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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목적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과 전략이 

제시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 15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

였고, 주요 방법은 빈도분석, 워트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빈 

키워드는 정보, 빅데이터, 관리, 정책, 정부, 법률, 스마트가 확인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데이터 산업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성과, 국방, 거버넌스, 데이터 공공 등의 주제로 연관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4개 토픽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률", "데이터 거

버넌스 구현"이며, 이중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관련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차원의 데이

터 경영 및 데이터 통합 정책, 관련 기술 등 관련 분야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해외데이터 

거버넌스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이 요구되

는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 방향과 정책 방향 수립 관련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연구 동향, 텍스트 마이닝

Abstrac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orest keywords were information, big data, management, policy, 

government, law, and smart. In addition,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related research was being 

conducted on topics such as data industry policy, data governance performance, defense, governance, 

and data public. The four topics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were "DG policy," "DG platform," "DG 

in laws," and "DG implementation," of which research related to "DG platform" showed an increasing 

trend, and "DG implementation" tended to shrink. This study comprehensively summarized data 

governance-related studies. Data governance needs to expand research area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related fields such as data management and data integration polici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related technologies. In the future, we can expand the analysis targets for overseas data 

governance and expect follow-up studies on research direc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industries that 

require data-based future industries such as Industry 4.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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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의 학

문적 흐름, 특성 등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통제’, ‘관리 방식’ 등의 개념으로 분쟁 조정 기구, 

과정 및 제도를 포함한다[1].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가 자산으로서 가치 부각, 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 의

사결정 및 데이터에 의한 가치사슬 변화 전사 차원에서 

보유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에 의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 단위

에서는 디지털 과학 혁신 정책(DSIP: Digital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을 추진하여 과학 기술혁신 정

책의 수립, 집행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

는 체계를 구축,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이질적인 데이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2, 3]. 

데이터 거버넌스는 초기 데이터 거버넌스 협의회

(Business Governance Council)를 중심으로 정책 및 

제도에 집중되었고, 2000년 중반부터 중앙집중식 데이

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 규제 대응, 표준, 

규칙 수립 및 통제 수행 중심이었다[4]. 이후 범정부 차원

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하여 공공 데이터 

신뢰성 확보, 법·제도, 조직 체계, 관리 체계, 지원 인프라 

도출 강화가 요구되었다[5].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디

지털 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민·

관 협력 기반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이다[6].

데이터 거버넌스는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 중심 정책 수립, 조직 문화 확산, 인공지능 알고리

즘에 의한 정보 분석 및 통찰력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도

하고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통합 관리, 전담 조직, 데이

터 활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접근성 등의 주요 

쟁점과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도출

[7, 8]과 함께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사용자 중심의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지능화 기술, 비즈니스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 수용과 활용 등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

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비즈니스 전략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서비

스를 정의하는 관리 체계며,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는 정책·전략, 사람·조직, 기능·프로세스 ,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 성과평가 모형, 성숙도, 법안이 포함된다.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은 그간 연구 흐름을 살펴

보고 향후 연구 방향 설정 의미 있는 자료원이 될 수 있

다. 공공·민간영역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의 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 연구자들이 선정한 주요 키워드를 중심

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네트워크 분

석은 키워드 중심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주요 단어 

추출, 주요 키워드 간 관계 파악, 네트워크 구조 시각화

를 통하여 분석하는 빅데이터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하나다[9]. 또한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문서에서 새로운 

정보 추출을 위한 주제 경향성 파악 및 향후 관련 주제 

연구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문서의 집합에서 토픽 추출

을 위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 주요한 

알고리즘이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확인하고, 분석 대상 연구의 경향성과 

핵심적인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IT 거버넌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기초 연구 동향(게재연

도 및 학술지의 현황, 학문 분야)은 어떠한가?

둘째,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가?

셋째,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요 키워드 

간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국내 학술지의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분석

2.1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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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개방･활

용을 위해 ‘데이터 댐’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여 개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를 수행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전략을 설립하였다[11].

