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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IoT와 같은 정보통신매체의 급격한 보급으로 전자금융거래 또한 활발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파생적 부산물로써 각종 개인정보 유출, 해킹과 같은 금융보안의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금융보안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Active-X를 사용하고 있는 등 금융보안 분야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금융보안 기술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금융보안 관련 특허데
이터를 토대로 IPC 분류 빈도분석, 키워드 빈도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주요기술 동향을 비교하여 국내의 금융
보안 분야의 주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국내외 동향은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에 따른 관련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상용화 단계의 기술로 선행적인 측면
의 연구를 반영하는 논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보안 연구동향과 기술동향 분석 결과를 매핑함으로써 금융보안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고자 한다.
주제어 : 금융보안, 특허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동향 분석, 명사 추출

Abstr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also actively increasing due to the rapid spread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such as the Internet, smart devices, and IoT, but as a derivative 
by-product, threats of financial security such as leakage of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and hacking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ecurity against this is increasing, but in 
Korea, financial security technolog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financial security, such as Active-X.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major 
development direction in the domestic financial security field by comparing key technology trends with 
IPC classification frequency analysis,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security-related patent data. In conclusion, it seems that recent 
domestic and foreign trend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mart device-based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Accordingly,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the basis data for technology development of financial security by mapping the trend of financial 
security research trend and technology trend analysis through thesis data analysis that reflects the 
research of the preceding aspect as the technology of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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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터넷과 무선 통신망의 고속화, 스마트 디바이

스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매체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핀테크 등 시간과 장소
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되었다[1].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급격한 증가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 해킹과 같은 보안위협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발생
되는 피해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2,3].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관련 사고
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중이며,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 집
권화 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4]. 2016년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하는 등 금융보안에 활
용가능한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5].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하나캐피탈 해킹, 2011년 한
화손해보험, 농협 등의 해킹을 시작으로 2014년 발생한 
1억 4백만 건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등 전자금융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6]. 특히, 2011년 4
월 농협 해킹사건 이후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
업무를 강화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 주
관 하에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
영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금융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7].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액티브X(Active 
X) 기술 등 금융보안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보안 
관련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금융보안 관련 핵심기술
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보안 관련 특허데이터를 대
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점 기술 분야의 비교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
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금융보안 분야의 주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술동향 분석 관련 연구
특허데이터는 출원, 공개, 등록시점 및 발명의 명칭과 

발명자, 기술요약 등 객관적인 정보를 포함함은 물론 표
준화된 데이터로 기술동향 분석을 위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8,9]. 

이에 따라 특허 데이터는 정부나 연구소는 물론 일반
기업 등에서 산업·시장, 기술 등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
거나, 기술수준, 경쟁력 등의 분석을 위한 중요 기반 데
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보안 분야와 같이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 관
련 동향분석 연구로는 구자욱, 이종호, 정명석, 이주연 
(2017)이 수행한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데이터의 시계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동향 분석 연구, 정명
석, 정소희, 이주연(2018)이 수행한 인공지능 분야 국내
외 기술수준 비교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성 제시 연구 등
이 있다[10,11].

김도성, 조성한, 이정수, 김민석, 김남현(2018)은 특허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동향 분석 연구
와 변영호(2017)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ESS 분야 기
술동향 연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동향 분석
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12,13].

이 외에도 모바일 생체인식 기술, 차세대 근거리 무선 
통신, 스마트 차량과 자동차 사물인터넷(IoV), 지중탐지 
레이더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기술동향 분석에 
활용됨은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철도차량 관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4-19].

2.2 금융보안 관련 연구
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술·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금융 초기 정찬주, 김승

주, 원동호(2008)의 OTP를 이용한 온 라인 본인확인 방
안에 대한 연구나, 김선종, 권정옥(2009)의 개인키 유출 
사고에 안전한 키 교환 프로토콜 연구, 손영설, 강아름보
라, 박세철(2008)의 VoIP 전화망에서의 개인 전자금융 
보안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
구 등이 다수 진행되었다[20-22].

