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ajor research trend on the convergence studies of AI and healthcare

technologies. For the study, 15,260 English articles on AI and healthcare related topics were collected from Scopus

for 55 years from 1963, and text mining techniques were conducted. As a result, seven key research topics were defined :

“AI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AI for Medical Image”, “Internet of Healthcare Things (IoHT)”, “Big

Data Analytics in Healthcare”, “Medical Robotics”, “Blockchain in Healthcare”, and “Evidence Based Medicine (EBM)”.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set up and develop the appropriate healthcare R&D strategies for the

researchers and government. In this study, text mining techniques such as Text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opic

Modeling on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Word Cloud, and Ego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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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최첨

단 혁신 기술 간의 융․복합 연구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이러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파괴

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1)을 불러오고 있

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부상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

업혁명2)의 핵심기반이기도 하다. 즉, 4차 산업혁

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기술

들이 개발되면서 사회 및 과학기술에서의 난제를

극복하는 ‘융․복합기술시대’의 출현(Cho et al.,

2017)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

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2017년 정부의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3)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5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Choi and Oh, 2017). 정부4)는 미래 헬스

1) 크리슨텐슨(Christensen) 교수가 제시한이론으로 현재
산업에서 중요시하는 속성을 축소시키는 대신 기존
중요시하지 않았던 다른 속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될 수 있다는 변혁의 동인(動因)을 의미함
(Christensen et al., 2015).

2)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
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
스 슈밥(Klaus Schwab)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을 화두
로 던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음(Song, 2016).

3) 지능정보사회는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초지능 기술과
초연결 기술의 결합인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도래를
정확히 알리고 적극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지능정
보 사회가 도래한 2030년에는 의료(110조 원), 제조업
(92조 원), 금융(48조 원), 유통(28조 원)순으로 경제효
과가 클 것으로 분석됨(Kim, 2017).

4) 2017년 12월에 산․학․연․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4
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는 ‘건
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음(Healthcare Special Committee․Rele-
vant Department Joint, 2018).

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6대 핵심 프로젝트로

①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②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③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

④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⑤ 스마트 융․복합 의

료기기 개발 및 제도개선, ⑥ 체외진단기기 시장진

입 촉진을 선정하여 집중 논의하고 있다(Health-

care Special Committee․Relevant Department

Joint, 2018). 의료계는 인공 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임상, 의료서비스, 병원행정 등 병원에

서발생되는모든정보를통합관리하는차세대병원

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

구축 등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Heo, 2017). 정밀의학 분야를 선도

하고 있는 서울삼성병원은 2016년 차세대 HIS인

DARWIN(Digitalized Analysis & Research Win-

dow for Integrated kNowledge)을 도입했고, 서울

아산병원은 2017년 차세대 HIS인 AMIS 3.0 (Asan

Medical Information system 3.0)을 가동시켰다

(Shin et al., 2018).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7년

차세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인 꿈

(KUEM)을 구축하였고, 2018년 에이브릴 항생제

어드바이저(Aibril Antibiotics Advisor; 3A5))를

개발했다(Lee, 2018). 이를 종합해보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술의 부각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의료계(병원), 산업계(기업)에서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융․복합 분야에 관심을 갖

고 보건의료 정책 및 R&D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

직 도입단계에 있으며, 세부적인 동향과 보건의료

R&D 전략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를 포함

한 전 산업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혁신을 유도하며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헬스케어 관련 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 동

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5) 인공지능(AI)에 기반의 항생제 추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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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에서 수집한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네트워크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세

계적으로 이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핵심 연구주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이 분야

연구자들의 트랜디한 핵심 연구주제 선정과 정부

의 보건의료분야 R&D사업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융․복합 분야의

연구동향을파악하기위해 Elsevier사의 Scopus에서

키워드6) 검색결과 196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5년

간 게재된 16,370편의 영어로 작성된 논문(Article,

Conference Proceedings) 자료를 수집하였다. 텍

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 초록이 없는 논문 851편과

저자정보가 없는 196편, 중복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는 논문 63편을 제외하여 총 15,260편을 최종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Scopus에서 수

