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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been provided with a plenty of information about IT through the conferences. However, it is hard to find 

enough information or the latest trends from conferences because there are too many conferences. In this situation, 

we analyzed the latest trends related to the field of IT by exploiting the Netminer which is one of the software for 

analysis of social networks and measuring the Cosine Similarity between conferences, based upon keywords which 

are included in the conferences. We analyzed keywords of 24 conferences related to the computer network part of 

the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 the case of foreign conferences. We also analyze keywords 

of the KIIS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conferences in the case of domestic 

conferences, during 2009-2010. We identified the trends through the frequency of keywords, the change of top 10 

keywords ranking and the similarity between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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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IT 기술은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반

에 걸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 기술이 되었다. 

IT와 련된 수많은 정보  기술들이 꾸 히 

개발  출시되고 있으며, 그 트 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 이와 같은 정보들

은 수 많은 컨퍼런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각 컨퍼런스의 특성을 악하는데도 상당한 노

력이 요구된다. 

IT 련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변하는 기

술 환경 아래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

으로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T 분야

의 발 을 해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  하나

는 이와 같이 변하는 최신의 트 드를 신속하

게 인지하여 연구 개발에 반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T 련 컨퍼런스에 출 된 논문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표 인 사회 연결망 

분석 도구인 넷마이 (Netminer)를 활용함으로

써 IT 분야의 트 드를 악하고, 표 인 유

사도 측정 방식인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컨퍼런스간의 유사성을 분석하는데 을 맞

추고 있다.

1.1 동기  기여도

IT 기술의 비약 인 발 과 더불어 매년 수 많

은 IT 련 정보들이 컨퍼런스들을 통해 제공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IT 분야를 이끌어

가는데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게 방

한 양의 컨퍼런스들로부터 IT 분야의 트 드

를 악하기 해서는 막 한 시간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이기 

해 컨퍼런스에 출간된 논문들의 키워드를 이

용하여 IT 분야의 트 드를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분석 자료들은 국내외의 IT 분야에서 연

구 흐름을 악하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 기 하고 있다.

IT 련 연구자들의  다른 고민  하나는 

수 많은 컨퍼런스 에서 자신의 연구와 가장 

련이 깊은 컨퍼런스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

가에 한 것이다. 를 들어, 어떤 연구자가 A

라는 컨퍼런스로부터 출간된 논문들을 공부하

던 , 이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을 

다른 컨퍼런스로부터 찾고 싶을 때 수 많은 컨

퍼런스들 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합한지 선

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추출된 키워드들을 기반

으로 컨퍼런스 간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

milarity)를 계산해 으로써 서로 련이 있는 컨

퍼런스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사해 보았다.

1.2 련 연구

Rosenfeld[1]은 1988년 한 해 동안 컴퓨터 비

  상 분석(Computer Vision and Image 

Analysis) 분야와 련된 국제 컨퍼런스  

에서 추출한 1600여 개의 논문들을 조사하여 

분류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컴퓨터 비   

상 분석과 련된 국제 컨퍼런스  , 회

의, 워크샵 등에서 발췌한 논문들을 정리함으로

써 당시 컴퓨터 비   상 분석 분야의 트

드를 제시해 주었다.

Terachi et al.[2]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논문들의 트 드 분석을 시도하 다. 이 논

문에서는 트 드 분석을 해 TF-IDF(Term 

Frequency-Inverted Document Frequency)와 

RFM(Recency Frequency Monetary)의 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TF를 이용하여 연구 주제의 

향력을 분석하고 IDF를 이용하여 연구 주제의 

편향 정도를 악하며, RFM을 이용하여 연구 

주제의 트 드 변화를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출 된 논문들을 이용하여 특정 분야의 트 드

를 분석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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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임의의 논문들로부터 추출해 낸 정보를 이

