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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한국 연구자의 학술연구 동향을 계량학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KCI와 NTIS, WoS 및 Scopus에 등재된 블록체인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계량정보학 연구방법으로 논문 발행, 연구의 분야, 공저자, 단어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2017
년부터 논문 수가 급증하였으며 공저자 네트워크 형성의 초기단계를 보였다. 논문제목에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응용발전
과 쟁점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논문연구 분야는 사회과학 주제가 가장 많은 반면에 
국제논문연구는 공학 주제가 가장 많았다. 시기별 분석결과는 한국학자들의 블록체인 3.0 연구는 2017년 시작되었고 
2018년 빠르게 늘고 있다. 논문 피인용 수는 발행연도와 관련이 있었지만, 공저자 수와는 무관하였다. 이러한 계량정보
학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블록체인 분야의 발전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연구는 블록체
인 분야의 세계범위 지적 구조와 특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블록체인, 블록체인 연구동향, 비트코인, 계량정보학,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Blockchain research trend using bibliometrics-based network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WoS, Scopus, Korea Citation Index and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from 2009 to 2018. As results, the number of publications has started 
increasing rapidly from 2017 and it showed the initial stage of formation of coauthor network. Words 
often used in the title of the publications were related to application development, controversy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addition, the majority of domestic papers are in the subject of social 
science, while international papers tend to focus on engineering issues. The results of the temporal 
analysis show that Korean researchers' block chain 3.0 started in 2017 and are rapidly increasing in 
2018.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ssociated with publication year in a statistically signifiant way. By 
examining these research trends, we hope that this paper can be a usefu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reveal more clearly the knowledg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around the world.
Key Words : Blockchain, research trend, Bitcoin, bibliometrics, network analysis,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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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에 Nakamoto가 처음에 블록체인의 개념을 

비트코인(Bitcoin)으로 도출했다[1]. 블록체인은 탈 중심
화 특성으로 인해 업계뿐만 아니라 학술계까지 그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통화와 같은 금융 분야를 비롯하여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 1.0부터 블록체인 3.0까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블록체인 1.0은 암호통화 시대이며 비트코인은 블록
체인 1.0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이다[2]. 예를 들어 비트
코인, NXT코인，Ripple코인 등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탈 중심화 전자
지불 시스템을 구성했다. 블록체인 2.0은 암호화폐 기술
을 거래소, 보험, 자금, 주식 거래 등과 같은 금융 부문에 
폭넓게 적용하였다[2]. 무엇보다 블록체인 2.0은 스마트 
계약 개념을 도입하였다.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 기술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약을 집행하고 자동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계약을 완전 자동화하는 것을 말
한다[3]. 블록체인 3.0 시대는 금융 이외에 행정, 사법, 의료, 
통신, 문화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2].

블록체인화는 4차 산업 시대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며, 세계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국, 일본, 미국, 중국 등은 블록체인 기반
의 지능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4-7]. 한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

이런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의 혜택과 
장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관련 연구
의 계량화(quantify)가 중요하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수
행된 기존 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량정보학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
하여 블록체인 분야의 학술연구 동향을 계량학적 시각으
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계량정보학(bibliometrics)은 특정한 분야의 학술적 

속성과 변화 및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고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도약으로 지난 20년 
동안 크게 성장했으며 특히, 인용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9,10]. 이 학문의 목적은 논문과 단행본 등의 학술

문헌의 다양한 정보적 측면을 측정하여 특정 분야의 지적
(intellectual) 성격과 발전과정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11].

국내 학자들도 단어 빈도분석 및 인용 분석 방법을 기
반으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12]는 가중 네트워
크로 구성된 계량정보학적 데이터에 대해 인용 중심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제시하였다. Lee et 
al.[13]은 계량정보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영학 분야의 
연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Yoo, Lee[14]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판본들에 대한 계량
정보학적 연구를 통해 성경구절들의 유사도를 분석한 후 
판본들 간의 차이점을 찾아냈다. Lee는 문헌정보학 분야
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공저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15].

