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모든 사물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지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1]. 또한 주변 상황을 감지하여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여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의
미한다[2].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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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내 논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
여 사물인터넷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로 하였
으며 네이버의 학술정보를 이용하여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내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기간별로 수집된 국내 논
문으로부터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추출하였으며 빈도가 높은 키워드 중에서 중심적인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키워드 빈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센서’, ‘보안’ 그리고 2017년부
터는 ‘차’, ‘지능’이 빈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키워드 중심성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안’, 
‘센서’ 그리고 2017년부터는 ‘지능’, ‘차’, ‘산업혁명’이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 중심어 :∣사물인터넷∣빈도∣중심성∣분석∣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rends in the IoT fiel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omestic papers on 
IoT that will have a great impact across industries and society. The survey period for this study was 
from 2015 to 2019, and the domestic papers on the IoT were collected using Naver's Academic 
Information. We extracted the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from the domestic papers collected by the 
period and performed the centrality analysis to identify the central keywords among the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In terms of keyword frequency, 'sensor' and 'security' from 2015 to 2017 appeared as 
the top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From 2017, 'car' and 'intelligence' appeared as the top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In terms of keyword centrality, ‘security’ and ‘sensor’ from 2015 to 2016 appeared 
as highly centralized keywords. From 2017, ‘intelligence’, ‘car’ and ‘industrial revolution’ appeared as 
highly centraliz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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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4차 산
업혁명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
되기 시작을 하였다. 사물인터넷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된다. 사물인터넷 관련 시장 전망에
서도 가트너(Gartner)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2020년에
는 2,6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31.4%의 증
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3].

사물인터넷 기술은 기존의 다양한 산업 분야 기술과 
융합되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사물인
터넷 전송 프로토콜,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보안, 법제
도, 정책 등 다양한 분야들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
물인터넷을 위해서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동이 
되어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은 저전력, 저용
량의 제한된 성능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로 이
루어진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동되어서 사용되기 위
해서는 기기들의 제한된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데이
터 전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4-6]가 진행되었
다.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로부터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및 속성에 기반한 데이터 교환 기법이 제안
되었다[7].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기들이 생산한 데이
터를 지역적으로 분산 관리하여 시간 민감성을 보장하
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도 제안되었다[8].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기들은 소형이며 
제한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기법을 사물인터넷
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보안성 제공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데
이터 보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안성을 제공하는 기법
들이 제안되었다[9-12]. 

사물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현행 법체
계가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한 모든 법적 상황을 포함하
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적 부분은 여러 미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법률적 미비점을 고찰하
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법률적 제도 마련을 위한 방향

성이 제시되었다[13][14]. 
또한 사물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마다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5][16]. 이러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
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렇게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연구 분야들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연구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조사 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로 하였으며 네이버의 ‘학술정
보’를 이용하여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내 논문들을 기간
별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기간별로 검색된 논문들의 
논문 초록 및 논문 키워드들로부터 단어들을 추출하였
고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빈도
가 높은 상위 30개의 단어 중에서 단어들의 중요도에 
의하여 중심적인 단어 파악하기 위해서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빈도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키워드를 연도별로 [표 1]에 정리를 하였다.

표 1. 2015년 ~ 2019년의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키워드

순위 2015 
논문

2016 
논문

2017 
논문

2018
논문

2019
논문

1 센서 센서 시스템 차 차
2 서비스 서비스 지능 산업혁명 산업혁명
3 보안 시스템 센서 지능 데이터
4 기술 보안 보안 센서 기술
5 융합 통신 차 서비스 지능