용하여 트 드를 분석하는 반면, 본 연구는 논

문들에 달려있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각각의 논

문들이 아닌 그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체 

컨퍼런스의 트 드를 분석한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

Suominen et al.[3]은 컨퍼런스  에 발표

된 논문들과 특허로 등록된 문서들로부터 정보

를 추출하여 직  메탄올 연료 지(Direct Me-

thanol Fuel Cell; DMFC)에 한 기술 분야의 

연구 트 드를 분석하 다. 이 연구는 DMFC의 

구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

고, 국가, 교육 기 , 련 회사들의 기술 황 

 인지도, 출  논문  등록 특허 건수 등을 제

시해 주었다. Sylvain et al.[4]는 기사, 컨퍼런

스   논문, 특허 등의 문서들로부터 정보

를 추출하여 캐나다의 양식업(Aquaculture)에 

련된 트 드  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

하 다. 이 연구는 당시 캐나다의 양식업 수  

 트 드를 미국, 국, 일본, 독일 랑스, 이

태리 등 G7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여 제시하 다. 의 두 연구들은 논문이나 특

허와 같은 문서들을 이용하여 특정 분야의 트

드를 분석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지만, 키워드가 아닌 논문 제목이나 

논문 내용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트 드를 

분석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Lee et al.[5]는 신상품 개발(New Product De-

velopment; NPD)이나 신기술 창출(New Tech-

nology Creation; NTC)을 용이하게 하기 해 키

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련 특허를 필터링 하는 

것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새로

운 아이디어나 새로 개발될 기술과 련된 특

허들을 키워드를 심으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특허 맵(Patent Map)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된 특허와 기술이 겹치지 않도록 도

와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키워

드를 심으로 정보를 추출한다는 에서 본 연

구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나, 유사도를 이용하지 

않고 맵핑을 이용하여 객체간의 계를 분석한

다는 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Tonella et al.[6]은 웹 사이트의 페이지  디

토리 구성과 하이퍼링크와 같은 흐름 구조를 

악하는 웹 사이트 클러스터링을 효율 으로 하

는 벙법에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키워드 추

출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기존의 

웹 사이트 클러스터링 방법이 정 이고 한정된 

정보만 제공한 반면, 이 연구에서 개발한 기법

은 키워드를 이용하여 좀 더 구체 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

구는 본 연구와 크게 련은 없지만, 키워드를 

이용한다는 에서 공통 을 찾아볼 수 있다.

시각 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표 인 도구로는 UCINET, Pajek, 넷마이

(Netminer) 등이 있다. UCINET은 데이터를 조

작하고 분석하기 해 사용되는 도우 기반 도

구  하나로써, 연결 망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석 도구이다. UCINET 

4까지는 DOS 환경에 합하게 제작 되었으나, 

UCINET 5부터는 도우 환경에 합하게 설계

되기 시작했으며, UCINET 6부터는 그래픽 

로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입력한 자료를 직

 그래픽 결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7]. Pajeck은 거 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시

각화하는 도우 기반 로그램  하나이다. 

“Pajek”은 슬로베이아어로 거미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로그램은 이미 구성된 다양한 형태

의 규모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고안되었다. 부분의 네트워크 분석도구가 많

은 시간과 메모리를 요구하는 반면, Paje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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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네트워크에서도 효율 인 분석이 가능하

다[8-9].

넷마이 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네트워크 분

석 도구로써 데이터 변환, 네트워크 분석, 통계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등의 기능들을 유연하게 

통합하여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한다[10]. 이 

로그램은 최  1,000,000개의 노드로 구성된 

용량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고, SNA(So-

cial Network Analysis) 표  지표  다양한 최

신 분석 지표를 신속하게 반 하고 있다. 한 

개별 인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 집합으로 

편리하게 통합하여 리할 수 있고, 탐색  네트

워크 분석 환경을 제공하여 분석과 시각화를 긴

하게 연계하여 사용자의 직 인 이해를 돕

고 있다. 

넷마이 는 사용자의 분석 흐름을 고려하여 데

이터 리 역, 산출물의 표시 역 그리고 옵

션 설정 역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노드와 링크를 각 속성에 따라 자유롭게 스

타일링 할 수 있고, 네트워크 지도상에서 자유

롭게 노드와 링크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다. 한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과 차트가 포

함되어 있어 외부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

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은 특성들에 따라 IT 분야의 트

드를 분석하기 해 넷마이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하다고 단하 다.