집한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융․복합’ 분야의 영어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 시대별 주요

단어(핵심어) 빈도분석, LDA 기반 토픽모델링, 워

드클라우드, 에고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논문 초록을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

하기 위해 소문자, 띄어쓰기 등을 표준화하고, 특수

문자 등 불필요한 정보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삭제

하였다. 그리고 <Table 1>과 같이 약어, 단․복수

형은 유의어 사전에 추가하고 15,260편의 논문 키

워드를 기반으로 생성한 사용자 정의 사전(유의어

6)(“artificial intelligent” 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ealth OR healthcare OR “health care” OR medical).

(Thesaurus), 복합명사(Defined Word))와 불용어

(Stop Word) 사전을 적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에는

Netminer 4.4.2에서 제공하는 OpenNLP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LDA기반 토픽모델링은 비정형데이터인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주요 토픽(이하 ‘연구주

제’)들을 찾아내기 위한 생성․확률모델(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 활용기법이다(Blei, 2012). 토

픽모델링은 방대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자료

로부터 맥락과 관련된 단어들의 패턴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주제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 때문에 토픽모델링은 논문 초록의 텍스트를 분

석하여 주요 연구주제를 추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방법론으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Nam, 2016). 토픽모델링에서 연구자

가 사전에지정해 줄수 있는 값은 연구주제의 개수,

<Figure 1> Analysis Flowchart of Study

T
h
e
s
a
u
r
u
s

synonym
medical doctor → doctor, surgeon,
physician, medical professional etc.

abbreviated
form

Hospital Information System(HIS)
→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

singular informations → information

Defined word Hospital Information System(HIS)

Stop Word method, study, ieee etc.

<Table 1> Customer Dictionary



126 윤지은․서창진

값, 값, Gibbs sampling값이있다. Steyvers and

Griffiths은 값을 50/k(연구주제 수)로 값을 고정

하고, 0.1, 0.01과같이 값을다르게설정해서최적의

값을 찾는 것을 권장했다(Steyvers and Griffiths,

2007). 본 연구에서는 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수

행하기 위해 연구주제 수 7개,7) 값 7.0(50/7), 값

0.1로 설정하고 Gibbs sampling8)을 1000번 반복

했다.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복잡한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하는 방법으로 특정 유형의 노드(node)와 노드들

간 연결 관계(link)로 정의된다.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전체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내 개별 노드를 에고로 설정해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목적에 따라 특정 노드를 에고(ego)로

설정하여 직접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이웃 노드들

을 분석하는 것을 에고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한다.

에고 네트워크는 에고노드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부분적 특성을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Lee, 2012).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

한 지표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이 있다.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

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Lee, 2012)로 연

결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측정하는 지

표이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연구의 흐

름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가지며 중개자, 문지기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12). 네트워크 분석

7) 연구주제 수는 다양한 수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중
연구주제의 해석가능성이 가장 높은 7개로 설정함.

8) 복잡한 값을 샘플링하기 위해 설계된 Markov chain
Monte Carlo(MCMC) 알고리즘 중 하나로 단어에 할
당확률을 부여하여 임의의 연구주제에 할당함. Gibbs
sampling을 100-1000번을 시행한 결과 연구주제별
핵심어가 가장 잘 할당된 1000번으로 설정함.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

려운 기존의 정성적인 분석을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Yoon and Suh, 2018; Jeong,

2010).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융․

복합’ 분야의 연구동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주요 연구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할당확률

이 높은 단어 상위 100개를 대상으로 워드클라우

드를 분석하고, 각 연구주제별 연결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핵심어를 대상으로 에고 네트

워크를 분석하여 동시출현(Co-occurrence) 단어9)

들을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시대별 연구동향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196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5년간

논문에 나타난 핵심어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분

석,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수집한 논문 총 15,260편

에서 추출된 단어 11,008개 중 TF-IDF 0.3 이상,

논문 8편 이상 등장한 단어 3,949개를 대상으로 고

빈도 상위 10개를 <Table 2>와 같이 시기별로 추

출하였다.