[표 1]에서 연도별로 상위 빈도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키워드 ‘센서’, ‘보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서 ‘센서’와 ‘보안’에 관한 연구가 이 기간 동안에 지속
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센서’에 관한 
연구는 2018년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부터 키워드 ‘차’, ‘지능’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2017년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에 관한 
연구와 사물인터넷에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적인 사
물인터넷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심성 분석에서도 키워드 ‘차’, ‘지능’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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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9년에 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 지속적
으로 포함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사물인터넷과 연
관된 연구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분야의 
연구와 지능화된 사물인터넷 분야의 연구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을 통
하여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에게 연구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연구 분야들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기기가 연동
되어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은 저전력, 저용
량의 제한된 성능을 가지고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
는 기기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인터넷을 이용하
는 데이터 전송 기법은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는 비효율적이다. 그래
서 제한된 성능을 가진 기기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동되어서 효율적으로 사물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oAP/6LoWPAN 프로토콜
이 제안되었으며 이보경[4]은 CoAP/6LoWPAN을 기
반으로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홈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김철민[5]은 CoAP/6LoWPAN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토콜이 사물인
터넷 환경에서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김태석[6]은 다양한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상이한 트래픽 환경에서 저전력 통신 기술인 IEEE 
802.15 MAC (Media Access Control)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성능 향상 기법
을 제안하였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센서 노
드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
송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많은 노드의 데이터 
전송으로 인하여 전송 횟수가 증가하여 에너지 사용 측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충산[7]은 에너지 효율

적인 정보 공유를 위하여 클러스터링 속성에 기반한 데
이터 교환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에서는 기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속성을 부여하고 속성에 기반
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데이터를 교환할 경우에는 
데이터 속성에 기반하여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기기들
과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배인한[8]은 기기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분산 관리하며 시간 민감
성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노
드들은 제한적인 메모리 용량, 제한된 소비 전력, 제한
된 컴퓨팅 성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
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기법을 사물인터넷에 적용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김정태[9][10]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정기[11]와 Bansod[12]
는 사물인터넷에 맞는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법을 제안
하였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기기,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
워크,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까지의 여러 
단계에서 개인정보침해를 위협하는 많은 가능성이 존
재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사업자가 결합하여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책임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구
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김혜진[13]과 김지영[14]은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적절한 법률적 제도 마련
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신영진[15][16]은 국내에
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
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다음에는 해외의 사물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산업 분야에 사물인터넷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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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품질 유지 및 생산성 향
상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다. 산
업 분야별로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야마다 존재하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17][18].

또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해외에서 스마트헬스케어에
도 활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의료 장비에 적
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의료 
장비들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여 잠
재적인 위급 상황이나 증상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
하며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9]. 그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에 있어서도 사물인
터넷 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헬스
케어 분야에서도 의료 장비에 대한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가 존재한다[20].

사물인터넷 기술은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스마트시티에서의 사물인터넷 기술은 도시를 
구성하는 교통, 보안, 검침, 에너지 시스템 등의 서비스
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스마트시티에는 많은 사물인터넷 센서들이 설치가 되
어 있으며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사물인
터넷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네
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
는 것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21]. 해외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환경의 경우에는 국내에 비해서 개방형
을 지향하고 있다.

2. 중심성
중심성(Centrality) 분석은 텍스트로 구성된 문서에

서 단어(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간에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22]. 중심성 분석은 문서의 텍스트 
간에 내재 되어 있는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
하기 때문에 트랜드 분석에 적합하며 또한 연구 동향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23][24]. 중심성 분석을 위해서
는 키워드 네트워크 안에서 키워드 간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심성을 이용한
다. 중심성에서 기본이 되는 지표는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25].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한 노드에 이웃한 노드들과 연결된 링크의 
수를 나타낸다.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에 있는 한 노
드와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거리의 합으로 나타내며 다
른 노드들에 얼마나 가깝게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는지
를 나타내며 근접 중심이 높다는 것은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며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노드를 찾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네
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중개자 또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위
치할수록 그 노드의 매개 중심성이 높아진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네이버의 학술정보를 통해서 국내 논문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연구 질문들을 설정한다.