두 벡터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한 방법으

로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어 왔다[11-12]. 그 

 표 인 유사도 측정 방법으로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확장 자카드 유사도

(Extended Jaccard Similarity), 코사인 유사도

(Cosine Similarity)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거리 측정 방법  하나인 유클리안 거리 

측정 방법은 일반 으로 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 측정 방법은 두 

벡터 A = (A1, …, An)와 B = (B1, …, Bn) 사이

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해 식 (1)과 같이 활용

될 수 있다. 이 때, 유클리드 거리 DistanceE가 

0 값에 가까워질수록 두 벡터가 유사해 진다고 

할 수 있다.

 
  

 (1)

확장 자카드 유사도 측정 방법은 두 샘  집합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해 많이 사용되는 

측정 방법  하나이다. 이 측정 방법은 두 샘

의 교집합의 수를 두 샘 의 합집합의 수로 

나눔으로써 유사도를 측정한다. 확장 자카드 유

사도는 두 벡터 A = (A1, …, An)와 B = (B1, 

…, Bn)가 비트 벡터일 때 즉, 벡터 A, B를 구성

하는 원소인(A1, …, An)과 (B1, …, Bn)이 0 혹

은 1의 값을 가질 때, 식 (2)와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때, 확장 자카드 유사도 SimilarityJ가 

1에 가까워질수록 두 벡터가 유사해 진다고 할 

수 있다.

    ⋅

⋅
     (2)


 

 
 

 

 
 

  

  ×

  
  ×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은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두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하는 방법  하나이다. 이 측정 

방법은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가를 측정하여 방향이 같을수록 유사하다고 

단한다.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은 확장 자카

드 유사도 측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비교 상

이 되는 두 벡터가 비트 벡터일 때, 식 (3)과 같

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때, 코사인 유사도 S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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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ityC 역시 1에 가까워질수록 두 벡터가 유사

해 진다.

  × 
⋅

  (3)

          
 

 ×
 



  
  ×

와 같은 유사도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문서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

다[8-10]. Leydesdorff et al.[13]은 확장 자카드 

유사도 측정 방법과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자 동시인용 분석(Author Co-cita-

tion Analysis; ACA)을 시도하 다. 이 논문에서

는 문헌 a를 참조하는 논문들의 집합 A와 문서 

b를 참조하는 논문들의 집합 B 사이의 유사도

를 측정하기 해 확장 유사도 측정 방법과 코

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Obadi 

et al.[14]는 DBLP 데이터 집합들의 데이터 마

이닝을 해 TRSM(Tolerance Rough Set Me-

thod)과 FCM(Fuzzy C-Mean) 알고리즘을 활

용하고 있는데, 이 두 기법을 비교하기 해 확

장 자카드 유사도 측정 방법과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으로 두 객체 사이에서 유사도를 측정

하는 것은 두 객체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한 척도를 수치 으로 나타내는데 그 목 이 

있다. 유사도는 보통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유사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거리(Distance)

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키

워드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어떤 컨퍼런스가 이 

단어를 포함할 경우 1, 그 지 않을 경우 0으로 

결정되는 비트 벡터를 이용하여 두 컨퍼런스가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한다. 이 때, 컨퍼런스간

의 크기는 고려 상이 아니다. 따라서 거리를 

기반으로 크기의 차이를 요시 하는 유클리드 

거리는 본 논문에 합하지 않다고 단된다.

확장 자카드 유사도 측정 방법은 코사인 유

사도 측정 방법에 비해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단 이 있다. 확장 자카드 유사도 측정 방법은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에 비해 1번의 곱, 1번

의 덧셈, 1번의 뺄셈을 추가 으로 수행해야 한

다. 따라서 비교 상의 수가 많아질 경우 확장

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에 제시된 유사도 측정 방식 에서 서

로 련 있는 컨퍼런스들을 알아보기 해 코

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 다.

