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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국내학술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체계적 문헌 
연구방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검색하여 144개의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 후 분석하였으며, 비블리
오메트릭 분석법으로 VOSviewer를 활용한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는 
자동화, 지능화, 빅데이터 기술 분야와 운영시스템, 개념화 연구, 해외 사례 및 정책의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찾아내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공장의 핵심기술이자 핵심어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화에 관한 연구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앞으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보안기술 연구는 타 분야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향후 상호 연계한 융합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개별 연구의 위상
을 정립하고 연구분야를 찾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 인더스트리4.0, VOS뷰어, 체계적 문헌연구

Abstract  The paper reports 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results concerning the smart factory 
research in Korea. 144 papers were identified from the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list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by keyword search related to smart factory. Bibliometric analyses were 
conducted by way of co-occurrence and network analysis using the VOSViewer. Automation, 
intelligence, and bigdata were identifed as three critical clusters of research while, operating systems, 
international policy and cases, concept analysis as other three clusters of research. Internet of Things 
turned out to be a key technology of smart factory linking all of these areas. Servitization studies were 
small in numbers but seemed to have a lot of potential. Security researches seemed to be lacking 
connections with other areas of studie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milestone for identifying 
future research issues in smart factories. 
Key Words : Smart factory, Smart manufacturing, Industry4.0, VOSviewer,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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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업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독일의 인더

스트리4.0을 시작으로, 제조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한 연계 및 설비 지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IT기술 기반의 변화는 제조분야의 디지털혁신을 
유발하였으며, 사람, 기계, 프로세스 등 공장 내 다양한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스마트공장을 탄생시켰다. 스마
트공장은 제조업 혁신의 핵심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산부문을 넘어 제조업 전후방으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
고 있다. 

스마트공장 기반의 제조혁신을 준비하기 위해 산업계
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제조기업, 
IT기업, 설비기업, 정부 등 제조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스
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민간, 정부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국외에서는 글로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
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제조
전략을 수립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산업
계와 학계의 긴밀한 상호연계가 중요하다. 이에 학계에서
도 실무와 연계한 스마트공장의 기술, 산업, 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
러한 스마트공장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정량
적 연구들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내 스마
트공장에 대한 연구들이 어떤 실무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공장에 대한 
국내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단계별 선별과정을 통해 표본으로 최종 선
정하였다.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년도, 연구분야, 
연구주제, 연구방법, 핵심기술 등을 분석하였으며, 서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공장 분야의 연구 
개발자, 기업실무자, 정책기획자 등 관련 담당자들이 국
내 스마트공장 경향을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스마트공장은 독일의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인 인더스
트리4.0에서 시작된 개념으로[1], 정보기술과 생산운영
기술 기반의 지능화된 공정을 구축하여 제조 효율성을 
높인 공장을 의미한다[2]. 이는 공장에 한정된 개념이 아
닌, 제품기획부터 설계, 조달, 제조, 유통, 판매까지 제조
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 기반으로 통합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뜻한
다[3]. 스마트공장은 연계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참여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4]. 이를 통해 환경, 자원할당, 계획, 최적화 및 
관리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실시간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5]. 스마
트공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수직적 
통합과 기업 간 수평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 End to end 
통합을 통해 가치사슬 전체를 하나로 연동하는 것이 필
요하다[6,7]. IoT, 빅데이터 같은 정보통신기술들을 통해 
자동화 공정들이 제조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되고 더 나
아가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최적생산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스마트공장이다[8].

ICT와 제조를 융합하는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구는 공
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이에 기
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경향
을 제시하는 체계적 문헌연구 방법론(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을 적용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스마
트공장을 주제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연구는 국외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국외연구들은 핵심기술 중심 연구
[1,9-13], 주제 중심 연구[14,15] 등으로 나뉘어 수행되
었다. 특히 서지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
[16,17]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스마트공
장에 포함되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18-21]이 
주로 수행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공장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연구를 적용하였다. 체계적 
문헌연구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문헌을 검색한 뒤 
선정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택하여 수집된 결과를 
분석·종합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22]. 이 연구방법은 
모집단 구성, 표본 선정, 자료 추출 및 분석, 결과 도출의 
4단계로 수행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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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ntents
Database KISS, RISS, DBpia

Search terms Smart factory(스마트공장, 스마트팩토리), 
Smart manufacturing, Industry4.0

Search method Search including with terms 
in the paper's name or keyword

Search period ∼ 2019. 12.

