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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국내에서 수행된 정보보안에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제적 연구 트렌드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가

차원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수행된 정보보안의 국제 연구 트렌드 분석에 대

한 후속작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와 정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
까지 발표 및 게재된 국내 논문을 활용하며, 보안과 깊이 관련된 기술들 사이의 시간별 연관성을 측정하여 국내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국내외의 미래 기술 시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domestic research trend on information security, compares its results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studies future directions we should have on national level. This research is a successor of the work for analysis of 
global research trend on information security. Therefore we select the same analysis method to compa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exactly. To do this, we use domestic papers presented or published from 2001 to 2014, 
measur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e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s, 
and compare the results. Finally we will suggest our future direction through considering international future markets 
of technologies.

키워드 : 정보보안, 연구 트렌드, 시계열 공기정보,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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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안 분야 글로벌 연구 트렌드 분석 과정

Fig. 1 Process of Global Research Trend Analysis on 
Security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

고 있으며, 이 기술을 집대성한 결과가 현재에서는 스마

트폰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이미 전세계 인구 대비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4명당 1대 꼴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의 기본 기능은 통화이지만, 금융, 쇼핑, 배달 등 많은 응

용프로그램들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모두 커버

할 만큼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응용프로그램들의 구동

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본적

으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내용까지도 저장하고 있다. 이에, 이러

한 정보를 노리는 외부의 공격 및 부적합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보안기술은 중요하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모

든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그리

고 앞으로 정보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선제적으

로 해결해야할 분야를 찾기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

구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모
델들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측과 인사이

트를 얻고 있다[1-3]. 본 논문 또한 국내에서의 정보보안

에 대한 연구 트렌드 분석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이미 

수행된 국제 연구 트렌드와 비교하고 향후 국가차원에

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기존에 수행된 

국제적 관점에서 보안 분야의 연구 트렌드에 대해 기술

하며, 3장은 국내의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을 구

체적으로 서술한다. 4장은 3장에서 분석된 결과를 국제

적 트렌드와 비교 및 해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종적으

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함께 제

시하며 마무리한다.

Ⅱ.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정보보안에 대한 글로벌 

연구트렌드의 내용을 소개한다. 그림 1은 이에 대한 전체 

분석 과정을 보이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활용 데이터: 글로벌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IEEE Xplore1)에서 제공하는 논문 메타데이터를 활용

함.
- 메타데이터 수집: 전체 3,630,276개 (2015년 3월 29일 

기준) 중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논문 메

타데이터 1,937,412건을 확보함.
- 보안 관련 키워드(기술) 추출: 검증받은 키워드(기술)
을 활용하기 위해,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저자 키워드

(저자가 기입한 키워드), IEEE 용어(IEEE Terms), 인
스펙(Inspec) 키워드 항목을 이용하였으며, 하나의 논

문에 포함된 키워드 리스트에서 “Security”를 포함한

다면, 이에 포함된 키워드들을 보안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함.
- 시간별 연관성 측정: 보안 관련 키워드와 “Security” 
사이의 연도별 공기정보(Cooccurrence)를 계산하여 

보안과의 시기별 연관성을 측정함.
- 상위 연관 키워드 선정 및 트렌드 분석: 최종적으로 선

정된 36개 연관 키워드에 대해 2001년부터 2014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Security와 관련하여 현재와 향후에 유망한 키워드로 

android, big data, internet of things, smart phones, 
cloud computing, long term evolution, smart grid, 
social network services, virtualization 을 뽑음.

1) IEEE Xplore Digital Library: http://ieeexplore.ieee.org/Xplore/ho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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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Keyword Korean Keyword

access  control
android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big data
cloud  computing
collaborative  work
computer crime
copy  protection
copyright  protection
data mining
digital  signatures
distributed  computing
image coding
internet of  things
intrusion  detection
law
long term  evolution
message  authentication
mobile  communication
mobile  computing
mobile devices
power grids
power system  planning
power system  stability
power systems
rfid
sensor  networks
smart card
smart grid
smartphone
social network  services
terrorism
ubiquitous  computing
virtualization
watermarking
wireless  sensor networks

access  control
android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big data
cloud  computing
collaborative  work
computer crime
copy  protection
copyright  protection
data mining
digital  signatures
distributed  computing
image coding
internet of  things
intrusion  detection
law
long term  evolution
message  authentication
mobile  communication
mobile  computing
mobile devices
power grids
power system  planning
power system  stability
power systems
rfid
sensor  networks
smart card
smart grid
smartphone
social network  services
terrorism
ubiquitous  computing
virtualization
watermarking
wireless  sensor networks

표 1. 한글 키워드

Table. 1 Korean Keyword
위와 과정을 통하여 보안 분야에서의 글로벌 트렌드

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연구의 방향까지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

문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해보고 

나아가 본 장에서 설명된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를 해보

고자 한다.

