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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문기사로부터 수집한 웨어러블 관련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여 웨어러블 관련 
키워드의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기사 11,952건을 수집하여 빈도분석과 바이그
램 분석을 적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최상위 빈도어로 추출되었으며 스마트워치, 스마트밴
드가 기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T전시회가 매년 고빈도어로 나타났으며 차세대 기술 
관련 키워드와 융합된 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이그램 분석 결과, 세계-최초, 세계-최대 같은 단어 
묶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새로운 단어 묶음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웨어러블 관련 키워드의 트렌드 추이 파악은 웨어러블 동향과 향후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주제어 : 웨어러블, 신문기사, 텍스트마이닝, 빈도분석, 바이그램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wearable keywords using text mining 
methodology. To this end, 11,952 newspaper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1992 to 2019, and frequency 
analysis and bi-gram analysis were applied. The frequency analysis showed that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and Apple were extracted as the highest frequency words, and smart watches and smart 
bands continued to emerge as higher frequency in terms of de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bi-gram, it was confirmed that the sequence of two adjacent words such as world-first and 
world-largest appeared continuously, and related new bi-gram words were derived whenever issues or 
events occurred. This trend of wearable keywords will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wearable trend 
and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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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MIT 미디어랩 (MIT Media Lab)은 웨어러블 기기를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
기를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
리케이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 이에 
웨어러블 기기는 단순히 액세서리처럼 전자기기를 몸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신체의 가장 가까운 위치
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기기이다[2]. 웨어러
블 기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61년 신발에 카메라
를 부착하여 카지노 룰렛 동작을 예측하기 위한 “도박 신
발(gambling shoe)“이 최초의 웨어러블 기기[3]였으며 
이후 시계와 신발에 계산기나 카메라를 부착하는 단순 
장착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다가 1980년대부터 입출력장
치와 컴퓨팅 기능이 도입되어 주로 군사용, 학술용으로 
개발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배터리 성능, 단말기 소
형화 등이 진전되어 발전을 거듭하였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웨어러블 관련 기술적 한계
들이 극복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4,5]. 

미국의 IT 자문회사인 가트너(Gartner) 자료에 따르
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웨어러블 기기 구입에 지출한 비
용은 2019년 410억 달러로 예상되고, 2020년에는 이보
다 27% 상승한 5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6]. 특히, 소비자들은 웨어러블 기기 중에서도 스마트워
치와 스마트 의류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내다봤
으며, 두 기기의 지출은 2020년에 각각 34%, 52% 증가
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웨어러블 기기 중 판매량의 
1/3,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 세
계에서 스마트워치를 가장 많이 판매한 Apple이 정확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대치보다 낮은 판매량을 기
록하였고 태블릿 등 다른 기기보다 판매율이 뒤처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7]. 스마트워치 관련 여러 선발 기업
들의 사업 포기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기록들은 웨어
러블 기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하고 있으
며 스마트워치 시장의 성장률은 점차 떨어져서 2019년
에 이르러서는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기도 한다[8]. 이러한 전망과 함께 2010년대 중반까
지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소비자 수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9,10] 아직 혁신기술 채택과정에서 발생하
는 혁신저항[11] 관점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웨어러블 기기가 완전한 확산 과정에 진입하
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의 향후 전망은 주로 소비자의 

수용 의사를 분석하거나[9,10] 관련 기술들의 동향을 분
석한 것이기[4-6] 때문에 소비자의 응답편향 효과[12]나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차세대 기술 전망에 관
련한 연구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신문기사가 최신 IT 관련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기 
때문에 IT 관련 변화를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고 언
론 보도가 사회적 주제 외에도 다양한 전문적 지식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13]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신문기사
로 보도된 ‘웨어러블’ 관련 기사를 통해 관련 동향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텍스트마이닝 방
법론 중 빈도분석과 바이그램 분석을 이용한다. 빈도분석
을 통해서는 신문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를 
분야별로 선별하고 바이그램 분석으로 연속적으로 등장
하는 키워드의 묶음을 통해 웨어러블 관련 주제들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웨어러블 관련 주제와 동향은 앞으로의 
웨어러블 산업의 변화를 조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2.1 웨어러블 관련 동향 분석 연구