최근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거나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지침 등 금융
보안 분야의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다[23,24].

정책분야에서는 이정하, 이상용(2015)이 수행한 금융
회사 정보보안정책의 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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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아, 김상현, 박근재(2013)의 금융기업의 보안대책이 
금융 IT 보안책임과 위험감소 그리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효경(2017)의 미국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등과 같이 국내외 정보보안정
책,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25-27].

그러나 이준택, 차인환(2013)이 연구한 금융분야의 정
보보안 기술동향과 김영상, 유성민, 박유경(2015)이 연
구한 핀테크 산업기술 동향을 분석한 연구와 같이 금융
보안 기술, 서비스, 정책 등 세부 분야의 동향 분석이 다
수 연구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금융보안 분야의 동향 분
석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8,2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동향 분석에 다수 활용
되고 있는 특허데이터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을 활용하여, 금융보안 분야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과거
부터 현재까지의 핵심기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금융보안 분야의 주요 기술동향 분석을 
위해 국내·외 출원 및 등록된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
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특허데이터는 특허정보넷(KIPRIS) 사
이트를 통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
융보안’ 키워드로 검색한 국내 특허데이터 6,890건, 
‘Financial Security’ 키워드로 검색한 국외 특허데이터 
182,665건을 수집하였다. 특허정보넷 사이트에서의 검
색방법 및 키워드는 Table1과 같다. 

Korea 금융*보안*PD=[20000101~20191231]
Foreign financial*security*PD=[20000101~20191231]

Table 1. Patent search keyword on KIPRIS site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앞서 추출한 ‘금융보안’ 관련 국내외 특허데

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기술동향 분석을 위해 Fig. 1과 같
이 자료수집, 전처리와 분석 절차를 걸쳐 분석을 수행하
였다.

기술방향과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의 국내외 IPC 대분류 빈도분석 수

행하였다.
특허데이터의 IPC 분류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검

색체계 및 분류 기준으로 국내에는 1981년 6월 이후 표
준화되어 분류기준으로 활용 중에 있다.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IPC 코드는 국제적으로 Table 2와 
같이 분류코드가 도입되어있는데 A 섹션에는 생활필수
품 B섹션에는 처리조작, 운수 C섹션에는 화학, 야금 D섹
션에는 섬유, 지류 E섹션에는 고정구조물 F섹션에는 기
계공학, G섹션에는 물리학 H섹션에는 전기가 있다. 

IPC Classification
A Human necessities
B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C Chemistry; Metallurgy
D Textiles; Paper
E Fixed constructions
F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G Physics
H Electricity

Table 2. IPC Class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금융보안 분야 기술
동향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의 
국내외 IPC 대분류 빈도분석 수행하였다.

또한 세부 기술단위의 미시적 측면에서의 기술동향 분
석은 요약서 내 명사추출 및 전처리 후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명사추출은 Python의 ‘nltk’ 패키지를 사용
하였으며, 1차 명사 추출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중 
‘발명’, ‘상기’, ‘method’와 같이 기술적 부분이 아닌 키워
드는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후 주요 키

Fig. 1. Methodology of Patent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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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들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빈도분석을 통해 시계열
적 주요 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키워드(기술)를 중
심으로 핵심기술과 파생기술, 중심기술과 주변기술 등의 
분석을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영역의 주제를 가진 문
헌집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간의 동시출현 빈
도를 계산하여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키워드 간의 연관
도를 계산 및 구성한 네트워크를 말한다[30]. 키워드 네
트워크 분석을 위해 앞서 전처리 수행한 키워드 데이터
를 Bi-Gram형식으로 생성하여 네트워크 분석 툴인 
‘NodeXL’을 통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심성 분석에 사용되는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결집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
화하였다[31].

연결정도 중심성은 하나의 노드에 연결된 모든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 수가 많으면 연결정도 중심성도 높아지며, 특
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관계있는지에 대한 지
표가 되며 아래 식(1)과 같이 정의된다.