전 기간 가장 고빈도로 등장한 연구 핵심어는

Medical Prescription, Artificial Intelligence(AI),

Medical Doctor, Medicine, Risk Factor로 나타

났다. 1963년부터 1999년까지 부각된 연구 핵심어

는 Expert System과 knowledge Based System

(KBS)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 빈도수가 급격

히 떨어져 관심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에는 Decision Support System(DSS)이 새

로운 연구 핵심어로 급부상했으며 2010년 이후에

도 빈도수가 상승하여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Machine Learning

(ML), segmentation, Medical Image가 주요 연

구 핵심어로 새롭게 등장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Prediction, Support Vector Machine(SVM) 같은

9) 초록에서 함께 등장한 단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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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들이 급상승했다. 이러한 텍스트 빈도분석

을 통해 시대별로 주요 연구주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2 주요 연구주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논문 8편 이상 등장한 단어

3,949개를 대상으로 LDA기반 토픽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분석된 주요 연구주제의 독립성을 판단하

기 위해 연구주제 간 유사도를 검사한 결과 0.05

이하로 나타나 연구주제 간 유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주제와 연구주제별 할당

확률이 높은 상위 7개 단어를 대상으로 <Figure

2>와 같이 2-mode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복

되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연구주제는

독립적으로 분석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Figure 2> Result of 2-Mode Network(Topic-Word)

주요 연구주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

연구주제별로 할당확률이 높게 나타난 주요 핵심

어 7개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연구주제가 가장 대

표적으로 나타난 문서 비중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명은 연구주제별 할당확률이 높은 주요

핵심어들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논문

15,260편 중 연구주제 점유율은 Artificial Intelli-

gence(AI)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17%)와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Medical Image(1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1963～1989 1990’s 2000’s 2010’s

Doc. 753 1,235 4,001 9,271

Word 1,726 2,471 3,717 3,936

1
Expert
System
(297)

Knowledge
Based
System
(KBS)
(306)

Medical
Prescription
(583)

Machine
Learning
(ML)
(3,013)

2
Medical
Prescription
(195)

Medical
Prescription
(244)

Artificial
Intelligence
(AI)
(561)

Artificial
Intelligence
(AI)
(1,737)

3

Knowledge
Based
System
(KBS)
(191)

Medical
Doctor
(239)

Medical
Doctor
(508)

Medical
Doctor
(1,411)

4

Artificial
Intelligence
(AI)
(168)

Artificial
Intelligence
(AI)
(232)

Machine
Learning
(ML)
(469)

Medical
Prescription
(1,705)

5
Medical
Doctor
(149)

Expert
System
(201)

Risk
Factor
(451)

Decision
Support
System
(DSS)
(1,327)

6 Medicine
(101)

Medicine
(177)

Decision
Support
System
(DSS)
(357)

Risk
Factor
(1,231)

7 Risk Factor
(83)

Risk Factor
(151)

Medicine
(317)

Prediction
(1,135)

8 Treatment
(55)

Decision
Support
System
(DSS)
(110)

segmentation
(311)

Treatment
(960)

9
Decision
Making
(55)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100)

Neural
Network
(NN)
(301)

Medicine
(779)

10 consultation
(52)

Neural
Network
(NN)
(97)

Medical
Image
(286)

Support
Vector
Machine
(SVM)
(758)

<Table 2>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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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에서는 시기별 주요 연구주제의 변

화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연구주제 2는 2000

년대 논문 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

으로 관심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연

구주제들은 2010년대 논문 수의 비중이 55%가 넘

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주제 관심도가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Changes in Number of Topic

