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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을 악하기 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인공지능 분야 논문들을 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동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하 다. 2020년까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된 논문  ‘인공지능’과 ‘artificial 
intelligence’ 두 개의 키워드  하나 는 하나 이상이 논문 제목 는 색인 키워드에 포함한 2,552개 논문들의 메타데이터 
 록을 수집하 다. 키워드, 소속기 , 주제 분야, 록의 추출  처리 작업을 진행하 고 키워드를 활용한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 구축  분석으로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 으며, 소속기  정보를 활용한 기  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산학기 들의 력 정 도  특징을 악하 다. 한 연구 상 논문들  한 로 작성된 1845개의 록 들을 
상으로 동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 으며, 주제어들을 토 로 13개의 주제를 이블링하 다. 이블링 된 13개의 주제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시기별 주제 동향을 악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시도하지 않은 자 소속기  
등을 활용한 기  력 네트워크  록을 활용한 동  토픽 모델링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 악의 시야를 확장하는 
것으로 학술  의의를 지닌다.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인공지능 시 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 수립 기여라는 실질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of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To achieve 

the goal, we applied network analysis and dynamic topic modeling to domestic research paper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mong the papers that have been indexed in KCI (Korean Journal of Citation Index) by 2020, metadata 
and abstracts of 2,552 papers where the titles or indexed keywords include ‘artificial intelligence’ both in Korean 
and English were collected. Keyword, affiliation, subject field, and abstract were extracted and preprocessed 
for further analyses. We identified main keywords in the field by analyzing keyword co-occurrence networks 
as well as the degree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by analyzing institutional collaboration networks. Dynamic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on 1845 abstracts written in Korean, and 13 topics were obtained from the labeling process. This 
study broadens the understanding of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by identifying research trends through 
dynamic topic modeling from abstracts as well as the degree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collaboration through 
institutional collaboration networks from author affili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for making policies in accordanc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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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3월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과 구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 고와의 바둑 결에

서 알 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의 우수함을 알림

과 동시에 으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인

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는 1956년 개최된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매카시

가 처음 사용하 으며 ‘추론과 탐색으로서 인간

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를 뜻한

다(Moore, 2006).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발  

 각 을 받으며 인공지능과 련된 연구들이 

세계 으로 연구기   민간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정명석, 정소희, 이주연, 2018b).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는 2016년을 기

으로 증하 으며(배선 , 2020; 서희정, 권선

아, 2019), 이는 이세돌과 알 고 간의 바둑 

결을 통한 인공지능 분야에 한 심이 증함

에 따라 국내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 음을 악할 수 있었다(배선 , 2020). 

한민국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련 연구  사

업 발 을 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지만, 국내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 수 은 미국, 

국, 유럽, 일본 등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재 , 나 식, 2017). 

한, 국 등 타 국가에 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소

윤, 2019).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해서는 체

계 이고 효율 인 정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연구분야 로드맵이 필수 이며,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 분석은 로드맵 수립의 기 자료로써 

요한 의의를 가진다(정명석 외,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 

분석을 해 국내에서 발간된 인공지능 분야 연

구들로부터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된 제

목, 록, 주제어 외에도 자 정보와 학술지 명

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 으며, 이를 

해 2020년까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

재된 인공지능 분야 연구들의 메타데이터를 수

집하 다. 본 연구는 KCI 데이터를 활용한 네트

워크  동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국내 인

공지능 분야 연구동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1.2 선행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인공지능 

련 연구 동향을 악하기 해 진행되었으며, 

네트워크 분석(박홍진, 2020; 배선 , 2020; 서

희정, 권선아, 2019; 정명석, 이주연, 2018a; 황

서이, 김문기, 2019)이나 토픽 모델링(김성애, 

2021; 박홍진, 2020; 황서이, 김문기, 2019)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인공지능 분야 련 

연구동향을 악하고자 하 다. 박홍진(2020)은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국

내 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1975년부

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인공지능 련 

논문들을 수집  분석하 다. 논문들의 제목과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딥러닝’ 분야의 연구가 2018년을 기 으로 활

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박홍

진, 2020). 황서이와 김문기(2019)는 1985년부

터 2018년까지 진행된 국내 인공지능 련 논

문들을 상으로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서 

나타난 키워드들을 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동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 분석  143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 으며, 이를 통해 사

회의 인공지능은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철

학, 인문, 교육 등 (全) 분야에 걸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향력이 사회 반으로 확 됨에 따라, 교육(김

성애, 2021; 서희정, 권선아, 2019), 의료(배선

, 2020; 윤지은, 서창진, 2019), 행정(정소윤, 

2019) 등의 다양한 분야들에서 진행된 인공지

능 련 연구동향 분석을 진행하 다.