연구 질문 1: 연도별로 사물인터넷에 관한 상위 빈도 
연구 키워드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연구 질문 2: 연도별로 사물인터넷에 관한 중심성이 
높은 연구 키워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2.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서 네이버의 ‘학술정보’를 이용하여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국내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내 논문
의 경우에는 2015년에 879편, 2016년에 994편, 2017
년에 1,202편, 2018년에 1,132편, 2019년에 85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5,061편의 국내 논
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전처리 및 분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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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학술정보’를 이용하여 검색된 국내 논문들
의 논문 초록 및 논문 키워드들을 웹크롤링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존
재하며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
정을 진행하였다. R을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
였으며 구두점이나 불필요한 문자와 숫자들을 제거하
는 작업을 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연도별
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R을 이용하여 단어를 추출
하고 추출된 단어의 빈도를 구하였으며 구해진 단어 빈
도를 기반으로 하여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단어(키워
드)를 연도별로 표로 나타내었다. 또한 연도별로 구해
진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드 중에서 중심적인 키
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심성을 구하였다.

 
IV. 분석결과

1. 수집 논문 현황
[그림 1]은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을 키워드로 네이버의 학술정보에서 검색된 2015년에
서 2019년까지의 국내 논문 수를 보여 준다.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내 논문 수는 2015년에는 879
편이며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
는 1,202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1,132편으로 2017년보다 감소하기 시작
하였으며 2019년에는 854편으로 2015년의 논문 수보
다 조금 낮은 편이다.

그림 1. 사물인터넷 국내 논문 (2015년 ~ 2019년)

2. 2015년 키워드 빈도 및 중심성 분석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사물

인터넷’과 ‘IoT’가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
며 이 키워드들을 제외한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
드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30개 키워드

순위 2015 국내 논문 
추출 키워드 순위 2015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1 센서 16 사회
2 서비스 17 데이터
3 보안 18 통신
4 기술 19 산업
5 융합 20 인터넷
6 정보 21 정보보호
7 디바이스 22 연결
8 네트워크 23 지능
9 시스템 24 블루투스
10 분석 25 정책
11 플랫폼 26 컴퓨팅
12 교육 27 차
13 관리 28 시장
14 아두이노 29 콘텐츠
15 웨어러블 30 정보보안

[표 2]의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빈
도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는 
‘센서’, ‘서비스’, ‘보안’, ‘기술’, ‘융합’ 등이 있다. 사물인
터넷에 관한 논문들이므로 키워드 ‘센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또한 키워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많이 다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
다. ‘보안’이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사물인터넷을 구성하
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에 대한 보안 침해를 막
기 위해서 많은 기법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융합’을 통해서 사물인터넷과 다양한 분야들과 
융합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상위 빈도 키워드는 아니지
만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교육’에 의
해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연
구도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네트워크는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
된 상위 30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네
트워크에서 원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한다. [그
림 2]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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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여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들을 직관적으로 파
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위 3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구하고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표 3]에서는 키워드 ‘보안’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
성, 매개 중심성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정
보’의 매개 중심성이 ‘센서’의 매개 중심성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으나 ‘정보’와 ‘센서’ 모두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안’, ‘정보’와 ‘센서’는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
들이며 다른 키워드들과 연관되어서 많이 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키워드 ‘서비스’, ‘기술’이 연
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심성

3. 2016년 키워드 빈도 및 중심성 분석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사물

인터넷’과 ‘IoT’가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
며 이 키워드들을 제외한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
드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30개 키워드

순위 2016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순위 2016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1 센서 16 프라이버시
2 서비스 17 아두이노
3 시스템 18 전력
4 보안 19 기술
5 통신 20 산업
6 지능 21 개인정보
7 네트워크 22 웨어러블
8 인터넷 23 위치
9 관리 24 상황
10 융합 25 인식
11 데이터 26 차량
12 클라우드 27 플랫폼
13 분석 28 모델
14 디바이스 29 모바일
15 정보 30 경험