3.3 주요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3.3.1 Topic 1.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전체기간 중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융․복합 분야

의 연구주제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이하 ‘연구주제 1’)은 전체 논문

15,260편 중 2,586편(17%)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1은 환자의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인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의사결정을 돕는 전문가 시스템

을 말한다. 즉, 연구주제 1은 의사가 정밀한 진단

을 할 수 있도록 임상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약물 부

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와 처방단계에서 환

자의 약물 복용정보를 제공하여 의학적 판단과 의

료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Lee et al., 2016).

연구주제 1의 연도별 논문 수는 <Figure 4>에

서 보는 바와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5

년～2018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Topic word Doc. %

Topic
1

AI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

Medical Doctor, Decision Support System(DSS), Risk Factor,
Treatment, Knowledge Based System (KBS), Hospital,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2586 17%

Topic
2 AI for Medical Image segmentation, Medical Image, Brain, Human Tissue, ComputedTomography (CT), imaging, lesion 2582 17%

Topic
3

Internet of Healthcare
Things(IoHT)

Sensor, monitoring, Real Time, Body Area Network (BAN),
safety, Emergency System, Smart Phone

2339 15%

Topic
4

Big Data Analytics in
Healthcare

Machine Learning(ML), Prediction, Support Vector
Machine(SVM), Cancer Therapy, Validation & Verification,
combination, identification

2107 14%

Topic
5 Medical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AI), Medicine, Behavior Pattern, Robot,

Data Mining, Simulation, optimization 2060 13%

Topic
6

Blockchain in
Healthcare

processing, Case Based Reasoning(CBR), Security & Privacy,
Platform, integration, Complexity Theory, characteristic 1801 12%

Topic
7

Evidence Based
Medicine(EBM)

Medical Prescription, Neural Network(NN), Expert System,
signal, Cluster Analysis, Death Rate, Sensitivity & Specificity 1785 12%

<Table 3> Result of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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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 of Word Cloud(Topic 1)

연구주제 1과관련된주요키워드를파악하기위해

<Figure 5>와 같이 할당확률 상위 100개를 대상

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Medical Doctor,

Decision Support System(DSS), Risk Factor,

Treatment, Knowledge Based System(KBS)이

주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주제 1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할당확률 상위 100개 단어 중

연결중심성(0.7677), 매개중심성(0.1532)이 가장높게

나타난 Medical Doctor를 중심으로 <Figure 6>과

같이 에고 네트워크10)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할당

확률 상위 5개 단어들은 완전연결그래프(full con-

nected graph)11)로 나타났으며, Medical Doctor는

Nursing,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

Medical Prescription, Hospital, Decision Making,

Recommender System과 연결되어 있어 병원에서

진단지원, 치료법결정지원, 처방결정지원, 정보검색,

위험알림등과관련된연구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

10) 링크 수가 너무 많으면 단어들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
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link weight를
3 이상으로 한정.

11) 모든 노드의 쌍을 연결하는 링크가 존재.

있다. 또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낮은 Tech-

nology Acceptance와 consultation과 연결되어 있

어 연구주제 1의 기술 수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S Market Research(2016)에 의하면, 연구주

제 1의 시장규모는 2015년 4.105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2022년

동안 CAGR이 21.5%에달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와같이연구주제 1 관련시장은의료정보시스템

(HIS)의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의료정보기술

(HIT)자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 하

고있다. 연구주제 1과관련된주요글로벌기업으로는

IBM Watson Ontology, Cerner Corporation, Mc-

Kesson Corporation, General Electric Company,

Zynx Health Incorporated, Simens AG 등이 있다.