지 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국내 인공지

능 련 연구들의 동향을 악하는데 기여하

으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특정 분야의 연구

들만을 상으로 하여 거시 인 인공지능 련 

연구들의 동향을 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분석 상  

분석방법의 종류가 한정 이므로 인공지능 

련 연구동향 이해에 한계 을 시사한다(서희

정, 권선아, 2019; 황서이, 김문기, 2019). 따라

서, 본 연구는 기  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

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 분야 기 들의 계성

을 악하고자 하 다. 한, 동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논

의되는 주제들의 시간에 따른 동향을 악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인공지능 연

구 분야에 한 이해 확장  국내 인공지능 연

구 분야의 이해 확 와 인공지능 시 에 부합

하는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 다. 

2. 데이터

본 연구는 KCI에서 제공하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발간된 국내 학술 논문들 , 인공지능과 

련된 키워드(‘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들  하나 이상을 제목 혹은 색인 키워드에 포함

하고 있는 2,552개의 논문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

하 다. 수집한 메타데이터에는 13개의 논문에 

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논문명’, 

‘ 자’, ‘학술지명’, ‘발행년’, ‘키워드’, ‘주제분야’ 등

을 본 연구를 해 추출하 다. 수집한 논문 별 메

타데이터에 한 자세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논

문 록 수집의 경우 KCI에서 제공하는 OpenAPI

를 활용하 으며, 2,552개의 연구 상 논문  

1,845개의 한  록을 수집하 다.

수집된 KCI 메타데이터  ‘ 자’, ‘키워드(한

국어)’, ‘키워드(외국어)’, ‘주제 분야’에 한 

처리 작업을 진행하 으며, ‘ 자’ 정보에 포함된 

소속기  표 화를 진행하 다. 소속기 은 같은 

소속기 이라 할지라도 기입 양식에 차이가 존

재하 다. 를 들면 소속기 이 국내기 인 경

우 ‘성균 학교’, ‘성균 ’, ‘Sungkyunkwan 

univ.’등의 기 명을 정식 한  명칭인 ‘성균

학교’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하 으며, 해외

기 들은 정식 어 명칭으로 통일하 다. 한 

기 들의 소재지  설립 목 에 따라, 국내기

 혹은 외국기   교육기  혹은 산업기 으

로 이블링하 다. ‘주제 분야’의 경우 네 개의 

주제 분야 분류단계(‘ 분류명’, ‘ 분류명’, ‘소

분류명’, ‘세부분류명’)로 나 어져 있으며, 논문 

별로 기입된 주제 분야 단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악할 수 있었다. 동등한 수 의 주제 분야에

서 인공지능 련 연구분야 분석을 해 논문들

의 주제 분야를 분류명과 분류명으로 표

화하는 단계를 진행하 다. 를 들면, ‘교육학

일반’이라는 세부분류명은 해당 세부분류명의 

분류명인 ‘사회과학’과 분류명인 ‘교육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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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명 설명

1) 논문 ID 논문 식별을 한 고유 번호

2) 논문명 논문의 제목

3) 자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

4) 등재구분 KCI 등재 여부. 미등재, 등재(우수 등재), 등재 후보  하나로 표기

5) 발행년 논문 발행 년도

6) 권(호) 논문이 수록된 의 권(호)

7) 페이지 논문이 수록된 에서 등장하는 치

8) 키워드(한국어) 논문의 핵심 인 내용을 축약한 단어(한국어)

9) 키워드(외국어) 논문의 핵심 인 내용을 축약한 단어(한국어가 아닌 언어)

10) 주제분야
논문의 주제가 속해있는 분야. KCI의 주제 분야는 분류 > 소분류 순, 분류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술체육학, 복합학이 있음