Ⅲ. 국내 연구 트렌드 파악

3.1. 한글 키워드 파악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

기 위해 연도별 공기정보를 계산하여 상위 36개를 선정

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 논문들을 분석하여 상위 N개를 선정하고자 하였

으나, 국내 논문의 대량 메타데이터 수집에서의 한계점

을 발견하였다. 이에, 수집이 아닌, NDSL2)에서 제공하

는 Open API 결과를 활용한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를 

통해 확보된 36개의 영문 키워드를 그대로 활용한다. 
보안과 관련하여 국내만의 독립된 연관 키워드를 추출

하는 것은 국제 기술 트렌드와 국내 기술 트렌드의 방

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키워드를 활용한 분석은 국내와 국제의 기술 수준을 파

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기존 연

구에서 파악된 영어 키워드를 그대로 활용한다. 매칭되

는 한글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영어 키워드를 NDSL
에서 검색 질의로 입력하고, 반환되는 논문들에서 대표 

대역어를 선정하였다. 표 1은 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가지 키워드 “long term evolution”과 “rfid”는 

국내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므로 대역어를 별도로 형성

하지 않으며, 연도별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확보

된 한글 키워드를 NDSL 질의어로 활용한다.

3.2. 연도별 논문 통계 파악

NDSL의 경우 Open API를 공개3)하고 있어, 검색 질

의어, 기간, 검색 데이터베이스 등을 API로 구성하여 결

과를 XML, Jason 등의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기간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부여하며, 검색 데

이터베이스는 국내 발표 및 게재 논문으로 제한한다. 
검색 질의어로는, 국내 논문의 경우 제목, 초록, 키워드

를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표 1에서 보인 

영어와 한글을 모두 검색 질의어로 활용한다. 동시에 

한글의 경우는 유사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여 

질의어를 구성하였다. 표 2는 2011년의 국내 발표 논문

에서 “스마트폰”과 “보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검

색을 위한 API의 형식과 예를 보이고 있다.

2)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http://www.ndsl.kr/index.do
3) NOS (NDSL Open Service): http://nos.ndsl.kr/jsp/nos2014/nos_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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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DSL Open API 형식

Table. 2 Format of NDSL Open API

형
식

http://openapi.ndsl.kr/itemsearch.do?keyValue=[A]&t
arget=[B]&searchField=&displayCount=[C]&startPos
ition=[D]&ie=utf8&sortby=pubyear&returnType=[E]
&responseGroup=simple&query=([F])(PY:[G])

분
류

[A] value of  key (NDSL)
[B] classification of database(CFKO, JAKO)
[C] number of search
[D] number of start
[E]  format(XML, Jason)
[F] query language of search
[G] range of rearch period

예
제

http://openapi.ndsl.kr/itemsearch.do?keyValue=12345
67&target=CFKO&searchField=&displayCount=1&st
artPosition=1&ie=utf8&sortby=pubyear&returnType
=xml&responseGroup=simple&query=((BI:"smartpho
ne") or (BI:"smartphone")) and ((BI:security) or (BI: 
security)) (PY:(2011~2011))

표 2에서와 같이 API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반환되는 

결과에서 논문의 개수로 연도별 값을 구성한다. 검색 질

의어 부분([F])에서 “BI”는 제목, 초록, 키워드 등에서 

해당 질의어를 포함하는 논문을 검색하겠다는 뜻이다.

표 3. 연도별 전체 및 보안 논문 통계

Table. 3 Paper Statistics

year totality security ratio
2001 61,985 801 0.013
2002 66,177 1,127 0.017
2003 80,796 1,436 0.018
2004 78,950 1,256 0.016
2005 84,786 1,380 0.016
2006 79,765 1,522 0.019
2007 80,069 1,430 0.018
2008 82,994 1,676 0.020
2009 76,600 1,415 0.018
2010 72,425 1,296 0.018
2011 70,534 1,318 0.019
2012 65,869 1,251 0.019
2013 59,052 986 0.017
2014 50,066 826 0.016
총합 1,010,068 17,720 0.018

