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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의식적인 산업혁명인 동시에 사회혁명’1)으로까지 평가되는 4차 산업혁명에 전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다보스 포럼2)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기술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조를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설명3)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마련한 통합적 대응 방안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넘어
기술, 산업, 인력, 교육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주요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진행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논의된 문헌에 키워드 분석을 적용했다. 이 분석에서는 주요 이슈를
키워드 단위에서 추출하고,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통해 논의 구조를 파악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논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개의 시간대4)에 이루어진 논의구조를 비교한다. 도출된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이슈는 무엇이며 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다가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2016년 초․중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는 기술과 시장을 중심
으로 형성된 그룹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두 그룹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영역을 확장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기술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금융, 의료, 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시장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신흥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역할과
함께 식품시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나아가 2016년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사물인터넷(IoT), 보안
(Security), 서비스와 같이 주요 영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직업(Job)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슈도 정부(Government)와 사업(Business)이라는․공적․사적 영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분석이 시도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한 서론에 이어
키워드 네트워크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해당 부분은 어떻게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간 관련성을 측정하는지 기술하는데, 만약 네트워크 분석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결과인 키워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분석을 요약·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는다.

1)
2)
3)
4)

지디넷코리아, 2016.7.18. 기사.
2016.1.20.-23에 걸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경제포럼을 의미함
Schwab (송경진 역, 2016, p. 26)에서는 ‘Industry 4.0’의 정의로 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로 사용함
2016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초반부(4월-6월)와 중반부(8월-10월), 후반부(10월~12월)에 등장한 이슈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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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방법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사용자들의 의견이 신속하게 전파되므로 임의의 주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매우 적합한 매체이다. 이에 본 고에서도 인터넷 상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하여 논의되는 내용을 키워드 단위에서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려 한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함께
거론되는 키워드를 연결 지어 전체적인 논의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한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복잡한 연결 구조를 단순화
하고, 논의의 골자를 추출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논의의 변화는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

1. 분석의 프레임
본 연구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수집에서부터 이들 간 관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결점(node 혹은
vertex)과 연결(link 혹은 tie)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 때 연결로 맺어진 결점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의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선별된 주요 단어가 결점이 되고, 두 키워드의 동시등장이 연결을 형성하게 된다. 즉, 키워드 결점 간
연결은 논의의 흐름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녀
한 눈에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논의 구조만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물게
출현하는 연결은 제외하고, 빈번하게 논의되는 키워드 조합만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추출한다. 그리고
연결이 밀집된 결점으로 구획을 나누어 논의그룹을 구분하려 한다. 참고로 본 분석은 통계 분석 도구인
R 버전 3.2.5(R Core Team, 2015)에서 수행되었으며, 분석에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가 패키지
igraph(Csardi and Nepusz, 2006), wordcloud(Fellows, 2014)를 이용했다.

[그림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절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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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
(1) 키워드 수집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는 키워드로 함축하여 나타
낸다. 이때 의미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키워드를 수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려면 원자료 정제에도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감시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 shaping tomorrow5)의 수집결과를 이용한다. 이 사이트는 개별 분야에
통찰력을 지닌 전문가의 블로그 게시물, 신문 기사, 세계 각 국의 정부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발간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집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분석은 975개의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중 7건 이상의 문서를 발간한 기관은 [그림 2]에 나열하였다. 유사한
서비스로 구글 트렌드, Social Mention, Addict-o-matic 등6)을 들 수 있으나 이들에 비해 shaping
tomorrow에서 수집한 자료는 출처 및 대상국가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자료의 출처

주: 7건 이상의 자료를 배출한 기관만을 나열함
자료: 저자 작성

5) www.shapingtomorrow.com
6) 구글 트렌드: www.google.com/trends
Social Mention: socialmention.com
Addict-o-matic: addictomat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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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는 검색어 ‘industrial revolution OR digitization’7)을 입력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한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자료 3,000여 건을 수집했고, 이들은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자료였다([그림 3] 참고). 이 중 미국에 관련된 자료가 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과 관련한
자료가 18.73%로 그 뒤를 잇는다. 전체 자료 중 1,100여 건은 대상 기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총 4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유럽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에도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도 주요 기관으로 등장했다. 5개 이상의 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주요 기관으로
지목된 경우 해당 기관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수집한 자료의 대상 국가 분포