Researcher Definition

Sunil Soares
[12]

§ Data as an asset of a company
§ Activities to coordinate people, processes, and 

technology so that companies can utilize data 

as enterprise-wide assets

Seok Soo Kim
[13]

§ Strategies for the use of transparent data as a 
specialized regulation for each industry with a 
framework and load-map for data 
management, distribution, and protection

§ Data collection strategies and methods to 
support data integration and corporate data 
management programs

John Ladley
[14]

§ Decision-making related to authority, control, 
plan, monitoring, and execution of data asset 
management

NIA
[15]

§ A set of control means or mechanisms that 
support decision-making so that data assets 

held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re reliable 
and can be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users who 
use them 

Y. Lee, W Park,

D Shin & Y. Won
[7]

§ Data governance is a principle for companies, 
etc., to efficiently manage and utilize their 

assets, data
§ Data governance is a method for companies, 

etc., to derive optimal value from enterprise 
data through coordination of manpower, 

procedures, technologies, and policies within 
an organization

§ Data governance is a method of coordinating, 
controlling, and managing conflicting policies 

due to problems such as inconsistencies in 
data that may arise from data

Table 1. Definition of Data governance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2010년부터 해외 및 

국내 연구자들로부터 데이터의 범위 및 역할, 데이터 기

반 전략 등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서비스를 구축,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정책, 지침, 통제 등 데이터 자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디지털의 활용 및 인공

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등 예측과 분류, 추

천 등 알고리즘 등 분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7].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영역에서 데이터 수요 의사를 수

렴하고 합리적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지능 정보화 

사회의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개념

의 재정비 및 체계적인 조직 설립, 전문 인력 배치, 안정

적인 시스템 구축 등 탑·다운 방식으로 아젠다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 운영, 전자정부법, 지

능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는 2020년 

12월 데이터 기본법안 제안되기도 하였다.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의 시대인 만큼 데이터 거버넌스는 적법성, 중

립성, 합리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

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2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데이터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의 공통점

을 도출해 볼 결과 "정책∙전략(Policy & Strategy)", "사

람∙조직(People & Organization)", "기능∙프로세스

(Function & Process)",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

(Technology)", "성과평가 모형(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데이터 거버넌스 성숙도(Data Governance 

Maturity)",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in Law)"이었다[8, 18].

2.3 텍스트 마이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헌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

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에서 텍스트 분석 및 처리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패턴이

나 정보를 찾는 방법론으로 연구논문의 동향 분석에 주

요한 방법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에 내재한 의미를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형 데이터에서의 

학문적, 실천적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19].

2.3.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서 주요한 의미가 있

는 단어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연결된 다른 키워드와

의 수준을 파악하여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

각적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하는 기법이다[20]. 키워드 네

트워크는 선정된 문헌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간

의 연관도를 계산, 키워드 간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며 

시각화하는 기법이다.

네트워크 연구는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 구조,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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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 등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 동향 파악에 유효한 방

법론이다[21].

2.3.2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클러스터

링하는 방식으로 키워드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토픽이라는 

분석단위로 요약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22].

토픽 모델링은 최근 경영, 정책,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복수의 토픽 도출의 장점이 있어 많이 활

용되고 있다[23].

2.3.3 텍스트 마이닝 선행연구

데이터 거버넌스를 다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나 토

픽 모델링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관련 분야에서 선행연

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부터 도

출된 주제별 키워드들로부터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토

픽 명을 유추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의한 사회적 인

식의 변화를 제시하였고[24],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

석을 활용하여 공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동 향을 제

시하였다[25].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한 데이터 분

석을 통해 주요 토픽의 도출한 연구로는 ICT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연구토픽 및 동향 탐색[26]과 인공

지능 관련 국가 R&D 연구 동향 분석[27]이 수행되었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framework Concepts and Components

DGI
(Data Governance Institute)

§ Processes regarding the quantity, consistency, usability, security, and availability of data covered by the enterprise
   ① Rules and Rules of Engagement
   ② People and Organizational
   ③ Process

DAMA
(Data Management 

Association

International)

§ Define data management as higher-level planning and execution to acquire, control, protect, and value the data 
itself