   
  



                     (1)

매개중심성은 개체의 위치가 네트워크 내 어느 정도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
드로 연결될 때 가장 많이 거치는 노드가 핵심노드가 된
다.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주변 키워드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 키워드라는 의미이며 식(2)로 정의된다.

  
  




  

 



                   (2)

결집계수는 네트워크의 밀도를 의미하며, 결집계수가 
클수록 노드의 총 연결선이 많다는 의미로, 빠른 정보 전
달과 자원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며 식(3)으로 정의된다.

  


  




 

                    (3)

4. 분석결과
4.1 국내·외 IPC 빈도분석 결과

국내 금융보안 분야의 특허별 IPC 특허등록 현황은 
Table 3과 같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물리학 분야(G섹션), 전기전자분야(H섹션)가 강세인 것
을 알 수 있다. 

Korea 2000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19

A 8
(0.7%)

9
(0.5%)

3
(0.2%)

5
(0.4%)

B 16
(1.5%)

34
(1.8%)

32
(1.7%)

11
(0.9%)

C 3
(0.3%)

5
(0.3%)

2
(0.1%)

1
(0.1%)

D 1
(0.1%)

0
(0%)

1
(0.1%)

0
(0.5%)

E 3
(0.3%)

17
(0.9%)

18
(1.0%)

5
(0.4%)

F 1
(0.1%)

1
(0.1%)

1
(0.1%)

0
(0%)

G 793
(74.0%)

1340
(71.4%)

1236
(65.9%)

885
(74.6%)

H 247
(23.0%)

470
(25.1%)

582
(31.0%)

280
(23.6%)

Sum 1072
(100%)

1876
(100%)

1875
(100%)

1187
(100%)

Table 3. Korea IPC Frequency result

국외 금융보안 분야의 특허별 IPC 현황은 Table 4 와 
같으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물리학 분야, 전기전자분야의 
비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oreign 2000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19

A 516
(2.6%)

1058
(3.9%)

927
(2.8%)

439
(2.4%)

B 395
(2.0%)

428
(1.6%)

424
(1.3%)

275
(1.5%)

C 31
(0.2%)

77
(0.3%)

66
(0.2%)

34
(0.2%)

D 8
(0%)

8
(0%)

4
(0%)

2
(0%)

E 73
(0.4%)

155
(0.6%)

134
(0.4%)

68
(0.4%)

F 41
(0.2%)

95
(0.4%)

167
(0.5%)

47
(0.3%)

G 15477
(77.9%)

20341
(75.9%)

25648
(77.2%)

12721
(70.4%)

H 3321
(16.7%)

4629
(17.3%)

5873
(17.7%)

4489
(24.8%)

Sum 19862
(100%)

26791
(100%)

33243
(100%)

18075
(100%)

Table 4. Foreign IPC Frequency result

Fig 2에서와 같이 국내외 IPC 비율을 확인해 보면 물
리학 분야와 전기전자 분야의 비중이 타 분야 대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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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 국외 
대비 물리학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5%정도 낮지만 
전기전자분야의 비중은 7%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Comparison of IPC Ratios at Korea and Foreign

4.2 국내·외 특허 명사추출 빈도분석 결과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세부기술 동향 분석을 위하여 특

허 문서 내 요약서 내용을 대상으로 명사추출 및 전처리
를 수행하고 이를 Table 5와 같이 5년 단위 빈도분석을 
통해 시계열적 기술동향을 도출하였다. 