이나 컨퍼런스에 출간된 논문들의 키워드

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문헌의 특성을 악하거

나 트 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15-16]. Su et al.[15]는 컨퍼런스 A와 B를 

비교하기 해 각 컨퍼런스에 출간된 논문들 

(A1, …, An), (B1, …, Bm)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그룹 (WA1, …, WAn), (WB1, …, WBm)을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컨퍼런스에 한 비교 결과를 유사도 행

렬로 변환하고, 이를 임계값보다 큰 경우 1로 작

은 경우 0으로 변환하여 다시 인  행렬로 변환

한다. 이 때 만들어진 인  행렬로 네트워크 구

조를 형성함으로써, 컨퍼런스의 특성을 분석하

고 있다. Nawaz et al.[16]은 EER(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분야를 정의하기 해 키

워드 기반 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논문이

다. 이 논문에서는 EER 련   컨퍼런스

를 선정하여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무엇이

고, 어느 정도의 키워드가 나오는지에 해 분

석하고 있다. 특히, 키워드 추출 과정에서 모호

하고 의 인 의미를 가진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두 논문들

과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

을 해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 으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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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단어들을 통합하여 모호하고 의 인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들이 복되는 문제를 해

결하 다.

Maneewongvatana et al.[17]은 키워드나 제

목에 기반하여 서지 정보들의 유사성을 검사함

으로써 문서 간의 계를 분석하고 있는 논문

이다. 이 논문의 자는 계층  네트워크 형태

로 문서를 분류하고자 할 때 자신의 연구가 효

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

다. 이 연구는 객체간의 계를 분석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나, 논문들 

사이의 계를 분석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목 은 컨퍼런스간의 

유사성 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 목 이기 때

문에, 논문들 간의 계 분석에 을 둔 연구 

방법론을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컨퍼런스

간의 유사성을 검사하기 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2. 키워드 추출

본 논문에서는 컨퍼런스에 출간된 논문들에 

첨부되어 있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IT 분야

의 트 드를 악하고 컨퍼런스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 인 분석에 들어가

기에 앞서 키워드 추출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한다. 우선, IT 분야 체를 상으로 하

기에는 그 범 가 무 방 하기 때문에 그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로 범 를 한정하 다. 

상이 되는 컨퍼런스는 국외의 IEEE(Insti-

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컴퓨터 네트워크 련 분야를 심으로 하고 있

는데, 그마 도 컨퍼런스의 수가 155 종에 달해 

모든 IEEE 컴퓨터 네트워크 련 컨퍼런스들

의 트 드를 분석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155종의 컨퍼런스 에는 매년 시행되는 컨퍼런

스, 격년으로 시행되는 컨퍼런스, 1회성으로 시행

된 컨퍼런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55종

의 컨퍼런스들 에서 매년 시행되는 컨퍼런스

들을 기 으로 24종의 컨퍼런스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 게 선정한 이유는 격년으로 시행되

거나 1회성으로 시행된 컨퍼런스보다는 매년 

시행되는 컨퍼런스로부터 트 드를 분석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기간으

로는 2009～2010년에 해당 하는 컨퍼런스들을 

상으로 하 다. 

한편, 국내외의 IT 련 트 드를 비교 분석

하기 해 2009～2010년에 해당하는 한국 정보

과학회의 컴퓨터 네트워크 련 컨퍼런스들을 

연구 상에 추가하 다. 결과 으로 키워드 추

출의 상이 되는 컨퍼런스의 범 는 <표 1>

과 같다. 국외 IEEE의 24종 컨퍼런스에 제시된 

총 7,242편의 논문 조사 결과 총 키워드의 수요

는 8만여 개 으며, 이  모호하거나 이 인 

의미를 가진 키워드들의 복을 제거한 결과 

각 컨퍼런스별로 표와 같이 400～500여 개의 서

로 다른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고, 24종의 컨퍼

런스 체에 해서는 6,965종의 서로 다른 키

워드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국내 155편의 논

문 조사 결과에서는 학술 회별로 각각 100～

200여 개의 서로 다른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

고, 총 251개의 서로 다른 키워드를 얻을 수 있

었다. 결과 으로 국내외 포함하여 총 7,216개

의 키워드들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키워드 복 

제거는 컴퓨터연구정보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석 

․박사  연구원들의 검토에 의해 1차 으로 

이루어졌으며, 련 공 교수님들의 2차 인 

검토를 거쳤다. 를 들어, “wireless sensor net-

works”, “wireless sensor network” 등은 “wire-

less sensor networks”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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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9～2010년 동안 24종의 IEEE 컴퓨터네트워크 련 컨퍼런스 키워드 추출 범 (국외의 경우 
2009년 3,774편, 2010년 3,468편 등 총 7,242편의 논문 조사, 국내의 경우 2009년 82편, 2010년 
73편 등 총 155편의 논문 조사)