§ Data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DMBOOK) is a data management guide book that develops and presents 

10 functions and elements continuously

TDWI

(The Data
Warehousing

Institute)

§ Programs that manage information assets to achieve data management goals

§ Goal Oriented Framework that achieves goals through organic combinations of organizations and processes
   ① Achievement Goal through data governance
   ② Individuals(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enterprise-level data governance activities to achieve defined goals
   ③ Process of performing a data governance program

MIKE2.0

(Method for 
an Integrated
Knowledge

Environment)

§ A comprehensive approach to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as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method

   ① Data Governance Strategy

   ② Data Governance Polices
   ③ Technology & Architecture
   ④ Data Governance Organization
   ⑤ Data Governance Processes

   ⑥ Data Investigation & Monitoring

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Implement best practices by providing process improvement goals and systems

§ CMMi plays a large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step-by-step informatization
   ① Process Management
   ② Project Management
   ③ Engineering

   ④ Support

PMM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 Big data governance capabilities
§ Big data service capabilities

§ Big data IT capabilities
§ Stakeholders contribution
§ Stakeholder satisfaction

DGA

(Data Governance
Act)

§ Announces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European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Act: European 
Commission(2020)

§ "European Strategy for Data" stipulates policies and investments designed to give the EU a competitive advantage 

by allowing the European Union to utilize vast amounts of data
§ Digital Services Act and Digital Markets Act have been added
§ Increase trust in data intermediaries and strengthen various data sharing mechanisms across the EU
§ It aims to provide a framework that promotes more reuse of data

Table 2. Data governanc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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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을 위

하여 학술검색 엔진 사이트 RISS를 사용하여 ‘데이터 거

버넌스’, ‘ IT 거버넌스’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국내 학술

정보이며, KCI 등재지를 대상으로 학술논문 자료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955편이었고, 원문을 보유하

고 있는 863편 중 2009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논문 중 

한국어로 출판된 KCI 등재지로 조회하여 362편을 선정

하였다. 이후 데이터 거버넌스, IT 거버넌스와 연관성이 

없는 주제의 논문, 중복되어 추출된 논문 등 제거 대상 

검토 결과 후 최종 158편을 선정하였다. 대상 논문에 대

한 선정과정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3.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연구를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LDA 기반

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도별, 학문 분야별, 

발간 학술지별 관련 논문 수는 빈도분석 및 시각화 결과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도출된 주요 키워드의 출현 빈도

와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키워드 

간 관계는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하여 키워드의 위치와 

연결패턴을 통해 의미 또는 중요한 맥락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확인하였고,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연구에서 핵심적 의미

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 결과만으로 연구 동향 분야 확인에 한계

가 있어 전처리 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토픽 개수는 Perplexity

로 비교하여 4개로 도출하였고, 토픽별 주제를 선정하였

다. 또한 선정된 토픽별로 네트워크로 모델링하여 키워드

의 위치와 연결패턴을 통해 의미 또는 중요한 맥락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토픽별로 키워드의 위치와 

연결패턴, 연결 중심성을 확인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는 Net-miner 4.0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4. 데이터 분석 결과

4.1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기초 연구 동향: 게재연도

   및 학술지의 현황, 학문 분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연구

를 위하여 연도별, 학문 분야별, 발간 학술지별 관련 논문 

편수를 확인하였다.

연도별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논문 수는 Fig. 1에 제

시하였다.

2017년 이후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 및 

정책 확대로 인하여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Fig. 1.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

발간학술지별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논문 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법학 분야 21편, 경영학 분야 20편, 과학기술학 분야 

19편, 정책학 분야 17편, 컴퓨터학 분야 13편, 공학 일반 

분야 11편, 학제 간 연구 분야 10편, 사회과학 분야 8편, 

기술정책 분야 7편, 무역학 분야 6편, 전자/정보통신공학 

분야 6편, 행정학 분야 6편, 문헌정보학 분야 4편, 경제

No. Process Contents

1

Accessed RISS 
(www.Riss.co.kr)
Search (n=955) ➡ 
Extraction (n=362)
➡ Selection (n=158)