이후 국내 특허데이터 내 키워드 빈도 순위가 상승하
거나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는 기술(키워드)들을 Table 6
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드’, ‘데이터’ 등 관련 기술의 경
우 2010년 이후 키워드 빈도 순위가 점차 하락하는 경향
을 보임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2004 2005-2009
 1 card 2044 card 2972
 2 system 1641 step 2411
 3 data 1262 certification 2373
 4 server 1212 server 2277
 5 certification 1152 data 2028
 6 terminal 1146 payment 1927
 7 service 962 transaction 1869
 8 payment 923 financial 1866
 9 storage 877 storage 1669
10 financial 853 terminal 1618
11 communication 795 service 1506
12 transaction 774 transmission 1455
13 transmission 725 communication 1306
14 security 713 security 1263

Table 5. Korea patent noun extraction frequency

15 process 625 process 1243
16 password 601 account 1160
17 network 600 input 1069
18 wireless 566 wireless 955
19 internet 539 password 775
20 electronic 522 discrimination 742

2010-2014 2015-2019
 1 certification 3314 certification 1741
 2 server 2758 server 1293
 3 step 2141 payment 937
 4 payment 2101 step 923
 5 system 2081 terminal 834
 6 security 1746 card 768
 7 terminal 1677 transaction 688
 8 card 1658 security 647
 9 data 1530 data 613
10 reception 1510 transmission 604
11 transmission 1508 reception 598
12 financial 1342 service 549
13 service 1308 storage 525
14 storage 1205 input 501
15 transaction 1152 module 422
16 input 1098 financial 414
17 communication 1038 password 414
18 management 947 process 392
19 module 945 image 392
20 password 938 fingerprint 356

　 2000-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19 Trend

card 1st 1st 8th 6th down
ward

data 3rd 5th 9th 9th down
ward

server 4th 4th 2nd 2nd up
ward

certification 5th 3rd 1st 1st up
ward

terminal 6th 10th 7th 5th up
ward

service 7th 11th 13th 12th down
ward

payment 8th 6th 4th 3rd up
ward

financial 10th 8th 12th 16th down
ward

transaction 12th 7th 15th 7th up
ward

transmission 13th 12th 11th 10th up
ward

security 14th 14th 6th 8th up
ward

Table 6. Korea patent Up/Down ward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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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국외의 5년 단위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로
써 전처리 후 빈도수가 가장 많은 20개를 선별 하였다.

국외의 경우에는 Table 8을 확인하면 ‘Network’, 
‘Card’ 등의 경우가 2010년 이후 빈도 순위가 점차 낮아
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결제수단의 증가에 따라 
‘Payment’, ‘Transaction’ 등의 기술이 상승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

2004
2005-
2009

2010
-

2014
2015-
2019 Trend

network 1st 2nd 3rd 2nd down
ward

transaction 2nd 1st 1st 1st up
ward

computer 3rd 3rd 5th 6th down
ward

card 4th 5th 11th 15th down
ward

service 5th 11th 9th 9th down
ward

server 6th 12th 12th 11th down
ward

access 7th 9th 10th 10th down
ward

account 8th 4th 4th 12th down
ward

security 9th 7th 13th 13th down
ward

payment 10th 6th 2nd 3rd up
ward

plurality 11th 8th 6th 4th up
ward

communicatio
n 12th 10v 7th 7th up

ward
application 13th 13th 8th 5th up

ward
message 19th 19th 18th 18th up

ward
authentication - 16th 15th 14th up

ward

Table 8. Foreign patent Up/Down ward trend

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앞서 도출한 기간별 주요(핵심) 기술(키워드)들을 중심

으로 파생(주변)기술들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특허데이터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3은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특허데이

　 2000-2004 2005-2009
 1 network 10002 transaction 12701
 2 transaction 9982 network 10705
 3 computer 8032 computer 9048
 4 card 6867 account 8336
 5 service 6756 card 8034
 6 server 6559 payment 7398
 7 access 6319 security 7388
 8 account 6133 plurality 7300
 9 security 5539 access 7259
10 payment 5384 communication 7134
11 plurality 4967 service 6819
12 communication 4747 server 6247
13 application 4583 application 6020
14 database 3982 value 4751
15 management 3696 content 4578
16 credit 3676 authentication 4443
17 value 3458 management 4398
18 content 3261 time 4236
19 message 3241 message 4210
20 data 3136 data 4062