Search results
A total of 1,444 papers

(KISS 109papers, RISS 764papers, 
DBpia 571papers)

Table 1. Search result

 

3.1 모집단 구성
모집단 구성은 연구대상 관련 키워드를 통해 학술데이

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들을 수집하여 목록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국내 스마트공장 관련 연구문헌의 모집단을 구
성하기 위해,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인 KISS, RISS, 
DBpia를 활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어는 ‘스마트
공장’ 및 이와 연관성이 높으며 유사어로 사용되는 ‘스마
트팩토리’, ‘스마트제조’, ‘인더스트리4.0’의 4개 검색어를 
활용하였다. 검색 시 2019년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논문명이나 주제어에 
선정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 과정 및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444편의 연구문헌을 모집단으로 구성하
였다.

3.2 표본선정
모집단으로 선정된 1,444편의 논문들 중에서 분석대

상을 선별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표본 선정과정을 
진행하였다. 표본 선정과정은 형식 선별, 내용 선별의 2
단계로 진행되었다[24]. 형식 선별단계에서는 표본 선정
대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로 한정하였
다. 이에 따라 학위논문, 학술대회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문이용이 불가한 논
문, 검색데이터베이스 간 중복논문도 배제되었다. 내용 
선별단계에서는 각 논문이 스마트공장 관련 내용을 포함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였다. 그 결
과 스마트공장과 관련성이 부족한 논문(스마트폰, 스마트
팜 등), 제조분야가 아닌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 공정 
또는 소재기술개발에 관한 논문 등은 표본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형식 및 내용선별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44편
의 논문이 체계적 문헌 연구를 위한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3.3 자료 추출 및 분석
최종 선정된 144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기준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분석기
준들을 참조하여 스마트공장 연구의 융합적 특징을 고려
하여 Table 3.과 같이 연구년도, 연구분야, 연구주제, 연
구방법, 핵심기술, 그리고 주제어의 조합 이렇게 6개를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년도는 연구경향의 기본으로 활용된다. 
2019년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도별 논문
편수를 정리하여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구들이 어떻게 증
가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의 연구분야 분석기준으로서는 한국연구재단
의 주제 분류 중 대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연
구가 진행된 세부 전공분야를 알아보았다. 융합적 특성을 
지닌 스마트공장 연구가 어떤 전공분야에서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의 연구주제 기준으로는 사물인터넷 관련 기존 
연구의 연구주제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여 기술, 산업, 서
비스, 정책 및 기타의 5개 분야를 활용하였고 각 분야별 
세부영역도 같이 분석하였다[18]. 연구주제는 중복분류
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립한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연구주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 분석을 통해서
는 스마트 공장 연구의 연구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기준은 활용된 연구방법이다. 사이버 물리시
스템 관련 기존 연구의 연구방법론 분류를 토대로 하여 
크게 비실증, 실증으로 구분하고 실증과 비실증 안에서 

Step Details Number of papers Remarks
Searching Database searching 1,444papers  Searching and collecting paper's names or keyword matching targets

Screening Type selection 186papers
 Excluding papers unable to use original paper(89papers)
 Excluding unregistered papers in KCI(932papers)
 Excluding duplicate papers(237papers)

Contents selection 144papers  Excluding inconsistency contents in the abstract or the body(42papers) 
Selection Final selection 144papers  Final selection as analysis target sample