블록체인에 대한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살펴보면, Wang, 
Zhu[16]은 중국 지식자원 통합데이터베이스(CNKI; China 
Knowledge Resource Integrated Database)에서 2015
년부터 2017년 까지 검색된 블록체인 논문을 연구대상
으로 키워드 및 저자 분석, 저자-키워드 결합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연구의 초점이 기초와 응용분야로 양분
되었으며, 연구 중심이 이론에서 응용분야로 점점 이동하
고 있었다. Yli-Huumo et al.[17]은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41개의 블록체인에 관한 논문을 추
출한 결과, 80%이상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스마트 계약 및 라이선스 등 블록체인 애플리
케이션을 다룬 논문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Miau, 
Yang[18]은 Scopus(네덜란드의 엘스비어 출판사가 만
든 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801개의 블록
체인에 관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블록체인 논문 수가 2017년까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을 보였다. 블록체인 연구 변화의 3단계가 발견되었
다. Park, Park[19]은 웹데이터를 수집한 후 계량정보학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암호화폐의 온라인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Song et al.[20]은 블록체인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검색키워드를 이
용하여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학술논문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R&D 연구
과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데이터 수집대상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정도에 불과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설계
3.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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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량정보학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의 블록체인 관련 학술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9
년 1월에 국내논문은 KCI(Korea Citation Index)와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에서 국제논문은 Clarivate Analytics 학술지
인용색인 WoS(Web of Science) 및 Scopus에서 수집
하였다. ‘블록체인’(국내DB)과 ‘blockchain’(국제DB)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키워드, 제목, 초록을 대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범위는 2009년부터 2018
년(약 10년)까지 설정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결과 블록체
인 국내학술논문은 2013년부터 검색되고 국제학술논문
은 2016년부터 검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문논문, 학술대
회 발표논문 및 중복된 논문을 제거한 후 총 286건 국내
논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제논문은 저자의 소속기관
을 한국으로 설정하여 수집한 결과 2016년부터 검색되
었다. 중복된 논문을 제거한 후 국제논문 총 56건을 분석
에 이용하였다. WoS 및 Scopus의 데이터 수집방법은 
Fig. 1과 같다. 관련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학술논문 데이터는 사용언어, 출판연도, 색인DB 등이 광
범위하기에 블록체인 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Fig. 1. Data collection method of WoS and Scopus

KrKwic(KoRean Key Word In Context)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행렬을 생성하였다[21]. 주요 분석으로 저자
들 간 관계망 분석, 논문제목의 키워드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이 해당되며, 공저 네트워크의 시각화에서는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이란 성분들 간의 유사성
을 계산하여 특징적 소집단을 분류하는 분석방법이다[22]. 본 연구에서
는 가능한 많은 서브(sub) 클러스터를 하나씩 찾아내는데 적합
한 알고리즘인 CNM(Clauset-Newman-Moore algorithm)을 

사용하였다[23]. 단어 분석에서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기법을 통해 유사한 역할 특성
을 가진 단어들을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CONCOR는 
노드들 간 상관성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적정한 
수준의 유사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24].

3.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이란 사람, 조직, 사물, 문헌 등의 관계

(network)를 파악하여 그 구조를 정량화하는 것이 목적
이며, 계량정보학을 비롯하여 소셜 미디어와 정치 커뮤니
케이션 등 사회과학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논문 제목에 나타난 단어와 공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정의된다. 공저
자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저자명'이 노드에 해당되며, ‘동
일 논문의 공저자 관계'는 링크에 해당된다. 즉, 한 논문에 
2명의 저자가 있는 경우, 하나의 링크가 두 개의 노드(저
자)를 연결하는 구조를 형성하다. 그리고 단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가 노드가 되며, ‘논문 제목에 동시 출현한 단
어’는 링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 분석은 UCInet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서 계산하였다[26]. NodeX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공저자들 간 상호관계망을 시각화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지표인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및 위세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을 사용하였다. 연결중심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계 빈도이다. 
매개중심성은 특정한 노드가 네트워크상의 중개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근접중심성은 노드가 얼마나 
빨리 그룹 내의 다른 노드와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
낸다. 위세중심성은 체인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네트워
크의 직접적 연결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노드를 찾을 수 있는 지표이다[15]. 각 
지표에 대한 수학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Centrality Formula

Degree 
centrality[28]

 ′  




  



 

 ′  : standardized node 
degree centrality.
n: count of nodes.


  



 : A given node 
 can at most be adjacent to 

 other nodes. 

Table 1. Centrality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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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ness 
centrality[29]

 ′  




  



 



 ′  : standardized node 
closeness centrality.
n: count of nodes.