본 연구를 위해 NDSL에서 검색된 연도별 국내 전체 

논문 대비 “보안”에 해당하는 논문의 비율은 중요한 변

수가 될 수 있다. 특정 해에 논문의 양이 급수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해의 전체 논문 및 보안과 

관련한 논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표 2의 검색 질의어

에서 “data”, “paper”, “the”, “this”, “데이터”, “논문”을 

“OR” 연산자로 엮어서 검색된 수치와, “security” 또는 

“보안”을 포함하는 수치를 파악하였다. 표 3은 그 결과

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보안”을 포함한 37개 키워

드에 대한 논문 수, 36개의 각 키워드와 “보안”을 동시

에 포함하는 논문 수를 연도별로 얻었으며, 이는 다음 

과정인 트렌드 분석에 활용된다.

3.3. 트렌드 분석

앞의 과정에서 확보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들

이 보안 측면에서의 발전 동향과 향후를 예측해 보기 

위해 연도별 연관성을 측정한다. 연도별 연관성은 단어

들 사이의 공기정보(Cooccurrence)를 측정하는 수식에

서 시간(연, 월, 일 등) 제약을 추가로 고려한 것으로 수

식 (1)로 계산한다 [4, 5]. 이 수식에서 시간은 2001부터 

2014 사이의 값으로 형성된다.

  

×∩
 (1)

수식에서 t는 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키워드를 의미

하며, 여기서 ti는 “보안”으로 고정되고 tj는 36개의 키워

드를 의미한다. 또한 Freq는 주어진 연도에 출현한 논

문의 수를 의미한다. 이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보안”
과 “접근제어” 사이의 시간별 연관성은 표 4와 같이 계

산될 수 있다. 
표 4와 같은 결과에서 “접근제어”는 연관성(R)을 기

준으로 2001년(이전)부터 보안과 연관되어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동향

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접근제어 측면에서는 이슈가 이

미 안정화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접근

제어는 보안 분야에서 진부한 연구주제라 해석할 수 있

다. 하지만, 그 비율이 0.05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 접근제어는 보안에서 하나의 필수기술로 위치한다

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 장에서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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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g
domestic internationallong 

term
short 
term

increase increase
android, big data, 
internet of things, 

smart phones

android, big data, 
internet of things, 

long term evolution, 
SNS

increase mainten
ance

cloud computing, long 
term evolution, smart 
grid, social network 

services, virtualization

cloud computing, 
power greed, smart 

greed

mainten
ance

mainten
ance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computer crime, data 
mining, digital 

signatures, image 
coding, intrusion 

detection, law, mobile 
communication, 

mobile computing, 
mobile devices, power 
grids, power system 

stability, power 
systems, rfid, sensor 
networks, ubiquitous 
computing, wireless 

sensor networks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computer crime, 
data mining, digital 
signatures, image 
coding, intrusion 
detection, law, 

mobile 
communication, 

mobile computing, 
mobile devices, 

power grids, power 
system stability, 

power systems, rfid, 
sensor networks, 

ubiquitous 
computing, wireless 

senso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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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 descent -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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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crime, 

distributed 
computing, 

descent mainten
ance

copy protection, 
copyright protection, 

distributed computing, 
message 

authentication, power 
system planning, 

smart cards, 
watermarking

digital  signatures

descent descent collaborative work -

표 5. 장기 및 단기 트렌드에 따른 정보보안 연관기술 분류

Table. 5 Classification of Technical Terms Related to 
Security by Long-Term and Short-Term Trends

표 4. 시간별 연관성 측정 예제

Table. 4 An Example of Temporal Relatedness Measure- 
ment

year
Freq R

ti tj ti∩tj ti,tj

2001 801 71 44 0.101
2002 1,127 73 42 0.070
2003 1,436 151 76 0.096
2004 1,256 98 51 0.075
2005 1,380 130 55 0.073
2006 1,522 125 49 0.060
2007 1,430 87 34 0.045
2008 1,676 89 37 0.042
2009 1,415 83 35 0.047
2010 1,296 82 40 0.058
2011 1,318 90 44 0.063
2012 1,251 95 45 0.067
2013 986 64 31 0.059
2014 826 63 23 0.052

ti = security, tj = access control

Ⅳ. 트렌드 비교 및 해석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해석과 비

교를 위해, 연도별 연관성을 기준으로 장기(2001~2014)
와 단기(2010~2014)로 나눈다. 또한 장기와 단기를 다

시 각각 전·후반(Ex. 장기의 경우 2001~2007와 2008~ 
2014, 단기의 경우 2010~2012, 2012~2014)으로 나누

고, 각 기술에 대해 전반과 후반의 연관성 평균을 비교

하여 상승, 유지, 하강으로 구분한다. 상승, 유지, 하강

의 기준은 연구[5]에서와 동일한 조건이며, 전반과 후반

을 비교하여 2배 이상이 증가하면 상승, 1/2 이하로 감

소하면 하강, 그 사이에 있으면 유지로 결정한다.
표 5에서 장·단기적으로 볼 때, 안드로이드,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long term evolution, 소셜네트워크서비

