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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택트(Untact)는 접촉을 뜻하는 단어인 컨택트

(Contact)에 Un을 붙여서 접촉하지 않는다(Un+contact)

는 의미이다[1].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하 COVID-19)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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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연구의 지식구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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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언택트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고 연구 방향 정립을 위한 함의를 찾고

자 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표된 연구 문헌 171편의 서지정보를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 분석하였다. 사용, 서비스, 소비, 영향, 기술 키워드 등의 등장 빈도가 높았고, 등장논문의 수는 코로나19, 기술,

사용, 서비스의 순서였다. 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분석 결과 서비스, 사용, 소비, 기술, 온라인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토픽 모델링으로 코로나19와 사회기술변화, 교육콘텐츠 필요성

및 활용, 사용자 편의 기술 및 서비스, 제품 마케팅 및 판매,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사용과 소비 영향요인 등 6개 토

픽을 추출하였고 토픽을 잇는 키워드는 기술, 서비스, 사용, 소비, 필요, 요인 등이었다. 지식구조 분석은 언택트 연구

와 정책 제안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탐색적 성격을 넘어 양적 축적과 질적 다변화가 필요하다.

주요어 : 언택트, 코로나19,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텍스트 마이닝, 지식구조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knowledge structure of researches on ‘untact’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directions for the studies using text mining. The study include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ling of 
keywords and abstracts from 171 thesis published until October 2020. Centrality analysis showed that ‘untact’ 
studies had been focused on service, usage, consumption, technology and online. From the topic modelling, 6 
topics such as ‘COVID-19 and socio-technological change’, ‘needs and utilization of education contents’, 
‘technology and service for user convenience’, ‘product marketing and sales’, ‘service design of the company’, 
‘influence factors of usage and consumption’ were extracted. Keywords that connect each topic were technology, 
service, usage, consumption, needs and factor. Exploratory analysis of ‘untact’ researches using text mining 
provides useful results for development of ‘untac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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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을 활용하고 기기를 통해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대면하지 않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언택트

기술을 매개로 언택트 사회와 문화를 빠르고 광범위하

게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느낀 소비자들의 요구도 그 배경이 되었

고[2], 달라진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언택트 패러다임은 가정과

직장, 도시 기능의 변화, 생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

고,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정부 정책 및 기업전략의 재

설계를 요구한다[3][4][5].

언택트 영역의 성장과 변화는 광범위하고 이는

COVID-19가 종식되어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4]. 이제 언택트 기술은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

적 요소가 되었고, 시민과 소비자의 인식과 라이프스타

일도 변화하고 있다[5]. 따라서 언택트와 관련한 공공정

책과 기업전략은 사회구성원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활

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언

택트 연구가 경제, 기술, 사회, 교육, 마케팅 등으로 범

위가 넓어지고 있지만[6][7][8], 정책과 전략과제로 이어

지기 위한 과제도 제기된다. 언택트의 이해 제고, 언택

트 영향분석과 대응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그 출발점으

로 현재까지 ‘언택트’를 주제로 한 연구 동향과 지식구

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언택트 관련 연구논문 자료를 텍스트 마

이닝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 및 지식구조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연구 분야에 대한 전체

적 지식구조를 드러내어 연구 동향과 토픽 및 키워드

간의 관계, 연구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고, 분석결과

의 가시성을 쉽게 보여주어 활용하였다[9].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표된 국내 언택

트 관련 연구 문헌의 핵심 토픽과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언택트 연구 동향과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표된 국내 언택

트 관련 연구 문헌의 토픽간 관계는 어떠한가? 전체적

지식구조와 맥락을 파악하여 언택트 연구의 현황을 확

인하고 이후 연구를 위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언택트 연구들을 정량적 관점에서 정리하

고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언택트 연구의 지식구조

를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과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언택트 연구를 확장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는 면에서 기여

점을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언택트

언택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과 인간 사이의 경

계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접촉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요 트렌드의 하나로 부상하였는데

COVID-19로 사회 전반적인 비대면 채널의 확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2].