  



 : the shortest 
path number of edges in the 
geodesic linking   and  .

Betweenness
centrality[28]

 ′  



×
  


 



≠≠

 ′  : standardized actor 
betweenness centrality.

n: count of nodes.
: the number of geodesics 

linking   and  .
  : the number of 

geodesics linking   and  
that contain  .

Eigenvector 
centrality[30]

 

 
  





 

: eigenvector centrality.
n: count of nodes.

 is the adjacency 
matrix. 

(  = 1 if vertices i and j are 
connected by an edge and  

= 0 if they are not.)

4. 연구결과
4.1 연도별 및 분야별 논문 현황

Fig. 2와 같이, 블록체인 국내학술논문은 201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 논문 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까지 230편에 이르고 있다. 
국제학술논문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오면서 논문 
수가 약 2배 정도 증가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한국
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암호통화 투자자 
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g. 2. Annual trends of both Korean and English 
publications on blockchain

KCI에서 논문의 분류체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과 
같이 8개 대분류로 구분되고 있다. 국내학술논문은 사회
과학(159건) 분야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공학(87

건), 복합학(31건), 자연과학(4건), 예술체육학(4건), 인문
학(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논문도 KCI 분류체계에 
따르면 공학(33건) 분야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사
회과학(16건), 복합학(6건), 의약학(1건) 순으로 나타났
다. 국내논문은 사회과학자가 국제논문은 공학자가 블록
체인 연구에서 강세를 보였다. 블록체인은 등장한 지 얼
마 되지 않은 공학적 기술일 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법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연
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4.2 논문 저자 및 기관분석

Type Node Link Densit
y

Average 
degree

Diam
eter

Distanc
e

Korean publications 
author group1 8 22 0.786 2.750 2 1.063 
Korean publications 
author group2 7 10 0.476 1.429 3 1.429 
Korean publications 
author group3 7 16 0.762 2.286 2 1.061 
Korean publications 
author group4 7 15 0.714 2.143 2 1.102 
Korean publications 
author whole network 442 321 0.003 0.726 3 0.786 
Korean publications 
institution group1 8 11 0.393 1.375 2 1.406 
Korean publications 
institution group2 7 7 0.333 1.000 3 1.673 
Korean publications 
institution group3 5 4 0.400 0.800 4 1.600 
Korean publications 
institution whole network 178 74 0.016 0.416 5 1.565 
English publications 
author group1 14 31 0.341 2.214 4 1.827 
English publications 
author group2 9 15 0.417 1.667 3 1.481 
English publications 
author group3 7 10 0.476 1.429 2 1.306 
English publications 
author whole network 112 148 0.024 1.321 4 1.256 
English publications 
institution group1 8 28 1.000 3.500 1 0.875 
English publications 
institution group2 6 6 0.400 1.000 3 1.500 
English publications 
institution group3 5 7 0.700 1.400 2 1.040 
English publications 
institution group4 5 7 0.700 1.400 2 1.040 
English publications 
institution whole network 64 67 0.033 1.047 3 0.972 

Table 2. Network statistics

국내논문의 저자 수는 총 505명이고 국제논문은 144
명이다. 고유한(unique) 수는 국내논문 442명과 국제논
문 112명이다. 국내논문의 공저논문 수는 143편이었으
며, 총 논문 수(286편)의 50%를 차지한다. 국제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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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논문 수는 44편이었으며, 총 논문 수(56편)의 78.6%
이다. 국제학술연구는 공동연구가 훨씬 많았다. Table 2
에서 저자와 기관을 노드로 한 개별 네트워크의 속성을 
상세히 정리했다. 전체네트워크를 보면 국내논문의 기관 
전체네트워크 지름과 평균경로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며, 국제논문의 저자 전체네트워크 평균연결정도가 가
장 크다. 그리고 국제논문의 기관 전체네트워크 밀도가 
가장 크다.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보면 노드 수
와 링크 수가 가장 많은 서브네트워크가 국제논문 저자 
서브네트워크 그룹1이다.