<Figure 6> Ego Network Analysis(Topic 1)

<Figure 4> Changes of the Number of Article(Topi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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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Topic 2.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Medical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Medical Image

(이하 ‘연구주제 2’)의 연구주제 점유율은 전체의

17%(2582편)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2는 CT, MRI,

X-ray, 내시경, 초음파 등의 비정형 데이터인 의료

영상에서 특징(Feature)을 추출해서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에 근거해서 분석했으나, 인공

지능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확성(Accu-

racy)과 일관성(Consistency), 확산성(Scalability)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Jung, 2018). 연구

주제 2의 논문 수는 <Figure 7>과 같이 2000～

2008년 기간 중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2011년감소했고 2012년이후다시증가하고있는것

으로 분석 되었다. 1964년～2018년 동안의 CAGR

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2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

해 <Figure 8>과 같이할당확률 상위 100개를 대상

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segmentation,

Medical Image, Brain, Human Tissue, Computed

Tomography(CT)가 주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

주제 2의 텍스트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할당확률 상위 100개 단어 중 연결중

심성(0.8182)과 매개중심성(0.0904)이가장높은 seg-

mentation을 중심으로 <Figure 9>와 같이 에고 네

트워크12)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할당확률 상위 5개

단어들은완전연결그래프로나타났으며, segmenta-

12) link weight 3 이상.

tion은 lesion, organ, vessel, lung, Feature Extrac-

tion과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영상데이

터의특징을탐지, 분류하는등의연구가진행되고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rain과 Computer Tomo-

graphy(CT),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scan, resonance, Mixed Reality가 긴밀하게 연결

<Figure 7> Changes of the Number of Article(Topic 2)

<Figure 8> Result of Word Cloud(Topic 2)

<Figure 9> Ego Network Analysis(Top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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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다양한 의료영상이 분석에 적용되고 있으

며 증강현실과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의료기술 산업 컨설팅 업체인 Signify

Research에의하면연구주제2의시장규모는2023년까지

2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Simon, 2018).

연구주제 2와 관련된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IBM

Watson Health, Aidence, Aidoc, Brainomix, DEEP-

NOID Int., Enlitic, EnvoyAI, Optellum 등이 있다.

3.3.3 Topic 3. Internet of Healthcare Things

(IoHT)

Internet of Healthcare Things(IoHT)(이하 ‘연구

주제 3’)의 연구주제 점유율은 전체의 15%(2,339편)

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은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중하나로다양한플랫폼

과상호연결된기술을기반으로한사물(서비스, 장소,

제품)과 인간의관계로설명할수있으며(Song, 2016),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에의하면 280억가지의 “사물(things)”들이 인터넷과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oT 기반의 솔루션인

연구주제 3은 의료계, 산업계에서 빠르게 받아 들여

지고 있으며, 원격의료 모니터링(Remote Healthcare

Monitoring), 스마트폰기반의의료 솔루션(Health-

care Solutions Using Smartphones), Ambient

Assisted Living(AAL),13) 웨어러블 기기(Wea-

rable Devices) 등을 지원할 수 있다(Rodrigues et

al., 2018). 연구주제 3의논문수는 <Figure 10>에서

13) 014년 능동형생활지원(Active Assisted Living; AAL)
으로 명칭 변경(Suh and Kang, 2018).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79년～2018년 동안의 CAGR은 14%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3과관련된주요키워드를파악하기위해

<Figure 11>과 같이 할당확률 상위 100개 단어를

대상으로워드클라우드를분석한결과 Sensor, moni-

toring, Real Time, Body Area Network (BAN),

safety가 주요도가높게나타났다. 연구주제 3을 보다

심도 있게분석하기위해 중앙중심성(0.6162)과 매개

중심성(0.1255)이 높은 Sensor를 대상으로 <Figure

12>와 같이 에고네트워크14)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Sensor는 할당확률이높은상위 4개단어와완전연결

그래프로나타났으나 safety와는연결되지않은것으로

나타났으며, Smart Phone, Accelerometer, Internet

of Things(IoT), Failure, Human Activity Recog-

nition(HAR)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 것으로나타

나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4) link reduction simulation 결과 컴포넌트가 분할되어,
weight가 약하지만 중요한 노드와의 연결 끊김을 방
지하기 위해 weight를 한정하지 않음.

