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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간의 관심이 4차 산업혁명에 쏠려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융합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뤄낼
새로운 사회라는 정도만 가늠할 수 있을 뿐 정작 그 전모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도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나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도 같다. 그러나 난해하게만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제는 과거 혁신체제론에서 다루어져 왔던 ‘시스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도전과제로 다가온다.
시스템 전환이란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이나 세계화, 경제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기술·경제환경의
단절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일컫는다(송위진, 2004: 27). 즉, 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 전환을 일으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난제는 시스템 전환의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1)기존의 시스템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고, 2)보유한 자원을 어떻게 조합해 낼 것인지를 계획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스템 내·외부에 존재하는 자원과 조직루틴(organizational routine)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자원과 루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자원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개별 자원을 성숙시킨다 한들 구조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비효율성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스템 실패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보안과 같은 영역에서 개별 기술을 육성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영역에서 발전한 기술을 조합해 내는 능력이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이하는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혁신창출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지난 해 논의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황을
[그림 1]의 왼쪽과 같이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양현채, 2017b). 네트워크는 비행기 상에서

내려다보며 한반도 지형을 살펴보듯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주요한 요소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다양한 이슈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 4차 산업혁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 구축해 놓은 시스템
구조에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혁신체제에서 시스템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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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구상한 시스템 전환

자료: 저자 작성

시스템 전환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용해보자. 본디 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이란
총체적 변화를 가정하고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단순히 [그림 1]의 네트워크에서 개별 결점으로 제시된
지점 수준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가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은 신속하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요건에서는 구조적 특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미 모든 개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어떤 한 지점에서 일어난 변화의 물살은 다른 지점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점에 입김을 불어 넣어 전체 시스템을 변화로 이끄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에서 시스템 전환은 총체성, 신속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스템 전환의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특성을 기초로 시스템 전체에 변화의 물살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일이 남았다. 물론 모든 이슈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임의의 한 지점을 선정한다 해도 ‘언젠가는’ 그 변화의 물결이 다른 지점에도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서 전환은 신속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임의의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전환은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지점(일명
‘허브’)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허브는 인접한 여러 이슈에 신속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확실한 전환의 방법은 아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스템 외곽에
있는 개체에까지 고루 미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양현채, 2017b)에서 시스템 수준의 전환을 다루기 위해 복잡계 네트워크
(complex network) 분석방법 중 구조적 제어가능성(structural controllability)이라는 이론을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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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이론에 적용한 결과로 구조적 관점에서 어떤 개체가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 구조가 시스템 전환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계 시각에서 정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알려져 왔다. 배용호(2001: 28)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변화의 촉진자’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렇다면 제어가능성을 통해 선별된 지점이란 변화의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시작
되는 지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분석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4차 산업혁명은 점차 시스템 수준에서 전환이 어려운 문제로 변모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이슈의 수가 증가해서는 아니다. 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슈 간의 연결 구조에 있었다. 시스템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네트워크 내에서 점차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란 해당 지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수준에서 작동이 실패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주요한 위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이 지점에서 전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별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문제는 전체 시스템을 사전에 모두 기획하고, 해당 목표로 정확히 안착하려는 시도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또한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분석이 시도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한 서론에 이어
네트워크 구조를 기준으로 시스템 전환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적 제어가능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관측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에 제어가능성을 적용한다. 그 결과
시스템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따를지 가늠해 본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주요한 지점은 어떤 키워드였는지, 이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이후 분석을 요약·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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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제어이론 중 구조적 제어가능성(structural controllability)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스템
전환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등장한 이슈들 간에 수립된 연결 구조를 시스템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이 분석방법은 시스템 전환에 있어 구조적으로 주요한 지점을 찾아낸다.
선행연구 양현채(2017a, 2017b)에서 다루었던 분석방법이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슈들
사이에 내재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구조를 이용
하여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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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url(Lang, 2016a), XML
(Lang, 2016b), matrixcalc(Novomestky, 2012), ggplot2(Wickham, 2009), ggrepel(Slowikowski,
2016), wordcloud(Fellows, 2014) 등을 이용했다.

1. 키워드 네트워크로 나타낸 현재 시스템
네트워크는 결점과 결점들 간의 연결로 구성된다. 본 분석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등장
하는 이슈로서 키워드를 네트워크의 결점으로 삼고, 이들 키워드 조합이 인터넷 상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두 키워드 간의 연결 가중치(두 단어의 연관성)로 본다. 인터넷 검색
결과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양현채(2017b)에 소개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이슈는 2016년 전·후반기와 2017년 전반기 세 구간에서 수집1)
했다. 2016년 전·후반기 상황은 양현채(2017b)의 결과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했고, 여기에
2017년 전반기 결과를 추가2)하여 구조 검토에 활용한다.

