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7: 764~770, Jul. 2019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4차 산업 연구 동향 토픽 모델링

조경원1·우영운2*

Topic Modeling on Research Trends of Industry 4.0 Using Text Mining

Kyoung Won Cho1 · Young Woon Woo2*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Kosin University, Busan, 49104 Korea
2*Full Professor, Division of Creative Software E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논문들의 세부 연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4차 산업"이라는 키워

드로 논문을 검색하여 총 685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 수집을 위해서는 Python 기반의 웹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R 언어로 구현된 LDA 알고리즘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들을 활용하였다. 수
집된 논문들에 대한 Perplexity 분석 결과, 9가지 토픽이 최적으로 결정되었고 수집된 논문들의 9가지 대표 토픽들을 

Gibbs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 네트워크 등이 상위 

주요 기술들로 나타났으며, 산업, 정부, 교육 현장, 일자리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기술들로 인한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text mining techniques were used to analyze the papers related to the "4th Industry".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s, total of 685 paper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with the keyword "4th industry" in Korea Journal 
Index(KCI) from 2016 to 2019. We used Python-based web scraping program to collect papers and use topic modeling 
techniques based on LDA algorithm implemented in R language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perplexity analysis on 
the collected papers, nine topics were determined optimally and nine representative topics of the collected papers were 
extracted using the Gibbs sampling metho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ings(IoT), digital, network and so on have emerged as the major technologies, and it was confirmed tha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changes due to the major technologi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4th industry such as industry, 
government, education field, and job.

키워드 : 4차 산업,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 빅데이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eywords : Industries 4.0, Text mining, Topic modeling, Big data, KCI(Korea Citation Index)

Received 12 April 2019, Revised 17 April 2019, Accepted 19 April 2019
* Corresponding Author Young Woon Woo(E-mail:ywwoo@deu.ac.kr, Tel:+82-51-890-1712)
Full Professor, Division of Creative Software E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9.23.7.764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4차 산업 연구 동향 토픽 모델링

765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이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증

기기관의 사용과 기계화의 1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반 

증기기관에서 전기와 석유를 활용한 2차 산업혁명, 그
리고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을 이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
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1].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의제로 언급되면

서 급속히 확산되었다[2].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

터넷, 3D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이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과학 및 정보기술에 

기반한 혁명이지만, 그 적용 범위는 과학기술과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 문화 등 현대사

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시

대적 혁명이다.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https://www. 
4th-ir.go.kr/)를 조직하여 미래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지

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국내에서는 ‘4차 산업’이란 용어가 사용된 발표 논문

이 2017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 

역시 자연과학, 공학 뿐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과 예술

체육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4차 산업혁

명과 관련된 연구의 양적인 증가와 분야의 다양함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분석은 4차 산업

혁명과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 및 분석이나 4차 산업혁

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4].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고 활용되었는지, 분야별로 어떤 주제와 관

련되어 연구되고 있는지, 연구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의 분석이나 검토는 거의 없었다. 4차 산업혁

명의 흐름과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연

구성과들이 어떤 분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

는지, 그리고 그 분야, 주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해 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텍스트 마

이닝 기법[5][6]을 이용하여 “4차 산업”과 관련된 한글 

핵심 키워드의 빈도수, 대표 주제(토픽) 및 토픽별 빈도

수 상위 단어, IDM(Intertopic Distance Map), 대표 토픽

들의 연도별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2.1. 자료 수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집하기 위해 한

국학술지인용색인(KCI)[7]에서 논문 제목으로 “4차 산

업”을 검색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인문학 134편, 사
회과학 344, 자연과학 11편, 공학 43편, 의약학 3편, 농
수해양 5편, 예술체육 47편, 복합학 98편으로 전체 685
편이 검색되었다. 

먼저 검색된 논문들의 페이지를 각각 html로 저장한 

후 Python 프로그램으로 각 논문들의 번호를 추출하여 

논문 번호들만을 갖는 리스트 파일을 생성하였다. 그런 

다음 추출된 논문 번호들을 이용하여 용도에 맞도록 직

접 작성한 Python 웹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논문

들의 날짜, 제목, 키워드 등을 추출하였다[8]. 