웨어러블 기술이 국내외에 주목을 받으면서 동향을 분
석하는 연구들이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우선 전반적
인 웨어러블 기기 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2013년 김대건
[2]은 웨어러블 기기를 향후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차세대 모바일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5년 후인 2018년 웨어러블 기술의 
시장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웨어러블 기술의 
적용 분야가 통신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했다[5]. 다음으로는 적용 분야에서 웨어러블 기
술의 동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헬스케어 분야에서 
웨어러블 관련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김영욱과 김재생
[14]은 웰니스 IT가 U-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헬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웨어러블 기술이 그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았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웨어러블 기술 동향을 분
석한 연구에서 서준오[1]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이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생산성과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있어 가능성이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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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웨어러블 관련 적용 분야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Harito 외[15]는 섬유 기반의 웨
어러블 기술이 건강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부터 개발되어 온 군사용 웨어러블 
기술은 최근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군대 내에서 군인들
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16]. 최근들어 웨어러블 기술은 AR(Augmented 
Reality) 또는 VR(Virtual Reality) 기술과 결합하여 게
임 산업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으며[17] 이제는 이러한 결합을 통
해 의학 및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8]. 

이러한 동향 분석 연구들은 웨어러블 기술에 대해 지
속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들의 예측 근거는 신
기술 개발이 곧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데 있다. 반면 
2017년부터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미래를 불투명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19,20] 
이러한 분석은 주로 신문기사에서 발견된다. 부정적인 시
선들의 주요 원인은 2017년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구조 조정을 하거나 주가 폭락이 발생하면서 
웨어러블 기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최근 들어 윤성원 외[8]는 웨어러블 기기 중 가장 
대중적인 제품인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
유를 Q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스마트워치의 기
술수용을 거부하는 소비자들의 핵심 이유는 아직 스마트
워치의 독창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2.2 텍스트마이닝 활용 연구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비정형 텍스

트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 방식(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이용하여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
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21]. 사용자는 텍스트마이
닝 방법을 통해 방대한 정보 뭉치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고, 단어의 출현빈도, 단어 간 관계성 등 단순한 
정보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22].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으로는 단어의 출현빈도를 추출하는 빈도
분석, 텍스트에서 긍정, 부정 혹은 중립의 의견을 뽑아내
는 감성분석, 단어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N그램
(N-gram) 분석, 텍스트 문서 집합 내에 잠재되어 있는 
전반적인 토픽을 도출하는 토픽모델링 분석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23]. 이러한 방법론은 각각의 결과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에서 시
대별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에 시대별 동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텍스트마이닝 방법은 특허정보, 학술지 논문정보, 기
사, 소셜 미디어 등 대량의 텍스트가 생성되는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성주 외[24]의 
연구에서는 특허문서로부터 기술동향 패턴을 파악하고 
특정 제품과 기술에 한 특허의 진화패턴을 발견하였다. 
장남경과 김민정[25]은 패션 디자인 분야 국내학술지 논
문의 주제어와 초록을 수집하여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 
기법을 수행하였다. 신문기사에 대해 텍스트마이닝을 활
용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는데 김민정과 김철주[26]
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숭례문 관련 기사에 대해 화
재 전후의 빈도분석과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키워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에볼라 주제에 대하여 매체의 
특성이 상이한 연구논문과 뉴스 간의 텍스트 마이닝 결
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도 있다[13]. 이외에도 사설에 나타
난 의료민영화 관련 이슈용어 분석[27], 신문기사와 사
설, 정부간행물에 나타난 재난대응 용어 분석[28]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소셜 미디어에 대해 텍스트마이닝을 활
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애와 구진
희[29]의 연구에서 불륜드라마에 대한 소셜미디어 분석
을 통해 현대인의 연애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홍
지숙과 오익근은 K항공의 램프리턴을 사건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텍스트를 빈도분석과 의미연결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K항공사의 이
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하였다[30].

이와 같은 연구들은 텍스트마이닝 방법론 중 주로 빈
도분석을 적용한 연구들이다. 반면 N-그램 분석은 언어
학[31]에서 어떤 단어와 단어가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한 연구는 아
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는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된 
신문기사들 중에서 ‘웨어러블’ 또는 ‘wearable’을 키워드
로 하여 추출한 신문기사들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분석 대상 텍스트로 연구논문이 아닌 신문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신문기사가 연구논문에 비해 전문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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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사회적 주제가 많이 나타나고 이슈에 민감한 양상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13]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빅데
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를 통해 ‘웨어러블’ 또는 ‘wearable’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1990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1개 중앙지(경
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
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및 
2개 전문지(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를 대상으로 검색하
였다. 그 결과, 1990년과 1991년에는 한 건의 기사도 없
었고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952건의 기사가 검
색되었다. 2개의 전문지인 디지털타임스와 전자신문을 
포함시킨 이유는 ‘웨어러블’ 키워드가 IT 관련 용어이다 
보니 IT 관련 전문지에서 다루는 기사수(7,068건)가 중
앙지의 기사수(4,884건)보다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기
사건수를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Fig. 1. Number of news articles by year related to 
‘wearable’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웨어러블 관련 기사는 매해 
100건 미만으로 검색되다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
사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000건을 넘어서다가 다시 2016년부터 감소하여 2019
년까지 2000건 미만으로 기사가 나왔다. 이는 웨어러블 
관련 시장이 아직 소비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한 
채 틈새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