2010-2014 2015-2019
 1 transaction 18325 transaction 21237
 2 payment 13634 network 17337
 3 network 12742 payment 15427
 4 account 11405 plurality 15363
 5 computer 11357 application 13396
 6 plurality 9994 computer 13272
 7 communication 9549 communication 12262
 8 application 9437 request 11681

Table 7. Foreign patent noun extraction frequency

 9 service 9240 service 11154
10 access 9105 access 11069
11 card 8748 server 10870
12 server 8359 account 10741
13 security 8205 security 9892
14 content 6322 authentication 8799
15 authentication 5982 card 7714
16 value 5298 interface 7657
17 interface 5255 storage 7591
18 message 5071 message 7535
19 module 5005 data 7040
20 storage 4879 module 7034

password 16th 19th 20th 17th up
ward

storage 9th 9th 13th 14th down
ward

communicatio
n 11 13 17 - down

ward
module - - 19 15 up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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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키워드 네트워크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으로, ‘카드’, 
‘금융’, ‘처리’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Korea 2000 ~ 2009 Keyword Network 
Analysis

Table 9을 살펴보면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USIM이나 IC칩과 같은 이동통신 
및 카드의 보안 관심의 증대로 인한 ‘카드’, ‘데이터’, ‘저
장장치’, ‘단말’, ‘인증’ 등의 관련 기술이 핵심기술로 도출
되었다.

Label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ustering  
Coefficient

1 card 974 305803.93 0.06
2 data 974 275168.65 0.07
3 storage 859 184761.36 0.08
4 terminal 862 166054.12 0.08
5 certification 743 138890.95 0.09
6 financial 745 135385.51 0.09
7 transmission 773 130384.96 0.09
8 transaction 700 128707.96 0.10
9 security 633 99711.14 0.11
10 reception 633 93515.65 0.11
11 payment 656 90477.78 0.11
12 password 540 83113.07 0.12
13 communication 572 71505.86 0.12
14 module 583 68086.56 0.13
15 network 476 68063.14 0.14

Table 9. Korea 2000 ~ 2009 Keyword Network Analysis

Fig. 4는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국내 특허데이
터의 키워드 네트워크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으로, ‘카드’, 
‘단말’ 등의 기술은 여전히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바일’ 등의 기술이 새롭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 Korea 2010 ~ 2019 Keyword Network 
Analysis

Table10을 살펴보면 연결정도 중심선과 매개 중심성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2000 ~ 2009년과 비슷한 양상이
지만, 전국호환교통과 같은 호환의 관심증대와, 전자화폐
에 대한 관심 증대로, ‘데이터’, ‘인증’, ‘단말기’, ‘카드’, ‘보
안’ 등의 관련 기술이 핵심 기술로 도출되었다.

Label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ustering  
Coefficient

1 data 672 175265.07 0.08
2 certification 671 153477.62 0.08
3 terminal 659 146965.94 0.08
4 card 570 131550.54 0.09
5 security 617 112270.07 0.09
6 reception 591 111898.60 0.09
7 transmission 579 99400.65 0.09
8 module 578 95537.72 0.09
9 storage 504 91929.68 0.11
10 payment 523 77626.78 0.11
11 transaction 491 66384.25 0.11
12 process 423 53329.81 0.13
13 sign 390 52011.25 0.14

Table 10. Korea 2010 ~ 2019 Keyword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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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국외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한 결과의 그림이며 국내 특허 단순개수 
보다 국외의 특허 수가 많음에 따라 더 많은 노드들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formation’, ‘server’, 
‘service’, ‘security’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5. Foreign 2000 ~ 2009 Keyword Network 
Analysis