Table 2. Process of samp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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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법들도 활용하였다[19]. 또한 스마트공장 연구의 
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여러 방법론을 활용한 경우 중
복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
지 않는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
장 연구들의 결과가 어떤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다섯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핵심기술들을 분석기준
으로 선정하였다. 스마트공장 기술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
리한 기술들을 12개 핵심기술로 재분류하여 분석기준으
로 수립하였다[9,19,25]. 핵심기술 분석 시, 논문에 여러 
핵심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핵심기술분석을 통해 스마트공장 연
구에서 핵심기술들의 활용빈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섯째 기준으로는 연구 논문의 서지 정보 중에서 주
제어를 활용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논문에 명기된 
주제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구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고,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VOSviewer를 활용하였다. VOSviewer는 단어
의 동시 출현(Co-occurrence)에 기반을 둔 시각화 도
구이다[26,27]. 단어 간 유사도, 연관 단어의 수 등을 기
반으로 주제어들의 맵핑과 클러스터링을 동시에 수행한
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석대상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클
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과 아울러 핵심
이 되는 주제어를 파악할 수 있는 밀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3.4 결과도출
표본으로 최종 선정된 논문 144편을 6개의 연구분석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
해 국내에서 수행된 스마트공장 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술 및 실
무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에 대한 향후 연
구방향을 제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년도

스마트공장 관련 키워드를 통해 국내연구논문을 검색
한 결과, 국내 스마트공장 관련 연구는 Table 4.와 같이 
2010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44편의 논문이 발
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게재된 논
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후에는 최근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연구 논문수가 전년대
비 13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관련 논문 게재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구는 2016
년부터 게재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스마트
공장 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
었다. 이는 미국, 독일의 제조정책과 함께 한국(2014년), 
중국(2015년), 일본(2016년) 등 아시아 주요국가의 제조
업 혁신 관련 정책이 발표되며 제조업 혁신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2 연구분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연구분야 기준에 따라 국

내 스마트공장 연구들을 Table 4.와 같이 분류해본 결

Classification Details
Research year Classification with annual unit 
Research field Topical classification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subject

Technology (Introduction, Trend, Proposal)
Industry (Strategy, Application and convergence, Prospect and spread effect)

Service (Strategy, User)
Policy (Introduction, Trend, Proposal)

Others
Research method Empirical study (Experiment, Survey, Case study, Phenomenal description, Others)

Non-empirical study (Conceptual framework, Engineering framework, Review, Others)

Key technology
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Big Data, Simulation, Augmented reality, 

Additive manufacturing, System integration, Automatic Robot, 
Cyber security, Hologram, Smart energy,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trend Keyword

Table 3. Standard of researc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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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학분야가 82편(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다. 그 다음 복합학(36편, 25%), 사회과학(23편, 
16%), 인문학(3편, 2%) 순으로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비
율이 높았다. 공학 내에서는 컴퓨터학(27편, 19%), 전자/
정보통신공학(22편, 15%), 산업공학(14편, 10%) 연구논
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IT분야와 제조분야에서 스마
트공장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복합학 내에서는 학제간연구(13편, 9%) 비중이 높게 나
타나 다학제적, 융합적 성격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사회과학 내에서는 경영학(13편, 9%) 논문이 가
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인문학 분야에서 일부 연구가 진
행되었으나, 총 3편으로 전체 연구분야 중 연구 논문
수와 비중이 가장 적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구주제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중복선택이 가능한 

기술, 산업, 정책, 서비스, 기타의 5개 기준으로 Table 5.
와 같이 분류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기술(90편, 56.6%)이었다. 특히 스마트공장 관련 플랫폼, 
시스템, 알고리즘 등 정보기술을 제안하는 연구(70편, 
44%)가 다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기술
소개 및 기술동향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연구들
[19,28-33]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순 
기술동향만을 제시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스마트공장과 연관된 산업을 대상로 하는 연구들은 
39편으로 전체의 2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관
한 연구들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효과, 사례연구 등 기업

Research field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year Total 

number of 
papers

Total 
percentage'10 '13 '14 '15 '16 '17 '18 '19

Engineering 1 1 2 3 8 15 26 26 82 56.9%
Computer science 1 4 2 10 10 27 18.8%
Electronic/Info-communication engineering 2 2 2 2 9 5 22 15.3%
Industrial engineering 1 5 4 4 14 9.7%
General engineering 1 1 2 4 8 5.6%
Mechanical engineering 1 3 2 6 4.2%
Electrical engineering 2 1 3 2.1%
Marine engineering 1 1 0.7%
Aerospace Engineering  1 1 0.7%