[표 4]의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빈
도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는 
‘센서’, ‘서비스’, ‘시스템’, ‘보안’, ‘통신’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센서’, ‘서비스’, ‘보안’은 2015년 국내 논문의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키워드 ‘시스템’, ‘통신’은 새
롭게 2016년 논문의 상위 키워드로 포함되었다. 키워
드 ‘시스템’, ‘통신’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에 관한 시스템 
및 통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그 외에 상위 5개 빈도 키워드에는 포함되지 않았
지만 ‘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2016년도부터는 사
물인터넷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키워
드 ‘데이터’는 2015년보다 2016년에서 빈도가 높았으
며 이를 통해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데이터 연구가 증
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프라이버시’에 
의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정보에 관한 데이터
를 수집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중요한 문제이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의 네트워크는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
된 상위 30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네
트워크에서 원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한다. [그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근접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보안 23 보안 0.0286 보안 67.3
2 정보 23 정보 0.0286 센서 56.3
3 센서 21 센서 0.027 정보 52.5
4 서비스 19 서비스 0.0256 융합 29.6
5 기술 19 기술 0.0256 산업 27.3
6 플랫폼 18 플랫폼 0.025 네트워크 20.8
7 산업 18 산업 0.025 디바이스 20.7
8 디바이스 17 디바이스 0.0244 분석 20.6
9 네트워크 17 네트워크 0.0244 플랫폼 20.1
10 분석 16 분석 0.0238 기술 17.7



키워드 빈도와 중심성 분석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국내 연구 동향 29

림 3]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기
반으로 하여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들을 직관적으로 파
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위 3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구하고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표 5]에 나타내었다.

그림 3.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표 5.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심성

[표 5]에서는 키워드 ‘인터넷’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
심성, 매개 중심성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키워
드 ‘서비스’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키워드 ‘센서’와 
‘보안’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도 ‘보안’과 ‘센서’
가 세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였다. 이를 통해서 
2015년과 2016년에 공통으로 ‘센서’와 ‘보안’이 중심적
인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2015년과 2016
년에 ‘센서’와 ‘보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연구된 것

으로 파악된다.

4. 2017년 키워드 빈도 및 중심성 분석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사물

인터넷’과 ‘IoT’가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
며 이 키워드들을 제외한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
드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의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빈
도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는 
‘시스템’, ‘지능’, ‘센서’, ‘보안’, ‘차’ 등이 있다. ‘센서’, ‘시
스템’, ‘보안’은 2016년 국내 논문의 상위 키워드에도 
나타났던 키워드이며 특히 ‘센서’, ‘보안’은 2015년 국
내 논문에도 공통으로 나타났던 키워드이다. 2017년 
국내 논문 상위 5개 키워드 중에서 ‘지능’과 ‘차’가 눈에 
띄는 키워드이며 키워드 ‘지능’으로부터 사물인터넷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연구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키워드 ‘차’를 통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의 통신에 의하여 자율 주행이나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표 6.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30개 키워드

순위 2017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순위 2017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1 시스템 16 인증
2 지능 17 통신
3 센서 18 컴퓨팅
4 보안 19 산업
5 차 20 아두이노
6 산업혁명 21 라즈베리파이
7 정보 22 규제
8 서비스 23 정보통신
9 네트워크 24 분석
10 기술 25 평가
11 융합 26 미들웨어
12 데이터 27 상황
13 헬스케어 28 자율
14 클라우드 29 모델
15 사용자 30 인터넷

그 외에 상위 5개 빈도 키워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만, 키워드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
며 키워드 ‘헬스케어’로부터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
스의 제공을 위하여 헬스케어 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근접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인터넷 22 인터넷 0.0278 인터넷 74.8
2 서비스 20 서비스 0.0263 서비스 54.4
3 센서 19 센서 0.0256 보안 51.0
4 보안 19 보안 0.025 센서 43.8
5 관리 18 관리 0.0244 통신 41.1
6 정보 17 정보 0.0244 정보 34.3
7 네트워크 16 아두이노 0.0238 관리 30.8
8 아두이노 16 기술 0.0238 아두이노 27.5
9 기술 16 네트워크 0.0233 웨어러블 24.4
10 시스템 15 시스템 0.0227 네트워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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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합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의 네트워크는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

된 상위 30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네
트워크에서 원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한다.

