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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복합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이런 기대와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 간 융복합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연구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고 시각화하여 융복합에 대한 학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융복합연구’에 게재된 2012년-2020년간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기간은 전반부 4년
(2012년-2015년)과 후반부 4년(2016년-2019년) 두 기간으로 나눠서 비교분석하여 연구동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추
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근 1년의 연구동향에 대한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0년의 연구논문
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융복합 분야의 핵심 주제어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유용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융복합 연구, 워드 클라우드 기법, 연구동향, 텍스트 마이닝

Abstract  The convergence trend is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ue to such 
expectations and possibilities,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sought in diverse fields.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to identify the trend of convergence research over the past 10 years. 
Specifically, major research keywords were extracted, word cloud techniques were applied, and 
visualized to identify trends in academic research on convergence. To this end, research papers from 
2012 to 2020 published i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were investigated. The analysis period was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former 4 years(2012-2015) and the latter 4 years(2016-2019)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research trends. In addition, the research papers of 2020 were analyzed in order to 
more clearly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research trend of the last year due to the COVID-1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and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as keywords in the field of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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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은 제조공정에서부터 공급망, 사물, 인

간, 서비스 간의 연결 및 디지털화를 의미하며 초연결, 초
지능, 초융합 등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다. 특히 2개 이상
의 기술을 융합하여 기존의 기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
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다. 이러한 융복합 기술은 각각의 본질은 그대로 유
지하면서 서로 다른 기술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기술영역
을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세대 신산업의 
창출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ICT, 의료, 
경영, 인문 및 콘텐츠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1세기 융합의 시대로 기업
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써 주
목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문적 융합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융복
합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러한 기대와 가능성으로 인해 각 부문에서 다양한 대응
책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융복합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하는 이론적 및 실무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연관되는 학문분야에 통합적이며 융합적인 연구들이 정
립되고 있다. 

이미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분야
에서 융합연구를 통한 다양한 기술이 창출되고 있고 산
학협력 등을 통한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어 전문 영역
에서부터 융합연구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의 실질적인 성과는 각 영역 상호간에 융합의 요
소가 되는 개별 기초학문의 토대가 지속가능하게 연계되
어 구축되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
해보면, 융복합의 본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로 협업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새로운 방식
으로 융합하여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응용 및 적용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최근의 융복합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이론 중심의 실
증적 분석보다 현상 주제의 확장, 그리고 이론 응용 접근
법으로서의 새로운 현상을 발견, 강조하는 실증 및 현상 
중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의 변화인데, 이러한 연구 동향에 맞추어 새로운 연
구주제가 추진되거나 기존이론이 적용되면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 학문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는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하여 연구가 개발되기 보다는 각

각의 산업현장에서 ICT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사
업화 및 신산업 발굴 등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최근 10년 동안 융복합 연구
의 동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융복합 연구는 아
직은 초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 기술의 응용에 
대한 성과는 아직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최근의 융복합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최근 
10년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키워드 출현 빈도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
고, 시각화하여 융복합에 대한 학술연구 동향을 파악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최근 10년 간 융복합 연
구의 도출된 이슈들을 확인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실증적인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토픽모델링은 특정 분야에 
대한 동향 분석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정성적 데이
터는 분석방향에 따라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은 전문가의 지식이나 기술의 역량 및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과 수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인사
이트를 찾아내려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분
석에 많은 시간 및 고비용이 소요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토픽모델링이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워드 클라
우드(word cloud)는 텍스트 시각화 기법들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글 또는 데이터에서 언급된 
핵심단어를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간결하게 원 
그래프나 각 키워드(단어)가 출현한 빈도(각 단어의 빈도
수)에 따라 크기의 형태로 시각화해준다. 키워드마다 중
요성이 다르고, 키워드 사이에 연관관계 정보가 있다. 다
양한 문맥에서 이런 정보를 키워드의 출현 빈도에 따라 
추출하여 표시하는 가시화 기법이다. 워드클라우드는 그
래프 내 키워드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키워드의 노출정도
를 파악하기 쉽도록 표현해준다. 또한 개론적으로 해당 
핵심 키워드의 빈도를 최적화하여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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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비
구조화된 텍스트 속에서 키워드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어떤 부분에 집중한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신속하
고 유용한 정보 또는 지식을 제공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

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동향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연구동향

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
윤, 문주영, 김희정(2006)은 국내 문헌정보학 논문을 중
심으로 문헌 클러스터링과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파악하였다[4]. 서은경
(2010)은 정보학분야 학회지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표
제어를 이용하여 기간별 주제 및 연구변화를 분석하였다
[5]. 조재인(2011)은 7년간 문헌정보학분야의 주요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 1,752건을 대상으로 단어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
다. 종전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주제의 개
념에 대한 분포와 관계성이 발견되었다[6]. 박자현, 송민
(2013)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초록을 수집하여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
을 통해 문헌정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의 특성을 규명하였다[7]. 또한 한유진(2016)은 기업
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발표된 연구들에서 서지계량분
석(bibliometric analysis)을 통해 저자 및 제목 분석을 
하였다[8]. 손연정, 이수경(2019)은 국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 중재연구의 출현빈도와 시기별 키
워드 변화를 확인하였다[9]. 이은영, 주경희, 이두희
(2019)는 지난 10년 간 소비자학 연구동향을 주요 키워
드를 대상으로 국내연구와 해외연구로 비교하고 소비문
화 및 소비 트렌드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통
해 파악하였다[3]. 한편 주우붕, 박한우(2019)는 블록체
인 분야의 연구동향을 계량정보학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연도별, 분야별, 논문저자 및 기관분석 등으로 살펴보
았다[10]. 이남연, 김준환, 문형진(2019)는 국내 학술지
에 게재된 감정노동관련 892편의 주제어를 텍스트 마이
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11]. 문승리, 이원석(2020)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관
점 차이를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 관광학과 비관광
학의 연구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12]. 김민경(2020)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숙박시설인 에어비앤비의 리스팅 타
이틀을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 파악하였다[13]. 이외에
도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연구 