11) 피인용횟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

12) URL 논문과 련된 URL을 첨부

13) DOI 논문 고유식별자

<표 1> KCI 메타데이터

로 표 화하 다. ‘키워드’의 경우에는 한국어 키

워드와 어 키워드로 나 어져 있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 작업을 진행하 다. 한국어 ‘키

워드’의 경우 조사나 어미, 띄어쓰기 등으로 다른 

키워드로 취 되는 상을 방지하기 해 ‘인공

지능’ 과 ‘인공 지능’을 ‘인공지능’으로 통일화하

는 작업을 진행하 다. 어의 경우, ‘Artificial 

intelligence’와 ‘Artificial Intelligence’, ‘A.I’와 

같이 문자, 소문자 혹은 축약어 등의 표기 방

식에 따라 다른 키워드로 인식되는 상을 막고

자, 정식 명칭으로 변환하여 소문자로 통일시켰

다. 최종 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와 ‘인공

지능’처럼 그 뜻이 같지만 다른 언어로 작성된 

키워드들의 경우 한국어 키워드로 통일하 다. 

논문 록의 경우 이썬 정규식을 활용하여 

숫자, 특수문자, 문자 등을 제거하 다. 이후 

이썬 라이 러리로 제공되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코엔엘 이(KoNLPy) (박은정, 조성

, 2014)를 활용하여, 논문 별 록들의 형태소

화  품사 태깅을 진행하 다. 조사, 어미, 불용

어와 같은 분석에 불필요한 형태소들을 제거하

는 작업을 진행하 다.

3. 연구방법

3.1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을 

악하기 해 Gephi 0.9.2(Bastian, Heymann, 

& Jacomy, 2009) 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

드 동시 출  네트워크, 기  력 네트워크 구

축  시각화를 진행하 다. 첫번째로, 국내 인

공지능 련 연구들의 핵심 주제  지식 구조

를 악하기 해 논문 별 키워드 동시 출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논문의 주제  핵

심을 나타내는 키워드들 간의 계를 이해함으

로써 연구동향 악  연구 상의 특징을 도

출하고 연구분야 간의 연 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동훈, 김규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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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기  력 네

트워크 구축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연

구를 주도하는 기 들의 악  구체 인 

력 계를 악하고자 하 다. 자 수가 2인 

이상의 논문에서 최소 한 명의 자가 다른 자

들과 다른 기 에 속해있을 때, 이를 해당 자

들이 속해있는 기  사이의 력으로 간주하

다. 를 들어, ‘가’ 논문의 세 명의 자가 각기 

다른 ‘A’, ‘B’, ‘C’ 기 에 속해있을 때, ‘A’, ‘B’, 

‘C’ 세 기  사이의 력이 발생하며 ‘가’ 논문은 

력의 결과물로 간주하 다. 

3.2 동  토픽 모델링

본 연구는 수집된 논문 별 록 들을 토 로 국

내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의 흐

름을 악하기 해 동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el)을 활용하 다. 동  토픽 모델링

은 LDA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에서 기존

의 토픽 모델링과 같지만, 시간이라는 변수를 추

가한 것이 특징이다(David & Lafferty, 200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의 변화 양상을 악할 

수 있으며(Arnab et al., 2016), 이는 텍스트에

서 논의되는 주제들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는 장 이 있다 (David & Lafferty, 2006). 동

 토픽 모델링 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될 데

이터 최  토픽 수를 정하기 해 토픽 수 별 

주제 일 성을 계산하여야 하며(Linton et al., 

2017), 이를 해 형태소 분석기  토픽 모델

링을 한 이썬 라이 러리인 gensim 3.8.1 

(Rehurek & Sojka, 2010)을 활용하 다. 토픽 

수 2부터 20까지의 주제 일 성을 계산한 결과, 

토픽 수가 13개일 때 본 연구 데이터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악되었다. gensim

을 활용하여 수집  처리된 록들에서 13

개의 토픽을 추출하 다. 추출된 13개의 토픽 

별 이블링에 있어 주  외(2019)의 연구에

서 활용한 주제어 처리 방식을 사용하 다. 토

픽을 구성하는 주제어들이 토픽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토픽에만 배정되도록 하여 

주제어가 토픽들에 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 다. 이는 이블링시의 모호함을 방지함과 

동시에 각 토픽들을 구성하는 주제어들의 표

성이 보장된다(주  외, 2019). 이후 토픽들을 

표하는 상  주제어 50개를 토 로 두 명의 

연구자들이 독립 으로 토픽 이블링을 진행하

으며, 의를 통해 최종 으로 토픽들의 이

블을 확정하 다. 이후 록에 한 토픽 별 확률 

분포 악을 통해,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주

제가 해당 논문의 주요 주제인 것으로 할당하 다. 