§ Searched key word: Data 
governance, IT Ggovernance

§ Publication year: 2009-2021
§ Language: Korean
§ KCI registration

2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 
and Journal (n=149)

§ Title, author, year, academic 
geographical name, publishing 
agency, green, main word, 
academic field

3 Check key keywords

§ Extract keywords from titles and 
research purposes

§ Check missing and duplicate 
keywords

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eywords

§ Convert similar keywords to 
identical keywords

§ Adverb and adjective keyword 
nounization

§ Top key keywords and 
simultaneous appearance 
keywords

Table 3. Data col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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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야 2편, 정치외교학 분야 2편, 기타(인문학, 의학 일

반, 국제 및 지역개발 등) 6편으로 확인되었다.

Fig. 2. Number of publications by academic disciplines

학문 분야별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논문 수는 Fig. 2

에 제시하였다.

3편 이상 발간된 학술지는 14곳에서 확인되었고, 다

양한 학술지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꾸준히 

발간되고 있었다.

Frequency Publication

5 times and 

abo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n=12), KIPS 
Transactions (n=5),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n=5)

3-4 times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n=4),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n=4),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n=4), The Korean Governance 
Review(n=4), Crisisonomy(n=3), Culture and 

Convergence(n=3),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n=3), Informatization Policy(n=3), Korea 
Society of IT services(n=3), Jou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 

Management(n=3),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n=3)

2 times

The e-Business Studies, Information System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korean 
management review, Public Law Journal, Public 
Policy Review,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Journal of Korea 
Infomation Law, Knowledge Management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etc.

Table 4. Number of publications by Journal 

4.2 키워드 분석 결과

4.2.1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연구

를 위하여 주요 키워드 빈도분석(Table 5)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데이터(174회), 거버넌스(159회), 정보

(88회), 빅데이터(71회), 연구(70회), 분석(36회), 관리

(35회), 활용(30회), 개인(30회), 정책(26회), 정부(25회), 

법률(25회), 성과(24회), 산업(24회), 보호(24회), 스마트

(22회), 공공(21회), 기술(20회) 등이 주요한 키워드로 도

출되었다. 출현 횟수는 10회 미만이었지만 인공지능, 패

러다임, 클라우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등 데이터 거

버넌스의 관련 연구영역이 제도, 정책, 관리의 관점을 넘

어 미래 산업 차원의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

었다. 전반적으로 기술 관련 용어보다는 제도 및 정책, 법

률과 관련된 용어들이 최다 출현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Frequency Keywords

50 times and 

above

Data(174 times), Governance(159 times), 
Information(88 times), Big Data(71 times), 

Research(70 times)

50∼10
times

Analysis(36 times), Management(35 times), 

Utilization(30 times), Individuals(30 times), Policy(26 
times), Government(25 times), Law(25 times), 
Performance(24 times), Protection(24 times), 
Protection(24 times), Smart(22 times), Public(21 

times), Technology(20 times), Medical(18 times), 
Digital(18 times), Impact (17 times), 
Administrative(15 times), Strategy(15 times), 
Network(15 times), Revolution(15 times), Artificial 

Intelligence(14 times), Outsourcing(14 times), 
decision(14 times), system(13 times), service(13 
times), security(13 times), culture(13 times), 
cooperation(12 times), platform(12 times), cyber(12 

times), health(12 times), process(a)(11 times), 
country(11 times), activity(10 times), ethics(10 
times), society(10 times), model(10 times)

9 times and 
below

Process(b)(9 times), framework(9 times), control(9 
times), knowledge(9 times), organization(9 times), 
citizens(9 times), cases(9 times), companies(9 
times), regulation(9 times), defense(9 times), 

innovation(8 times), integration(8 times), university (8 
times), privacy(7 times), business(7 times), finance(7 
times), economy(7 times), management (7 times), 
risk(6 times), project(6 times), internet),2 times), 

cloud(2 times), artificial intelligence(2 times), 
architecture(2 times), Internet of Things(2 times), 
etc.