구 분 번호 컨퍼런스 이름
서로 다른 
키워드 개수

국외
IEEE

(1) IFIP Annual Mediterranean Ad Hoc Networking Workshop(Med-Hoc-Net) 476

(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formation Networking and Applications(AINA) 547

(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formation Networking and Applications 
Workshops(AINAW)

546

(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Mesh Networks 554

(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ocial Networks Analysis and Mining 
(ASONAM)

472

(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Aspects of Social Networks(CASON) 546

(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Radio Oriented Wireless Networks and 
Communications

560

(8) Communication Networks and Services Research Conference 490

(9)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in China 539

(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and Networks 541

(11)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rld of Wireless Mobile and Multimedia Networks 
(WoWMoM)

558

(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On-demand Network Systems and Services 
(WONS)

553

(13)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deling and Optimization in Mobile, Ad Hoc, and 
Wireless Networks(WiOPT)

537

(1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twork Computing and Applications 546

(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ing and Services(ICNS) 526

(16)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and Mobile Computing,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WIMOB)

536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ing, Sensing and Control(ICNSC) 411

(18) Next Generation Internet Networks(NGI) 536

(19)
Euromicr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Distributed and Network-based 
Processing

529

(20) IEEE Workshop on Secure Network Protocols(NPSec) 553

(21)
IEEE Communications Society Conference on Sensor, Mesh and Ad Hoc 
Communications and Networks(SECON)

529

(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and Networks Communications(ICSNC) 528

(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parent Optical Networks(ICTON) 544

(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and Optical Communications Networks(WOCN) 520

국내
(1) 정보과학회 추계학술 회 118

(2) 정보과학회 컴퓨터 종합학술 회 194

복 제거의 상이 된다. 키워드 추출을 해 

ACM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키워드 분류 방

법을 우선으로 사용하 다, 그러나 이 키워드 분

류들은 약 10여 년 에 형성된 것이므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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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들까지 반 하

다.

3. 마이 를 이용한 컨퍼런스의 
트 드 분석

3.1 IEEE의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 트 드 분석

넷마이 를 이용한 컨퍼런스의 트 드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마이 를 이용한 컨퍼런스의 트 드 
분석 과정

제 2장의 키워드 추출 방식을 이용하여 추출해 

낸 6,965종에 달하는 IEEE 컴퓨터 네트워크 

련 키워드를 상으로 컨퍼런스의 경향 분석을 

시도할 경우, 키워드의 수가 무 많기 때문에, 

경향을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유사한 키워드들을 통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를 들어, ‘wi-

reless sensor network’, ‘wireless sensing plat-

form’, ‘wireless sensing applications’ 등을 ‘wi-

reless sensor networks’라는 표 키워드로 통

합함으로써,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구분되

어 있는 키워드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통합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키워드들을 300, 200, 100개의 키워드들로 통합

하는 작업을 하 으며, 각각의 명칭을 300 그

룹, 200 그룹, 100 그룹이라 명명하 다. 추출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각 컨퍼런스 별, 년도 별, 

체로 나 어 넷마이 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1]은 넷마이 를 

사용하여 나온 결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처럼 넷마이 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심에 가까이 있을수록(왼편 그림), 한 

형성된 원이 가장 클수록(오른편 그림) 해당 컨

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는 키

워드이다. 한 해당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키워드가 해당 컨퍼런스의 

최신 트 드를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넷마이 로 분석한 컨퍼런스 트 드 

분석 결과의 일부로서 2009년과 2010년 각각의 

표 키워드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를 분석하면 

2009년에는 telecommunication network, QoS 

(quality of service), routing protocols 등과 

련된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2010년에는 

wireless sensor networks에 련된 주제들이 많

이 다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ad 

hoc networks, internet 등과 련된 주제도 꾸

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 폰이나 노트북 

등 휴 용 통신 장치의 화와 더불어 무선 

기기의 성능을 높이기 한 기술인 OFDM(Or-

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에 

한 주제도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표 3>은 넷마이 로 분석한 컨퍼런스 트

드 분석 결과의 일부로서 2009년과 2010년을 

통합한 24개의 컨퍼런스별 표 키워드를 정리

한 내용이다. 표의 그룹 1번에 해당하는 키워드

C = (c1, …, c24)