를 들어 토픽 수를 네 개로 설정한 모델에서의 

어느 록의 토픽 별 분포 값이 토픽 1(70%), 토

픽 2(12%), 토픽 3(8%), 토픽 4(1%)인 경우, 

토픽 1을 해당 논문의 심 주제가 되는 것이다. 

gensim을 활용하여 각 록 별 표 토픽을 계산

하 으며, 이를 통해 연도별 주요 토픽 분포를 통

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

의 동향을 알아보았다.

4. 연구 결과

4.1 연도 별 주제 분야 논문 건수 

연도 별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분



14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4호 2021

<그림 1> 연도별 KCI 등재 인공지능 분야 논문

야 련 논문 편수는 KCI에 인공지능 련 논

문이 처음 등재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212

편이 발표되었다. 이후 2016년에 124편이 등재

되었고,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823

편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가 발표되었다. 

인공지능 연구동향을 보다 세부 으로 살펴

보기 해, 주제 분야 분류, 분류를 기 으

로 인공지능 분야 논문을 악하 다. <그림 2>

는 주제 분야 분류를 기 으로 인공지능 분

야 논문 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 2>

에 따르면, 201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는 공학 분야가 137개로 해당 분야에서 주로 이

루어졌음을 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부터 사회과학 63개, 복합학 22개, 인문학 18개

의 연구가 인공지능 분야 련 연구로 악되

었으며, 공학분야 10개보다 높은 수치이다. 

2020년까지 공학 분야 외의 분야들에서 인공지

능 련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이는 인공지능 분야가 분야에 걸쳐 활발

히 논의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주제 분야 분류 별 인공지능 분야 연구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따르면 2020년까

지 발표된 인공지능 분야 연구  ‘법학’에서 

418개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

<그림 2> 주제 분야 분류 별 인공지능 분야 논문



 네트워크 분석과 동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 분석  147

<그림 3> 주제 분야 분류 별 인공지능 분야 논문

으로 ‘학제간연구’ 223개, ‘컴퓨터학’ 173개, ‘교

육학’ 167개, ‘ 자/정보통신공학’ 119개  기

타 분야 순으로 련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

를 통해, 심우민(2018)의 연구에서 주장한 인

공지능 기술 발 에 따라 발생하는 행법의 

용 문제 과 이에 응한 법 개정  입법 

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한, 인공지능 교육의 요성이 부

각되고 있으며(장 진, 2020), 그 외에도 인공

지능 기술의 타 분야 도입에 한 연구들이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는 인공지능 분야 련 논문 등재 수 

상  20개 학술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에 

따르면, ‘디지털융복합연구’ 학술지에서 43개의 

인공지능 련 논문들이 발행되었으며, 그다음

으로 ‘법학연구’ 42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36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31개, ‘한국융합학

회논문지’ 28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8개, 

순 학술지 명 개수 순 학술지 명 개수

1 디지털융복합연구 43 12 문화와융합 22

2 법학연구 42 13 홍익법학 21

3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36 14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19

4 정보교육학회논문지 31 14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19

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8 16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 18

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8 16 한국 등교육 18

7 법학논총 25 16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8

7 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5 19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17

7 인공지능인문학연구 25 19 법조 17

7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 19 윤리연구 17

7 경제규제와법 25

<표 2> 인공지능 분야 련 논문 등재 수 상  20개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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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학술지 순으로 해당 학술지들에서 인공

지능 련 논문들이 발행되었다. 상  20개 학

술지  5개가 법학 련 학술지(‘법학연구’, 

‘법학논총’, ‘경제규제와법’, ‘홍익법학’, ‘법조’)이

고 2개가 교육 련 학술지(‘정보교육학회논문

지’, ‘한국 등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법학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련 법  