분야와 대상 자료가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융복합 연구의 국내 대표저널인 ‘디지털융
복합연구’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이유는 기존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들도 한 
개의 대표 저널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3],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시기별 
트렌드 파악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Python 라이브러리와 R studio 프
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융복합연구’의 전체 
키워드 중에서 키워드 출현빈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워
드 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시
각화하여 주요 키워드가 보다 명확하게 눈에 띄게 하여, 
시기별 연구 동향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보다 제고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ython
에서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ython, version 3.8.3). Python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word cloud’, 그림을 그려주는 
‘matplotlib.pylo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최종 워드 클
라우드를 작성하였다.

3.2 분석결과
먼저 최근 10년간 ‘디지털융복합연구’의 년도별 논문 

수는 5,733건이며, Table 1과 같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의 년도별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Number of 

published papers 585 684 659 625 619 622
Number of citations 438 739 903 808 248 -
Self citation count 87 137 167 194 46 -

Table 1. Number of Papers by Year 

 

‘디지털융복합연구’의 Topic Landscape로 분석한 결
과와 같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전체년도의 논문 키
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
이, 맵 상에 나타난 고도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수가 높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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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은 것을 의미하며 키워드 간의 거리는 키워드의 상
관관계를 뜻한다. 

 

Fig. 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Topic Landscape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0년의 기간 중에
서 전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디지털융복
합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키워드들로 워드 클라우드
(word cloud)를 나타낸 그림이다. 키워드의 사이즈가 
크고 두께가 굵을수록 해당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394개의 논문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우울, 노인, 직무만족, 삶
의 질, 대학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빅데이터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조직몰입, 만족도, 간호
사, 인증, 태도, 보안, SNS, 청소년, 경영성과, 신뢰, 이직
의도, 정신건강, 스마트워크, 프라이버시, 중소기업, 직무
스트레스 등 조직성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에 대한 심리
적 자원 및 역량 등의 키워드들이 자주 언급되었다.

Fig. 2. Word Cloud (2012-2015) 

후반 4년(2016년-2019년)의 키워드 분석을 나타내는 
Figure 3을 보면, 총 2,587개의 연구논문이 포함되었으
며 전반 연구와는 조금 다르게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사
용자 경험, 조절효과, 삶의 질,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
의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간호사, 노인, 청소년, 직무만족, 

스트레스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비슷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Word Cloud (2016-2019)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최근 1년 동안 
622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 간호
사, 노인, 간호, 임상수행능력, 감염관리, 코로나19 등의 
키워드가 등장한 것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 
우울, 학생, 신뢰, 직무만족, 불안 등의 연구도 계속적으
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 인공
지능, 4차 산업혁명, 플립러닝, 블록체인 등 IT기술의 발
달에 대한 연구들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 
밀레니얼세대, Z세대와 같은 최근 사회적 트렌드 이슈에 
관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Word Cloud (2020)

4.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문사회 분야와 과

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연구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융복합의 핵심 주제 중 키워드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 정량적인 접근법으로 융복합의 최근 연
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융복합 관련 연구를 도출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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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로 다루어질 시의성 있
는 중요한 키워드와 융합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연구협업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주요 융합 동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
를 분석하면 융합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정량
적인 분석으로 2012년부터 2020년간의 연구논문들의 
주요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출현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기법
을 통해 연구동향에서 나타난 출현빈도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
년간 정책, 경영, 기술, 의과학, 엔터테인, 웰니스 등 융복
합 분야의 국내 저널인 ‘디지털융복합연구’의 출간된 연
구논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
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과 이후의 연구로 구분하고 최근 1년(2020년)의 연
구동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전반 4년에는 우울, 스마트폰, 노인, 삶의 
질, 대학생,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빅데이터, 
스트레스, 조직몰입, 만족도 등 현상 영역(substantive 
domain)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인지 프로세스를 파
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에 대한 이슈가 보다 많았다면, 후
반 4년에서는 간호대학생, 우울, 대학생, 자기효능감, 자
아존중감, 매개효과, 간호사, 사용자 경험, 조절효과, 빅
데이터, 삶의 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텍스트 마이
닝,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주로 사회와 기술 간의 융합 
인프라 적용에 관한 가능성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Un-tact, 비대면) 사회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 전후의 
연구주제가 변화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
근 1년(2020년)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대학생, 간호
사, 자기효능감, 노인, 사용자 경험, 간호, 빅데이터, 인공
지능, 우울, 스트레스, 불안, 삶의 만족도, 편의점 등이 주
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으로 보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
한 비대면 생활이 활성화되면서 건강과 소셜미디어 및 
ICT 기술등 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산업 및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 
주제에 따라 이론적 영역(theoretical domains)과 연구
방법 영역(methodological)으로 나타나거나 사례 및 정
책연구 등 다루는 구체적인 현상 이슈를 정량적 또는 행

동적 접근방법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융복합 연구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세

부적인 주제와 영역을 세분화 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구
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가 가
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14]. 또한 워드 
클라우드는 편리하고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단순히 빈
도가 높다고 중요한 키워드로 해석하거나 출연 빈도별 
크기의 키워드가 랜덤으로 분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
미추론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나 word2vec 등을 활용하여 단
순 출현 빈도수가 아니라 TF-IDF 기준으로 단어의 가중
치를 활용하거나 키워드 간의 중요도를 정량화하여[15], 
반영된 더 정교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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