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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활 헬스 어에 한 키워드 연결 계의 그래  
심성 분석을 통한 계량 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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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노인 문제가 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재활과 운동 문제를 ICT와 헬스 어 에서 해결하

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한 세계 연구자들의 노력을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그래  기반의 계량 정보 분석 

수행한다. 이를 해 먼  키워드 연계 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차수 분포 분석한 후 매개 심성, 근

 심성, 조화 심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의 심성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ICT와 헬스 어 분야에서의 핵심 키

워드를 통한 지 까지의 연구 동향과 미래의 연구 진행 방향을 알아본다. 

ABSTRACT

The elder problem is very serious stage in the age of present. This paper carries out scientometric analysis based on 

keyword that effort of global researcher for this research field as viewpoint of ICT and healthcare in order to settle physical 

exercise and rehabilitation of elder. First, this paper performs analysis of linkage relation of keyword. Second this paper 

carries out the analysis of degree distribution and centrality analysis of network based on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harmony centrality. Through this process, this paper reviews research trend of present and future through core 

keyword in the field of ICT and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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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는 수많은 논문, 문헌, 특허, 기술 보고서 등이 

출 되고 있다. 지  이 시간에도 세계의 학회, 출

사, 회사 등에서 련 연구 분야에 한 량의 문헌이 

출 되어 련 연구자들의 그 많은 논문이나 출 물 

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는 를 살아가면서 심 있는 연구 분

야에 하여 연구를 시작할 때 련 연구자들 

재 어느 부분에 집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

래에 연구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방향성이 결정되면 연구자들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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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검토하고 참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 분야를 오랫동안 집 으로 연구한 사람과 

지도해주는 교수나 연구자가 있으면 나름 로의 

연구 방향과 문헌에 한 이해도를 가지고 근

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나 처음으로 연구

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까지 이러한 연구 분야를 계량정보 분석이라

고 부르며, 국제 공동 연구의 인용 향력 지수[1],  

그래핀 분야에서 유망 역 탐지를 한 키워드 매

핑의 동태  분석[2], 학회의 공동 연구 네트워크 분

석[3], 마이크로 배터리와 에 지 분야에서의 연구 

네트워크 분석[4], 키워드 연결 계를 통한 계량 정

보 분석[5], 높은 피인용 지수를 가진 논문을 통한 

유망 기술 발굴[6], 컴퓨터 과학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와 한국의 력 방안[7],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술 융합 맵 생성  국가 로 일 분석[8], 부산 

지역을 심으로 특허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미

래 유망 산업 발굴[9]에 한 연구가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이 고령화

에 따른 운동과 재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재활과 운동 문

제를 ICT와 헬스 어 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한 세계 연구자들

의 노력을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계량 정보 분

석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키워드 연계 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

반으로 네트워크의 차수 분포 분석한 후 매개 

심성, 근  심성, 조화 심성을 기반으로 한 네

트워크의 심성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ICT와 헬스 어 분야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통한 

지 까지의 연구 동향과 미래의 연구 진행 방향

을 알아본다. 

Ⅱ. 데이터 취득  기  분석

노인의 재활과 운동 문제를 ICT와 헬스 어 키

워드를 이용하여 Web of Science에서 ((ICT or 

T health or care or healthcare) and (sport or 

"physical exercise" or elder) and rehabilitation)

로 키워드 검색하여 총 5,823개의 문헌을 취득하

여 KISTI의 KM+와 Vosview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전체적인 분석 과정은 그림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1. 체 분석 과정 

Fig. 1 Entire analysis processing 

2.1 연도별 출  논문 수

그림 2에 연도별 출 된 논문 수를 나타내었다. 

세계 으로 2003년 이후 논문이 증하기 시작하

으나 한국은 논문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서 한

국에서 이 분야에 한 연구가 독창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2. 연도별 출  논문 수 

Fig. 2 Number of publish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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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별 출  

이 분야의 국가별 논문 출 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국가별 출  논문 수 

Fig. 3 Number of published paper each nation 

국가별로는 미국과 국이 이 분야에 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국가별 키워드 분류에 의한 분석

국가별 키워드 분류에 의한 분석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키워드 분류에 의한 국가별 출  

논문 수 

Fig. 4 Number of published paper each nation 

by keyword classification 

분석 결과 미국, 캐나다, 랑스를 심으로 재활

과 스포츠 과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2.4 키워드 연계 계 분석

키워드 연계 계에 의한 분석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키워드 연계 계 분석 

Fig. 5 Analysis of associative relation by 

keyword 

Ⅲ. 계량정보 분석

키워드 연계 계 분석에 한 계량정보 분석을 

해 먼  네트워크의 차수 분포를 분석하며, 심성 

분석을 수행한다. 심성 분석은 매개 심성, 근  

심성, 조화 심성의 3개의 지수[10-13]를 분석한다.