Interdisciplinary science 1 4 7 18 6 36 25.0%
Interdisciplinarity 1 1 1 7 3 13 9.0%
Science and technology 1 2 5 1 9 6.3%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 3 1 7 4.9%
Technical policy science 2 1 2 5 3.5%
Emotional science 1 1 0.7%
- 1 1 0.7%

Social science 4 9 5 5 23 16.0%
Management 1 7 1 4 13 9.0%
Local studies 1 2 3 2.1%
Economics 1 1 2 1.4%
International Trade 1 1 2 1.4%
Jurisprudence 1 1 0.7%
Accounting 1 1 0.7%
- 1 1 0.7%

Humanities 1 1 1 3 2.1%
Other Humanities 1 1 0.7%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1 1 0.7%
Philosophy 1 1 0.7%

Total 1 1 2 5 16 32 50 37 144 100%

Table 4. Classification by research year and resear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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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bject
(Multi-selection possible) Number of papers Percentage

Technology 90 56.6%
Proposal 70 44.0%
Introduction 13 8.2%
Trend 7 4.4%

Industry 39 24.5%
Strategy 39 24.5%

Policy 17 10.7%
Introduction 10 6.3%
Proposal 7 4.4%

Service 5 3.1%
Strategy 3 1.9%
User 2 1.3%

Others 8 5.0%
Education 4 2.5%
Humanities 2 1.3%
Legal system 1 0.6%
Mathematical analysis 1 0.6%

Total 100%

Table 5. Classification by research subject

의 비즈니스 전략을 다루는 연구가 많았다. 연구 중에
는 제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한 연구들[34-43]이 2016년 이후 꾸준히 수행되
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분야를 연구주제로 한 논문들은 17편(10.7%)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관련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타 
국가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제조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
일, 미국, 일본, 중국의 정책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 존
재하였다. 타 국가 정책 기반 연구 이외에는 표준화[44], 
인증제도[45] 관련 연구들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가 서비스분야인 논문은 5편(3.1%)으로 기타
분야를 제외한 연구주제 중 비중이 가장 적었다. 이는 성
장기인 스마트공장 연구가 기반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분야는 스마트제조 기반 
서비스전략(제조-서비스융합), 소비자 관련 연구(제품 구
매의도)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 외에는 기타분야로 교육, 
인문, 법제도, 수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들(8편, 5.0%)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4.4 연구방법
스마트공장 연구가 수행된 방법을 실증, 비실증으로 

구분하여 Table 6.와 같이 분석해본 결과, 실증연구는 
113편(53.8%)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는 실험(58편, 
27.6%)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사례연구, 설문조
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을 실
험 기반으로 검증하는 형태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외에는 스마트공장 관련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 기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비
실증연구는 97편(46.2%)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공학
설계, 인증·평가체계 구축 등 해당분야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연구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구축된 프레임워크
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진
행되었다. 또한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고찰이나 연구동향
분석 등에 관한 연구(8편, 3.8%)도 일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Research method
(Multi-selection possible)

Number of 
papers Percentage

Empirical study 113 53.8%
Experiment 58 27.6%
Case study 26 12.4%
Survey 16 7.6%
Phenomenal description 8 3.8%
Others 5 2.4%

Non-empirical study 97 46.2%
Engineering framework 69 32.9%
Conceptual framework 20 9.5%
Review 8 3.8%

Total 100%

Table 6. Classification by research method

4.5 핵심기술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에서 다룬 핵심기술들을 중복분

류가 가능하도록 Table 7.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 결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논문이 전체 핵심기술의 1/3에 해
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2편, 33.6%). 이는 최
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빅데이터 연구(18편, 
14.4%)의 2.3배에 해당한다. 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은 클
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시스템통합, 제조시
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모두 13편(10.4%)으로 빅데이
터 연구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 인공지능과 자동로봇(8
편, 6.4%), 시뮬레이션(7편, 5.6%)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
으며, 스마트에너지(2편, 1.6%)나 증강현실(1편, 0.8%)은 
다른 핵심기술 대비 수행된 연구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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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구경향
국내 스마트공장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 