Table 11은 국외의 키워드 네트워크 핵심 키워드 도
출로써 연결정도 중심선, 매개 중심선 등의 지표에 따라 
네트워크 상의 금융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network’, ‘transaction’, ‘security’, ‘card’, ‘service’ 등
의 키워드가 핵심 기술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 키워드네트워크 시
각화한 결과이며 ‘server’와 ‘service’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중앙에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plurality’, ‘computer’와 같은 키워드
가 새롭게 중앙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Foreign 2010 ~ 2019 Keyword Network 
Analysis

Table 12을 살펴보면 연결정도 중심선과 매개 중심
선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전자 장치상에서의 보안, 패스
코드의 관리 등 네트워크상의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method’, ‘plurality’, ‘transaction’, ‘module’, 
‘network’ 등의 관련 기술이 핵심 기술로 도출되었다.

14 recognition 357 48878.82 0.14
15 password 418 47471.40 0.13

Label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ustering  
Coefficient

1 method 954 408274.06 0.06
2 plurality 750 352562.92 0.09
3 transaction 807 343575.60 0.10
4 module 771 333290.49 0.09
5 network 746 313371.64 0.11

Table 12. Foreign 2010 ~ 2019 Keyword Network Analysis
Label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ustering  
Coefficient

1 network 521 224611.71 0.09
2 transaction 549 196330.62 0.09
3 security 464 186283.84 0.10
4 card 447 149155.13 0.11
5 service 479 142542.65 0.10
6 computer 466 140403.80 0.11
7 server 455 133458.80 0.11
8 account 433 131766.79 0.12

Table 11. Foreign 2000 ~ 2009 Keyword Network 
Analysis

9 method 417 130545.21 0.12
10 module 353 120717.55 0.12
11 value 373 118231.95 0.12
12 plurality 347 103174.83 0.14
13 unit 317 94302.69 0.15
14 client 390 92800.15 0.13
15 payment 376 92774.27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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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최근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보안 분야의 주요 기술 도출
을 위한 국내외 특허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금융보안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개발 분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IPC 분야별 빈도분석과 중점기술 
및 연계기술 분야 동향 분석을 위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수행하였다. 

IPC 분류기준을 활용한 기간별 빈도분석 결과 국내외 
모두 물리학 분야, 전기전자 분야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물리학 분야(G섹션)는 전기적 작동, 무선 채널, 온
라인 뱅킹 등의 세부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분야(H섹션)는 지문인식을 위한 컴퓨터용 데이터 독취천
공기, 암호화 알고리즘, 시스템 사용자 신원과 권한 확인 
등의 세부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
면, 물리학 분야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며,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보안을 위한 기분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가 대비 물리학 분야(무선채널, 온라인 뱅킹 등) 관련 
기술개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IT강국으로써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 기술개발
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1년 국내 금융기관 
해킹사건 전후 국내외 금융보안 분야의 중점기술 및 연
계기술 동향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경우 2000년 대 초반 ‘카드’, ‘데이터’ 
등의 기술개발이 다수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인증’, ‘페
이’ 등의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모바일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전자금융이 

활성화 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중점분야가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의 경우에는 2000년 대 초반 이후 ‘네트워크’, ‘거
래’ 등의 기술개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페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신규 기술개발이 진
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
로 2000년 대 초반부터 전자금융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
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보안 관련 기술동향 
분석결과 국내외 모두 유사한 기술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선행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전자금융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HTML5 등 차세대 웹표준 환경에서의 보안 이슈 
해결을 위해 기존 금융보안에 다수 활용되었던 
Active-X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인증’, ‘보안’분야의 기
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외 금융보안 
분야 중점, 연계기술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특허 데이터의 경우 초기 개발 단계의 기술보다는 상용
화 단계의 기술 등의 비율이 높아,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보안 분야의 선행기술 분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
이 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연구로, 논문 데이터 기반 금
융보안 분야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본 논문의 
기술동향 분석 결과와 매핑을 통해 연구결과의 기술화
(특허)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원인 분석하여 향후 
성공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금융보안 분야의 성공적 기
술개발 및 핵심연구 분야 도출을 위한 로드맵 개발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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