언택트를 공공사회, 기업,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관

점에서 연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언택트를 마케

팅 서비스 변화의 관점에서 외식산업을 사례로 영향을

분석하고 코로나 시대 환대산업 서비스의 언택트 마케

팅을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2][6]. 또 언택트와 관련하

여 공공복지서비스의 과제를 연구하고 언택트 사회로

의 변화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

할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10][11]. 그리고 Kim &

Baek[12]은 언택트 시기의 기업의 제조와 생산 관점에

서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연구하였고 Song & Kim[13]

은 언택트 시기 대학교육의 관점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강의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였다.

2. 지식구조

지식구조는 지식이 조직되는 하나의 방식을 의미하

고 키워드들이 배치된 구조 자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

다. 키워드는 지식구조를 파악하고 연구물을 요약하는

데 좋은 분류단위로 해당 분야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와

연구 토픽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14]. Park[15]은 국

내외 통증 관리 간호 연구 논문의 영문초록을 텍스트로

키워드 및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지식구조를 파악하였

다. Kim & Song[14]은 국외 성취 정서 연구의 주요 주

제 및 주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식구조를 분석하였

다. Kim & Lee[16]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도시

재생 관련 연구의 동향과 지식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리

고 내용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연구현황과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한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고, 텍스트

마이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무용경영 연구

동향과 지식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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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

견하는 연구방법으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규칙과 패턴

을 찾고 시각화한다[19]. 비정형 자료가 증가 추세이고

텍스트에 숨은 의미를 찾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다. 네트워크 분석은 해당 키워드와 동시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키워드 간 관계

성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 나타난 키워드

사이의 연계 양상이나 강도를 파악할 수 있어 연구 분

야의 지적 구조를 잘 드러낼 수 있다[20].

토픽 모델링은 비정형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모

형을 만들어 숨겨진 주제 구조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추론 방법이다[21]. 맥락과 관련된 키워드들로부터 유사

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들을 그룹화하여 토픽을 추론하

며, 토픽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

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2].

아직 ‘언택트’를 다룬 네트워크 분석이나 토픽 모델

링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연구사례들

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한 연구로 Kim

& Kim[9]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이

용하여 리빙랩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Hwang[21]은

키워드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예술경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사례로는 다학

제 분야 연구 문헌 정보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융합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담학 연구 동향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

다[23][24].

토픽 모델링을 사용한 연구로 Kim & Jang[25]은

LDA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산업경영공학 논문 초록

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LDA 기

반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관광 분야 가상현실연구 핵

심 토픽을 도출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26].

Ⅲ. 분석자료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원은 학술자료 검색엔진 사이트인

RISS를 활용하였다. RISS 사이트가 DBPIA, KCI,

eArticle, KISS, 교보스콜라, NDSL, 코리아스칼라 등

다른 대부분의 사이트 자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이트들을 확인한 후 RISS에 누락된 자료는 추

가하여 사용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언택

트(Untact)가 초록과 서지정보에 제시된 연구논문을 검

색한 후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71편을 선정하고

명사 형태의 660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고유명사와 복합명사는 표기대로 추출되도록 정의하

고, 유사 용어나 유사 의미로 사용된 국문 및 영문 키

워드는 하나의 키워드로 추출되게 하였다. 연관이 없거

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1글자 키워드는 제외하고 최종

280 키워드를 정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 도구로는 넷마이너(NetMiner) 4.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1. 자료수집 및 처리절차
Table 1. Keywords selection and cleaning process

Process Contents

Searched RISS
(www.riss.kr)

Searched keyword: Untact.
Publication year: 2019-2020.10
Language: Korean.
Publication: Dissertations, Articles,
Reports and Books.

Extracted N=660
keywords in a
Noun format.
Finalized N=280
keywords through

cleaning

Included author’s keywords.
Designated proper noun and compound
noun.
Similar and English key words are
coded as one Korean keyword.
Deleted word irrelevant.
Excluded one character keyword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the meaning.

