관점에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연구 주제어가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 경향 분석도 전반적인 학문 영역을 포괄한 연구도 향후 연구의 몫이
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연구 경향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여 미래의 방향 등을 더욱 정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바
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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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through
Network Analysis: From 1989 to 2019
Lee, Dong-Gi
The research on local public enterprises grew in quantity and quality as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as increasing for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lthough research on local public enterprises has
been conducted for a long time, there is no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selecting 178 published papers from eight academic journals from
1989 to 2019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Research trend
analysis focused on research subjects, research areas, research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etc., and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 program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research subjects. The analysis showed that management, management evaluation,
management innovation, management efficiency and social value have high associations. The
research on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ously through diversification
of research areas and cross-disciplinary research. It is also expected that research trends
will be conducted in various way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ributing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esearch by local public enterprises.
[Key Words: Local Public Enterprises, Research Trends, Local government,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