1) 수집은 shapnigtomorrow.com이라는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를 이용함
2) 새롭게 추가된 2017년 전반기 네트워크에서 키워드 그룹구조는 부록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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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의 변화
2016년 전반기

2016년 후반기

▶

2017년 전반기

▶

주: 2016년 전반기에 수집한 검색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네트워크(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를 나타냄
자료: 2016년 전‧후반기 네트워크는 양현채(2017b: 10), 2017년 전반기 네트워크는 저자 작성

분석대상은 2016년 전반기 276개, 후반기 436개, 2017년 전반기 397개로 구성된 네트워크
이다. 해당시기 키워드 조합의 관련성을 인터넷 검색엔진 Bing3)을 통해 추적하고, 이들 간의 관계
중에서 연관성이 높은 조합만을 추려내어 네트워크 뼈대(skeleton)로 구성하였다. [그림 2]는 분석
대상을 연결이 밀집한 키워드끼리 그룹으로 나눈 결과이다.

2. 네트워크 구조를 기초로 시스템 전환 검토
어떤 시스템의 구조적 제어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장소이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떠올려 보자. 뜬금없이 제시된 자동차라는 예시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시스템의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라 하면 [그림 3]과
같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을 떠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스템은 이러한 개별 부품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회선으로 연결된
부품들이 상호작용을 이루어 운전자의 명령에 따라 최초의 위치에서 운전자가 원하는 최종 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품에 에너지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품에 개별적으로 에너지가 주입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부품을 연결하는 회선을 타고 에너지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입되어야 할 최소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최소 지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유입 지점이 자율적으로 명령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유입 지점이 적을수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듯 어떤 네트워크의 몇몇 결점에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입되어 시스템 전체가 일정시간 내에(신속
하게) 최초상태에서 운영자가 원하는 최종상태로 변화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

3) www.b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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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control theory)에서는 ‘구조적으로 제어가능’(structural controllable)하다고 표현한다. 본
고에서는 제어이론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로 구성한 키워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우리가
보유한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 3] 차량 시스템의 부품 간 연결 구조 예

자료: https://goo.gl/i1wqjo

기본적으로 제어이론에서는 개별 결점(개체)을 하나의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자동차 부품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마찬가지로 양현채(2017b)에서 제시된 키워드 네트워크
에는 사물인터넷이나 정보보호와 같은 결점이 등장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결점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각 결점을 더 자세히 들여 보면, 논문을 통해 구성한 해당 결점은
[그림 4]와 같은 구조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에서 드러난 기술 혹은 산‧학‧연 간의

관계로 해당 결점의 세부 구조를 나타낸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하위 시스템 구조까지 반영한다면 다중계층 네트워크(multi-layer network)가 되겠지만 본 고에서는
양현채(2017b)에서 제시된 단층 네트워크(mono-layer network)를 가정한다. 또한 복잡성 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세부 구조까지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사점을
얻기에는 충분하다. 개체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집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Johnson, 한국복잡계학회 역, 2015: 40). 결과적으로 제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대응방식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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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물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 학술연구 구조

주: 사물인터넷 연구주제 구조(상)와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주제 구조(하)
자료: Yan, et al.(2015: 1296); Olijnyk(2015: 899)

제어이론을 네트워크에 적용한 결과로 시스템이 보유한 구조적 특성을 기초로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유도하는 주요지점을 선별할 수 있게 된다4). 이 지점을 ‘드라이버’(driver)라고 한다. 대개 드라이버는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입되어야 할 지점으로 본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의 경우에 드라이버는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변화를 시작하는 지점 혹은 개별
관리가 필요한 지점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 드라이버 결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스템의 ‘제어가능성’(controllability) 혹은 ‘효율성’(efficiency)이라고 부른다.