Table 5. Occurrence frequency of Keyword

4.2.2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연구

를 위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Fig. 3)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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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of Wordcloud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 방법은 전 처리된 텍스

트 데이터에서 주요 단어(명사 또는 형용사)를 추출하여 

출현 빈도수를 계산한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수를 사용하

여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크게 표시되고 각 각의 단

어들은 색상이 다르게 표시하는데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 

시각화 방법이 워트클라우드이다. 여기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중요도가 크거나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28].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의 워드클라우드 분

석 결과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논점들(Hot Issues)은 

“빅데이터”와 “정보”는 “관리”, “분석”과 “연구”에 의하여 

“정책” 개발과 “활용”이었다. 신뢰도 높은 결과 해석을 위

하여 분석자의 판단에 따라 주요 단어에 대한 채택 여부

를 판단하여 휴리스틱(Heuristics)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었다.

4.3 주요 키워드 간 관계

4.3.1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각 노드는 키워드를 나타내며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키워드는 다양한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링크(연결선)는 동시에 

등장한 키워드를 의미하는데, 두 키워드가 하나의 논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두 단어의 관계가 다수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29].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하여 주요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아래 Fig. 4에 제시하였다.

노드의 크기가 가장 큰 키워드 ‘데이터’ 와 동시에 등

장한 키워드의 네트워크 결과를 살펴보면 빅데이터(182

회), 정보(125회), 활성(74회), 법률(69회), 분석(58회), 

정책(46회), 의료(40회), 정보보호(33회), 인공지능(29회)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의 네트워크 지수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Fig. 4. Network Analysis Result of Keyword

No. SC TG WG No. SC TG WG

1 Data Big Data 182 16 Governance Big Data 44

2 Data Information 125 17 Data Medical 40

3 Governance Data 124 18 Governance Management 40

4 Data Research 78 19 Governance Analysis 36

5 Governance Information 78 20 Big Data Utilization 34

6 Individuals Information 76 21 Individuals Protection 34

7 Individuals Data 76 22 Management Information 33

8 Data Utilization 74 23 Data Protection 33

9 Data Law 69 24 Research Information 32

10 Governance Research 68 25 Data Health 31

11 Public Data 61 26 health Medical 30

12 Data Analysis 58 27 Protection Data 30

13 Protection Information 49 28 Governance Government 29

14 Big Data Information 47 29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29

15 Data Policy 46 30 Governance Performance 29

※ SC :Source, TG: Target, WG: Weight

Table 6. Network Weight of Keyword

4.3.2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분석은 직접적으로 한 노드에 연결되어 있

는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여 연결 정도를 보여주는 분

석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의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를 

전체적으로 집약하여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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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조화하는 장점이 있다. 연결중심성 분석은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들끼리 서로 가깝게 위치하여 하위주제를 이

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논문 내 함께 등장 빈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30].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하여 주요 키워

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는 아래 Fig. 5와 같다.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는 데이터 산업 정책, 데이터 거

버넌스 성과, 국방, 거버넌스, 데이터 공공 산업 등의 주

제로 연관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

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법률과 의료 등 산업 분야, 공공과 정책, 정부, 국가 주도 

관련 연구들이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 간 연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649)’, ‘거버넌스(.554)’, ‘정보(.352)’, ‘빅데이터(.267)’, 

‘관리(.128)’, ‘활용(.128)’, ‘개인(.117)’ 순으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 중심성 지수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Fig. 5. Degree Centrality Analysis Result

4.4 국내 학술지의 연구 동향

4.4.1 토픽과 비중 변화 추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을 위

하여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토픽을 

추출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추출된 토픽별 주

요 키워드들과 연계성을 고려한 4개 토픽과 주제 및 비

율은 Fig. 6에 제시하였다.

4개 토픽의 명칭은 "토픽 1: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토픽 2: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토픽 3: 데이터 거버

넌스 관련 법률", "토픽 4: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이다.