K = (k1, …, k6,965)

G300 = (k1, …, k300)
G200 = (k1, …, k200)
G100 = (k1, …, 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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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체 키워드에 한 마이  결과

는 2009년과 201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는 키워드이며 넷마이  결과상 원

의 크기가 가장 큰 것에 해당한다. 키워드의 

복제거만 한 체결과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키워드는 wireless sensor network, 

QoS이며 센서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품질에 

한 주제가 2009년과 2010년 통틀어 가장 많이 

연구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300개의 

키워드로 통합한 결과에서는 routing protocols, 

wireless sensor network, telecommunication 

network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데 체

의 결과와 다른 이유는 빈도수가 작은 키워드

들이 상  키워드에 통합이 되어 빈도수의 크

기가 증가하여 QoS의 빈도수를 넘어섰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3.2 IEEE와 정보과학회의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 트 드 비교

국내외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의 트 드를 비교 

분석하기 해 IEEE와 정보과학회의 컴퓨터 네

트워크 련 컨퍼런스의 키워드를 토 로  

분포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 다. IEEE의 컨퍼

런스들은 국외를, 정보과학회는 국내를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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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9년 2010년 각각의 체, 300그룹, 200그룹, 100그룹 트 드 정리

그룹
2009년 2010년

1 2 3 4 1 2 3 4

체

wireless 
sensor 
networks, 
quality 
of service

internet

ad hoc 
networks, 
telecommu-
nication 
traffic

cognitive 
radio, 
mobile 
radio

wireless sensor 
networks

internet, 
quality of 
service

ad hoc 
networks, 
cognitive 
radio

mobile radio, 
telecommu-
nication 
network 
routing, 
protocols

300

quality of 
service, 
telecom-
munication 
network, 
routing 
protocols

ad hoc 
networks, 
wireless 
sensor 
networks

internet, 
OFDM

cognitive 
radio, traffic 
analysis, 
mobile radio, 
MIMO, 
delays

wireless sensor 
networks

telecommu-
nication 
network, 
routing 
protocols

quality of 
service

internet, 
ad hoc 
networks, 
OFDM

200
telecommu-
nication 
network

quality of 
service, 
routing 
protocols

ad hoc 
networks, 
wireless 
sensor 
networks

internet, 
OFDM

wireless sensor 
networks

telecommu-
nication 
network

routing 
protocols

ad hoc 
networks, 
quality of 
service, 
OFDM

100
telecommu-
nication 
network

quality of 
service, 
routing 
protocols

ad hoc 
networks, 
wireless 
sensor 
networks

internet, 
OFDM

wireless sensor 
networks, 
telecommu
nication 
network

routing 
protocols

quality of 
service

ad hoc 
networks, 
OFDM, 
internet, 
cognitive 
radio

<표 3> 2009년 2010년 통합 체, 300그룹, 200그룹, 100그룹 트 드 정리

그룹
체

1 2 3 4

체
wireless sensor network, 
quality of service

ad hoc networks
cognitive radio, 

internet, mobile radio

telecommunication network 
routing, telecommunication 

traffic

300
routing protocols, wireless 

sensor network, 
telecommunication network

quality of service
adhoc network, 
internet, OFDM

cognitive radio, mimo

200
telecommunication 
networks

routing protocols, 
wireless sensor network

quality of service ad hoc networks

100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reless 
sensor networks

quality of service, 
routing protocols

ad hoc networks

는 기 으로 각각 선정하 다. [그림 3]은 2009 

～2010년 2년간의  분포에 따른 국내외의 

top10 키워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은 국내외 모두 Sensor Network

가 네트워크 련 논문들의 주제로 가장 많이 사

용된다는 을 볼 수 있고, 국내외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키워드가 모두 상 의  수를 보

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국내외의 컴퓨터 네트워크 련 트 드는 

Sensor Network와 Wireless Network이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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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외 키워드 top 10 비교

지 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

내에서는 Security나 QoS에 련한 키워드의 

 수가 고 국외에서는 많은 것으로 보아 국

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Security, QoS

련 논문들이 국외에서는 많이 다루어진다는 차

이 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Home network 련 연구가 국외

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치를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부터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 폰이나 무선 네트워크와 련

된 연구들이 국외에 못 미치는 것도 이와 같은 

결과가 변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무선 통신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국외와의 격차를 일 수 있을 것이다.