<Figure 10> Changes of the Number of Article(Topic 3)

<Figure 11> Result of Word Cloud(Top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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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go Network Analysis(Topic 3)

연구주제 3에 의한 의료비용 절감,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모니터링으로

인해 MaKinsey는 연구주제 3의 시장규모가 2020

년까지 1,7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MarketAND Market은

1,632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odrigues et al., 2018). 연구주제 3과 관련된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IBM, Microsoft, Philips, Cisco,

Cerner, Apple, Deep Mind Health 등이 있다.

3.3.4 Topic 4. Big Data Analytics in Health-

care

Big Data Analytics in Healthcare(이하 ‘주제

4’)의 연구주제 점유율은 전체의 14%(2107편)로 나

타났다. 최근 자연어 처리와 패턴인식, 기계학습 등

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대

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적인 통찰력을 얻고

자 하는 연구주제 4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연구주제 4는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예측을 통한 환자 맞춤치료 및 정밀치료, 재입

원율 및 의료비용의 감소, 혹은 신약 임상시험 진행

의 고효율성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Choi, 2018).

연구주제 4는 <Figur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2년～2018년 동안의

CAGR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4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

해 할당확률 상위 99개 단어를 대상으로 <Figure

14>와 같이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Machine

Learning(ML), Prediction, Support Vector Machine

(SVM), Cancer Therapy, Validation & Verifica-

tion이 주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주제 4의 텍스

트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앙중심성(0.7449)과 매개중심성(0.2040)이 가장

높은 Machine Learning(ML)을 중심으로 <Figure

15>와 같이 에고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Machine Learning(ML)은 할당확률이 높은 상위

5개 단어 중 Cancer Therapy와는 연결되지 않은

<Figure 13> Changes of the Number of Article(Topic 4)

<Figure 14> Result of Word Cloud(Topi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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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Genome, Logistic Regression

(LR), Feature Selection(FS), Decision Tree, Natu-

ral Language Processing(NLP)과 인접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연구주제 4는 유전자 및 의료 데이터,

텍스트 분석, 질병 예측분석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S Market Research(2018)에 의하면, 연구주제

4의 시장규모는 2018년～202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CAGR)이 21.8%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

구주제 3은 개인이건강을관리하고의료를선택하는

방식을변화시켜건강에대한결과와의료비용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등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Kang, 2016).

연구주제 4와 관련된글로벌 회사로는 IBM Watson

Health, Cerner, HealthCatalyst, HealthECTM, EPIC,

AMITECH, Acmeware, CONICER, Prognos, Op-

tum, GE Healthcare, Siemens AG 등이 있다.

3.3.5 Topic 5. Medical Robotics

Medical Robotics(이하 ‘연구주제 5’)의 연구주

제 점유율은 전체의 13%(2060편)로 나타났다. 최

근 로봇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로봇이 수행하거나 사람들

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효과적으로 할 수 없던 일

들을 로봇이 보조하기 시작했다. 연구주제 5는 로

봇 응용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빈치(DaVinci) 수술 시스템과 같은 “수

술 로봇”, 환자에게 식사와 약을 가져다주는 “일상

작업 로봇15)”, 병원 및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용되

는 “개인관리(Personal care) 로봇” 등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다(GlobalTech Korea, 2016). 연구주

제 5의 논문 수는 <Figure 16>과 같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1973년～2018년 CAGR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5와 관련된 주요 연구 키워드를 파악

하기 위해 할당확률 상위 100개 단어를 대상으로

<Figure 17>과 같이 워드클라우드 분석한 결과

Artificial Intelligence(AI), Medicine, Behavior

Pattern, Robot, Data Mining이 주요하게 나타

났다.

