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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 인터넷(IoT)은 물리  객체나 자 제품, 소 트웨어, 센서  제조업체, 운 자  는 연결된 다른 장치

와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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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한 미래 유망 역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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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is recently interesting area via dynamic analysis for keyword mapping.   

키워드

Keyword Mapping, Hyper Connected Society, IoT(Internet of Things) Platform, Dynamic Analysis 

키워드 매핑, 연결 사회, 사물 인터넷 랫폼, 동태  분석

Ⅰ. 서 론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교환과 공유 가치를 실 하는 

유비쿼터스 인터넷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과 사

람을 연결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에는 사물간의 통신이 

네트워크 통화량의 다수를 차지하며 사물의 지능화

로 인간의 삶이 보다 스마트하게 되는 사물 인터넷 

(IoT/M2M: Internet of Things/Machine-to-Machine) 

시 가 도래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이 가져온 세상의 변화로 인하여 ‘ 연

결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데, ‘ 연결 사회’란 ‘IT를 바

탕으로 사람과 로세서,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

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새로

운 가치와 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이며, 기술의 

진화와 인간 요구의 변화를 동인으로 하는 미래 사회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1-2].

표 1 에는 연결 사회 구 을 한 핵심기술  

련기술을 나타냈다[3].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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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결 사회 구 을 한 핵심기술  련기술
Table 1. The core and related technology for hyper 

connected society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사물 정보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수집되어 효율성을 기하며, 이를 빅 데이터로 

재처리함으로써 증하는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와 같은 ICBM(: Internet of 

things-Cloud-Big data-Mobile)의 연계성은 사물 인터

넷이 산업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오 라인과 온라인의 융합

을 이루어 신산업 창출과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4].

그림 1에는 클라우드 IoT 랫폼을 나타내었고, 표 

2에는 로벌 기업들의 주력분야와 사물 인터넷 랫

폼을 나타내었다[5].

그림 1. 클라우드 IoT 랫폼
Fig. 1 Cloud IoT platform

표 2. 로벌 기업들의 주력분야와 사물 인터넷 랫폼
Table 2. Major business of global enterprise and IoT 

platform 

아울러, 최근 기술이 융합·복합화 되어 가는 상황에

서 큰 기술진보와 신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기

술 진보와 신과정에서 학, 기업, 연구소에서는 사

활을 걸고 미래 유망 기술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한 

탐색과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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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에 따라 문가들의 주 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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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umber 

of paper  
year

number 

of paper 

1987 1 2001 10

1988 1 2002 11

1989 1 2003 6

1990 3 2004 23

1991 7 2005 14

1992 6 2006 25

1993 10 2007 40

1994 4 2008 25

1995 11 2009 37

1996 9 2010 65

1997 7 2011 129

1998 8 2012 191

1999 14 2013 343

2000 12 2014 481

2015 154

표 3.  IoT에 한 연도별 논문 수 
 Table 3.  Number of paper for IoT by year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계량정보를 이용한 분석기법은 논문을 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지 까지 출 된 논문과 특허 등을 단

순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할 경우 검색 건수가 

무 많아 연구자가 련 문헌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안세정[6] 등은 한국 자통신학회 논문지 체를 통

하여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연구하 고, 안세정[7] 등은 

과학 계량학 기법을 이용하여 Scopus로부터 CRT, 

LCD, LED, OLED, PDP 각 주제 역 분야별 검색용 

키워드로 사용하여 디스 이 역에 한 연구 트

드를 연구하 다. 

이 [8] 등은 기 기술연구회 13개 출연기 을 

상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에 한 향력을 연구하

다. 안세정[9]은 그래핀을 심으로 키워드 매핑의 동

태  분석을 통하여 유망 역에 한 연구 역을 제

시하 다. 이들 기법들은 새로운 학문 역에 해서는 

련 자료가 어 미래의 유망 역을 정확하게 측

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유망 역 탐지를 한 키워드

를 심으로 한 키워드 매핑에 한 동태  분석을 통

하여 에서의 최근에 심 역인 IoT와 스마트 디바이

스에 한 미래 유망 역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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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등장한 1987년부터 최근인 

2015년으로 제한하 으며, 검색된 총 논문 수는 1,648

편을 분석하 다. 

IoT 분야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의 흐름은 최  등

장하는 1987년에서  1990년 까지는 1 ~ 3 편 정도에서, 

1991년에서 2000년 까지는  4 ~ 12 편, 2001년에서 

2010년 까지는 6 ~ 65 편,  비교  근래인 2011년에는 

125편으로 증하 으며, 최근 2014년에는 무려 481편

이 발표되었다. 표 3에는 IoT에 한 연도별 발표 논문

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IoT 분야의 국가별 발표 논문 수는 국이 450

편으로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299편으

로 2 , 스페인이 156편으로 3 , 국이 141편으로 4

, 한민국이 123편으로 5 를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6  자유 국(86편),  공동 7  독일(83편)과 이탈

리아(83편), 9  랑스(73편), 10  일본(70편)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4에는 IoT에 한 국가별 발표 논문편

수를 나타내었다.

Ⅲ. 키워드 매핑을 통한 동태  분석

3.1 키워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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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수 6이상 일 

때 키워드로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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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umber of paper

China 450

USA 299

Spain 156

UK 141

South Korea 123

Taiwan 86

Germany 83

Italy 83

France 73

Japan 70

Canada 63

Australia 50

Sweden 42

Greece 36

Netherlands 33

Switzerland 31

Portugal 29

Finland 27

Poland 26

India 23

Belgium 21

Brazil 20

Norway 19

Singapore 19

Ireland 18

Austria 13

Malaysia 13

Saudi Arabia 13

Denmark 12

Ukraine 12

New Zealand 9

Russia 8

Kuwait 7

United Arab Emirates 7

Thailand 6

표 4 . IoT에 한 국가별 논문 수 
 Table 4.  Number of paper for IoT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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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사물 인터넷 분야는 최근에 심을 받은 

연구 역이어서 련 키워드를 통한 매핑은 실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키워드 매핑 기법은 다년간의 

데이터가 축 되었을 경우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2. 국가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 2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nation

 

Ⅲ.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먼  연결 사회 구 을 한 핵심

기술 인 사물 인터넷 랫폼과 로벌 기업들의 주력 

분야의 랫폼에 해 분석하 다.  재 인터넷에 연

결된 사물들은 1% 미만에 불가하나, 향후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연결 명 확산으로 산업 반

에서 다양한 신과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아울

러,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문헌을 심으로 한 계량

정보 분석과 미래 유망 역 탐지를 한 키워드를 

심으로 한 키워드 매핑에 한 동태  분석을 수행하

다.

수행 결과 키워드를 통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있었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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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