주: 수집한 자료가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비중이 클수록 넓은 영역으로 표시됨
자료: 저자 작성

수집한 결과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전문(full-text)에 자연어 분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문서에 포함된 모든 단어가 주요 이슈라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문서에서 추출한 대부분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어일 것이므로 제외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자료에 부착된 태그(tag)를 이용하여 해당 자료의 요지를 나타내려 한다. 태그는 디지털
정보를 묘사하는 키워드를 의미하며 검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메타자료(metadata)의 일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태그는 그 자체로 키워드로서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나타낸 분류체계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분석의 목적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동향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태그가 전문에서 추출한 키워드 보다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태그
키워드는 총 1,246개이다.

7) 4차 산업혁명의 영문 표현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검색어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2016년 초반만 해도 이 단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 활용할 정도의 결과를 확보할 수 없었고, 국가 별로 인더스트리 4.0(독일)이나 산업인터넷(미국)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었으므로 전 세계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검색어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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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집한 자료의 주요 대상 기관

주: 수집한 자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 중 출현 빈도 5 이상만 나열함
자료: 저자 작성

지난 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세 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구조를 비교한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2016년 각 시간대에
이루어진 논의 구조를 의미하며,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간을 초반부8), 중반부9), 후반부10)라고
부른다. 즉,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변화는 시간에 따른 논의의 발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별 네트워크는 동일한 수의 검색결과인 1,000건의 문서에서 얻은 키워드를 기초로 구성되었다.

(2)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
하나의 디지털 문서에는 대개 여러 개의 태그가 부착된다. 해당 문서를 요약하고 검색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동시에 등장하는 태그는 상호 간에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키워드 네트워크는 개별 검색결과가 포함하는 태그를 추출하여 결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등장
하는 태그를 연결 지어 연관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가령 [그림 5]의 예와 같이 하나의 문서가 6개의
태그를 포함한다면, 개별 태그를 결점으로 삼고, 함께 등장한 태그를 상호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한다. 형성된 연결은 방향성이 없으므로 두 단어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방법을 각 시간대에 수집된 문서 전체에 적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든다. 또한 두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는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를 각 연결의 가중치로 부여한다. 즉, [그림 5]의
예에서는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모두 1로 주어질 것이나 다른 문서에서도 두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
한다면 가중치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8)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논의임
9)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논의임
10)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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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 예

주: 그림 상단에 보이는 키워드 리스트가 하나의 게시물에 부착된 태그이며, 이들 키워드를 이용하여 그림 하단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함
자료: 저자 작성

(3)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논의의 골자 파악
동시에 등장하는 모든 키워드 조합을 반영한 네트워크로는 논의의 골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 가중치를 기초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 조합을
선별하여 네트워크의 연결을 간소화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주로 트리(tree)를 추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근간(backbone)을 밝혀낸다. 트리란 네트워크의 하위 집합으로 모든 결점을 연결11) 하되
연결에 순환이 없는 구조를 일컫는다. 특히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 연결 가중치의 합이 최대가 되는
하위 네트워크를 최대 신장 트리(MST: Maxmim Spanning Tree)라고 칭한다. 앞서 설명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MST를 추출한다면, 이는 높은 연관성을 지닌 단어만을 연결한 하위 네트워크일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트리 구조를 추출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Prim 알고리즘(Prim,
1957)을 적용한다. 초반부에 수집한 키워드에서 생성된 네트워크는 [그림 6]의 좌측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키워드 간에 연결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림 6]의
좌측 네트워크에 연결 간소화를 위해 MST를 추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6]의 우측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간소화 결과는 키워드 네트워크의 뼈대(skeleton)로서 논의의 주요 맥락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6]에 있는 두 네트워크 모두 동일한 276개 키워드로 구성되었지만, 좌측과 같이 동시에 등장한
연결을 모두 포함한 네트워크는 2,771개의 연결로 구성되었고, 간소화 이후에는 등장 빈도가 높은
275개의 연결만으로 표현된다.