3.2 분석 도구
수집된 텍스트 자료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R-3.6.2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R 프로
그램의 패키지를 살펴보면, 한글 텍스트마이닝을 위해 
‘KoNLP’가 사용되었으며 빈도분석, 바이그램 분석을 위
한 데이터구조를 만들기 위해 ‘tidyverse’와 ‘dplyr’ 패키
지를 이용하였고 바이그램 그래프 작성을 위해서 

‘ggraph’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기사수가 많

지 않기 때문에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사는 한꺼
번에 모은 것을, 그 이후는 연도별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빈도분석, 바이그램 분석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Fig. 2. Contents and Methods of Research

우선 빈도분석은 TF(Term Frequency) 기반으로 도
출하였다. 한글 빈도분석을 위해서는 한글사전에 등록된 
품사 중에서 명사 단위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함수를 사
용하여 1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1차로 추출된 
키워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정작업을 수행하여 최종적
으로 상위 50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가적인 수정
작업은 우선 1차 추출된 키워드를 점검하여 키워드를 변
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관련 
기사에는 관련 기술에 대해서 한글 및 영문용어가 혼재
되어 있는데(플렉서블, flexible, 사물인터넷, IoT, 인공
지능, AI 등) 이와 같이 같은 의미의 한글 및 영문용어는 
한글용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1차 
추출된 키워드에서 누락된 키워드들을 사용자 사전에 포
함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웨어러블 관련 기사에서는 
세계적인 IT 전시회에 관한 영문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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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사전에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용어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1차 키워
드 추출 시 명사만 추출했다면 이번에는 외국어 키워드
도 포함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빈도분석을 
연도별로 수행함으로써 웨어러블 관련 어떤 키워드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지와 함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확률적 언어모형인 N그램 알고리즘 중 바이
그램 모형을 사용하여 2개의 연속된 단어 묶음을 추출하
였다. N그램 알고리즘은 N개의 문자열 크기만큼의 창을 
만들어 문자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단위씩 움직이
며 추출되는 시퀀스(sequence) 집합의 출현 빈도수를 
기록하여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연속된 문자를 추출하
는 방법이다[31]. 이때 N개의 연속된 요소는 문자 단위 
또는 단어 단위로도 추출할 수 있으며 N값이 2일 때 바
이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이그램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웨어러블 관련 기사에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단어들이 연속해서 등장하며 연속해서 등장
하는 단어들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아우르는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요약하면 Fig. 2와 같다.

4. 연구결과
4.1 ‘웨어러블’ 관련 빈도분석 결과

다음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사모음과 2014
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기사에서 최빈 키워드 30
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최빈 키워드를 도출한 조건은 
빈도분석으로 500개의 명사 및 외국어 키워드를 추출한 
후 제조업체, 제품명, 기기,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
출하였으며 일반적인 키워드는 상위로 추출되었어도 제
외하였다. 또한 ‘웨어러블’ 또는 ‘wearable’ 키워드는 검
색조건이므로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Table 1에 나타
난 것처럼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삼성전자’가 
최상위로 랭크되었다.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기사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사모음에서 나온 빈도분석 
결과는 2010년부터 나온 기사 덕분으로 보인다. 우선 
2012년에 구글이 안경을 개발하고 시연하면서 구글, 안
경, 글라스 등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2013년은 과
거 대비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기어를 공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플도 아이워치를 개발 중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

오면서 애플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되었다. 
2014년은 현재까지 연도별 기사수가 가장 많은 해였