4.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컨퍼런 
스간의 연 성 분석

본래 객체 혹은 문서간의 연 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연구방법이 사

용된다. 그러나 수많은 문서에 해 텍스트 마

이닝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가 메모리 공

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문서나 논문을 표

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

해 으로써 연 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Loet Leydesdorff의 연구[13]는 논문에 포함

되어 있는 참고문헌을 토 로 논문간의 유사성 

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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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 성 분석을 한 벡터표

컨퍼런스명(순서)
  Keywords

(1) (2) (3) (4) (5) (6) …

wireless network(s) 1 1 1 1 1 1 …

wireless Sensor Network(s) 1 1 1 1 1 1 …

routing protocol 1 1 1 1 1 1 …

energy Efficiency 1 1 1 1 1 1 …

cognitive radio 1 0 1 1 0 1 …

ad hoc network 0 1 1 1 1 1 …

telecommunication security 1 1 1 1 1 1 …

p2p 0 1 0 1 0 1 …

resource allocation 1 1 1 1 0 1 …

mobile computing 1 1 1 1 1 1 …

wireless LAN 1 1 1 1 0 1 …

WiMAX 1 1 0 0 0 1 …

MAC protocol 0 1 1 1 1 1 …

reliability 1 1 0 0 1 1 …

Reliable Transport Protocols 1 0 0 1 1 0 …

IP networks 1 1 1 1 0 0 …

all-IP network 1 1 0 1 1 1 …

… … … … … … … …

 [그림 4]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연과성 분석 
과정

참고문헌 신에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유사

성 계를 분석하 다. 그러나 코사인 유사도 측

정 방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비교 상이 되는 

객체가 비트 벡터로 표 되어야 한다. 키워드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그 로 코사

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축은 컨퍼런스 목록을 나타내고 다른 한 축

은 컨퍼런스에 포함된 키워드들의 목록을 나타

내는 맵핑 테이블을 만들게 되었다. 이 테이블

의 값은 임의의 키워드가 해당 컨퍼런스에 속

할 경우 1, 그 지 않을 경우 0으로 표시된다. 

컨퍼런스간의 연 성을 분석하는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이루어진다. 

이를 한 자료로는 24종의 컨퍼런스에서 추

출한 6,965종의 키워드를 행으로 하고, 24종의 

컨퍼런스를 열로 하는 벡터표가 필요하다. <표 

C = (c1, …, c24)

K = (k1, …, k6,965)

Similarityc

k1

k6,965

c1 c24…

1 1 1

0 … …

… … …

컨퍼런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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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컨퍼런스 간의 코사인 유사도 결과

(1) (2) (3) (4) (5) (6) …

(1) 1.00 …

(2) 0.56 1.00 …

(3) 0.48 0.88 1.00 …

(4) 0.65 0.48 0.38 1.00 …

(5) 0.47 0.43 0.55 0.38 1.00 …

(6) 0.52 0.39 0.48 0.34 0.83 1.00 …

… … … … … … … …

4>는 에서 설명한 벡터표의 일부분이다. 표의 

호 안의 숫자는 24종의 컨퍼런스 리스트를 나

타낸다. 표에서 보이듯이 각 컨퍼런스들은 6,965

종의 키워드 리스트들 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

는 키워드는 1, 가지고 있지 않은 키워드는 0인 

비트로 표시하게 된다. (1)번 컨퍼런스는 wire-

less network(s), wireless sensor network 등의 

키워드는 가지고 있지만 p2p, MAC protocol등

의 키워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벡터표를 활

용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게 된다. 연 성 분

석을 한 벡터표의 구성방법은 식 (4)와 같다.