2. 키워드 빈도자료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등장한 키

워드는 ‘사용’(238회)이었고, 다음으로 ‘서비스’(210회),

‘소비’(178회), ‘영향’(174회), ‘기술’(148회), ‘온라인’(107

회), ‘모바일’(105회), ‘COVID-19’(98회) 등의 순서로 나

타나 이 키워드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90회 이상 사용된 키워드는 11개, 50∼89회 이

상 사용된 키워드는 32개였다. 20회 이상 사용된 키워

드가 107개로 정제된 키워드의 38.2%를 차지하여 아직

다양한 키워드로 연구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RI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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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키워드 출현빈도
Table 2. Occurrence frequency of keywords

Frequency Keywords

90 times and
above (n=11)

usage(238), service(210), consumption(178),
influence(174), technology(148), online(107),
mobile(105), COVID-19(98), analysis(98),
kiosk(98), needs(94)

70∼89 times
(n=15)

utilization(88), factor(88), user(86), plan(82),
experience(76), society(75), individual(75),
characteristic(74), marketing(73), value(73),
information(72), product(71), result(70),
change(70), company(70)

50∼69 times
(n=17)

design(69), shopping(69), education(68),
sales(68), format(66), system(65), usability(60),
usage intent(59), store(59), Korea(58),
industry(57), crisis(55), method(53),
market(52), remote(51), perception(51),
customer(50)

Ⅳ. 텍스트 마이닝 분석

1. 네트워크 분석

1) 데이터 전처리

키워드 간 동시 출현 관계를 바탕으로 단어 쌍이 동

시에 출현한 빈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Window size는 얼마나 인접한 키워드 사이에 링크를

형성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이를 3으로 설정하여 직

접 연결된 키워드 외에 다음 키워드도 연결하고자 하였

다. Link Frequency Threshold는 2로 설정하여 두 번

이상 출현한 관계를 모두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Remove self-loop는 Yes로 설정하여 같은 키워드 간

관계는 제외하고자 하였다.

키워드의 중요도는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법을 사용하였다.

TF*IDF는 문서별 단어의 가중치로서 같은 단어라도

문서에 따라 다른 값이 산출될 수 있다. 특정 문서에서

의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문서 집합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문서가 적을수록 값이 크다. TF-IDF값은 많은

문서에서 사용될수록 0에 근접하고, 적은 문서에서 사

용될수록 커진다[27]. 본 연구에서는 TF-IDF 값이 0.1

이상인 키워드만 추출하여 많은 논문에 흔히 출현하는

단어는 제외하고자 하였다.

2)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는 중요한 키워드를 한눈

에 파악하도록 나타내는 방법이다[28]. 출현빈도를 기준

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출현빈도 기준 워드 클라우드
Figure 1. Results of word cloud based on frequency

이에 비해서 TF*IDF 0.1 이상 문서 수를 바탕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출현빈도 기준 결과

와 비교해서 더 명확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TF*IDF 기준 워드 클라우드
Figure 2. Results of word cloud based on TF*IDF

3) 중심성 분석

중심성 분석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에

서 가지는 영향력과 위치를 확인하였다. 등장논문의 수

를 산출한 후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및 매개중

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다음 표 3과 같이 분석

하였다. 등장논문 수는 해당 키워드가 등장하는 논문

수로서 본 논문에서는 문서-단어 링크 강도로 TF*IDF

값을 적용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어별 등장논문 수

를 계산하였다.

연관단어의 수(Degree)는 해당 단어별 연결 단어의

수로서 이를 0∼1 사이의 수로 정규화한 것이 연결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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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직접 연결된 키워드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다. 매개중심성은 다른 키워드 간 연결을 매개하는

빈도를 산출하여 0∼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것이다,

다른 키워드간 최단 경로에 많이 등장할수록 매개중심

성이 높다[9][29].

표 3. 중심성 분석 결과
Table 3. Centrality analysis results of keywords

No. of
articles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OVID-19 53 0.061 0.061
technology 44 0.176 0.085
usage 40 0.255 0.171
service 39 0.204 0.103
society 36 0.086 0.047
plan 36 0.075 0.030
result 35 0.050 0.009
online 33 0.129 0.056
utilization 33 0.125 0.050
individual 32 0.061 0.004
influence 31 0.122 0.043
analysis 31 0.100 0.031
needs 31 0.086 0.014
factor 31 0.108 0.024
industry 31 0.065 0.013
consumption 30 0.194 0.077
non face-to-face 30 0.036 0.009

등장논문 수는 COVID-19가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

로 기술, 사용, 서비스, 소비, 온라인, COVID-19 등을

주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키워드가 등장한 논문

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각각의 주요 키워드를 재배

열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중심성 지표별 상위 키워드
Table 4. Top 10 keywords by centrality index