4) 덧붙여 선정된 지점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본 분석에서 고려하는 사항이 아님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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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점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는 지점이 늘어날수록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난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제어이론을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4차 산업혁명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할 목적은 아님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 시스템을 기계 시스템과 같이 일괄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5)이다. 복잡계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서는 전체 시스템이 운영되기에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결점은 독자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하위
시스템이 상위 시스템의 의도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체 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결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출동 혹은 마찰은 시스템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 시스템에 내재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제어이론이 기계 시스템에서와 같이 통제력 획득을
의미할 수는 없더라도 구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검토할 수는 있다.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가능성 대신 총체적 변화 가능성 혹은 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 가능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제어가능성(structural controllability)
네트워크의 구조적 제어가능성(Yuan, Zhao et al. 2013)은 복잡계 네트워크와 제어이론(control theory)을
결합한 개념이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어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 장치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차체를 이동하는 것과 같이 몇몇 결점에 충분한 외부 에너지가 주입된다면 네트워크 전체가 일정시간 내에
최초상태에서 운영자가 원하는 최종상태로 변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네트워크   를 선형 시불변(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개의 드라이버
(driver)를 추가한 제어가능한 네트워크      는 상미분방정식         으로 표현한다.
벡터 ∈   는 시간 에서 결점의 상태,  ∈   ×  은 개체들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벡터
  ∈   는 드라이버,  ∈   ×  는 컨트롤 행렬을 나타낸다.  은  차 단위행렬,  은 기하적 중복도
(geometric multiplicity)의 최댓값을 의미할 때, 컨트롤 행렬  가           을 만족시켜야
네트워크 전반에서 제어를 효율적으로 확보했다고 정의한다.

5) 실계로 기계 시스템의 제어는 예시로 든 자동차와 같이 단순하지는 않음. 가령, 비행기나 로켓 같은 시스템은 기상상태 혹은 외부환경에 따라 복잡한
제어과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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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네트워크에서 총체적 운영가능성 검토결과
본 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에 제어이론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설명한다. 구조적 제어
가능성은 시스템 수준에서 전환을 꾀함에 있어 어떤 지점이 변화의 시작지로서 적합한지를 선별한다.
그리고 시작점으로 지목된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스템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구조인지를 나타내게 된다. 지목된 출발지가 많을수록, 즉 여러 결점에서 인위적 변화가 진행되어야 할
수록 수립된 연결을 타고 변화의 흐름(혹은 관리자의 의도)이 전파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 구조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 수준의 전환을 달성하기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전환에서 겪는 어려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1. 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이슈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맺으며 사용되어 왔는지를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추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키워드 네트워크에 제어이론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결점은 시스템 수준에서 변화를 불러오는 주요 지점으로 붉은 색으로 표시
되고 있다. 반면 회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결점 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변 결점에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림 5]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탐지한 드라이버 결점 변화
2016년 전반기

2016년 후반기

▶

2017년 전반기

▶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구조적 제어가능성에 의해 선정된 주요 지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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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스템 전환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 키워드 네트워크는 상이한 데이터 셋에서 구성되어 시기별로 등장하는 키워드의
수에 차이가 있다. 즉, 2016년 전반기에 276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었던 네트워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후반기 436개 이슈를 포함했고, 2017년 전반기에는 397개의 키워드를 보유했다. 이렇듯 다채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시기가 있었는가하면 비교적 단출한 이슈가 등장하는 시기도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가 항상 증가하지만은 않았던 점을 상기할 때, 시스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체 시스템의 운영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시기별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드라이버 결점이 차지하는
비중, 즉 시스템 전환의 어려움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의 증감과는
별개로 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은 점점 더 어려운 구조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6]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의 제어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에서 표기된 수치는 시스템 전환의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수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구조적으로 시스템 수준에서 전환이 어려움을 의미한다6). 그리고 수치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우리사회가 시스템 수준에서 변화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17년
전반기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이슈가 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환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스템에서 관련 이슈들이 제각기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
수의 등락으로 시스템 전환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하자면
우리가 이미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인식한 이슈들 하나하나를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6) Kelly(이충호‧임지원 역, 2015: 639)는 저서 ｢통제 불능｣에서도 이러한 상태를 스펙트럼으로 표현한 바 있음. 즉, 극단적인 두 상태 ‘일사불란하게’
제어가 가능한 상태와 ‘제어 불능’인 상태 사이 그 어디 즈음에 시스템이 놓여 있을 것이며, 본 고에서는 이를 0과 1사이의 제어가능성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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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살에 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이슈만 변화의 흐름에 몸을 싣게 되면, 그 물살에 휩쓸려
관련된 나머지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변화에 동조될 터이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등장하는 전체 이슈는 감소
할지라도 한데 아우르기 어려운 여러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면, 당연히 드라이버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시스템 전환을 고민할 때, 등장하는 이슈 자체의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들 간에 얽힌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2. 선별된 드라이버 결점
제어이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
본 고의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선정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드라이버 결점은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이다.
[그림 7]은 시기별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선정된 드라이버 결점을 단어구름으로 나타낸 것7)이다.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연결을 보유한 지점을 의미한다. 비록 단어의 정확한 표현은 다르더라도
세 기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키워드로는 ‘농업’(farming, agriculture), ‘경제’(economy,
economic)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2016년 전‧후반기에 드라이버 결점으로 동시에 선정된 키워드로는
‘수송’(transportation), ‘기반시설’(infrastructure) 등이 있었다. 이어 2016년 후반기와 2017년 전반기
연속한 두 기간에 드라이버 결점으로 선정된 키워드는 ‘IT’, ‘재료’(material), ‘선거’(election), ‘센서’
(sensor)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과 2017년 전반기에는 상호 공통적인 키워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석탄’(coal), ‘사생활’(privacy)이 공통 드라이버였다. 구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 키워드가
여러 시기에 걸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7] 시기별 선별된 드라이버 결점
2016년 전반기