그림 4.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그림 4]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들을 직관적으
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위 3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구하고 중심
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심성

[표 7]의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시스
템’, ‘센서’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키워드 ‘서비스’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은 ‘시스템’, ‘센서’와 같으나 매개 중심성에 
있어서 ‘서비스’가 ‘시스템’과 ‘센서’보다 낮았다. 그다음
으로 키워드 ‘지능’의 세 중심성도 높은 편이며 ‘지능’은 

‘서비스’보다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에
는 ‘보안’, ‘정보’, ‘센서’가 세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
드였으며 2016년에는 ‘인터넷’, ‘서비스’, ‘센서’, ‘보안’
이 세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였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공통으로 연구되는 키워드는 ‘센서’이며 
‘센서’에 관한 연구는 지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으며 2017년에는 눈에 띄게 키워드 ‘지능’이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2017년에는 지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5. 2018년 키워드 빈도 및 중심성 분석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사물

인터넷’과 ‘IoT’가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
며 이 키워드들을 제외한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
드를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30개 키워드

순위 2018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순위 2018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1 차 16 모니터링
2 산업혁명 17 분석
3 지능 18 융합
4 센서 19 교육
5 서비스 20 블루투스
6 시스템 21 에너지
7 네트워크 22 관리
8 기술 23 클라우드
9 정보 24 산업
10 보안 25 환경
11 디자인 26 웨어러블
12 데이터 27 디바이스
13 블록체인 28 소프트웨어
14 통신 29 아두이노
15 플랫폼 30 자율

[표 8]의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빈
도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는 
‘차’, ‘산업혁명’, ‘지능’, ‘센서’, ‘서비스’ 등이 있다. 2018
년 국내 논문 상위 5개 키워드 중에서 ‘산업혁명’이 눈
에 띄며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분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센서’는 
2015년부터 나타났었던 키워드이며 2018년까지 지속
해서 ‘센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키워드 ‘차’, ‘지능’은 2017년과 2018년에 공통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근접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시스템 21 시스템 0.027 시스템 35.3
2 센서 21 센서 0.027 센서 34.6
3 서비스 21 서비스 0.027 지능 33.3
4 지능 20 지능 0.026 서비스 32.3
5 정보 19 정보 0.0256 보안 31.1
6 기술 19 기술 0.0256 인터넷 30.6
7 데이터 18 데이터 0.025 융합 27.6
8 인터넷 18 인터넷 0.025 정보 24.1
9 차 17 차 0.024 데이터 22.5
10 산업혁명 17 산업혁명 0.024 헬스케어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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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위 키워드로 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차’, ‘지
능’에 관한 연구가 2017년부터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
으며 2018년에는 키워드 ‘차’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
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 상위 5개 빈
도 키워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키워드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전
송과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키워
드 ‘교육’에 의해서 사물인터넷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이
용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네트워크는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
된 상위 30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네
트워크에서 원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한다. [그
림 5]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기
반으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
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위 3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
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구하고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표 9]에 나타내었다.

그림 5.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표 9.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심성

[표 9]의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지능’
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키워드 ‘보안’도 세 중심성이 높으나 
‘지능’보다 매개 중심성은 낮은 편이다. 그다음으로 키
워드 ‘서비스’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이 높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키워드 ‘지능’은 2017
년도보다 중심성이 더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서 ‘지능’은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과 함께 2017년
에 보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된 것으로 파악된다. 
키워드 ‘보안’은 2017년도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
속해서 상위 중심성 키워드였으며 2018년에 ‘보안’에 
관한 연구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에는 키워드 ‘차’, ‘산업혁명’이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
드로 나타났다. 