2.2.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수집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LDA 분석을 실시하여 토

픽을 추출하고, 추출된 토픽들의 추이를 산출하였다. 이
를 위해 먼저 토픽 수를 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erplexity를 이용하여 적절한 토픽 수를 결정하고자 하

였고[9], 토픽 수를 5개부터 15개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perplexity를 구한 후 perplexity 값이 차이가 최소화되는 

구간에서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웹 크롤링한 분석 대상 

전체 논문의 키워드로 perplexity 값을 구한 결과, 토픽

수 9개에서 10개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값이 최소화되었

다. 그림 1의 그래프 변화에 나타나 있듯이 perplexity 값
의 변화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9-10 구간임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1에서 x축은 토픽 수를 의미하며, y축은 perplexity 
값을 의미한다. 

LDA 분석을 위해 R 언어의 LDA 패키지에서 제공하

는 lda.collapsed.gibbs.sampler()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각 파라미터 값들은 그림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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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되었다.

Fig. 1 Perplexity Change

result <- lda.collapsed.gibbs.sampler(
documents = ldaform$documents,

     K = 9
#number of topics

     vocab = ldaform$vocab, 
#vocabulary for analysis

     num.iterations = 5000,
#update value of a posterior prob.

      burnin = 1000,
#exemption number of iteration

    alpha = 0.01, eta = 0.01)
#prob. distributions in Doc. & Topics

Fig. 2 Parameters in LDA function

이상과 같은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9개의 토픽을 나

타내는 빈도수 기준 상위 단어 20개씩을 추출하였다. 토
픽별 구성 단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연구자

가 토픽의 이름을 정하였다. 토픽 검토에 참여한 연구자

는 경영공학, 공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보건학 등의 전

문가로 토픽 모델링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으며, 각 연

구 분야에서도 4차 산업기술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

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거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하였다[10].
이를 토대로 토픽의 이름을 정하였으며, 9개 토픽의 

비중과 유사도를 확인하기 위해 IDM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연도에 따른 논문의 대표 토픽들의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연도별 토픽 추이를 그래프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3.1. 키워드 빈도 분석

2016~2019년까지의 “4차 산업” 관련 연구 685편의 

논문에서 키워드들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

으로 선정된 1,558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빈도를 분석

하였다. 빈도가 높은 순으로 키워드 25개를 제시한 결과

는 표 1과 같다. 

Rank Keyword Freq.

1 Artificial Intelligence 71

2 Big Data 36

3 Smart 21

4 Future 19

5 IoT 18

6 Digital 18

7 Education 17

8 Era 16

9 Ability 14

10 Industry 13

11 Regulation 13

12 Technology 11

13 Virtual Reality 10

14 Creativity 10

15 Fusion 10

16 Human 10

17 Paradigm 10

18 Augmented Reality 9

19 Platform 9

20 Data 9

21 Job 9

22 Analysis 8

23 System 8

24 Humanities 8

25 Robot 8

Table. 1 Top 25 keywords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인공

지능’이 71번의 빈도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빅데

이터’가 36번, ‘스마트’가 21번, ‘미래’가 19번, ‘사물인

터넷’이 18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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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2가지 분야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는 교육 환경 및 방향의 변화, 정부 규

제 문제,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 Word cloud by top 100 keywords

이상과 같은 빈도수 분석에 기반하여 키워드 빈도수 

상위 100개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이용하여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

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그 값에 비례하는 크기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3.2. 토픽 분석

“4차 산업” 관련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토픽과 관련 

핵심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각 토픽은 LDA 기반 토픽 모델링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토픽들의 비중 순으로 제시하였다. 각 

토픽을 나타내는 빈도수 기준 상위 20개 단어들을 각각 

추출하였으며, 토픽별 상위 20개 단어들의 연관성을 중

심으로 토픽의 이름을 정하였다. 
토픽 1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

현실’,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저작

권’, ‘지식재산권’, ‘컴퓨팅’, ‘클라우드’, ‘자동화’ 등이 

# of IDM Ratio Topic name Top 20 words in each topic

1 14.5 Key Core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Robot, IoTt, Block 
Chain, Technology,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Computing, Cloud, Automation, Basic 
Income, Information Protection, Printing, System, Shared Economy, Technology System

2 13.8 Industrialization 
Strategy

Smart, Strategy, Logistics, Competence, Society, Future, Business, Convergence, Media, 
Industry Characteristics, Jobs, Culture, Competitiveness, Sensors, Smart City, Startups, 
Creation, Hyper Connection, Content, Digital