11) 키워드 네트워크가 완전 연결일 경우에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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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키워드 네트워크 간소화 결과

▶

주: 초반부에 수집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생성한 네트워크(좌)에 간소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우)
자료: 저자 작성

(4) 키워드 그룹 탐지
네트워크는 연결이 밀집된 구역과 희박한 구역으로 분할될 수 있다. 즉,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조밀
하게 형성된 키워드 집단은 밀접하게 논의되는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희박한 연결로 맺어진
키워드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논의그룹을 상호 연계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밀접하게 논의되는 키워드 그룹을 식별해낸다면 네트워크에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주제를 분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네트워크 분석에는 연결이 밀집된
그룹을 탐지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이미 소개된 바 있고, 본 분석에서는 그 중 널리 알려진 Girvan과
Newman의 방식(Girvan and Newman, 2002)을 적용하여 연결이 조밀한 키워드 집단을 식별한다.
이 알고리즘은 식별하려는 그룹의 수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지 않아도 네트워크 구조 그 자체를 활용하여
밀접하게 논의되는 그룹을 찾아낸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키워드 네트워크의 그룹
수에 등락이 있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밀집한 영역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지 필자가 사전에 설정한 그룹
수에 변화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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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의 구조 분석
1. 2016년 초반부 논의 구조
(1) 논의그룹 구성
2016년 초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크게 다섯 개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각 그룹은 영역 색과 결점 색에 변화를 주어 표시했고, 그룹명은 그룹
내부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외부의 다른 그룹과 연결하는 키워드를 의미한다. 즉, 그룹의 이름으로
선정된 키워드는 그룹 간 논의를 중계하는 지점인 동시에 그룹 외부에서 진행된 논의가 내부에서 확장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명으로 선정된 ‘시장(market)’이라는 키워드를 네트워크
구조에서 설명하자면, 이 그룹 내부에서 논의되는 다른 이슈는 시장이라는 결점을 거쳐야 외부에서
진행되는 다른 키워드와 함께 거론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진행된 논의가 시장 그룹 내에
있는 이슈와 함께 등장하려면 시장 결점과 함께 거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그림 7] 2016년 초반부 키워드 네트워크의 그룹화 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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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다섯 개 주제그룹의 중심에는 ‘기술’(technology) 이라는 키워드 그룹이 있었다. 즉, 네트워크
에서 그룹 배치로 보았을 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는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네개의 그룹이
파생되어 나온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발전 혹은 기술로 인한 시장 개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문제해결 및 도시 발전이 주요 논의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하는 ‘기술’ 그룹에 가장 많은 140개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 2016년 초반에
논의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시장’,
‘에너지’, ‘데이터’, ‘도시’ 그룹 순으로 다수의 키워드 보유를 하고 있었다.

<표 1> 2016년도 초반 4차 산업혁명 키워드 그룹 구성
그룹명

기술

시장

에너지

데이터

도시

(technology)

(market)

(energy)

(data)

(city)

140

68

29

25

14

키워드 수
자료: 저자 작성

(2) 논의그룹 별 분석

[그림 8]은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과 함께 다섯 개 논의그룹을 확대하여 표현한 것이다.12) 그리고
<표 2>에는 그룹 별로 주요 키워드와 연결 수를 나열하였다. 가령, 기술 그룹 내에서는 기술 결점이
가장 많은 연결을 보유한 동시에 다양한 키워드를 상호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13)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6년 초반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에서 기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이슈를 상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기술 그룹에
속한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기술이라 할 수 있는 드론(drone),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나노기술(nanotechnology), 사물인터넷(IoT), 로봇(robot), 3D 프린팅(3D
printing),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등과 적용분야인 우주(space), 의료(health)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혁신(innovation), 직업(job), 교육(education), 사업(business),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도 기술과 직접 관련을 맺어 논의되고 있었고, 정부(government)14)라는 키워드 역시
기술 결점과 직접연결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법(law), 세금(tax) 외에도 개혁(reform)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변화에 정부개혁이 함께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개별 논의그룹은 부록에 수록함
13) 네트워크에 속한 어떤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연결을 맺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에서 ‘기술’ 키워드는 77개의
연결을 보유하여 가장 높은 값인 0.28, 어떤 키워드가 얼마나 다른 키워드들을 중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역시 ‘기술’ 키워드가 가장 높은 값인 0.914로 측정됨
14) 공공영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노드는 색을 채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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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6년도 초반부 키워드 네트워크의 그룹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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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시장’(market)이라는 주제 역시 주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었다. 시장은 기술 결점과 직접 연결을 형성하여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시장 그룹 내에서는
식품(food), 할랄(halal), 의류(clothing) 등과 같은 신흥시장 자체를 의미하는 키워드도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시장과 직접 연결을 형성한 연구(research) 키워드를 통해 혁신패턴의 변화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연구는 시장과 직접 관련을 맺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의·약학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 그룹의 말단에는 불균형(inequality), 경제위기(economic
crisis), 부채(debt) 등의 단어가 거론되고 있어,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뒤따르는 위험을 예상케 한다.
또한 시장의 성장(growth)과 맞닿아 있는 정책(policy)17) 키워드는 국방, 환경보호, 이민 등과 함께
논의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2016년도 초반부 논의그룹 별 주요 키워드와 연결 수
그룹명