다. 사물인터넷이 상위키워드로 도출되는데 2014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32]을 발
표하고 사물인터넷의 B2C 응용사례로 웨어러블 기기를 주
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역시 기사수가 많았다. 미
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외에 MWC(Mobile World 
Congress),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같은 
유럽 IT 전시회가 상위 키워드로 등장했는데 전세계적으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워치 외에 스마트밴드가 도출되었으며 샤오
미가 등장하였다. 이는 2014년 샤오미가 스마트밴드인 
미밴드(Mi Band)를 출시한 후 2015년 본격적으로 판매
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밴드가 상위랭크로 이어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핀테크, 결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는
데 간편결제 시장에서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기어핏, 피트니스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
었는데 피트니스 전용 스마트밴드 제품들이 많이 기사화 
되었으며 드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신기술과 웨
어러블 기술의 융합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6년부터 기사수는 과거 2년간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7년에는 2016년보다 
기사수가 더 적게 나타났으며 웨어러블 시장 침체에 관
한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19,20]. 그러므로 2017
년은 과거 대비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키워드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제조업체가 아닌 서비스업
체인 네이버가 처음으로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랩스를 통해 근력증강 웨어러
블 로봇 등 차세대 연구개발 제품을 공개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은 거의 매년 최상위 키워드로 도출되던 삼성
전자 대신 LG전자가 최상위로 랭크되었는데 이는 LG전
자가 하체 근력 지원용 웨어러블 로봇인 LG 클로이 수트
봇(LG CLOi SuitBot)을 IFA에서 공개한 것이 많이 기
사화되면서 로봇과 LG전자가 최상위로 도출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에 갤럭시기어의 후
속작으로 갤럭시워치를 출시하였는데 이는 크게 기사화
되지 않은 것으로 읽혀진다. 2019년은 다시 삼성전자가 
최상위로 랭크되었는데 2019년 1년 동안 삼성전자는 
IoT 프로세서인 엑시노스를 공개하였고 갤럭시워치 액
티브, 갤럭시핏, 갤럭시버즈 등을 공개함에 따라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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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AR, VR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되었는데 웨어러블 AR, VR 기기 및 관련한 
서비스에 관한 기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웨어러블 관련 기
사에서 나온 상위 키워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지속적으로 최상위 빈도어로 추출되었
으며 구글은 초기에는 구글글래스로 인해 많이 등장하다
가 구글글래스가 출시가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는 최상
위 빈도어로 추출되지 않았다. 기기 측면에서는 스마트워
치, 스마트밴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그 외의 대중
적인 기기의 다양화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9년
도에 이어폰이 상위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물론 착용 로
봇 등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대중적인 기기 분야는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초기부터 헬스, 건강, 헬스케어 키워드는 지
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현재 VR, AR, 인공지능 등을 접
목한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들이 등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33] 기대만큼 소비자의 주목
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IT전시회
가 매년 고빈도어로 나타나고 차세대 기술 관련 키워드
가 이슈화될 때마다 웨어러블 기술과 융합한 내용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웨어러블 기기가 
아직도 차세대 기술의 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
장 침체[19,20]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4.2 ‘웨어러블’ 관련 바이그램 분석 결과
N그램 분석은 주로 영어 연구에서 어휘 묶음, 정형화