3 12.7 Io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dustry, Data, IoT, Personal Information, Sports, Self 
Driving Car, China, 4th, Economy, Privacy Law, Software, Tal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Privacy, Tourism, Church Education, Change, Security

4 12.6 Future Education 
Direction

Future, Human, Platform, Education,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College, Model, 
Personality Education, Education Innovation, Leadership, Core Competence, Writing, Labor, 
Germany, Writing, Dignity, Direction, Digitization, Digital

5 12.2 Ethics and 
Humanities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Christianity, Imagination, Fusion, Science and 
Technology, Church, Inequality, Communication, Algorithm, Spirituality, Committee, 
Coding, Post Human, Ethics, Culture, Experience, Empathy, Machine Learning

6 9.2 Change in Talent
Creativity, Lifelong Education, Age, Delphi, Convergence Education, Digital, Labor, College 
Education, Private Expense, Secretary, Program, Education, Competence, Development, 
Business Administration, Shared Resources, Curriculum, Teaching Competency, Learning

7 8.8 Educational 
Paradigm Shift

Analysis, Big Data, Future Education, Social, Educational Paradigm, World Economic 
Forum, Online, Early Childhood Education, Next Generation, Core, Utilization, Real Estate, 
Core Competence, Technology, Higher Education, Rights, Infrastructure, Network, Logic

8 8.3 Job Change
Service, Recognition, Design, Librarian, Medical, Career Education, Library, Personality 
Education, Innovation, Job, Basic Income, Mass Unemployment,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Welfare, Ethical, User, Human Alienation, Disabled Welfare Center

9 7.9 Government 
Policy

Regulation, Paradigm, Governance, Policy, Innov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uture Image, Risk, Design, System, Open, Health, Technology Change, Negative, 
University Dance Education, City, USA, Converg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Table. 2 Topic modeling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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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주요기술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을 들고 있는데 이 핵심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스마트’, ‘전략’, ‘물류’, ‘역량’, ‘사회’, ‘미

래’, ‘비즈니스’, ‘융합’, ‘미디어’, ‘산업특성’, ‘일자리’, 
‘문화’, ‘경쟁력’, ‘센서’, ‘스마트시티’, ‘창업’, ‘창출’, 
‘초연결’, ‘콘텐츠’, ‘디지털’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산업화 전략과 

관련된 단어들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이며 새로운 경제 및 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3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데이터’, 

‘사물인터넷’, ‘개인정보’, ‘스포츠’, ‘자율주행 자동차’, 
‘중국’, ‘4차’, ‘경제’,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주요기술 중 하나인 IOT(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단

어들이 중심이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

고받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각 분야에서 현실에서 실제

로 적용하고 실현시키려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토픽 4는 ‘미래’, ‘인간’, ‘플랫폼’, ‘교육’, ‘교양 교

육’, ‘교육과정’, ‘대학’, ‘모델’, ‘인성교육’, ‘교육 혁신’, 
‘리더십’, ‘핵심역량’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에서 현재와 다른 방식의 교육과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토픽 5는 ‘인공지능’, ‘인문학’, ‘기독교’, ‘상상력’, 

‘융합’, ‘과학기술’, ‘교회’, ‘불평등’, ‘소통’, ‘알고리즘’, 
‘영성’, ‘위원회’, ‘코딩’, ‘포스트 휴먼’, ‘윤리’, ‘문화’, 
‘경험’, ‘공감’, ‘기계학습’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과학기술의 보급과 함

께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과 윤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6은 ‘창의성’, ‘평생교육’, ‘시대’, ‘델파이’, ‘융

합교육’, ‘디지털’, ‘노동’, ‘대학교육’, ‘민간경비’, ‘비
서’, ‘프로그램’, ‘교육’, ‘역량’, ‘개발’, ‘경영학’, ‘공유

재’, ‘교과과정’, ‘교수역량’, ‘러닝’ 등이 연관 단어로 구

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20세기에 필요했

던 인재와는 다른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된다. 창의성을 

기반을 두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인재상을 살펴보는 연구

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7은 ‘분석’, ‘빅데이터’, ‘미래 교육’, ‘사회적’, 

‘교육패러다임’, ‘세계경제포럼’, ‘온라인’, ‘유아교육’, 
‘차세대’, ‘핵심’, ‘활용’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

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교육현장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패

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토픽 8은 ‘서비스’, ‘인식’, ‘디자인’, ‘사서’, ‘의료’, 