3.1 네트워크의 차수 분포 분석

네트워크는 복잡한 구조가 되어 질 수 있으므로 

노드들의 속은 복잡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복잡

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도 은 이해 가능한 방법으

로 구조의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단순화한 측정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한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에 한 차수 분포(degree distribution)

를 계산한다.

만약 순간의 비방향 네트워크를 가진 시스템에서 

노드 의 차수는 단지 그래 가 가지는 속의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인  행렬 의 항에서 노드 의 차

수는 의   행으로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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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합은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에서 계산한다.

노드 자신의 차수를 제외하고 네트워크에 한 정

보를 없앰으로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몇 가지 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차수에서 얼마나 많은 노

드를 가지는 가를 계산함에 의해 차수분포를 

deg 차수 를 가진 그래 에서 노드의 분할

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6는 헬스 어 분야의 평균 

차수 142,930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네트워크 차수 분석 

Fig. 6 Analysis of network degree 

3.2 심성 분석 

그래 에서 어떤 노드가 가장 요한지를 살피는 

척도를 심성(Centrality)이라고 한다. 심성을 계산 

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매개 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조화 심성(harmony centrality)을 계산

하여 노인의 재활과 운동 문제를 ICT와 헬스 어 

에서 어느 부분이 요한지를 알아본다.

3.2.1 매개 심성

이 심성 척도는 노드들 간의 최단 경로를 가지

고 계산한다. 이는 A 노드의 요성을 확인하기 해 

A 노드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이 얼마나 A 노드를 거

쳐서 연결되는 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노드  

A의 요성은 A가 아닌 X, Y노드에 해 X-Y의 최

단 경로에 A가 포함되어있는 비율로 식(2)과 같이 계

산한다. 

 
≠≠∈

 
                   (2)

여기서 는 최단 경로의 수,   은 경로,는 

그래 의 정 을 나타낸다.

노드 X에서 Y로 지나가는 최단 경로들이 항상 A

를 거쳐간다면 그 값은 1이 되고, 반 로 노드 X, Y

에 해서 X에서 Y로 지나가는 최단 경로들이 하나

도 A를 거쳐 가지 않으면 그 값은 0이 된다. 이 값들

을 A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에 계산하여 합치면 그 

값이 바로 이고, 를 계산 후 다른 네트워크와 

비교하기 해서는 정규화하면 이 값은 항상 0-1 사

이에 존재하게 된다. 

그림 7은 그림 5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

고 매개 심성 분포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의 결과 직경 3, 반경 2의 노드가 가장 큰 

2,000개의 매개 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매개 심성 분석 

Fig. 7 Analysis of betweenness centrality

3.2.2 근  심성

근  심성은 요한 노드일수록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짧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계산

하는 방법으로 한 노드 A에서 A를 제외한 다른 노드

들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평균을 내고, 그 값을 

역수로 식(3)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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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정  와   사이의 거리, 은 

경로,는 그래 의 정 을 나타낸다.

그림 7에 그림 4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

고 계산한 근  심성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을 

통하여 근  심성의 값이 0.5에 집 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8. 근  심성 분석 

Fig. 8 Analysis of closeness centrality

3.3.3. 조화 심성

근  심성과 유사하지만, 최단거리의 평균을 역

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단거리의 역수를 평균을 

취하는 방법으로 식(4)과 같이 표 된다.

  
≠



                           (4)

여기서 는 정  와 사이의 거리이다.

그림 9에 그림 5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

고 계산한 조화 심성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9을 

통하여 근  심성 분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9. 조화 심성 분석 

Fig. 9 Analysis of harmonic closeness 

centrality

그림 7, 그림 8, 그림 9의 매개 심성, 근  심

성, 조화 심성을 통하여 rehabilitation을 심으로 

health, care, older-adult, exercise, physical activity 

등의 키워드가 가장 핵심 인 키워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하게 ICT는 심성 분석에서 요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논문은 노인의 재활과 운동 문제를 ICT와 헬스

어 에서 세계 연구자들의 노력을 키워드를 기

반으로 하여 계량 정보 분석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키워드 연계 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

로 네트워크의 차수 분포 분석한 후 매개 심성, 근

 심성, 조화 심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의 

심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ICT보다는 rehabilitation을 

심으로 health, care, older-adult, exercise, physical 

activity 등의 키워드가 가장 핵심 인 키워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 분야

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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