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보안과 관련하여 각광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

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long term evolution
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술 분야에서의 보안이 국내

에서 최근까지 더 상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

로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최근에) 유지를 보이는 국제 

트렌드의 경우는 이 기술들을 위해 보안이 안정화 단계

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국제 트렌드를 뒤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의 경우는 국제적으로는 장·단
기 모두 상승이지만, 국내는 유지를 보인다. 세계적으

로 대표적인 스마트폰 회사는 애플과 삼성을 꼽을 수 

있음에도 국내에서 보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

이 특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운영체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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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안 관련한 연구 기술들의 국내외 트렌드 비교

Fig. 2 Comparis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on Security

의 해석이 필요하다. 애플의 경우는 자체 개발한 iOS를 

활용하지만, 삼성은 Google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를 탑

재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자체에서의 보안은 국내 

연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안드

로이드가 국내와 국제가 함께 상승인 것으로 보아 국내

에서도 스마트폰의 보안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컴퓨터범죄, 분산컴퓨팅, 영상

부호, 전력시스템계획은 하강했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하는 추이를 보였다. 국제 트렌드와 비교해보면, 컴퓨

터범죄(computer crime)와 영상부호(image coding)의 

경우는 장·단기 모두 유지인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는 

뒤늦게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적으로 이미 레드오션(red ocean) 영역으로 판단했던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과 전력시스템계획

(power system planning)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인 트렌드를 국내에서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
내의 특성화된 환경, 이슈로 인해 수행되는 연구영역으

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5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들의 국내

와 국제 보안 트렌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x축
은 연도, y축은 연관성을 의미한다. 

최근 유망한 기술들에서 보안 연구는 해외의 트렌드

를 많게는 3년 정도의 차이(사물인터넷은 국제적으로 

2009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국내에서는 2012년
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로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여기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은 

국내와 국제 연구 트렌드가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

으며, 안드로이드와 빅데이터의 경우 국제 트렌드와 다

르게 2014년에 하강하였다. 연구 [5]에서 빅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이미 분석되었다. 이를 고려

할 때, 국내에서도 IT 강국으로써의 명성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해 빅데이터 측면에서의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에 열거된 기술들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람들의 편의를 지능적

으로 돕는 사물인터넷은 곧 데이터의 대량 생산과 활용

을 의미하며, 여기의 핵심 컨트롤러 및 데이터 수집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전세계 스마

트폰 시장의 81.5%를 차지[6]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안

드로이드이며, 스마트폰 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과 데이터를 구동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은 필

수이다. 2022년에 사물인터넷에 대한 세계 시장이 

1,225조원(2013년 208조원)일 것으로 예측[7]되기 때

문에 이들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물인터넷이 개개인의 정보와 긴밀하게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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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보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이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안드로이드, 클라우

드컴퓨팅 등에서 보안에 대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으로 예측해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안 분야에서 국내 연구 트렌드를 분

석하고, 기존에 수행된 국제 트렌드와 비교함으로써 향

후에 대한 예측까지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 및 게재된 국내 논문을 활용하였으며, 
NDSL에서 제공되는 Open API를 이용하여 통계 수치

를 얻었다. 검색된 기술별 수치를 보안과의 시간별 연

관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장·단기적 측면에서 상승, 
유지, 하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는 대체적으로 

국제적 트렌드와 유사한 추이로 연구가 수행됨을 확인

하였다. 여기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의 사물인터넷의 글로벌 시장이 2013년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상호 

깊은 관련이 있는 사물인터넷, 안드로이드, 클라우드컴

퓨팅, 빅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 및 연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 정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들에서의 보안에 대한 연구를 국가 차

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더욱 강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국내의 

연구자들이 국내 논문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적으로도 많은 논문 발표와 게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관점의 분석 방법을 적

용하여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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