‘진로교육’, ‘도서관’, ‘인성교육’, ‘혁신’, ‘일자리’, ‘기
본소득’, ‘대량실업’, ‘대학교육 혁신’, ‘복지’, ‘윤리적’, 
‘이용자’, ‘인간소외’, ‘장애인복지관’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직업 간의 비중이 

바뀌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등의 일자리의 다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변화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연구하는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9는 ‘규제’, ‘패러다임’, ‘거버넌스’, ‘정책’, ‘및’, 

‘혁신’, ‘정보통신기술’, ‘미래이미지’, ‘위험’, ‘디자인’, 
‘시스템’, ‘개방적’, ‘건강’, ‘기술변화’, ‘네거티브’, ‘대
학무용교육’, ‘도시’, ‘미국’, ‘융합적’, ‘인적자원개발’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부 정책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의 

방향과 수립을 연구하는 활동들도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3. IDM 분석

“4차 산업” 관련 연구의 토픽 모델링에서 추출된 9개 

토픽에 대한 IDM은 그림 4와 같다. IDM은 토픽의 비중

과 토픽 간 거리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각 토픽이 다른 

토픽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지니는지와 토픽 간의 유

사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의 주제

인 “4차 산업”과 관련된 토픽들의 분포를 보면 각 토픽

들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편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토픽들 간의 겹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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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매우 작아 각 토픽들 간의 연관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각 토픽들이 비교적 명확한 연구 영역으

로 구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4 Intertopic distance map(IDM)

3.4. 트렌드 분석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4차 산업” 관련 논문

의 연도별 토픽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16년에

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에 관한 논문이 1편 있

었고, 그 외에는 2017년부터 게재되었다. 따라서, 추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트렌드 분석을 위한 그래프에서

는 2017년부터 제시하였다. 트렌드 분석을 통해 4차 산

업과 관련하여 게재된 논문의 토픽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는 토픽 분석 결과 얻어진 9개의 토픽에 

대한 년도별 분포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5 Topic Trends

그림 5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추출된 9개의 대

표 토픽들 중 “IoT”, “미래 교육 방향”, “인문학과 윤리”
의 3개 토픽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래 교육 방향”, “인문학과 윤리”의 2가지 

토픽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활발

해졌던 2017년도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는

데, 그 이유는 초창기에 활발했던 인문학적인 논의가 이

제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연구 측면에서는 더 이상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IoT”에 대한 비중은 2018년도에 약간 감소하

다 2019년도에 와서 다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자율 주행차에 대한 연구 진전과 최근 정

보통신 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5G 통신의 발빠른 상

용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5. 종합 분석 및 고찰

앞의 토픽 모델링에 의한 IDM 분석과 트렌드 분석에 

따라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토픽의 비중에 큰 편차

가 없다는 것이다. 9개 토픽의 비중이 7.9%~14.5%로 가

장 낮은 토픽과 가장 높은 토픽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관련 토픽들이 유사한 비중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토픽 모델링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중이 가장 

큰 토픽은 50%에 이르는 것부터 가장 낮은 토픽은 1%
에도 미치지 않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11]. 이처럼 토픽 

비중의 편차가 큰 기존 연구들은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으로 인해 

토픽 자체의 변화는 물론 비중의 변화도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나, 이 연구의 주제인 “4차 산업”은 상대적

으로 기간이 짧고 토픽들이 명확하여 각 토픽들 간의 편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에 따른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각 토픽들 영역 

자체도 거의 중복되는 영역 없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

된다는 점이다. 이는 “4차 산업”이라는 주제 자체가 비

교적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주제이며, 각 연구 토픽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이 본인의 관심 영역에 

따라 명확히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7: 764~770, Jul. 2019

770

Ⅳ. 결 론

본 연구는 “4차 산업”의 제목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KCI의 게재 논문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였다. 웹 크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조직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4차 산업” 주제

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게재된 논문 685건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주제인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

된 주제의 논문들이 우리나라 논문지에 게재된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수집된 논문들이 발행

된 전 기간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 기술

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공

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사물인터넷, 디지털 등이 상위 

주요 기술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기술들이 

산업, 정부, 교육현장, 일자리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다

양한 토픽에서 4차 산업의 핵심 주요 기술들을 대표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4차 산업” 관련 학술 연구논문뿐

만 아니라, 대중 언론 매체에서 소개되는 관련 기사들도 

분석하여 사회적 관심 영역 및 기업적 관심 영역 측면에

서도 면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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