2016년 후반기

▶

2017년 전반기

▶

주: 선정된 주요 결점을 단어구름으로 표현한 것이며, 글자의 크기는 연결 수에 비례함
자료: 저자 작성

각 시기별로 선정된 드라이버 결점 중 독특한 지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2016년 후반기에는 수송
관련 키워드가 비교적 빈번히 등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 전반기의 경우에는 특정 산업과
7) 드라이버 결점으로 선정된 30개 키워드(연결 수 기준) 목록을 부록 2에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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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다는 지식, 과학자, 재료와 같은 일반적인 단어가 드라이버로 선정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특정
국가가 드라이버 결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2016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드라이버 결점에 포함되었
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중국’이 드라이버 결점 중 하나였다.

[그림 8] 시기별 결점의 평균연결 수 비교
2016년 전반기

2016년 후반기

▶

2017년 전반기

▶

주: ‘네트워크 전체’는 드라이버 구분 없이 모든 결점, ‘제어지점’은 드라이버 결점, ‘비 제어지점’은 드라이버로 지목되지 않은 나머지 결점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그렇다면 선정된 드라이버 지점이 어떤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림 8]에서는 대표적 구조적 특성으로서 드라이버 지점의 평균 연결 수를 전체 네트워크, 여타 지점
에서 측정한 평균 연결 수와 비교한다.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드라이버 지점이 갖고 있는 연결 수
평균이 그 밖의 지점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네트워크 전체의 평균 연결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물론 선정된 결점 중에는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IT’와 같은 키워드도 있지만
대체로 연결 수가 낮고, 외곽에 위치한 결점이 드라이버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다.
결국 우리가 시스템 수준에서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다수의 연결을 보유해서 인접 지역으로 파급력이
큰 키워드도 고려해야겠지만 시스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지점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주요한 지점이
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스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통상 4차 산업혁명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여겨져 왔던 외진 지점에서 시스템 전환이 성공과 실패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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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복잡계로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개체를 육성
하는 정책만으로는 결코 거대한 변화의 물살에서 살아남지 못 할 것이다. 모든 개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거시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계획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점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목표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 하는 시스템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분석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시스템
실패로 끝날 위험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시스템 수준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은 분석에서 보여준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분석결과에서 제시되었던
개별 드라이버가 더 이상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수립한 전략으로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점을 공략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에 발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Kelly(이충호‧임지원 역, 2015)가 지적하듯 복잡계에서 시스템 전체에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
능한 일이다. 개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분산적으로 진화하므로 초기에 계획한 대로 시스템이 움직여
줄리 없기 때문이다. 비록 시스템에 완벽한 통제력을 획득할 순 없더라도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 개체들을 유인하거나 변화를 촉진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시스템이 구축한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부분적인 제어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군집을
이루는 개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분석에 활용한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선정된 드라이버 결점은 공공의 개입(intervention) 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집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포함하지 않는 문제 외에도 분석한 네트
워크는 이슈들 간에 긴밀한 연결만을 추려낸 뼈대(skeleton)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개입지점이
라고 곧바로 해석하긴 어렵다. 즉, 이슈들 간에는 부가적인 연결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우리
사회에서 드라이버 결점은 선정된 것 보다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분석에서
제외한 연결 중 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결을 추가해 감으로써 4차 산업
혁명으로 전환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분석에서와
같이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결점들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정능력이 필요한 여러 지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정된 드라이버 결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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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인접한 이웃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지 부터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시작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변화가 전파될 것이므로 차후에 발생하는 개체 간에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정부는 앞으로 겪게 될 갖가지 상황에서 조정능력을 학습해 나가게
될 것이다8).
뿐만 아니라 시스템 수준에서 전환을 계획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도 돌이켜 볼 수 있었다. 대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계획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면,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지점을 찾고
이들을 중심으로 육성방안을 모색하곤 한다. 다수의 연결을 보유할수록 파급력이 높은 지점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내놓았다.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의
변화를 꾀한다면 적은 연결을 보유한 지점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은
수의 연결을 보유한 지점이 시스템 전환에서 성패를 가르는 결점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시스템 수준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계획에서는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결점에서부터 외곽에 위치해 자칫 소홀히 취급
할 수 있는 결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스템에서 전환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
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를 지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leick(박래선‧김태훈 역, 2011:
578)은 “네트워크는 구조를 가지며, 그 구조는 역설 위에 세워진다. 모든 것은 가깝고 동시에 모든
것은 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모순적인 말은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바꾸어 해석할 수 있겠다. 결국 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
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일은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우리의
역량에 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 선별된 모든 드라이버 결점에서 정부가 개입 혹은 중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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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2017년 전반기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
2017년 전반기9)에 구성된 4차 산업혁명10) 키워드 네트워크11)는 약 80개국12)에서 발간된 자료에서
추출한 397개 키워드를 결점으로 삼았다. 직전 분석기간인 2016년 후반기에 수집된 키워드가 463개
였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이슈가 거론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비록 전체 키워드 수는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거론되는 경향이 짙은 키워드를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세부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2016년 후반기에는 15개로 구분되었던 논의
그룹이 2017년 전반기에는 17개로 증가했던 것이다. Spencer(이정훈 역, 2014)는 저서 『진보의
법칙과 원인』에서 진보란 연속된 분화를 거쳐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전반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에서 이러한 진보의 법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그림 9] 2017년 전반기에 수집한 4차 산업혁명 자료의 국가 분포

