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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은 IT에서 ICT로 발 하 고 ICT의 역 에서 M2M이 IoT로 진화하고 있는 이

다. IoT 산업이 발 함에 따라 IoT와 다른 산업을 융합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하나의 로 

스포츠 산업과의 융합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와 융합된 여가 스포츠에 있어서 선진형 여가 스포츠 

산업의 발 에 한 기 연구로서 키워드를 심으로 한 문헌을 통한 정보 분석을 수행한다.

ABSTRACT

Recently information industry has developed from IT into ICT. Among ICT area, M2M is evolving into IoT. As progress is 

being made in the IoT industry, people continue to try converging the IoT and other industries. One good example of such 

convergence is with sports industry. In this paper, we perform information analysis centered at keyword as a basic research for 

development of advanced leisure sports industry integrated with the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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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 서 론

주5일 근무제는 이미 세계 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

내에서도 다소 실시시기와 방법상의 이견이 있을지라

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환을 진한다는 측면에서 주5일 근무 제

도를 실시하 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

함에 따라 우리 사회 반에 걸쳐 사회 , 문화 , 경제

, 그리고 일상생활 패턴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상

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 특히 달라지는 여가환경은 

으로 하여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심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의 스포츠 참여  스포츠 람이 증

가함에 따라 스포츠와 련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포츠 산업이 차 발달하

고 삶이 안정 일수록 사람들의 이목은 더 나은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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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하여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에 심을 보이

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1].

여가는 고 으로 실내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실

내 여가와 야외 활동을 심으로 펼쳐지는 실외 여가

로 나 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고 인 여가 활동 

이외에 디지털 문화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 여가가 하

나의 큰 여가 활동의 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다[2]. 

IoT (Internet over thing)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디

지털 여가 활동은 그 확산이  커질 것으로 상되

고 있다. 스포츠 산업의 격한 변화와 확 에 따라 이

미 스포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들은 스포츠 

산업을 주요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3], 

국제 시장 환경에 한 문 조사기 (Global Industry 

Analysis, Market Line)들은 향후 스포츠 산업에 한 

로벌 환경이 련 산업의 지속 인 성장에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

카워드를 심으로 한 정보 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4-6].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키워드

를 심으로 단순 지수를 심으로 연구하여 연구자들 

사이의 상세한 연결 네트워크를 입체 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지 까지 구체 으

로 스포츠 산업을 한 클러스터 조성에 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만한 기 연구를 국내․외에서 찾아보

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oT와 융합된 여가 스포츠에 있

어서 선진형 여가 스포츠 산업의 발 에 한 기 연

구로서 키워드를 심으로 한 문헌을 통한 정보 분석

을 수행한다. 

Ⅱ 사물인터넷과 스포츠여가의 융합

2.1 스포츠, 여가와 IoT 융합의 필요성

미래의 스포츠 산업은 여가 트 드 변화와 함께 

격한 변화가 상된다. 여가 주의 이른바 선진국형 

소비문화 추세로의 변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시장 고

령화, 로벌화, 양극화와 융복합의 확산, 서비스 산업

주로의 스포츠 산업 변화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여가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스포츠 산업은 최

근 세계 여러 나라의 잠재  고객으로의 확산에 기여

한 교통, 통신 기술의 진부에 따라 로벌화가 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 한 경제  가치의 상으로 

부상하 다[7]. 

IoT 기술의 발달은 필연 으로 이를 활용한 기술로 

진화하도록 시장을 창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애

을 심으로 신은 이제 세계 모든 국가나 기업

에서의 화두로 부상한 것이 오래 의 일이다. 이러한 

신은 필연 으로 새로운 세계와의 융합 내지 복합화

한 결과를 낳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형성하거나 

창조하는 형태로 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역이든 

융합화·복합화는 세계 인 추세이며 이러한 융합화·복

합화에 가장 용하기 쉬운 기술이 IoT 기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와 여가가 IoT와 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oT)는 사물 하나하나가 인터넷과 연결

된다는 것이다. 이는 IT를 기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

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겨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주요 기술은 센싱 기술, 네트

워크 기술, 서비스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

용하여 스포츠 여가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역의 창출

될 것으로 망한다.