기술
(technology)

에너지
(energy)

키워드
기술
(technology)
사업(business)

연결 수

시스템(system)

7

로봇(robot)
정부
(government)
재료(material)

7

에너지(energy)

13

동력(power)

6

그룹명

77
시장
(market)

9

5

데이터
(data)

5

물(water)

4

석유(oil)

4

배출(emission)

4

도시
(city)

키워드

연결 수

시장(market)

31

정책(policy)

7

성장(growth)

7

식품(food)

7

데이터(data)

14

보안(security)

8

도시(city)
기후변화
(climate change)
크루즈(cruise)

11

테러리스트
(terrorist)

2
2
2

자료: 저자 작성
주: 그룹명은 그룹에 속한 키워드 중 하나로 그룹 외부에 위치한 단어들과 연결을 형성하여 다른 그룹과 논의를 전개하는 가교역할을 하므로 네트워크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키워드임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식별된 ‘에너지’(energy) 그룹 역시 기술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형상이었으며,
기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gasoline), 석탄(coal), 화석연료(fossil fuel) 등과 같은 기존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biofuel), 태양 에너지(solar energy) 등의 대체 에너지가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와 같은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emission)로 인해 야기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등의 기후(climate) 변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초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에서 부터 ‘데이터’(data)라는 그룹이 탐지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분석기법뿐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의

17) 공공영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노드는 색을 채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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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그룹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시설
(network infrastructure)과 센서(sensor)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오픈소스(open source)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분석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환자(patient)의 의료정보를 이용한
치료(therapy)와 같이 데이터 기반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도 이 그룹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보안(security) 문제로 테러 외에 네트워크에서의 보안(cyber security) 이슈도 등장했다. 사생활
(privacy) 보호에 관한 이슈에서는 기술정책(tech policy)18)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city)로 시작된 논의그룹이 식별되었다. 이 그룹에는 도시개발 즉, 도시화
(urbanization)로 인한 여러 문제가 등장했다. 식량(food drink), 인구(population), 테러
(terrorist), 기후변화(climate change), 교통(transport), 오염(pollution), 폐기물(waste)과 관련한
이슈가 그 예이다.

2. 2016년 중·후반부 논의 구조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두는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키워드
수는 증가했다. 2016년 중반부에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초반부에 비해 약 160여 개가 증가한 총 435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후반부에 535개로 집계된 키워드에서도 드러난다.
2016년 중반에는 당시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핀테크(fintech)와 블록체인(block chain)으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다수의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다. 그리고 국제정세에 변화를 불러올 브렉시트(Brexit)의
결정이 2016년 중반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단어는 중반부에 최초로 등장하여 후반부에는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변화와 확장은 개별 기간 동안에 생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드러나듯, 2016년 초반만 해도 5개의 논의그룹으로 분할되었던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중반부와 후반부를 거치며 12개 그룹과 14개 그룹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상대적
으로 단순했던 논의구조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었다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논의그룹이 방향성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를 불러온다. 특히 2016년 초반부 논의
구조에서 큰 규모를 차지했던 기술과 시장 그룹을 중심으로 중반부에 논의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그룹은 높은 연관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초·중반부 기술과 시장 수준에서만 논의가 파생되었던
4차 산업혁명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보다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기술 혹은 시장이라는 일반적 단어
보다는 사업, 경제, 데이터, 보안(Security)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단어들이 논의그룹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전 기간에 걸쳐 데이터와 에너지 그룹이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일 것이다.