된 표현 등으로 명명되어 온 덩어리 표현을 추출하기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삼성전자 284 삼성전자 1273 삼성전자 623 삼성전자 443 삼성전자 262 로봇 419 삼성전자 449
갤럭시 183 스마트폰 694 사물인터넷 484 사물인터넷 289 로봇 140 LG전자 311 로봇 441
스마트폰 151 애플 549 모바일 377 모바일 216 인공지능 137 인공지능 223 갤럭시 313
구글 149 모바일 451 스마트폰 326 CES 182 스마트폰 135 삼성전자 219 5G 278
애플 149 LG전자 415 애플 317 스마트폰 174 사물인터넷 106 CES 112 CES 238
디스플레이 147 구글 375 LG전자 297 인공지능 142 디스플레이 97 헬스케어 106 인공지능 216
안경 112 갤럭시 270 스마트워치 269 헬스케어 132 애플 92 애플 105 애플 183
모바일 104 사물인터넷 247 CES 265 스마트워치 122 모바일 90 스마트폰 96 스마트폰 149
KAIST 89 디스플레이 224 디스플레이 208 로봇 120 LG전자 85 배터리 86 LG전자 133
패션 82 아이폰6 223 센서 180 애플 116 네이버 81 센서 84 사물인터넷 112
구글글래스 81 CES 181 배터리 173 가상현실 101 스마트워치 80 스마트워치 79 헬스케어 105
배터리 73 안드로이드 172 자동차 167 디스플레이 97 CES 77 에너지 76 카메라 88
로봇 65 헬스케어 164 헬스케어 145 자동차 85 헬스케어 74 사물인터넷 72 배터리 82
시계 61 배터리 163 MWC 141 센서 77 KAIST 58 디스플레이 73 디스플레이 79
LG전자 60 스마트워치 160 구글 136 LG전자 72 배터리 53 가전 71 모바일 69
스마트워치 60 구글글래스 147 애플워치 121 카메라 71 IFA 51 모바일 67 센서 62
아이워치 59 자동차 138 패션 120 에너지 67 센서 45 OLED 59 가전 61
갤럭시기어 57 플렉서블 134 결제 102 가전 60 구글 43 IFA 57 화웨이 61
영화 49 시계 121 OLED 96 구글 59 OLED 42 5G 55 환자 61
CES 48 안경 109 가전 94 보안 56 가전 42 결제 53 가전 59
센서 43 스마트홈 108 IFA 88 영화 53 자동차 42 갤럭시 50 KAIST 57
손목시계 39 손목시계 104 핀테크 82 드론 52 건강 41 의료기기 50 AR 56
차세대PC 38 센서 100 영화 75 밴드 52 나노 38 건강 49 건강 56
헬스 33 인텔 97 스마트밴드 74 배터리 50 메모리 38 안경 48 엑시노스 50
자동차 32 갤럭시기어 88 인텔 71 블루투스 49 보험 37 클로이 48 스마트워치 49
패션쇼 31 패션 83 보안 70 OLED 46 결제 35 현대차 42 아이폰 47
음악 30 카메라 76 카메라 65 기어핏 46 에너지 35 환자 42 VR 46
카메라 30 아이워치 64 블루투스 63 건강 46 스포츠 34 KAIST 41 구글 46
인텔 29 갤럭시노트 59 로봇 62 MWC 45 MWC 32 LED 39 이어폰 46
나이키 28 나노 57 샤오미 59 피트니스 43 음성인식 32 자동차 39 플렉시블 45

Table 1. Most frequent keywords in news articles related to ‘we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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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된 계량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34]. N그램은 
문자열의 연쇄, 즉 텍스트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단위의 집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N그램을 분석한다는 것
은 한 언어에 나타난 N개의 연속된 단위를 계량적으로 
추출하는 확률적 언어 연구 모델이다[35]. 본 연구에서는 
바이그램으로 텍스트에서 2개의 연속된 명사 단위의 집
합을 추출하여 웨어러블 관련 기사에서 고빈도 표현 문
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3은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바이그램으로 도출된 
단어묶음을 표현한 그래프이다. 우선 1992년부터 2013
년까지 기사의 바이그램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선 ‘웨어러
블’과 ‘컴퓨터’, ‘컴퓨팅’, ‘PC‘, ‘컴퓨터산업’ 등 컴퓨터와 
연속된 표현이 많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웨어러블 관련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웨
어러블 컴퓨터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3]. 
또한 ‘개발-성공’, ‘세계-최대’, ‘세계-최초’, ‘국내-연구진’
이 많이 추출되었는데 차세대 IT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체와 제품명으로는 삼성
이 갤럭시노트와 갤럭시기어를 출시하였고 구글글래스 
시연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그래프에서는 ‘세계-최대’, ‘세계-최초’가 여전히 
고빈도로 추출되었으며 ‘기술-개발’ 이외에 ‘출시-예정’도 
어휘 묶음으로 많이 도출되었다. ‘스페인-바르셀로나’와 
‘미국-라스베이거스’가 도출된 것은 각각 MWC와 CES 
전시회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퍼티노-플린트센터’가 도출되었는데 2014년 애플이 
이곳에서 아이폰 시리즈와 최초로 애플워치를 소개하면
서 많이 기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바이그램 결과에서는 3대 전시회인 CES, 
MWC, IFA가 ‘2015’와 묶여서 도출되었다. 또한 ‘삼성물
산-패션부문’이 묶여서 나타났는데 삼성물산이 전시회에
서 웨어러블 플랫폼 브랜드 '더휴먼핏(the humanfit)'을 
공개하고 제품을 전시함에 따라 기사화된 것으로 이해된
다[36]. 2016년에는 ‘4차-산업혁명’과 ‘이세돌-9단’이 도
출되었는데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용어가 언급되고 같은 해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을 하면서 크게 이슈화되
었다. 이에 차세대 IT 기술 중 하나인 웨어러블 관련 기
사에서 이 두 가지 이슈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언맨-한국판’이 보이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가 
노동현장과 미래 무기체계, 장애인 보조 용도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사로 인해 도출된 것으로 확인