자료: 저자 작성

이전기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전반기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집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그림 10] 참고). 2016년 전‧후반기 4차 산업혁명 논의를 나타낸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일관적으로
양분된 구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가령, 2016년 전반기는 기술을 중심으로 펼쳐진 논의그룹과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논의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2017년 전반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9)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shapingtomorrow.com에서 수집한 온라인 문서 1,000건에서 추출한 키워드임
10) 4차 산업혁명의 영문 표현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검색어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2016년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동일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며 국가 별로 인더스트리 4.0(독일)이나 산업인터넷(미국)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므로 전 세계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검색어에 활용한 이유도 있음
11) 수집한 문건에서 구성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양현채(2017a)에서 활용한 방법을 따름
12) 대상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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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기술’(technology)이라는 키워드가 거대한 그룹을 형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그룹이
펼쳐진 집중적 구조를 보였다. 덧붙여 2016년부터 ‘데이터’(data)와 ‘에너지’(energy) 논의그룹은 일관적
으로 식별되고 있다.

[그림 10] 2017년도 전반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동향을 나타내는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저자 작성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기술’이라는 거대한 논의그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로봇’(robot),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보안’(securit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같은 주도 기술이 등장하는 것 또한 2017년 전반기 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2016년 후반기에 들어서야 미약하게나마 식별할 수 있었던 주도기술이 2017년 전반기에는 그 실체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전반기에는 공공영역과 관련된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
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government), ‘정책’(policy) 등 공공영역과 관련한 주제가 독립적인
논의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17년 전반기에는 공공영역과 밀접한 그룹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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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 전반기 4차 산업혁명 논의그룹 구성
그룹명
키워드 수
그룹명
키워드 수

기술

에너지

사업

직업

데이터

로봇

(technology)

(energy)

(business)

(job)

(data)

(robot)

171

51

42

35

34

27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보안
(security)

통신

시장

(communication)

(market)

21

17

그룹명

IoT

키워드 수

9

AI
16

15

14

11

인구

교육

서비스

생산

(population)

(education)

(service)

(manufacturing)

7

6

6

6

자료: 저자 작성

뿐만 아니라 [그림 12]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에 대응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관심을 네트
워크13)로 표현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는 동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면,
인터넷 검색에서 추적한 대중의 관심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해에 이어
2017년 전반기에도 ‘정보’(information)라는 키워드가 중심에 자리하면서 관련 이슈를 확장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은 누적된 콘텐츠를 기초로 측정하므로 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 구조가 대중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반영한다면, 향후 급진적 변화가 불러일으킬 혼란은 우려할만하다.