논쟁과 인공지능 교육 련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4.2 네트워크 분석

4.2.1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

본 연구 상 논문들로부터 추출된 7,583개

의 키워드를 상으로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

크를 구축하 다.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각 

노드(키워드)들의 크기는 출  빈도로 설정하

으며, 노드와 노드를 있는 엣지(edge)는 해

당 노드들 간의 동시 출  빈도로 설정하 다.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해 출  빈도가 12 이하

인 키워드들을 제외하 으며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따르면, ‘4차 산업 명’,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 ‘딥러닝’, ‘알고리즘’, ‘로 ’, 

‘기계학습’ 등이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키워드들로 악되었으며, 해당 키워드들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한다

는 것은 황서이와 김문기(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악할 수 있었다. 한, 네트워크 내 

<그림 4> 인공지능 분야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석과 동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 분석  149

군집성의 지표인 모듈성(modularity)(Blondel 

et al., 2008)을 활용하여 키워드 집단 별 색상

을 지정하 으며, 해당 키워드 네트워크의 상

 세 개의 군집들은 ‘4차 산업 명’,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으로 표되는 인공지능 련 

개념 키워드 집단, ‘딥러닝’, ‘기계학습’, ‘머신러

닝’으로 표되는 인공지능 기술 키워드 집단, 그

리고 ‘로 ’,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로 ’으

로 표되는 인공지능 활용 키워드 집단인 것으

로 악되었다. 

4.2.2 기  력 네트워크

기  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 논문들에서 

769개의 기 들을 추출하 다.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각 노드(기 )들의 크기는 출  빈도

로 설정하 으며, 노드와 노드를 있는 엣지

(edge)는 해당 노드들 간의 력 빈도로 설정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그림 5>는 가시

성을 해 출  빈도가 1인 기 들은 제외하고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 학교’가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가장 많이 참여하 으며, 

뒤이어 ‘연세 학교’, ‘성균 학교’, ‘ 앙 학

교’, ‘고려 학교’  그 외의 기 들 순으로 나

타났다. 모듈성을 활용한 네트워크 군집을 살

펴보면, 출  빈도 상  다섯 개의 기   세 

개의 기 들(‘서울 학교’, ‘성균 학교’, ‘고 

<그림 5> 인공지능 분야 기  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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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학교’)이 한 군집에 속해있으며, 상  다섯 

개  남은 두 개의 기 들(‘연세 학교’, ‘ 앙

학교’) 한 다른 군집에 같이 속해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의 연구들이 특정 기 들에 집되어 있으며 

그 기 들 간의 공동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한, ‘부산 학

교’, ‘경북 학교’, ‘계명 학교’, ‘신라 학교’, ‘경

상 학교’, ‘동명 학교’ 등의 기 들과 ‘ 구교육

학교’, ‘ 구화원 등학교’, ‘ 구미래교육연구

원’, ‘ 구서재 등학교’ 등의 기 들이 각각의 군

집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물리  거리가 기  

력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에서 구축한 기  력 네트워

크에서 국내/외, 연구/산업 기 으로 색상을 구

분하여 국제 력 네트워크, 산학 력 네트워크

를 시각화 한 것이다.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해 국제 력 네트워크에서는 국외 기 , 산학

력 네트워크에서는 산업 기 을 보라색으로 색

상을 지정하 다. 국제 연구 력을 가장 많이 

한 국내 기 은 ‘서울 학교’로 총 6건의 공동연

구를 진행하 으며, ‘고려 학교’, ‘성균 학

교’, ‘한림 학교’(이상 3건), ‘ 운 학교’, ‘원

학교’, ‘이화여자 학교’(이상 2건), 그 외의 국

내 기 (이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기

의 경우, ‘Harvard University’가 3건으로 국내 

기 과 가장 많은 력연구를 진행하 으며 뒤

이어 ‘Western University’(2건), 그 외의 국외

기 들이 1건의 력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참여한 국

외기 의 수는 194개로 국내 기 의 수(574개)

에 비해 극히 을뿐만 아니라 국외기 과의 

연구 력이 국내 기  내 연구 력 정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산업기 들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14건의 산학 력 연구