Rank No. of articles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1 COVID-19 usage usage
2 technology service service
3 usage consumption technology
4 service technology consumption
5 society online COVID-19
6 plan utilization online
7 result kiosk utilization
8 online influence society
9 utilization user influence
10 individual characteristic design

4) 구조적 공백

구조적 공백은 네트워크 내에서 키워드 간 연결을

형성하지 못하여 구조적으로 비어 있는, 연결이 단절된

공간을 의미한다. 구조적 공백을 이어주는 위치에 있는

키워드는 정보를 통제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점

유하여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다. 구조적 공

백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복성을 설명하는 해당 키워드

네트워크의 유효규모와 제약성을 들 수 있다. 표준화된

네트워크의 유효규모를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해당 키

워드와 이웃 키워드 간 연결 관계가 중복되지 않는 비

율을 뜻하며, 비 중복 비율이 높을수록 위치적 우위를

확보한다. 제약성은 해당 키워드 이웃해 있는 키워드

간 관계가 에고를 제약하는 정도이며, 제약성이 낮을수

록 구조적 공백에 따른 위치적 우위가 높아진다[30].

구조적 공백의 관점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키워드

를 나타내는 유효 네트워크 크기(내림차순)와 제약성

(오름차순) 수치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구조적 공백

은 원활하게 정보가 흐르도록 연결되어야 하는 지점이

며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으로 사용, 서비스 기술,

소비, 온라인을 들 수 있다[31].

표 5. 유효규모 및 제약성 지표의 상위 키워드
Table 5. Effective size and Aggregate constraint of keywords

2. 토픽 모델링

본 연구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

델링 기법을 통해 토픽을 추출하였다. LDA는 토픽 모

델링 기법의 하나로 한 문서 내에서 단어들의 동시 출

현 확률을 기준으로 문서 집합 내 단어들의 집락을 구

성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요약하기에 효과적이다

[19][32]. 실험을 통해 6개의 토픽으로 추출한 것이 가

장 적정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토픽 추출

추출된 토픽별 키워드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6개

토픽에 명칭을 부여하였다. 각 명칭은 ‘COVID-19와 사

Rank Effective size Aggregate constraint
1 usage(66.848) service(0.054)
2 service(53.387) usage(0.054)
3 consumption(49.617) technology(0.062)
4 technology(45.644) utilization(0.069)
5 online(33.631) online(0.076)
6 utilization(32.787) consumption(0.077)
7 influence(31.116) industry(0.086)
8 kiosk(30.989) analysis(0.088)
9 user(30.008) design(0.089)
10 characteristic(27.883) COVID-19(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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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술변화’, ‘교육콘텐츠 필요성 및 활용’, ‘사용자 편의

기술 및 서비스’, ‘제품 마케팅 및 판매’,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사용과 소비 영향요인’이다.

표 6. 추출된 토픽 명
Table 6. Label of extracted topic

topic 1 COVID-19 and socio-technological change

topic 2 Needs and utilization of education contents

topic 3 Technology and service for user convenience

topic 4 Product marketing and sales

topic 5 Service design of the company

topic 6 Influence factors of usage and consumption

언택트 관련 연구논문 수를 기준으로 각 토픽이 차

지하는 비중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3. 토픽별 비중
Figure 3. Ratio by topic

‘COVID-19와 사회기술변화’ 토픽의 비중이 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용과 소비 영향요인’ 토픽(16%)

과 ‘사용자 편의 기술 및 서비스’ 토픽(11%)의 순서였

으며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토픽(8%)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토픽과 키워드 네트워크

추출된 각 토픽별 할당확률이 높은 상위 키워드 10

개를 순서대로 다음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토픽별 가중치 상위 키워드
Table 7. Top 10 keywords by topic

Topic Top 10 keywords

COVID-19 and
socio-technological

change

COVID-19(0.052), society(0.044),
technology(0.038), change(0.037),
format(0.035), industry(0.033),
online(0.032), performance(0.029),
market(0.029), economy(0.024)

Needs and
utilization of

education contents

education(0.075), utilization(0.048),
contents(0.042), mobile(0.036),
needs(0.036), action(0.034),
teacher(0.030), development(0.028),
dance(0.028), video(0.027)

Technology and
service for user
convenience

usage(0.125), kiosk(0.089),
service(0.048), technology(0.043).
user(0.040), unmanned shop(0.038),
experience(0.035), copyright(0.028),
self-service(0.027), value(0.026)