Fig. 3와 Fig. 4은 NodeX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공저자들 간 및 기관들 간 상호관계망을 CNM 알고리즘
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저자 네트워크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은 이러한 소그룹을 이어주는 소위 마당발(hub)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속한 그룹 내부에서만 협
력하고 있었다. 대부분 5개 및 4개 노드의 공저자망을 보
면, 구성원들 간 촘촘한 관계를 지닌 동심원형이다. 반면
에 국내논문 저자그룹2 국제논문 저자그룹3 등은 한 연
구자가 다른 연구자들을 중개하는 Y형의 모습이다. 기관 
네트워크를 보면, 스타형, Y형, 라인형, 서클형 여러 구조
가 있다. 특히 저자네트워크보다 라인형 구조가 상대적으
로 많이 있다. 국제논문 국가분석 결과는 공저에 참여한 
국가들이 미국(3편), 중국(2건), 러시아(2건), 브라질(1건), 
프랑스(1건), 인도(1건), 호주(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3. Co-authorship networks in both Korean and 
English publications in terms of individual 
researchers

Fig. 4. Co-authorship networks in both Korean and 
English publications in terms of individual 
institutions

4.3 논문 제목단어분석
4.3.1 단어 빈도 및 중심성 분석
제목에서 자주 출현된 단어들을 Table 3 및 Table 4

에 정리하였다. 국내논문은 ‘기술’ ‘활용’ ‘법’ ‘규제’ ‘거래’ 
‘가상통화’ ‘시스템’ 등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연구자들이 
블록체인의 응용과 윤리, 거래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국제논문은 ‘system’ ‘technology’ ‘smart’ ‘IoT’ 
‘information’ ‘computing’ ‘consensus’ 등이 많이 등
장하여, 연구자들이 기술연구와 스마트계약 및 사물인터
넷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국내논문 주요단어의 연결성(degree)을 확인한 결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중심’ ‘활용’ ‘법’ 등의 중심성이 
높았다. 국제논문은 ‘Blockchain’ ‘system’ ‘network’ 
‘technology’ ‘smart’ ‘IoT’ 등이 눈에 띄었다. 근접성
(closeness)은 국내논문은 ‘규제’ ‘스마트’ ‘가상통화’ ‘거
래’ 등이, 국제논문은 ‘blockchain-based’ ‘computing’ 
‘consensus’ ‘information’ ‘management’ ‘secure’ 등
이 높았다. 매개성(betwenness)에서 국내논문은 ‘블록체인’ 
‘중심’ ‘기반’ ‘기술’ ‘활용’ 등이, 국제논문은 ‘Blockchain’ 
‘smart’ ‘system’ ‘IoT’ ‘network’ ‘blockchain-based’ 등
이 높았다. 국내논문 위세성의 결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활용’ ‘중심’ 등이, 국제논문은 ‘Blockchain’ ‘technology’ 
‘system’ ‘network’ ‘architecture’ ‘smart’ 등이 높았다.

No.
(frequency 
ranking)

Word Frequen
cy

Degre
e

Closen
ess

Eigenve
ctor

Betweenne
ss

1 Blockchain 174 1151 937 1.000 83953.750 
2 technology 56 400 1184 0.588 13149.337 
3 base 48 357 1175 0.473 16743.742 
4 center 39 385 1147 0.369 19355.230 
5 conjugation 39 279 1212 0.382 11689.151 
6 law 31 277 1242 0.292 7749.130 
7 analysis 30 207 1259 0.228 10755.672 
8 cryptocurrency 28 169 1298 0.115 9794.430 
9 system 26 183 1295 0.282 3719.834 
10 information 24 223 1289 0.336 2703.287 
11 industry 21 171 1273 0.177 5383.421 
12 transaction 21 148 1298 0.181 2482.505 
13 regulation 20 139 1349 0.103 2581.011 
14 utilize 20 168 1289 0.224 5898.883 
15 smart 20 124 1323 0.163 5188.090 

Table 3. Frequency and centrality of words in Korean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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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requency 
ranking)

Word Freque
ncy

Degr
ee

Close
ness

Eigenv
ector

Betweenne
ss

1 Blockchain 39 252 308 1.000 17889.633 
2 system 14 92 417 0.472 2801.831 
3 network 9 64 442 0.420 943.677 
4 technology 9 65 455 0.524 571.225 
5 smart 9 64 445 0.345 3055.217 
6 IoT 8 53 446 0.244 1632.256 
7 architecture 7 54 448 0.373 651.442 
8 blockchain-based 7 44 499 0.179 917.319 
9 distributed 6 45 459 0.326 402.324 
10 secure 5 36 465 0.203 709.953 
11 management 5 33 483 0.212 321.922 
12 information 4 31 486 0.209 131.951 
13 computing 4 27 498 0.172 128.770 
14 data 4 40 456 0.284 526.493 
15 consensus 4 26 489 0.126 364.598 