토픽 별 연결중심성 지수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이 토픽들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 거버넌

스 연구 동향을 포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6. Topic Model and Ratio by Topic

No. Keyword
Degree 

Centrality
No. Keyword

Degree 

Centrality

1 Data .649 11 Medical .085

2 Governance .554 12 Public .075

3 Information .352 13 Policy .075 

4 Big Data .267 14 Protection .064 

5 Management .128 15 Government .064 

6 Utilization .128 16 Technology .053 

7 Individuals .117 17 security .053 

Table 7. Degree Centrality of Keyword

8 Analysis .106 18 Smart .053 

9 Protection .096 19 Outsourcing .053 

10 Law .085 20 country .043 

Topic 
Model

키워드

Topic 1
(30%)

Topic 2
(19%)

Topic 3
(25%)

Topic 4
(26%)

Rank 1 Rank 4 Rank 3 Rank 2

Data 
Governance

Policy

Data 
Governancepl

atform

Data 
Governance in 

Law

Data 
Governance 

implemantatio

n

1st

Keyword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0.152 0.096 0.189 0.149

2nd

Keyword

Governance Government Information Research

0.057 0.067 0.12 0.058

3rd

Keyword

Policy Smart Individuals Performance

0.046 0.059 0.061 0.052

Table 8. Degree Centrality of Top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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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토픽 비중의 변화 분석은 3개 기간(2009년∼

2012년, 2013년∼2017년, 2018년∼2021년)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결과는 Fig. 7에 제시하였다.

Fig. 7. Topic trends by Period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

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추이이다. "데

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관련 연구는 11.0%에서 26.0%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공통성 도출로 인한 표준화 과

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은 구축 

및 운영에 해당하는 연구 분야로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2 토픽 별 키워드 네트워크

추출된 4개 토픽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각 토픽 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Topic 1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Fig. 8과 Table 9

에 제시하였다. Topic 1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연구는 

보건, 의료, 산업, 정책, 국가, 경제로 연관된 연구들이 연

결 중심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2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Fig. 9과 Table 10

에 제시하였다. Topic 2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연구

는 네트워크, 안전, 재난, 플랫폼, 스마트, 통합, 모델로 

연관된 연구들이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

다.

Topic 3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Fig. 10.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Topic 3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률

" 개인, 데이터, 정보, 식별, 활용, 행정법으로 연관된 연

구들이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4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Fig. 11과 Table 

12에 제시하였다. Topic 4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국

방, 기업, 조직, 아웃소싱, 성과, 체계로 연관된 연구들이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Network Analysis Result of Topic 1 

No. SC TG WG No. SC TG WG

1 Governance Data 15 6 Data Medical 10

2 health Medical 12 7 Governance
Artificial 

Intelligence
7

3 Data Utilization 12 8 Governance Policy 6

4 Protection Revolution 11 9 culture Policy 6

5 Data Analysis 10 10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5

※ SC :Source, TG: Target, WG: Weight

Table 9. Network Weight of Topic 1

4th

Keyword

Protection Research Governance Information

0.046 0.047 0.054 0.052

5th

Keyword

Analysis Analysis Protection Management

0.035 0.039 0.049 0.046

6th

Keyword

Digital Network Public Impact 

0.032 0.039 0.034 0.037

7th

Keyword

Revolution Management Utilization Effect

0.027 0.034 0.033 0.031

8th

Keyword

Research Strategy Revolution Outsourcing

0.026 0.024 0.03 0.031

9th

Keyword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foundation system

0.026 0.023 0.027 0.026

10th

Keyword

culture Technology Research
National
Defense

0.025 0.022 0.02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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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etwork Analysis Result of Topic 2 