논문들의 RIS 형태 서지정보파일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방법은 단어 간 동시출현(Co-occurrence)으로 
하였으며, 분석단위는 핵심어로 선택하였다. 계수방식은 
동시출현에 대한 가중치를 동일하게 산정하는 Full 
counting 방식으로 하였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같은 동의어나 유의어는 VOSviewer에
서 제공하는 시소러스 파일을 작성하여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였으며, 이 시소러스 파일을 분석결과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단어의 동시출현 최소빈도는 2회로 지정하

였으며, 총 434개 핵심어 중 24개가 이 기준을 충족하였
다. 24개 단어 중 다른 핵심어들과 동시출현 관계가 없는 
핵심어 1개(스마트공장 보안)를 제외한 23개 핵심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들 간의 동시 출현 및 연관성에 기초한 클러스
터 분석 결과, 국내 스마트공장연구는 Fig. 1.과 같이 크
게 6개의 클러스터로 나타났다. 첫 번째 분야는 스마트공
장의 기반이 되는 자동화에 대한 연구분야로 ICT융합, 
로직컨트롤러(PLC), 정보통신기술, 제조업3.0, 공장자동
화의 핵심어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분야는 스마트공장의 
정의, 목적 등 스마트공장 개념에 대한 연구분야로 4차 

Key technology
(Multi-selection possible)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year Total number 
of papers

Total 
percentage'10 '13 '14 '15 '16 '17 '18 '19

Internet of things 1 2 3 13 11 12 42 33.6%
Big data 1 2 4 7 4 18 14.4%

Cyber security 1 4 2 3 3 13 10.4%
System integration 1 1 1 1 3 2 3 1 13 10.4%
Cloud computing 1 1 3 3 5 13 10.4%

Artificial intelligence 2 2 4 8 6.4%
Automatic robot 1 3 4 8 6.4%

Simulation 2 5 7 5.6%
Smart energy 2 2 1.6%

Augmented reality 1 1 0.8%
Total 1 1 3 5 13 29 35 38 125 100%

Table 7. Classification by key technology

Fig. 1. Network visualization about research keyword of 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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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생산성 향상, 센서, 스마트공장, 의사결정나무
가 연관되어 나타났다. 세 번째 분야는 제조 스마트화의 
핵심인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분야로 머신러닝,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하둡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분야는 세부공
정의 지능화에 대한 연구분야로 사물인터넷, 모니터링시
스템, 플랫폼이 군집을 이루었다. 다섯 번째 분야는 스마
트공장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분야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제조실행시스
템(MES), 스마트공장 인증제도로 구성되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관련 정책
에 관한 연구분야로 독일, 인더스트리4.0, 중소기업의 핵
심어가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분류 결과는 국내 스마트공장연구
가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출된 6 개의 연구 클러스터는 Fig. 
2.와 같이 기초기술의 응용부문과 그 상위의 관리 시스템
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상위에 개념에 관한 연구
들과 해외 사례 및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국내 스마트공장연구가 실제 업무분야와 관련

성이 높으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2. Cluster framework by manufacturing work 
level 

Table 8.과 Fig. 3.에서 제시한 밀도 분석 결과를 보
면 스마트공장은 타 핵심어와의 출현빈도(64회) 및 결합
정도(90)가 가장 높아 높은 밀도를 나타내는 핵심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다음으로는 인더스트리
4.0(16회, 35), 사물인터넷(15회, 28), 4차 산업혁명(14
회, 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공장 보안은 출현

Keyword Occurrences Total link strength Cluster
Smart factory 64 90 2
Industry4.0 16 35 6

Internet of Things 15 28 4
4th industry revolution 14 27 2

Cyber physical system(CPS) 6 16 5
Factory automation 5 13 1
Manufacturing3.0 4 11 1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7 10 6
Smart manufacturing 6 10 3

Big data 5 10 3
ICT convergence 2 7 1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MES) 3 6 5
Sensor 2 6 2

Infor-communication technology 2 6 1
Platform 2 6 4

Productivity improvement 2 5 2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 3 4 1