Table 4. Frequency and centrality of words in English 
publications

단어의 빈도 및 각 중심성의 상관성을 분석해서 Table 
5 및 Table 6과 같이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빈도와 연
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의 통
계학적 유의도가 0.01보다 더 낮아서 유의미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국내논문은 빈도와 연결정도중심성의 상관계
수가 0.9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빈도와 매개중심성의 
상관계수가 0.953이다. 상관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
은 매개중심성과 근접중심성 간의 상관성이다. 그래도 
-0.327로 높은 계수를 나타냈다. 국제논문은 빈도와 연결
정도중심성의 상관계수가 0.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빈
도와 매개중심성의 상관계수가 0.936이다. 상관계수가 가
장 낮게 나타난 것은 매개중심성과 근접중심성 간의 상관
성이다. 그래도 -0.303로 높은 계수를 나타냈다.

　 Freque
ncy Degree Closeness Eigenve

ctor
Betwee
nness

Frequency Pearson 
Correlation 1 .990** -.426** .943** .953**

Degree Pearson 
Correlation 　 1 -.475** .893** .933**

Closeness Pearson 
Correlation 　 　 1 -.577** -.327**

Eigenvector Pearson 
Correlation 　 　 　 1 .792**

Betweenness 
Pearson Correlation 　 　 　 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1-tailed).

Table 5. Correlations of words centrality in Korean 
publications    (N=679)

　 Frequency Degree Closeness Eigenve
ctor

Betwee
nness

Frequency Pearson 
Correlation 1 .986** -.407** .901** .936**

Degree Pearson 
Correlation 　 1 -.444** .936** .913**

Closeness Pearson 
Correlation 　 　 1 -.588**-.303**

Eigenvector Pearson 
Correlation 　 　 　 1 .754**

Betweenness 
Pearson Correlation 　 　 　 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1-tailed).

Table 6. Correlations of words centrality in English 
publications   (N=239)

4.3.2 CONCOR를 활용한 클러스터 분석
CONCOR는 노드들 간 상관성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

행해서 적정한 수준의 유사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24]. 
Fig. 5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국내논문은 4개의 클러스터
가 생성되었고 국제논문은 2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Fig. 5. Clusters using Concor analysis

국내논문 결과를 보면, ‘기술’ ‘활용’ ‘법’ ‘쟁점’ ‘사례’ 
‘혁명’ ‘합리’ 등의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가 크게 이루어
져 있으며, 이를 ‘Applicability controversy’ 클러스터
라고 명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가상통화’ ‘규제’ ‘핀테크’ 
‘증권’ ‘거래소’ ‘발행’ ‘자본’ 등이 포함된 ‘Financial’ 클
러스터이다. 다음으로 ‘안전성’ ‘연산’ ‘정치’ ‘확보’ ‘안정’
으로 구성된 ‘Security’ 클러스터가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다. 마지막은 ‘클라우드’ ‘데이터’ ‘보장’ ‘가상국’ ‘공간’ 
등으로 묶인 ‘Cyberspace’ 클러스터가 있다.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보면 응용 쟁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금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안전성 
및 사이버공간 분야의 연구 순이었다. 국제논문 결과를 보
면, ‘system’ ‘technology’ ‘information’ ‘computing’ 
‘design’ ‘model’ ‘hybrid’ 등의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가 
크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Technology development’ 
클러스터라고 명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iot’ ‘city’ 
‘energy-efficient’ ‘fog’ ‘marketplace’ ‘gas-wasteful’ 
‘patterns’ 등이 포함된 ‘Smart city’ 클러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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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시기별 동향변화 분석
국내외 블록체인에 관련된 인기연구 분야의 시기별로 

정리한 결과, Fig. 6와 같이 대비되어서 나타났다.