15) 향후 의료 혹은 간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Figure 16> Changes of the Number of Article(Topic 5)

<Figure 15> Ego Network Analysis(Topi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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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Result of Word Cloud(Topic 5)

<Figure 18> Ego Network Analysis(Topic 5)

연구주제 5의 텍스트 네트워크 구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앙중심성(0.5859)과 매개중심성

(0.1808)이 가장높은Medicine을 중심으로 <Figure

18>과 같이 에고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Medicine은 할당확률 상위 5개와 모두 연결되어 있

으며, discovery, Genome, Biological Measure-

ment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지

능형 로봇 연구들이진행되고있음을 알수 있다. 또

한 매개중심성과 중앙중심성은 낮은 Side Effect,

Adverse Drug Reaction(ADR)과 긴밀하게 연결

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주제 5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rketAndMarket의 시장 보고서(2018)에 의하

면, 연구주제 5의 시장규모는 2017년 54.7억 달러에

서 2023년 167.4억 달러로 2018년～2023년 동안

CAGR이 21%에달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인구의

고령화와개인맞춤형의료수요의증가와전문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주제 5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GlobalTech Korea, 2016). 연구주제

5와관련회사로는 Intuitive Surgical, Hansen Me-

dical, Medrobotics, Verb Surgical, Microbot Me-

dical, Titan Medical, CyberKnife System이 있다.

3.3.6 Topic 6. Blockchain in Healthcare

Blockchain in Healthcare(이하 ‘연구주제 6’)의

연구주제 점유율은 전체의 12%(1801편)로 나타났다.

블록체인(Blockcahin)은 중앙에서 통제되는 기존

의 시스템과 달리 분산화 된 공개 거래장부로 특

정한 주체에 의해 통제가 불가능하고 위조가 불가

능한 구조이다(Kim and Song, 2018). 디지털화

된 데이터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 의료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다. 연

구주제 6은 개인 주도형 건강관리 지원, 보험청

구․심사 프로세스 적용, 의료기기․의약품 유통

채널 적용, 임상시험 안전성 향상과 데이터 공유,

개인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의 보호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Choi, 2017). 연구주제 6의 논문

수는 <Figure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증가

<Figure 19> Changes of the Number of Article(Topi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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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보이고있으며, 1975년～2018년 동안의 CAGR

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6과 관련된 주요 연구 키워드를 파악

하기 위해 할당확률 상위 100개 단어를 대상으로

<Figure 20>과 같이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processing, Case Based Reasoning(CBR), Secu-

rity & Privacy, Platform, integration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연구주제 6의 텍스트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중앙중심성(0.2828)

과 매개중심성(0.0526)이 가장 높은 Security &

Privacy를 대상으로 <Figure 21>과같이에고네트

워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Security & Privacy는

Law & Policy, grid, Cloud Computing, Intero-

perability, Health Data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주제 6의 보안과 법률 및 정

책 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rketAndMarket의 시장보고서(2018)에 의하

면 연구주제 6 시장 규모는 2017년 36.9백만 달러에

서 2023년에는 8.29억 달러로 2018년～2023년 동안

CAGR이 72.8%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주제 6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는 Google

Deepmind Health, IBM Watson Health-FDA, Gem

Health, MedRec, BlockMedX, Robomed Network,

Microsoft Blockpharma 등이 있다.

3.3.7 Topic 7. Evidence Based Medicine(EBM)

Evidence Based Medicine(EBM)(이하 ‘연구주

제 7’)의 연구주제 점유율은 전체의 12%(1,785편)

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7은 임상 전문 지식을 체

계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유용한 외부 임상 증

거와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진료 혹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재 나온 연구

중에서 가장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Sackett et al., 1999). 연구주제 7의

논문 수는 <Figure 22>와 같은 연도별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1975년～2018년 동안의 CAGR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2> Changes of the Number of Article(Topic 7)

<Figure 20> Result of Word Cloud(Topic 6)

<Figure 21> Ego Network Analysis(Topi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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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Result of Word Cloud(Topic 7)

연구주제 7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

해 할당확률 상위 10개 단어를 대상으로 <Figure

23>와 같이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Medical

Prescription, Neural Networks(NN), Expert Sys-

tem, signal, Cluster Analysis가 주요도가 높게 나

타났다.