No. SC TG WG No. SC TG WG

1 Governance Network 6 6 Data Classification 4

2 safety Disaster 5 7 Smart Integration 3

3 Governance Government 4 8 Analysis society 3

4 Management Disaster 4 9 Data Analysis 3

5 Government platform 4 10 Classification process 3

※ SC :Source, TG: Target, WG: Weight

Table 10. Network Weight of Topic 2

Fig. 10. Network Analysis Result of Topic 3

No. SC TG WG No. SC TG WG

1 Individuals Information 25 6 Data Information 13

2 Public Data 21 7 Governance Information 10

3 Individuals Data 18 8 Data Utilization 9

4 Data Utilization 15 9 Protection Identification 8

5 Data Research 15 10 Information Utilization 7

※ SC :Source, TG: Target, WG: Weight

Table 11. Network Weight of Topic 3

Fig. 11. Network Analysis Result of Topic 4 

No. SC TG WG No. SC TG WG

1 Governance Knowledge 9 6 Performance Outsourcing 5

2 Governance
National
Defense

9 7 Institution Medical 5

3 Governance Corporation 9 8 Performance process 5

4 Governance Impact 7 9 system Effect 5

5 PerformanceOrganization 5 10 Outsourcing Information 4

※ SC :Source, TG: Target, WG: Weight

Table 12. Network Weight of Topic 4

5.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논문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구논문 158편

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

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이 제시된 시점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연구논문 편수 추이, 키워드 출현 빈도와 출

현 논문 수를 산출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과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토픽의 추출, 토픽별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고 토픽별 네

트워크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의 지속적 확산을 확인하

였다. 매년 꾸준하게 연구 편수가 늘어났고, 2018년 이

후 관련 연구의 양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데이터 거

버넌스에 관련하여 국가 단위의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문 분야별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논문은 법학 분야, 과학기술학, 경영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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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학, 컴퓨터학 분야에서 다수 출간되었다. 법률과 정책 

관련 학문 분야에서 법률에 기반한 제도 및 구현 전략 관

련 연구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기술 관련 연구를 주목

하고자 한다.

둘째, 추출한 키워드 중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 

빅데이터, 관리, 개인, 정책, 정부, 법률, 성과, 산업, 스마

트가 출현 빈도가 높았다. 또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패러다임,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인공지능, 아키텍처, 사

물인터넷 등 비록 다수 출현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향후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 데이터 산업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성과, 국방, 거버넌스, 데이터 공공 산업 등의 

주제로 연관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

였다.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는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법률과 의료 등 산업 분야, 공공과 정책, 정부, 

국가 주도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주요 키워드들과 연계

성을 고려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의 4개 토픽이 도출되었다. 시기별 토픽 비중의 변

화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관련 연구는 증

가 추세를 보였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었으며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데이터 거

버넌스 관련 법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

다. 토픽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은 보건, 의료, 산업, 정책, 국가, 경제와 관련 연구가 수

행되었고,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률"은 개인, 데이터, 

정보, 식별, 활용, 행정법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데이

터 거버넌스 플랫폼"은 네트워크, 안전, 재난, 플랫폼, 스

마트, 통합, 모델로 연관된 연구들이 연결 중심성 분석 결

과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국방, 기

업, 조직, 아웃소싱, 성과, 체계로 연관된 연구들이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 관련 연구

논문들을 키워드 네트워크 및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

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경향을 이해하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책, 프레임워크, 평가 모델, 조직 구성 등의 

연구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법률과 의료 등 산업 분야, 공공과 정책, 정부, 국가 주도 

관련 연구들이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추출한 각 토픽을 연결하는 키워드를 매개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 주제와 방향 설정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토픽별 비중 추이에서 2018년 이후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관련 연구가 모델, 구축 사례, 평가 등 다양한 주

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문헌이 2018년 이후 뚜

렷하게 증가하였지만, 수적인 면이나 다양성의 면에서 아

직 부족하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차원의 데이터 경

영 및 데이터 통합 정책에 기반한 조정·통제·관리 분야로 

분석 대상을 세분화하여 정부 정책, 기업, 관련 기술 등 

관련 분야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의 키

워드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향후 해외데이터 거버

넌스 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의 비교나 연구자 네트

워크 분석이 병행된다면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계량적 분석을 활용하고 

정성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면 발전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출된 토픽별로 ‘데이터 관련 위원회 중심의 이

슈 관리’, ‘데이터 중심의 전략적 통합을 위한 표준화’, ‘데

이터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정책’, 

‘데이터 관리, 소유 및 역할’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과업을 연계하여 연구 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 고등교육

기관, 정부 조직 등 보다 전문화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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