6. 2019년 키워드 빈도 및 중심성 분석
2019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사물

인터넷’과 ‘IoT’가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
며 이 키워드들을 제외한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
드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2019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30개 키워드

순위 2019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순위 2019 국내논문

추출 키워드
1 차 16 프라이버시
2 산업혁명 17 산업
3 데이터 18 사회
4 기술 19 정보보호
5 지능 20 팩토리
6 관리 21 시스템
7 클라우드 22 정보
8 서비스 23 네트워크
9 교육 24 센서
10 블록체인 25 보안
11 플랫폼 26 전력
12 컴퓨팅 27 제어
13 분석 28 인터넷
14 정책 29 모니터링
15 융합 30 디바이스

[표 10]의 2019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빈도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근접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지능 21 지능 0.027 지능 51.7
2 보안 21 보안 0.027 보안 41.4
3 서비스 20 서비스 0.026 서비스 40.0
4 차 18 차 0.025 차 34.1
5 산업혁명 18 산업혁명 0.025 산업혁명 33.5
6 시스템 18 시스템 0.025 네트워크 22.4
7 네트워크 18 네트워크 0.025 기술 20.1

8 기술 18 기술 0.025 센서 19.3
9 플랫폼 17 플랫폼 0.024 정보 19.3
10 센서 16 센서 0.023 모니터링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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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살펴보면 ‘차’, ‘산업혁명’, ‘데이터’, ‘기술’, ‘지능’ 등
이 있다. 2019년도에도 키워드 ‘차’에 의해서 자동차 분
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키워드 ‘산업혁명’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한 분야로서 사물인터넷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국내 논문에서도 ‘차’, ‘산
업혁명’은 상위 빈도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2018년과 2019년에 ‘차’, ‘산업혁명’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도에는 키워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키워드 ‘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
과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 외에도 상위 5개 빈도 키워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키워드 ‘정책’을 통해서 사물인터넷과 연관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의 네트워크는 2019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
된 상위 30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네
트워크에서 원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한다. [그
림 6]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기
반으로 하여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들을 직관적으로 파
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위 3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구하고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6. 2019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네트워크

[표 11]의 2019년 국내 논문에서는 키워드 ‘데이터’

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키워드 ‘차’, ‘시스템’이 연
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
드로 나타났다.

표 11. 2019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차’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중심성이 
더 높아졌으며 2019년 국내 논문에서는 ‘차’와 연관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도에
는 ‘데이터’, ‘차’, ‘시스템’이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다
른 분야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네이버의 학술정보를 이용하여 2015년에
서 2019년까지의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내 논문의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연도별로 사물인터넷에 관한 상위 빈도 연구 키
워드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도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표 1]의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는 ‘센서’, ‘서비스’, 
‘보안’, ‘기술’, ‘융합’ 등이 있으며 [표 3]의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
는 ‘센서’, ‘서비스’, ‘시스템’, ‘보안’, ‘통신’ 등이 있다. 또
한 [표 5]의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는 ‘시스템’, ‘지능’, ‘센서’, ‘보
안’, ‘차’ 등이 있다. [표 7]의 2018년 국내 논문에서 추
출된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는 ‘차’, ‘산업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근접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데이터 20 데이터 0.0263 데이터 60.3
2 차 19 차 0.0256 차 51.8
3 시스템 19 시스템 0.0256 시스템 50.9
4 산업혁명 18 산업혁명 0.025 플랫폼 31.6
5 지능 18 지능 0.025 센서 27.6
6 플랫폼 18 플랫폼 0.025 서비스 27.6
7 기술 16 기술 0.0238 지능 27.3
8 블록체인 15 블록체인 0.0233 기술 24.2
9 산업 15 산업 0.0233 산업혁명 23.4
10 관리 14 관리 0.0227 산업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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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지능’, ‘센서’, ‘서비스’ 등이 있다. [표 9]의 2019
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는  ‘차’, ‘산업혁명’, ‘데이터’, ‘기술’, ‘지능’ 등
이 있다. 