를 진행하 으며, 다음으로 육군(8건),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상 6건)이 

산학 력 연구수 상 권에 있음을 악할 수 있

었다. 연구기 들  산학 력연구 상 기 들은 

‘ 앙 학교’가 139건으로 가장 많은 산학 력 연

<그림 6> 인공지능 분야 국제 력, 산학 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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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하 으며, ‘서울 학교’(106건), ‘연세

학교’(91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산학 력연구에 

참여한 산업기 이 323개, 연구기 이 445개로 

연구기 들에 비해 산업기 들의 참여가 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기 들의 활동들이 논문 

발행보다는 특허 출원에 집 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정명석, 정소희, 이주연(2018b)의 

연구에서 나타난 국내 인공지능 분야 특허 건수 

증가와 련지을 수 있었다.

4.3 논문 록을 활용한 동  토픽 모델링

본 연구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들에서 

논의되는 주제 분석을 통한 동향 악을 해 

인공지능 분야 논문들  1845개의 한 로 작

성된 록 들을 상으로 동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 다. <표 3>은 동  토픽 모델링 시 주

제 일 성 검사를 통해 최  토픽 수로 선택된 

13개의 토픽들과 토픽들을 표하는 주요 키워

드들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토픽들은 주제 

번호순으로 ‘인공지능 과실책임’, ‘국방분야 인

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조서비스’, 

‘기술  실업’, ‘게임분야 인공지능 활용’, ‘인공

지능 작권’, ‘인공지능 창작품’, ‘인공지능 인

문학’, ‘기계 학습’, ‘인공지능 교육’, ‘핀테크’, ‘인

공지능 정부정책’, ‘인공지능 콘텐츠’로 이블

링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

들이 황서이와 김문기(2019)의 연구에 활용된 

2018년까지의 연구들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에 

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인공지능 분

야 연구의 증가  다양화가 국내 인공지능 연

구 분야에서 논해지는 주제들의 다양화에 향

을 미친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동  토픽 모델링 결과물을 토

로 록 별 표 토픽들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

다. <그림 7>에 따르면, 2020년을 기 으로 부

분의 주제들과 련한 논문 발행 수는 2016년까

지 발행된 논문들에 비해 크게 증가하 다. 특

히, ‘인공지능 교육’과 ‘인공지능 정부정책’ 

련 논문들은 다른 주제들에 비해 양 으로 크

주제 번호 이블 주요 키워드

1 인공지능 과실책임 책임, 윤리, 도덕 , 험, 과실, 범죄, 손해, 규범

2 국방분야 인공지능 활용 무기, 드론, 군사, 무인, 쟁, 군, 국방, 장, 투

3 인공지능 활용 보조서비스 서비스, 사용자, 스피커, 소비자, 비서, 챗 , 음성, 화

4 기술  실업 자동화, 노동, 차별, 우려, 고용, 불평등, 심화, 복지

5 게임분야 인공지능 활용 게임, 행동, 캐릭터, 구 , NPC, 설계, 시뮬 이션, 엔진

6 인공지능 작권 법, 창작물, 작권, 법인격, 작권법, 작물, 재산권

7 인공지능 창작품 술, 작품, 창작, 소설, 텍스트, 쓰기, 미술, 작가

8 인공지능 인문학 인간, , 성찰, 의식, 철학, 휴머니즘, 인문학

9 기계 학습 머신러닝, 러닝, 모델, 딥러닝, 모형, 기법

10 인공지능 교육 교육, 학습, 교사, 학생, 수업, 교과

11 핀테크 융, 시장, 핀테크, 블록체인, 보험, 신

12 인공지능 정부정책 구축, 정책, 략, 정부, 지원, 확보, 생태계

13 인공지능 콘텐츠 음악, 디자인, 콘텐츠, 미디어, 디자이 , 가상 실

<표 3> 주제, 이블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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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픽 별 록 분포

게 증가하 는데 이는, 교사  학생들의 인공

지능 교육에 한 심  수요가 증가함으로

써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련 연구들이 활발

해진 것을 악하 으며, 이는 인성, 수진, 

송기상(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한, 

인공지능 시 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한 정부 정책 연구 

 그에 따른 제언(성욱 , 황성수, 2017)이나 

인공지능 시 에 생길 수 있는 문제 들에 

한 정책  해결방안 제시(백승익, 임규건, 여등

승, 2016)등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용과 련된 ‘기계 학습’(75건), ‘인공지능 