     ∈ 
(4) 

Ci는 각 컨퍼런스의 키워드 집합을 뜻하며 컨

퍼런스의 종류가 24종이므로 i의 범 는 1～24

이다. 한 Kj는 그 24개의 컨퍼런스에서 추출

한 복이 제거된 키워드들이고, j의 범 는 1 

～6965가 된다. 이 게 구해진 벡터표 Ci,j는 코

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식 (3)에 따라 입되어 

각 컨퍼런스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게 된다. 

식 (5)는 컨퍼런스 (1)과 (2)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고 있다.

   × 

⋅
  (5)




 


 
  

 ×
 

<표 5>는 각 컨퍼런스 별로 구해진 키워드 

벡터표를 코사인 유사도 식에 입하여 얻은 

컨퍼런스간의 코사인 유사도 결과의 일부를 보

여주고 있다. 

호안의 숫자는 선정된 24종의 컨퍼런스 리

스트를 따른다. 같은 컨퍼런스 간의 유사도는 

존재하는 키워드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1이라

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코사인 유사도의 값이 

높을수록 서로 많이 유사한 키워드의 종류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이 되므로 유사한 컨퍼런스라 

할 수 있다. 컨퍼런스 (2)와 (3)의 유사도가 0.88

로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컨퍼런스 

리스트에서 (2)번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formation Networking and Appli-

cations(AINA), (3)번은 International Confe-

rence on Advanced Information Networking 

and Applications Workshops(AINAW)으로 두 

컨퍼런스 모두 네트워크 어 리 이션에 한 

주제를 다루는 컨퍼런스로 서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컨퍼런스 명으로 상할 수 

있다. 반면, (4)와 (6)의 유사도가 0.34로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컨퍼런스 (4)

번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Mesh Networks 으로 메쉬 네트워크 한 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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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스이고 컨퍼런스 (6)번은 International Confe-

rence on Computational Aspects of Social Net-

works(CASON)로 소셜 네트워크 한 컨퍼런스

로 두 컨퍼런스 간에 서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유사도인 0.83을 

보이는 (5), (6)번 컨퍼런스는 각각이 Interna-

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ocial Net-

works Analysis and Mining(ASONAM),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Aspects 

of Social Networks(CASON)으로 두 컨퍼런스 

모두 소셜 네트워크 련 컨퍼런스로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0.38로 두 번째

로 낮은 유사도를 보이는 (4), (5)번 컨퍼런스는 

각각이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Mesh Network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ocial Networks Analysis and 

Mining(ASONAM)로서 (4)번 컨퍼런스는 메쉬 

네트워크를 주제로 다루는 컨퍼런스이고, (5)번 

컨퍼런스는 소셜 네트워크와 마이닝을 주제로 

다루는 컨퍼런스로 연 성이 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우리는 명한 컴퓨터네트워크 련 컨퍼런스 

논문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넷마이 를 사용하

여 컴퓨터네트워크 련 연구에 한 트 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컴퓨터 련 컨퍼런스 논문을 

모두 조사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기에는 컴퓨터 

공의 특성상 분야가 무 많고 양도 무 방

하다. 그 기 때문에 특정 IT 분야인 컴퓨터 

네트워크 련 분야의 컨퍼런스만 조사했고, 국

외에서는 IEEE의 컨퍼런스를, 국내에서는 정보

과학회를 그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모든 컴퓨터 분야 련 키워드조

사가 아니라 컴퓨터의 특정 분야의 키워드 조

사만으로도 방 한 조사에 따른 트 드의 추출

이라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네트워크 분

야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 분야에도 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면 같은 분석방법을 용하여 분

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트 드 분석결과 국외에서는 스마트 폰 등에 

필수 인 무선 네트워크에 과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두 컨퍼런스간의 

유사도를 알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활용하

여 유사한 주제를 가지는 컨퍼런스들을 선택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 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넷마이  분설결과를 통해 최신의 

트 드가 무엇인지 악하고, 여기서 얻어낸 주

요 키워드를 이용하여 유사도 측정방식을 활용

함으로써 이와 련이 있는 컨퍼런스들를 신속

하게 찾아보는데 드는 노력을 여  수 있을 

것이라 기 하고 있다.

컨퍼런스들은 연도  개최 장소, 기타 요인 등

에 의해 서로 상이한 특징을 보일 수도 있다. 따

라서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트 드  유사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연구를 향후 연구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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