Ⅲ. IoT와 융합한 선진형 여가 스포츠의 
연구에 한 정보 분석

3.1 계량정보 분석

IoT와 선진형 여가 스포츠 산업의 정보 분석을 하

여 Web of Science에 1991년에서 2013년까지 발표한 

련 총 논문은 193편으로 논문을 심으로 분석하

다.

3.2 키워드 계 분석

정보 분석에 사용한 키워드는 IoT를 기반으로 sport, 

physical exercise와 이와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클

러스터링 분석 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이들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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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oT와 스포츠 산업 련 키워드 연 계 
Fig. 1 Associative relation of IoT and sport industry related each keyword

드를 심으로 Modularity class, Eccentricity, Close-

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를 계산하 다.

Modularity class는 클러스터링 결과 해당 노드에 

속한 클래스 번호를 나타낸다. 알고리즘 효율의 부분은 

격리된 노드 가 커뮤니티 속으로의 이동에 의해 얻

어진 모듈성 의 이득으로부터 얻어지면 식(1)과 같

이 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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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T와 스포츠 산업과 련된 국가별 계 
Fig. 2 Each nation of relation for related IoT and sport industry

여기서 ∑는 링크 내부 의 하 의 합, ∑는 
에서 노드에 입사하는 링크의 하 의 합, 는 노드 

에 입사하는 링크의 하 의 합, 는 에서 로부터 

노드까지 링크의 하 의 합, 은 네트워크에서 모든 

링크의 하 의 합이다.

Eccentricity는 해당 노드에서 가장 먼 노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식(2)와 같이 정의한다.

  (2)

여기서 는 정  와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다.

Closeness centrality는 정규화한 다른 노드와의 평

균 거리를 나타내며 식(3)과 같이 표 된다. 

 ∑∈ 


(3)

는 정  와   사이의 거리, 는 액터를 나

타내는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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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oT와 스포츠 산업과 련된 기 별 계 
Fig. 3 Each affiliation of relation for related IoT and spor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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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ness Centrality는 노드간 최단 거리에 포함

되는 정규화된 횟수를 나타내며 식(4), 식(5)과 같이 표

된다.

  
≠≠


 
(4)

 


≠≠


 

(5)

여기서 는 노드 에서 노드 까지 최단 경로의 

체수, 는 를 통과하는 이들 경로의 수이다. 

식(1)-식(5)를 이용한 키워드의 계 분석 결과를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ercise, Sport, Technology가 가장 큰 원을 형성하고 

있어 이 키워드를 심으로 기술 개발이나 산업 발

이 형성되고 있다. 한 재까지 발표된 논문의 수가 

다른 학문 역에 비해 많지 않아 노드간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정규화된 횟수인 Betweenness Centrality는 

조 한 상태가 아닌 약간은 느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분야에 한 연구가 아직

은 기단계의 연구로서 산업 인 측면에서 발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 식(1)-식(5)를 이용한 발표 논문에 한 국

가별과 이들 국가와 공동 연구하는 국가의 계를 나

타내었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분야의 연구는 

미국, 국, 호주를 심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국제 인 공동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 

못하며 자들 간의 국제 인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극 인 

국제 공동 연구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보여진다. 

그림 3은 식(1)-식(5)를 이용한 소속기 별 발표 논

문의 수를 심으로 연 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

여 호주의 Queensland 학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과제 

사회를 디지털사회라고도 하고 여가사회라고도 

한다. 트 터나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빠른 변화가 디지털시 의 변화를 변해

다. 디지털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

며 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놓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시 를 살아가는 인들이 여가 속

에서 선진형 스포츠 여가와 IoT의 융합이 발 할 것으

로 상하는 가운데 이들 산업에 한 정보 분석을 키

워드를 심으로 수행함으로 앞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발 할 것인가와 재 연구 심에 있는 기 과 국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미래 산업으로서 발  가능성

이 높은 이 분야에 한 기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고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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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2월 운 학교 학원 

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0년 2월 운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1991～1998년 KISTI 자 기실 책임연구원

1998년 3월 재 김포 학 멀티미디어과 부교수

※ 심분야 : 카오스 공학, 멀티미디어응용, 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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