활용 보조서비스’(52건), ‘인공지능 콘텐츠’(26

건), ‘게임분야 인공지능 활용’(25건), ‘인공지

능 창작품’(24건), ‘핀테크’(17건), ‘국방분야 인

공지능 활용’(14건) 주제 련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해당 주제 련 연구들도 해마다 증가하

는 추세이나, ‘인공지능 교육’과 ‘인공지능 정부

정책’과 같은 인공지능 시 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와 련된 주제들인 ‘인공지능 작권’ 

(63건), ‘인공지능 인문학’(63건), ‘기술  실업’ 

(47건), ‘인공지능 과실책임’(38건) 주제를 내

포한 논문들이 2020년에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용보다는 인공지능 시

의 사회문화  변화 탐구가 국내 인공지능 분

야 연구에서 주로 다 지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의 연구

동향을 다양한 에서 악하기 해 연도 

별 주제 분야 분석, 네트워크 분석, 동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 다. 이를 해 2020년까지 

KCI에 등재된 인공지능 분야 논문 2,552건의 

메타데이터와 록을 수집  처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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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 다. 주제 분야, 학술지 명 등은 발행연

도를 기 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사회

과학 분야, 특히 법학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

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의 큰 비 을 차지

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인공지

능 교육이나 인공지능과 타 분야 간의 학제간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악할 수 있었

다. 논문 별 키워드  자들의 소속기 을 활

용하여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와 기  

력 네트워크의 구축  분석 작업을 진행하

다. ‘4차 산업 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딥

러닝’, ‘알고리즘’, ‘로 ’, ‘기계학습’ 등의 키워드

들이 국내 인공지능 련 연구에서 요한 것으

로 악되었으며, ‘인공지능 련 개념’, ‘인공지

능 기술’, ‘인공지능 활용’등과 련된 키워드별

로 주요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력 네트워크의 경우 군집화 기  력 

네트워크, 국제 력 네트워크, 산학 력 네트워

크 분석을 진행하 다. 출  빈도 순으로 ‘서울

학교’, ‘연세 학교’, ‘성균 학교’, ‘ 앙

학교’, ‘고려 학교’가 상 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상  다섯 개의 기 들 사이의 력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거리  특성이 연구 력 정도에 향을 미

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국제 연구 력은 

국내 기 들 간의 연구 력에 비해 미비하 으

며, 이는 국외기 과의 연구 력 장려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산학 력의 경우 국제 력보다는 

활발하 으나, 연구에 참여한 산업기 의 수가 

연구기 에 비해 극히 은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산업기 들이 연구보다는 특허 출원에 집

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악되었다. 한 논

문 록을 상으로 동  토픽 모델링을 실시

하 으며, 국내 인공지능 분야 련 연구들은 

13개의 토픽들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과실책

임’, ‘국방분야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

한 보조서비스’, ‘기술  실업’, ‘게임분야 인공지

능 활용’, ‘인공지능 작권’, ‘인공지능 창작품’, 

‘인공지능 인문학’, ‘기계 학습’, ‘인공지능 교육’, 

‘핀테크’, ‘인공지능 정부정책’, ‘인공지능 콘텐츠’

등으로 이블링 되었다. 연도 별 토픽 분포 분

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분야 련 연구

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보다는 인공지능 시

의 사회문화  변화 련 주제들을 주로 논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시 에 부합하는 사회문

화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존재한

다. 산업체의 경우 논문보다 특허에 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문만으로 산업체의 인

공지능 련 분야 연구동향을 악하는 데 한

계가 있다. 한, 연구 상이 국내 학술지에서 

출 된 논문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연구자의 연구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련 특허  국내 연구자의 

해외 논문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인공지능 

분야 련 연구동향을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

던 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인공지

능 분야 련 연구 동향을 다각 인 측면에서 분

석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자 기 을 활용

한 기  력 네트워크와 록을 활용한 동  토

픽 모델링 등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련 연구동

향 이해를 확장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 시 에 맞는 제도  정

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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