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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 심이었던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으로 진화함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보다 스마트하게 발 하고 있다. 사

물 인터넷(IoT)은 물리  객체나 자 제품, 소 트웨어, 센서  제조업체, 운 자  는 연결된 다른 장치와 데

이터를 교환하여 더 큰 가치와 서비스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연결된 사물 네트워크를 말한다.

지 까지 계량 정보 분석과 미래 유망 역 탐지에 한 연구는 키워드를 심으로 수행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에서 키워드 매핑에 한 동태  분석을 통하여 최근에 심 역인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 

미래 유망 역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IOT has evolved from the internet for human oriented, therefore our life is more advanced growth smartly. IoT is the network 

of physical objects or things embedded with electronics, software, sensors and connectivity to enable it to achieve greater value 

and service by exchanging data with the manufacturer, operator or other connected devices. 

Until now many researches have been studied for centering keyword for detecting emerging technology of future and 

scientometric analysis among the papers. This paper propose searching method of emerging technology for the IOT (internet of 

things) and smart device which are recently interesting area via dynamic analysis for keyword mapping.   

키워드

IoT(Internet of Things) Platform, M2M, Service Oriented, Next Smart Device, Scientometric Analysis 

사물 인터넷 랫폼, 서비스 심, M2M, 차세  스마트 디바이스, 계량 정보 분석

*교신 자: 김포 학교 스마트IT학부 스마트콘텐츠과 교수 (ywson@kimpo.ac.kr)  

수일자 : 2015. 05. 05                      심사(수정)일자 : 2015. 06. 13                게재확정일자 : 2015. 06. 23

І. 서 론

최근 기술이 융합·복합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큰 기

술진보와 신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기술 진보

와 신과정에서 학, 기업, 연구소에서는 사활을 걸고 

미래 유망 기술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한 탐색과 선

제  응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부분의 유망 기술 선정과 탐색은 문

가 델 이 기법을 용하여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있

다. 이 방법은 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에 의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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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문가들의 주 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계량정보를 이용한 분석기법은 논문을 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까지 출 된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

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할 경우 검색 건수가 

무 많아 연구자가 련 문헌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하는 계량정보 분석에 한 연구는 박종

규[1-4], 구 덕[5-8] 등이 풍력발 , 스마트 그리드, 자

율 주행 자동차, LED, 그린 IT를 심으로 국제 으로 

인정받는 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  특허 데

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심으로 개인별, 국

가별, 기 별로 련 논문을 분석하고 이들에 한 수

 지수(Index level)와 핵심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Network, 

Analysis of Key), Q-L 분포를 심으로 한 국제네트

워크 계를 연구하 다. 이들 연구  구 덕[5-6]은 

LED를 심으로 한 지식 맵 구축 방법을 제시하 다. 

한 [9] 한국 자통신학회 논문지 체를 통하여 공

동연구 네트워크를 연구하 고, 안세정[10] 등은 과학 

계량학 기법을 이용하여 Scopus로부터 CRT, LCD, 

LED, OLED, PDP 각 주제 역 분야별 검색용 키워드

로 사용하여 디스 이 역에 한 연구 트 드를 연

구하 다.

이 [11-12] 등은 기 기술연구회 13개 출연기

을 상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에 한 향력을 연구

하 다. 안세정[12]은 그래핀을 심으로 키워드 매핑

의 동태  분석을 통하여 유망 역에 한 연구 역

을 제시하 다. 

이들 기법들은 새로운 학문 역에 해서는 련 

자료가 어 미래의 유망 역을 정확하게 측하지 못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문헌을 심으로 한 계량정

보 분석과 미래 유망 역 탐지를 한 키워드를 심으

로 한 키워드 매핑에 한 동태  분석을 통하여 에서

의 최근에 심 역인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에 한 미래 유망 역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Ⅱ. 데이터  데이터 가공

본 논문에서는 Web of Science(Thomson Reuter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으며, 해당 기술 분야의 논문 

검색을 한 검색식은 "internet of data" or "internet 

of thing*" or "internet-of-thing*" or IOT or "web of 

thing*" or M2M or ( "machine to machine")를 사용하

으며 검색 연도는 1987-2015으로 제한하 으며, 검색

된 총 논문 수는 1,648편을 이용하 다. 

이 분야의 논문 수는 2011년부터 증하여 2014년에

는 481편이 발표되었다. 국가별로는 국이 450편의 1

, 미국이 299편으로 2 , 스페인이 156편으로 3 , 

국이 141편으로 4 , 한국이 123편으로 5 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 논문 편수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IOT에 한 국가별 논문 수 

Fig.1 Number of paper for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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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키워드와 키워드 매핑의 동태  분석

3.1 키워드 추출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는 먼  키워드를 추출해야 

한다. 키워드 추출을 해 Search technology Inc.,의 

VantagePointⓇ 로그램을 이용하 다. 키워드 추출 

해 검색식에 포함된 단어인 internet of data" or 

"internet of thing*" or "internet-of-thing*" or IOT or 

"web of thing*" or M2M or ( "machine to machine")

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6이상의 빈도를 가

지는 키워드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는 Node weight, Degree, 

Eccentric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Modularity Class를 식(1)-식(6)과 같이 정

의한다.