<Figure 24> Ego Network Analysis(Topic 7)

연구주제 7의 텍스트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효과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앙중심성(0.6869)과 매개

중심성(0.2596)이 가장 높은 Medical Prescription

을 대상으로 <Figure 24>와 같이 에고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Medical Prescription은 할당확

률 상위 5개 단어와모두 연결되어있으며, Machine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ANN)와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연구주제 7의 기계학습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은낮지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hepatitis, Dementia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중국전통의학(중의학)의효과입증및간염과치

매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융․복

합 분야의 시대별 주요 연구주제와 연구동향을 분

석하고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향

후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의 전개 방향을 조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copus에서 1963년

부터 2018년까지 약 55년간 게재된 영어 논문 초

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 시대별 빈도분석, 토

픽모델링, 2-mode 네트워크, 워드클라우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빈도분석 결과 2000년 이전에는

Expert System, Knowledge Based System(KBM)

관련 연구가 활발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관심도

가 낮아졌다. 1990년 이후에는 Decision Support

System(DSS) 관련연구, 2000년 이후에는 Machine

Learning(ML), segmentation, Medical Image 관

련연구, 2010년 이후에는 Prediction, Support Vec-

tor Machine(SVM)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시대별로 인공지

능과 헬스케어 융․복합 분야 연구주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7개의 이 분야 주

요 연구주제와 각 연구주제별 연구 핵심어를 파악

해 볼 수 있었다. 7개의 주요 연구주제 중 ‘AI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과 ‘AI

for Medical Image’가 연구점유율 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nternet of Healthcare

Things(IoHT)(15%), ’Big Data Analytics in Health-

care(14%)’, ‘Medical Robotics(13%)’, ‘Blockchain

in Healthcare(12%)’, ‘Evidence Based Medicine

(EBM)(12%)’순으로 연구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시대별로 7개의 주요 연구주제를 분석해 본 결

과 ‘연구주제 2: AI for Medical Image’는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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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나머지 연구주

제들은 2010년 이후 연구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7개의 주요 연구주제들의 연구내용을 파악

하기 위해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주

요 핵심어 중심으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①연구주제 1은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단 의사결정 지원과 기술 수용 관련 연구, ②

연구주제 2는 다양한 의료영상 분석과 증강현실 관

련 연구, ③연구주제 3은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활

용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관련 연구, ④연구주제 4

는 유전자 및 의료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 ⑤연구주

제 5는 다양한 지능형 로봇과 부작용 관련 연구, ⑥

연구주제 6은 보안과 법률 및 정책제도 관련 연구

⑦연구주제 7은 기계학습 연구와 중의학, 간염, 치매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토픽모델링, 에

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

속에서 헬스케어 분야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융․복합 분야의 전세

계 연구동향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의 주요 연구주제

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혁신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 연구주제들이다. 글로

벌 컨설팅 기업인 Accenture에 의하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2021년까지 연

평균 40%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며, 2016년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인 PwC가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지역의 12개국 소비자 12,0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한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인공

지능 및 로봇진료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8). 이와 같이 빠르

게 성장 발전해 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밀접

하게 연관된 헬스케어 융․복합 산업의 7개의 주요

연구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게 도출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이 분야 연구

자들이 그간의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거나 정부의 보건의료

R&D 정책 방향과 전략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연구주제의 국내․외 논문데이터, 특허 데이

터, 뉴스 데이터에 대한 동향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본다면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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