18) 공공영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노드는 색을 채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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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키워드 네트워크의 변화
전반부

중반부

▶

후반부

▶

주: 2016년 상반기에 수집한 키워드로 구성한 네트워크(좌)에서부터 중·하반기에 수집한 키워드로 구성한 네트워크(중․우)
자료: 저자 작성

(1) 중반부 논의그룹 분석

초반에 비해 중반부에 새롭게 등장한 논의그룹으로는 유망산업에 해당하는 ‘의료’, ‘금융’(bank),
‘자동차’(vehicle), 식품을 꼽을 수 있으며, ‘정부’ 그룹이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특징
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배출된 성과는 기술로 인식되고, 이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연구와 기술 간에 연결, 기술과
시장과의 연결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중반부 분석결과에서는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 ‘연구’(research)
그룹이 시장 혹은 경제(economy)와 직접 관계를 맺으며 개별 논의의 축으로 등장했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구와 시장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본다. 즉, 연구 결과가 바로 사업화되거나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연구주제를 결정하는 등 양방향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그룹의 규모로 보았을 때, 중반부에는 초반부와 마찬가지로 기술이 가장 거대한 그룹으로 등장
했다. 따라서 여전히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 그룹에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 자체에서부터 혁신과 교육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외에도 보안과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문제가 그룹 내에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한 직업(work, job), 노동자(worker, workforce), 실업(unemployment)과 같은
단어가 이 기술 그룹 내에서 논의되었다. 즉, 다양한 신기술뿐만 아니라 기술로 파생된 문제까지 혼재
되어 뚜렷한 논의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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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6년 중반부 4차 산업혁명 키워드 그룹 구성
그룹명
기술(technology)
시장(market)
에너지(energy)
정부(government)

키워드 수
137
87
63
35

그룹명
사업(business)
의료(health)
연구(research)
식품(food)

키워드 수
30
17
17
12

그룹명
데이터(data)
경제(economy)
은행(bank)
자동차(vehicle)

키워드 수
10
9
9
9

자료: 저자 작성

기술그룹에서 파생된 에너지, 자동차, 의료, 사업, 경제, 데이터, 은행 그룹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생
그룹 중 하나인 사업에서는 조직(organization)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나 생태계(ecosystem)와
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 또 다른 논의 그룹인 의료에는 암(cancer)이나 백신(vaccine)과 같은
단어 외에도 대기오염(air pollution)과 관련한 단어인 스모그(smog), 자동차 배기가스(vehicle
emission) 등이 출현했다. 경제그룹 내에서는 소득(income)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등장했고, 은행그룹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의미하는 암호화된 화폐(cryptocurrency),
자동차 그룹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 덧붙여 초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도 등장하는
에너지, 데이터 그룹은 유사한 내용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 4> 2016년 중반부 논의그룹 별 주요 키워드와 연결 수
그룹명
기술
(technology)
에너지
(energy)
사업(business)
의료(health)
데이터(data)
경제(economy)
은행(bank)
자동차(vehicle)

키워드
기술(technology)
로봇(robot)
디지털(digital)
에너지(energy)
동력(power)
배출(emission)
물(water)
사업(business)
의료(health)
데이터(data)
경제(economy)
은행(bank)
자동차(vehicle)

연결 수
87
6
6
19
10
7
6
17
6
9
4
8
9

그룹명

시장
(market)

정부
(government)
연구
(research)
식품(food)

키워드
시장(market)
산업(industry)
사물인터넷(IoT)
소비자(consumer)

연결 수
41
9
6
5

성장(growth)

5

정부(government)

23

투자(investment)
연구(research)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식품(food)

4
8
5
10

자료: 저자 작성
주: 그룹명은 그룹에 속한 키워드 중 하나로 그룹 외부에 위치한 단어들과 연결을 형성하여 다른 그룹과 논의를 전개하는 가교역할을 하므로 네트워크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키워드임