Product marketing
and sales

consumption(0.099), marketing(0.064),
sales(0.063), product(0.061),
shopping(0.053), store(0.051),
brand(0.040). needs(0.036),
communication(0.036),
information(0.032)

Service design of
the company

service(0.127), design(0.073),
company(0.061), analysis(0.050),
trial(0.047), factor(0.044),
robot(0.032). customer(0.030),
global(0.027), demand(0.027)

Influence factors of
usage and
consumption

influence(0.101), usage(0.058),
consumption(0.049), usability(0.041),
usage intent(0.040), perception(0.034),
characteristic(0.032), factor(0.029),
acceptance(0.027), innovation(0.026)

그림 4는 각 토픽과 주요 키워드 간 2-mode 네트워

크를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적 관점에서 토픽과 키워드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COVID-19와 사

회기술변화’ 토픽은 ‘기술’ 키워드를 매개로 ‘사용자 편

의 기술 및 서비스’ 토픽과 연결되고,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토픽은 ‘서비스’를 매개로 ‘COVID-19와 사회기

술변화’ 토픽과 연결되어 있다. 또 ‘제품 마케팅 및 판

매’ 토픽은 ‘필요’를 매개로 ‘교육콘텐츠 필요성 및 활용’

토픽, ‘소비’를 매개로 ‘사용과 소비 영향요인’ 토픽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과 소비 영향요인’ 토픽은

‘요인’을 매개로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토픽, ‘사용’을

매개로 ‘사용자 편의 기술 및 서비스’ 토픽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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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픽과 키워드의 2-mode 네트워크
Figure 4. 2-mode network of topic and keyword

3. 소결

키워드 중에서 사용, 서비스, 소비, 영향, 기술, 온라

인, 모바일, COVID-19 등의 출현빈도가 높았고, 등장

논문 수에서는 COVID-19, 기술, 사용, 서비스, 방안, 사

회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키워드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은 사용, 서비스, 소비, 기술, 온라

인의 순서로 높아 해당 키워드들이 언택트 연구의 핵심

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매개중심성은 사용, 서비스, 기

술, 소비, COVID-19의 순서로 나타났다. 토픽 모델링

을 통해 ‘COVID-19와 사회기술변화’, ‘교육콘텐츠 필요

성 및 활용’, ‘사용자 편의 기술 및 서비스’, ‘제품 마케

팅 및 판매’,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과 ‘사용과 소비 영

향요인’ 등 6개 토픽을 추출하였다. 이 토픽들이 2020년

10월까지 언택트 관련 연구의 유형을 포괄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표된 언택

트 관련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과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지식구조를 파악하였다. 텍

스트 마이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언택트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정책, 경영, 산업 등의 연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등장논문 수에서는 COVID-19가 가장 많

으며 중심성 분석에서는 기술, 사용, 서비스, 소비, 온라

인, COVID-19 등을 주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사용, 서비스, 기술, 소비, COVID-19가 키워드 간 연

결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조적 공백 분석

역시 이들 키워드를 주제로 한 향후 연구 필요성이 높

음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군집화를 통해 추출한 6개 토픽 중

‘COVID-19와 사회기술변화’ 토픽과 ‘사용과 소비 영향

요인’ 토픽, ‘사용자 편의 기술 및 서비스’ 토픽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아 COVID-19가 가져온 사회적, 기술

적 변화와 사용자들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주제

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키워드 중심성이 높고

유의미한 구조적 공백 지표를 보이는 서비스, 사용, 소

비, 기술, 온라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동향을 파악하고,

토픽간 연계 키워드를 활용하면 언택트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방법들을 활용한 지식

구조 파악은 지식구조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언택트와 연관된 사회경

제적 변동, 기술의 영향,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

연구를 통해 공공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재설계에 이용

될 수 있다.

언택트 연구결과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양적인 면

에서 부족하여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에 머문 한계를

가진다. 국내 연구로 범위를 좁힌 것 또한 제약점을 가

진다. 향후 언택트 연구가 더 늘어나고 다변화되면 해

외 연구와의 비교,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의 병행, 여러

기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서 논의가 풍부해

질 것이다. 그리고 추출한 토픽 각각에 대한 연구사례

의 발굴과 심화 분석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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