된다. 2017년 눈에 띄는 단어 묶음은 ‘블루투스-스피커’
와 ‘마이크로-LED’가 나타났다. 우선 블루투스 스피커는 
손목에 감거나 배낭, 텐트 등에 걸 수 있는 초경량 블루
투스 포터블 스피커를 개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크로 LED에 관련한 기술 개발 기
사가 많이 나왔는데 마이크로 LED가 초소형이므로 저전
력, 소형, 경량화가 필요한 모든 웨어러블 응용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결과에서는 웨어러블 키워드 보다 로봇 키워드가 어휘 
묶음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BS-월화드라마’와 ‘평창-동계올림픽’이 고빈도 어휘 묶
음으로 추출되었다. 우선 SBS 월화드라마는 ‘여우각시별’
이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웨어러블 보행보조물을 착용
하고 나오면서 많이 기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
창 동계올림픽에서 장갑, 배지, 스티커를 활용한 웨어러
블 결제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기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결과에서는 ‘360-카메라’와 
함께 ‘KT-5G’가 웨어러블과 함께 묶음으로 표현되었는
데 이는 KT가 5G기반 넥밴드형 카메라를 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선-
이어폰’이 어휘 묶음으로 추출되었다. 무선 이어폰은 
2016년 애플에어팟이 출시된 후 무선 이어폰 사용자 수
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뒤늦게 삼성전자가 2019년 갤럭
시버즈를 출시하면서 많이 기사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웨어러블 관련 기사에서 나온 바이그램 결
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최초’, ‘세계-최대’ 같은 단
어 묶음과 함께 전시회 및 전시회 장소가 지속적으로 등
장하였는데 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차세대 IT 기술이므로 
‘세계 최초 국내 연구진의 기술 개발’ 관련 기사와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제품 공개’ 등의 기사가 많이 나온 것으
로 이해된다. 2018년부터 로봇과 단어 묶음들이 등장하
기 시작하였는데 웨어러블 관련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에
서 산업용으로 다양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읽혀진다. 또한 
빈도분석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차세대 기술 관련 이슈
(4차 산업혁명)나 이벤트(평창 동계올림픽, SBS 드라마, 
알파고 이세돌 바둑 대결 등)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한 새
로운 단어 묶음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
비자와 관련된 단어묶음은 모든 연도에서 등장하지 않았
다. 이는 웨어러블 관련 기사가 아직까지 기술 개발, 신제
품 출시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장 확산에는 이르지 못했
음[37]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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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gram graph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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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웨어러블에 관련한 핵심 용어의 분석을 위

해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보도된 신문기사 11,952건
을 수집하고 해당 기사들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방법론 
중 빈도분석과 바이그램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추
출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웨어러블 관련 신문기사에서 최빈 단어로 추출
된 단어 결과는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제조
업체, 관련 기기 및 적용 분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연도별로 차세대 기술 관련 키워드가 이슈화될 때
마다 웨어러블과 융합된 키워드가 새롭게 추출되기는 하
였지만 새로운 키워드가 주류로 자리잡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웨어러블 기기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웨어러블 기기를 스마트폰 보조 기기
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19].

다음으로 바이그램 분석결과 ‘세계-최초’, ‘세계-최대’ 
같은 단어 묶음과 함께 전시회 및 전시회 관련 장소도 지
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차세대 IT 
기술이므로 주로 관련 기사가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이
나 전시회에서 신제품 공개나 시연 같은 내용에 대해 다
루기 때문이다. 또한 웨어러블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단어 
묶음들이 때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차세대 
기술 관련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웨어러블과 
연관되어 기사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의 의미를 보면 본 연구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기사의 분석이라지만 실제 
웨어러블 관련 기사는 2010년 이후부터 비로소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웨어러블 기술의 역사
는 길지만 실제 대중매체가 웨어러블 기술을 다루기 시
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전망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의 기능
보다 더 나은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IT 시장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CNN의 의견[37]은 아
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웨어러블 관련 기사들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주로 다뤄졌는지 확인하는데 있어 텍스트마
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분석 방법과
는 달리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단어의 통계량을 
계산함으로써 웨어러블 관련 키워드의 변화를 파악한 실

험적인 연구이다. 이러한 웨어러블 관련 키워드의 트렌드 
추이 파악은 웨어러블 관련 동향과 향후 방향성을 이해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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