한편, 기술과 직접 연결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그룹 중 정부그룹에는 등장빈도가 높은 단어로 투자
(investment)와 금융정책(monetary policy, credit policy)이 있었고, 전쟁, 군대, 테러리즘과 같은
국방·안보관련 이슈도 포함되었다. 연구 그룹에는 DNA, 유전자와 같은 유전학(genetics) 분야 단어와
함께 압축도시(compact city)와 관계된 대중교통(public transport)이 출현했다. 식품 그룹에서는
음식물을 지칭하는 단어 외에 농업(agriculture, farming)과 관련한 수경재배(aquaculture), 수직농장
(vertical farming)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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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16년 중반부 키워드 네트워크의 그룹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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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반부 논의구조를 요약하자면, ①기술과 ②시장그룹이 중심에 위치하면서 여러 다양한 이슈를
발생할 뿐 아니라, ③이 두 그룹이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겠다. 즉, [그림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기술혁신과정인 ①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②시장견인(Market
Pull) 모형, 그리고 ③이 두 모형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견인형에 비해
기술주도형 혁신에 관한 논의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결국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논의라 하더라도 초․중반부에는 기존 혁신모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논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신생기술이 기술이라는 거대한 논의 축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후반부 논의에서 다소 완화되었다. 논의 구조가 더욱 세분화되었고,
주도적 기술의 실체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림 11] 2016년 초․중반부 키워드 네트워크 요약

자료: 저자 작성

(2) 후반부 논의그룹 분석

중반부 14개 논의그룹은 후반부에 들어서 더욱 세분화되었다. 특히 초․중반부에서 강력한 중심축을
형성했던 기술과 시장 그룹이 등장하기보다는 경제, 사업, 산업 그룹을 위주로 보안,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Service)와 같은 그룹이 식별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들의 등장으로
초․중반부 주요한 그룹이었던 시장이나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을 규정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후반부에 구체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고 있어 논의구조의 모호성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논의그룹 간에 연결을 살펴보자면, 경제와 사업 그룹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산업, 연구와
같은 주제들이 밀접하게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와 사업은 정부와 정책 그룹을 매개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그룹들과 연결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와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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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그룹 사이에서 파생된 일자리(Job) 이슈가 뚜렷하게 나타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일자리 문제는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표 5> 2016년 후반부 4차 산업혁명 키워드 그룹 구성
그룹명
경제(economy)
사업(business)
에너지(energy)
데이터(data)
정부(government)

키워드 수
73
66
50
56
53

그룹명
서비스(service)
사물인터넷(IoT)
정책(policy)
석유(oil)
보안(security)

키워드 수
37
32
30
26
24

그룹명
산업(industry)
연구(research)
직업(job)
시스템(system)
-

키워드 수
23
23
23
19
-

자료: 저자 작성

그룹 내에서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키워드는 다양한 주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주요한
주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룹명으로 지목된 키워드가 그룹 내부에서 다수의 연결을 포함하는 키워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그룹 외부와 연결을 형성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키워드와 그룹 내부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을 맺는 키워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경제 그룹에서는 경제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룹 내부에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석유 그룹에서는 석유 자체보다 생산에 대한 논의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라는 단어를 필두로 그룹 외부에 위치한 다른 주제로 논의가
확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논의그룹 내부에서는 성장이라는 이슈를 위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그룹명으로 지목된 키워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개체가 비교적 균등하게 낮은 수준의
연결을 보유하는 그룹도 등장한다. 산업, 시스템 혹은 연구 그룹이 그 예이다. 이들과 같이 특정 주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이 비교적 낮은 논의그룹은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 수도 적은 특징이 있다.
후반부 키워드 네트워크는 초·중반부에 비해 더욱 다양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식화된
네트워크로는 키워드를 식별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림 12]와 같이 단어구름(word cloud)으로
그룹 별 키워드를 나타내었다. 단어구름을 통해 각 논의그룹에 포함된 단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 내부에서 보유한 연결 수가 많을수록 큰 글자로 표시된다. 즉, 큰 글자로 표기된
단어일수록 그룹 내부에서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하게 논의되는 키워드
없이 그룹 내에 포함된 키워드가 비교적 균등한 수의 연결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정한 크기의 글자가
단어구름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의그룹을 발견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시스템 그룹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논의에 있어 시스템 그룹은 산업
생태계 외에도 교육이나 보건 분야의 시스템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그룹에서는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열되기 보다는 미래연구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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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6년 후반부 키워드 네트워크의 그룹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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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6년 후반부 논의그룹 별 주요 키워드와 연결 수
그룹명

키워드

연결 수

그룹명

키워드

연결 수

성장(growth)

24

15

경제(economy)

11

서비스
(service)

서비스(service)

경제
(economy)

자동차(vehicle)

14

식품(food)

7

사물인터넷(IoT)

15

사업
(business)
에너지
(energy)

데이터
(data)

정부
(government)

사업(business)

25

디지털(digital)

6

에너지(energy)

25

기후변화
(climate change)

6

배출(emission)