[그림 11] 2017년 전반기 4차 산업혁명 미래와 현재를 나타내는 키워드 네트워크
전 세계 논의구조(to-be)

인터넷 검색(as-is)

주: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논의동향(좌)과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우)
자료: 저자 작성

13) 인터넷 검색결과를 기초로 구성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양현채(2017b)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름(검색결과 수집일: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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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결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이슈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논의 되어 왔는지를 파악했고, 연관성이 높은 이슈를 묶어 9개 그룹으로 분할하였다. 전문가 논의
구조에 비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은 비교적 단출한 구조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예측하는 집단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분산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비해 실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식별된 그룹 중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구조와 동일한 레이블을 갖는 그룹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교육’(education), ‘사업’(business),
‘서비스’(service)가 그것이다. 단, 그룹명으로 지정된 키워드가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해당 그룹에 포함된 개체들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림 12] 2017년도 전반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

자료: 저자 작성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보’ 그룹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룹이 파생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정보’ 키워드가 연결된 ‘서비스’ 그룹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와 ‘일자리’(work) 같은 키워드 그룹은 ‘정보’ 그룹에서 파생
되었지만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사업’(business), ‘학교’(school)와 같은 논의
그룹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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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7년 전반기 검색결과를 통해 추적한 키워드 그룹 구성
그룹명
키워드 수

정보

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82

80

일자리

사업

도시

(work)

(business)

(city)

66

56

41

시스템

교육

(system) (education)
20

20

IT
17

보건
(health)
15

자료: 저자 작성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에서 추적한 네트워크에서도 공공영역으로 명백하게 분류되는 그룹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2017년 전반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에서 공공영역에 관한 이슈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2017년 전반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가
공공영역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고 있는지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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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시기별 주요지점
<표 3>에서는 키워드 검색결과를 이용해 구성한 네트워크에 제어이론을 적용했을 때, 선정된 주요
지점을 나타낸다. 선별된 지점을 드라이버(driver)라고 부른다.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출발점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분석한 네트워크는 2016년 전·후반기, 2017년 전반기 세 기간에
수집된 키워드에서 구성되었다.

<표 3> 시기별 주요 지점에 해당하는 30개 키워드(연결 수 기준)
2016년 전반기
키워드
연결 수
3D
5
경제(economy)
4
보험(insurance)
4
학교(school)
3
의복(clothing)
3
세포(cell)
3
전쟁(war)
2
기반시설
2
(infrastructure)
석탄(coal)
2
크루즈(cruise)
2
가스(gas)
2

2016년 후반기
키워드
연결 수
앱(app)
9
IT
7
미국(U.S.A)
6
소비자(consumer)
3
수송(transport)
3
혁신(innovation)
3
경력(career)
3

2017년 전반기
키워드
연결 수
IT
16
재료(material)
5
디지털(digital)
4
과학자(scientist)
4
여행(travel)
3
콜롬비아(colombia)
3
매출(sale)
3

구글(google)

3

합법적인(legal)

3

사회적인(social)
전쟁(war)
휴양지(resort)

3
2
2

2
2
2

유전자(gene)

2

자원(resources)

2

운송수단(vehicle)
무기(weapon)
매체(media)
제휴(association)
인간(human)
테러리스트(terrorist)
현금(cash)
사생활(privacy)
농업(farming)
소프트웨어
(software)
웹(web)
프린팅(printing)
수송(transportation)
경영자(manager)
보고서(report)
행정부
(administration)
오락(entertainment)
식당(restaurant)

2
2
2
2
2
2
2
2
2

수송(transportation)
인구(population)
경제(economy)
기기(device)
주택(housing)
건설(construction)
재료(material)
선거(election)
기후(climate)

2
2
2
2
2
2
2
2
2

은행(bank)
화학(chemistry)
지식(knowledge)
국제적인
(international)
금융의(financial)
자동화(automation)
국가의(national)
선거(election)
생산(production)
무역(trade)
질병(disease)
석탄(coal)
사상(mapping)

2

미술(art)

2

중국(China)

2

2
2
2
2
2

연료(fuel)
정치(politics)
농업(agriculture)
의료(medical)
전력(electricity)
기반시설
(infrastructure)
센서(sensor)
유아(baby)

2
2
2
2
2

갈등(conflict)
농업(farming)
사생활(privacy)
센서(sensor)
경제의(economic)

2
2
2
2
2

2

부(wealth)

2

2
2

테러(terrorism)
비트코인(bitcoin)

2
2

2
2
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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