Germany 2 4 6
Monitoring System 3 3 4

Decision tree 3 3 2
Machine running 2 3 3

Certification system for Smart factory 2 3 5
Hadoop 2 2 3

Smart factory security 2 0 -

Table 8. Occurrences, total link strength and cluster by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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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2회, 0), 다른 핵심어들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머신러닝, 스마
트공장 인증제도, 하둡은 출현빈도가 스마트공장 보안과 
동일한 2회로 나타났으나, 타 핵심어들과의 연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이다. 스마트공장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로 국내 스마트
공장 관련 연구들을 검색하여 총 1,444편의 문헌을 모집
단으로 선정하였다. 형식선별, 내용선별 등의 선별과정을 
통해 144개 논문을 분석표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해당 
논문들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수립한 분석기준과 서지
정보 시각화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
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2012년을 제외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구가 지
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 한
하여 증가세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연구 
수가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는 공학분야에서 가장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학분야 내 컴퓨터학, 전자/정보
통신공학, 산업공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공학분야 외에는 복합학, 사회과학 순으로 연구
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은 스마트공장 
연구가 가장 적게 수행된 분야(3편, 2,1%)로 논문 게재 
수에서 다른 분야들과 차이가 존재하였다.

셋째,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새로운 기술을 제안 및 소개
하거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또한 산업(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소개 및 
제안)에 대한 연구들도 발표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주제를 제외했을 시, 서비스(전략, 이용자)에 대한 연구
가 가장 적은 수로 진행되었다.

넷째,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는 실증적 방법이 좀 더 수
행되었다. 실증적 방법 중에서도 실험, 사례연구 등으로 
다수 연구가 발표되었다. 비실증적 방법(97편, 46.2%)도 
실증적 방법(113편, 53.8%)에 비해 비율상의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증적 방법에서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
되었다.

다섯째,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는 핵심기술 중 사물인
터넷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사물인터넷 관련 연
구는 타 기술에 비해 연구 수가 매우 많아 스마트공장의 
주요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기술(빅데이터, 클
라우드컴퓨팅)과 시스템 기술(사이버보안, 시스템통합)도 

Fig. 3. Density visualization about research keyword of 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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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진행되었다. 스마트에너지 기술은 연구 수(2편)가 
적었으며, 증강현실(1편)은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못한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마트공장 연구는 스마트공장 개념, 
자동화, 지능화, 빅데이터, 시스템, 사례 및 정책의 6개 
분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공장, 인더스트리
4.0,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핵심어는 출현빈도 
및 연계성이 높아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공장 보안은 출현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타 
연구들과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10년간 진행된 국내 스마
트공장 연구를 정리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국내 스마트공장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들은 핵
심기술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연구[18-21]로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정량적 분석방법을 동시
에 수행하여 분석과정을 체계화하면서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6가지 연구분석기준을 바탕
으로 정성적 연구분석을 수행하고, 핵심어를 이용한 네트
워크분석, 밀도분석으로 정량적 연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의 경향을 파악하
고, 향후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연구
분야가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스마트공장 개
념, 자동화, 지능화, 빅데이터, 시스템, 사례 및 정책의 6
개 분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도출된 6개 
분야를 기준으로 활용하면 정부정책, 기업경영전략 등을 
위한 기초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국내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핵심기술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연구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제조기술격차가 줄어들고 
글로벌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제조업은 ICT중심의 서
비스화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선제
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
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공장 관련 연구 수가 가장 많고 
핵심어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정 데
이터의 수집 및 관리가 스마트공장 구축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진보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스마
트공장 구축에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결
과와 같이 사물인터넷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과 시스템 기술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공장 보안은 핵심기술로써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기술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안 분야는 스마트공장 관
련 기술과 융합한 연구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반의 스마트공장에서 보안은 전 분야에 영향을 미
치며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기술이므로 지속
적인 논의와 이에 따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국내 연구논문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 연구논문을 동시에 
분석하여 글로벌 스마트공장 연구동향을 파악한다면 더 
거시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정량적 분석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국내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서지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
기 위해 핵심어만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추후 제목, 초록, 
핵심어 등 서지정보 전체가 포함된 파일을 전처리하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다면, 대상 핵심어의 수가 증가하여 
더 구체적인 네트워크 분석과 밀도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분석 기준만을 연구에 활용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논문의 분석기준을 추가하
여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스마트공장은 현장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사례, 보고서 등으로 연구대상을 다양화하
여 진행한다면 산업계의 추세도 반영된 연구결과가 도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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