6

데이터(data)

20

사물인터넷
(IoT)
정책
(policy)
석유
(oil)
보안
(security)

기기(device)

9

연결된(connected)

5

정책(policy)
경제성있는(economic)
생산(production)
석유(oil)

15
12
10
5

보안(security)

8

군대(military)

7

전쟁(war)

6

산업(industry)

14

연구(research)

8

인공지능

8

의료(health)

6

정보(information)

5

정부(government)

30

도시(city)

6

직업(job)

직업(job)
일(work)

5
5

브렉시트(brexit)

5

시스템
(system)

시스템(system)

11

산업
(industry)
연구
(research)

자료: 저자 작성
주: 그룹명은 그룹에 속한 키워드 중 하나로 그룹 외부에 위치한 단어들과 연결을 형성하여 다른 그룹과 논의를 전개하는 가교역할을 하므로 네트워크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키워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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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 연구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를 추적·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 기술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하곤 한다.20)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실제 4차
산업혁명이 단지 기술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법, 사회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초·중반 논의의 중심에 있는 기술과 시장이라는 두 축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에 긴밀하게 연결된
이 두 축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확장되었다. 이어 후반부에 형성된 네트워크에서는
기술이나 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이슈대신 구체적인 이슈가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본 분석은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는 이슈를
탐색하고, 개별 이슈들이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비록 도출한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접했을 정도로 일반적인 수준
이긴 하지만 논의구조의 전체적 조망이라는 점에서 분석이 의미를 찾는다.
또한 전 시기를 아울러 공통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슈와 잠시 동안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등장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주제의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와 에너지를 들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관련 논의가 독립적 그룹으로 식별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해당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키워드가 다른
분야에 비해 관련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기반의 기술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심이 수그러들었던 대표적인 이슈로 기술과
시장을 들 수 있다. 분석 초·중반 기술 혹은 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이슈가 거대한 논의그룹으로 등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중심기술을 식별할 수 없었던 문제를 낳았는데, 분석 후반에서는 이들의
영향이 줄어들고 보안, 사물인터넷과 같이 중심이 되는 기술 혹은 산업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후반부에 등장하는 일부 논의그룹은 여전히 경제, 사업, 산업, 시스템과 같이 추상적 수준에서
머무르고는 있지만, 향후 중심 산업과 기술이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구조가 어떻게 세분화되고 발전하는지 주시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그린 청사진에 대한 요구21)가 계속되면서 정부부처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 시점에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슈 가운데 혹시 우리가 미처 4차 산업혁명의
범주에서 다루지 못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미래 식량생산과 직결된 농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테두리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다. 혹은 다가올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 대비책을 갖추었다라고 치부하는 건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도
있겠다. 향후 본 분석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주제로 키워드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응방안이 분석결과와 같은 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분석에서는 논의의 대략적 흐름을 보여줄 뿐, 어떻게 다양한 이슈를 조합하여 한국
20) 예, 지디넷코리아, 2016.7.18. 기사
21) 아시아경제, 2016.4.11. 기사, 김진하(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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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구조로 엮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더불어 분석결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6년 초반에 드러난 논의구조만 보더라도 정부는 기술이라는 키워드와 직접 연결을 맺었지만 독립
적인 그룹으로 등장하지는 못 했다. 그러나 2016년 중·후반, 개별적인 그룹으로 정부가 자리했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단지 초·중반 논의에서 정부에 ‘법’과
‘개혁’이라는 이슈가 공통적으로 뒤따랐음을 상기할 때, 정부는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혁으로 대응해야함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다보스 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도 지적하듯 지금 우리는 기술이 가져올 방대한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단계이다.22) 이번 분석이 보여주는 결과 역시 앞으로 맞이할 변화의
초기단계일 뿐일 것이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은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요 논의 맥락만을 추려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이슈가 혼재되어 있어 향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류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답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대비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자각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련논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22) Schwab (송경진 역, 2016,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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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그림 13] 2016년 초반 ‘기술’(technology) 키워드 그룹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4] 2016년 초반 ‘데이터’(data) 키워드 그룹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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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16년 초반 ‘시장’(market) 키워드 그룹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6] 2016년 초반 ‘에너지’(energy) 키워드 그룹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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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6년 초반 ‘도시’(city) 키워드 그룹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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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16년 초반부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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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16년 중반부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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