Node weight = F (1)

여기서 F는 6번 이상의 빈도를 가지는 키워드이다.

Degree = F에 연결된 키워드 수 (2)

Eccentricity= N1-N2 (3)

여기서 N1은 해당 노드의 좌표, N2는 가장 먼 노드

의 좌표로서 해당 노드에서 가장 먼 노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Closeness Centrality =


(4)

여기서 N1, N2는 노드의 좌표로서 식(4)는 다른 노

드와의 평균 거리를 나타낸다.

Betweenness Centrality는 노드 간 최단 거리에 포

함되는 회수를 말한다.

Modularity Class는 클러스터링 결과 해당 노드가 

속한 클래스 번호를 말한다. 

표 1과 그림 2는 식(1)-식(6)을 이용하여 키워드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 키워드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 2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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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Plus Node
_Weight Degree Eccentri

c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Modul
arity 
Class

Wireless  Sensor 
Networks 118 50 2 0.765957447 0.294392381 0

Quality of  service 20 11 3 0.525547445 0.018342924 0

energy  efficiency 19 16 3 0.545454545 0.025724456 0

context  awareness 15 12 3 0.52173913 0.01113586 0

LTE 15 4 4 0.380952381 0.003412754 0

Cyber physical  
system 13 5 3 0.476821192 0.001162077 0

Mobile 11 12 3 0.525547445 0.00750788 0

Zigbee 9 9 3 0.503496503 0.005492586 0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8 3 3 4.56E-01 1.01E-04 0

random access 8 2 4 0.328767123 0 0

resource  allocation 8 8 3 0.483221477 0.026579452 0

wireless  network 8 11 3 0.514285714 0.00840114 0

energy  consumption 8 5 3 0.467532468 0.003210996 0

Mobile  computing 8 7 3 0.496551724 0.001530463 0

Bluetooth 6 9 3 0.514285714 0.001084746 0

cellular  network 6 7 3 4.90E-01 6.69E-04 0

medium access  
control 6 7 3 0.489795918 0.002141956 0

RFID 55 25 3 0.585365854 0.03572253 1

sensor 21 18 3 0.549618321 0.016419717 1

Ubiquitous  computing 16 18 3 0.549618321 0.019087193 1

authentication 12 7 4 0.467532468 0.002100482 1

pervasive  computing 11 10 3 0.510638298 0.004306186 1

Smart object 11 15 3 0.529411765 0.010027552 1

ontology 10 10 4 0.48 0.004187838 1

social network 8 4 4 4.04E-01 1.73E-04 1

interoperation 8 17 3 0.537313433 0.013548873 1

Semantic web 7 11 4 0.476821192 0.003412843 1

localization 7 5 3 4.74E-01 5.67E-04 1

Ambient  intelligence 7 10 3 0.514285714 0.004910258 1

Ad hoc network 6 7 3 0.496551724 0.003435734 1

semantic 6 9 4 0.470588235 0.003848576 1

Smart home 6 13 3 0.525547445 0.011556904 1

Security 53 38 3 0.666666667 0.106624912 2

Privacy 15 12 4 0.48 0.004351456 2

Internet 14 16 3 0.541353383 0.024290545 2

Future  Internet 11 8 3 0.493150685 0.004054274 2

Network 9 11 4 0.493150685 0.005829184 2

Trust 9 7 3 0.483221477 0.001412157 2

표 1  키워드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Table 1.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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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식(1)-식(6)을 이용하여 국가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3. 국가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 3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nation

3.2 키워드 매핑을 통한 동태  분석

추출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매핑을 통한 연구 역 

탐지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Leideb 학의 

CWTS에서 개발한 VOSview 로그램을 매핑하고 분

석하며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IOT 분야는 최근에 심을 받은 연구 

역이어서 련 키워드를 통한 매핑은 실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키워드 매핑 기법은 다년간의 데이터

가 축 되었을 경우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뜻한다.

Ⅲ.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문헌을 심으로 한 계량정

보 분석과 미래 유망 역 탐지를 한 키워드를 심으

로 한 키워드 매핑에 한 동태  분석을 수행하 다.

수행 결과 키워드를 통하여는 의미 있는 분석이 있

었으나 키워드 매핑을 통한 동태  분석은 다년간의 연

구 결과가 축 된 것이 아니라 최근 빠르게 심을 받

는 분야이어서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 인 자료 축 을 통한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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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 4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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