키워드 ‘센서’, ‘보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빈
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 나타났으며 이를 통
해서 ‘센서’와 ‘보안’에 관한 연구가 해당 기간에 지속해
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센서’는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지속해서 연구가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또한 2015년에는 사물인터넷에 관한 분야 
간에 융합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키워드 ‘차’, ‘지능’이 가장 빈
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 나타났으며 2017년부터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에 사물인터넷이 적
용된 연구와 지능화된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가 지속
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연도별로 사물인
터넷에 관한 중심성이 높은 연구 키워드는 어떻게 달라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
워드 중에서 중심적인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구하였다. [표 2]의 
2015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키워드에 대
한 중심성에서는 키워드 ‘보안’, ‘정보’, ‘센서’의 연결 중
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의 2016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키워드
에 대한 중심성에서는 키워드 ‘인터넷’, ‘서비스’, ‘센서’, 
‘보안’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6]의 2017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키워드에 대한 중심성에서는 키워드 ‘시스템’, ‘센
서’, ‘서비스’, ‘지능’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8]의 2018년 국내 논문에
서 추출된 상위 빈도 키워드에 대한 중심성에서는 키워
드 ‘지능’, ‘보안’, ‘서비스’, ‘차’, ‘산업혁명’의 연결 중심
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높게 나타났다. [표 10]의 
2019년 국내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키워드에 대
한 중심성에서는 키워드 ‘데이터’, ‘차’, ‘시스템’, ‘산업혁
명’, ‘지능’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높

게 나타났다.
중심성 측면에서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키워드 

‘보안’, ‘센서’가 중심성이 높은 상위 4개 키워드로 나타
났다. 특히 키워드 ‘센서’는 2017년까지도 중심성이 높
은 상위 4개 키워드에 포함되어 나타났으며 2018년에
는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따
라서 ‘센서’는 사물인터넷에 관하여 중심적인 연구 키워
드로 다른 분야와 관련되어 지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졌
던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지능’은 2017년부터 2019
년까지 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어 나
타났다. 따라서 ‘지능’은 중심적인 연구 키워드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키워드 ‘차’, ‘산업혁명’은 2017년에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부터 2019
년까지 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어 나
타났다. 이를 통해서 2017년부터 자동차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연구와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사물인
터넷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빈도 연구 키워드로 지속해서 여러 연도
에 나타나는 키워드 ‘센서’, ‘보안’, ‘차’, ‘지능’은 높은 중
심성을 나타내면서 지속해서 중심적인 키워드로 다른 
연구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주요 상위 키워드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015년에는 
사회적으로도 사물인터넷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
께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었던 시기였으며 
또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의해서 사용자의 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집
된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러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기술로써 사회 및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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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서 네이버의 ‘학술정보’를 이용하여 2015년에서 2019
년까지의 국내 논문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수집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사물인터넷에 관한 상위 빈도 연구 키워드
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키워드 ‘센서’, ‘보안’은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가장 빈도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 
나타났으며 이 기간에 ‘센서’와 ‘보안’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키워드 ‘센서’에 관한 
연구는 2018년까지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
터 눈에 띄는 키워드로 ‘차’, ‘지능’이 있으며 가장 빈도
가 높은 5개 상위 키워드에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2017년부터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자동차에 관한 연구
와 사물인터넷에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적인 사물인
터넷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
된다.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드 중에서 중심적인 키워
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상위 빈도 키워드에 관
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구하였다. 
연도별로 사물인터넷에 관한 중심성이 높은 연구 키워
드에서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키워드 ‘보안’, ‘센
서’가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센서’는 
2018년까지도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에 포
함되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센서’는 사물인터넷에 
관하여 중심적인 연구 키워드로 다른 분야와 관련되어 
지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지능’은 2017년부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
며 또한 키워드 ‘차’, ‘산업혁명’은 2018년부터 중심성
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2017년부터 
사물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가 접목된 연구
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적으로 상위 빈도 연
구 키워드 중에서 지속해서 나타나는 키워드 ‘센서’, ‘보
안’, ‘차’, ‘지능’은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면서 중심적인 
키워드로 여러 연구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가 이
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외 논문을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며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키
워드 빈도와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는 것에 목표를 두
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해외 유명 저널과의 비교를 통해서 국
내 연구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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