Fig. 6. Change in research subject across periods

국내외 논문대비로 보면 2017년 국제논문은 주로 금
융과 거래에 관한 기술혁명 및 아키텍처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관련논문이고, 국내논문은 법률정책 및 응용연구
에 관심을 갖는다. 2018년에 들어오면 국제 논문은 주로 
경제 산업, 소비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다. 국내논문의 주요관심 이슈는 법정과 응용 
관련 논의 및 보안과 스마트계약 개발이다.

국내외 논문을 종합해 보면, 2013~2016년은 한국학
자의 제1연구 단계이며, 학자들이 암호기술연구와 가상
통화 기술연구 및 사회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 2017
년부터 제2단계 연구를 시작했으며, 주로 가상통화 금융
에 관한 법률정책 논의와 사물인터넷 인증 등 금융 이외
의 응용연구가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금융 관련 법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사회학적으로 소셜플
랫폼, 서비스업, 부동산, 저작권, 물류업, 관광업 등 다양
한 학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4차례의 산업혁
명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 기술면에서는 보안과 지능계
약 및 각종 응용연구가 이슈로 떠올라 블록체인 3단계를 
맞이하였다. Miau, Yang[18]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블
록체인 연구는 2016년부터 3.0 단계로 진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학자들의 블록체인 3.0 연구는 2017년 시작
되었고 2018년 빠르게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학자들이 
블록체인 3.0 연구는 국제학계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이다.

4.4 논문 피인용 수 분석
피인용수가 출판년도 및 공저자 수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가정하였다. 여
기에서 가 종속변수(피인용 수)이고  가 상수이
며  가 독립변수(연도, 공저자 수)이다.

  

데이터는 국내논문과 국제논문이 합쳐진 후의 데이터
를 채용하였다.

Dependent  variable: times cited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Constant) 2683.634 556.404 4.823 0.000

Year -1.330 0.276 -0.254 -4.822 0.000
Number of 
co-authors 0.212 0.182 0.061 1.164 0.245

F=12.987, R2=0.071, Adj. R2=0.066, Durbin-Watson=1.889

Table 7. Regression model explaining the number of 
citations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 연도의 p 값은 
p<0.001이며 독립변수 공저자 수의 p 값은 0.245이므
로 피인용수가 연도와 관련이 있고 공저자 수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KCI, NTIS, 

WoS, Scopus에 등재된 한국연구자들이 발표한 블록체
인 관련 논문의 연도와 분야를 살펴보고, 저자, 기관 및 
단어를 통해 연구자 및 연구내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블록체인 논문은 2017년부터 급증하여 2018
년에 전년대비 2배가 넘었다. 이는 2017년부터 한국에
서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암호통화 투자자 수
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과 공
학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학술논문은 사회과학에 관심이 더 높은 반
면에 국제학술논문은 공학 분야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
로 보인다. 공저망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동일한 그룹에 
소속된 연구자끼리만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블록체인 주제와 관련한 논의가 학제 
간으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 연구자나 공
저그룹 간에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공
저자 네트워크 형성의 초기단계를 이루고 있었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기존 교류 그룹 및 기관을 넘어 다른 그룹 및 
기관과 협력 교류를 강화한다면 블록체인 연구의 발전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어분석 결과, 국내
논문의 연구주제는 응용과 쟁점에 관련연구 분야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금용연구, 안보연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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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공간 분야가 뒤를 이었다. 국제논문은 응용기술개발 
분야가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응용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실현가능성
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블록
체인의 적용을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
다. 국제논문과 국내논문의 비교한 결과, 국제논문은 기술 
응용에, 반대로 국내논문은 사회적 시사점에 관심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논문 피인용 분석결과, 피인용수
는 발행연도와 관련이 있고 공저자 수와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활용한 한국연구자들이 
발표한 국내외 블록체인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블록
체인 분야의 발전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연구자가 
발행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세계적 특징 파악과 
관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Web of 
Science와 Scopus 등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연구자들
이 출판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국가별 특징을 찾
고 각 분야에서 전 세계 연구자 간 관계와 연구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같
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전 세계 논문을 대상으로 네트
워크 분석을 재실시한다면 블록체인 분야의 세계범위의 
지적 구조와 특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보면 블록체인은 최근 
3년간 급속히 발전해, 여러 하위 분야의 관련 연구들이 
개념화에서 구체화로 전환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연구자
들이 이 점을 고려하여 개별 분야를 블록체인과 결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른 분야의 동
향을 연구할 때, 본 연구의 방법을 참고하여 유용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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