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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및 시간에 따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다이나믹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분석 결과, 숭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블록체인 연구의 주요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외의
기관으로는 국방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일회계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주요 연구기관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분산원장기술), 금융(스마트계약),
정보보안(보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키워드들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에서 스마트계약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주요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주제분석 결과,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생태계,
블록체인 적용분야1(무역, 온라인투표, 부동산), 블록체인 적용분야2(식품, 관광, 유통, 미디어), 블록체인 적용분야3(경제, 금융)
등 다섯 개의 주요 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각 주제별 대표 키워드들의 비율변화를 통해 주제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블록체인 연구동향 연구들과 크게 세 가지 관점(데이터, 방법론, 해석)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1)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블록체인 연구를 포함하였고, 2) 대학 및 기관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주제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기법 및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
며, 3) 이를 통해 블록체인 연구를 주도하는 대학 및 기관을 식별하고 국내 블록체인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가
블록체인 관련 연구 협력 및 정책 수립과 관련 기술 개발 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research trends in Blockchain studies in South Korea using dynamic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To achieve this goal, we conducted the university & institute collaboration network analysis, the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and times series topic analysis using dynamic topic modeling. Through the
university & institute collaboration network analysis, we found major universities such as Soongsil University,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major
institutes such 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at led collaborative research.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we found major research keywords including virtual assets (Cryptocurrency, Bitcoin,
Ethereum, Virtual currency), blockchain technology (Distributed ledge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inance (Smart
contract), and information security (Security,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Smart contracts showed the highest scores
in all network centrality measures showing its importance in the field. Finally, through the time series topic analysis,
we identified five major topics including blockchain technology, blockchain ecosystem, blockchain application 1 (trade,
online voting, real estate), blockchain application 2 (food, tourism, distribution, media), and blockchain application
3 (economy, finance). Changes of topics were also investigated by exploring proportions of representative keywords
for each topic. The study is the first of its kind to attempt to conduct university & institute collaboration networks
analysis and dynamic topic modeling-based times series topic analysis for exploring research trends in Blockchain studies
in South Korea. Our results can be used by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of promoting university & institutes collaboration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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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혜인 외, 2019; 주우봉, 박한우, 2019; Miau
& Yang, 2018; Wang & Zhu, 2017; Xu,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핵심기술

Chen, & Kou, 2019; Yli-Huumo, Ko, Choi,

중 하나로써, 넓은 범위에서 개인의 분산 네트

Park, & Smolander, 2016). 이들은 블록체인

워크상에서 다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하고 검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블록체인 관련

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박한우, 박세정, 2018).

정책 수립 및 향후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방향을

블록체인은 탈중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금

정립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송영헌

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각광받으

외(2018)는 블록체인 관련 R&D 연구 동향 분

며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핵심기술 및 범위

석을 위해 KCI와 NTIS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에 따라 블록체인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될 수

논문의 초록 및 국가R&D사업 과제를 대상으

있는데, 블록체인 1.0에서는 탈중심화 전자지불

로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2.0에서는 사람의 개입

다. 분석결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전자화폐’

없이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스마트계약 개념 도입, 블록체인 3.0에서는 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원천

융 이외 행정, 사법, 의료, 통신, 문화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적용분야 확대를

광범위한 분야에의 적용으로 설명된다(조혜인,

도모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송영헌 외, 2018).

김진우, 이봉규, 2019).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주우붕과 박한우(2019)는 2009년부터 2018년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활

까지 KCI, NTIS, WoS, Scopus에 등재된 한국

용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우리

연구자의 국내외 블록체인 연구를 대상으로 공

나라의 경우 카카오와 현대 등의 대기업들이 블

저자 네트워크 및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을 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보다 국제연

행하고 있다(천백민, 윤영진, 2019).

구에서 공저 연구가 더 활발하였고, 키워드 동

이러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블록체인 관

시출현 네트워크에서는 블록체인 응용과 관련

련 연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블록체인 연구는

된 단어들이 중심어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주

2012년 이후로 지속 증가해 왔으며, 최근 들어

우봉, 박한우, 2019). 경영학적 관점에서 블록체

증가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주우봉, 박한

인 관련 연구를 조사한 이현진과 김영희(2021)

우, 2019). 이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같

는 국내외 경역학 분야에서 게재한 블록체인

은 공학계열 연구들의 비중이 크지만, 사회과

관련 연구들의 서지정보를 수집하여 키워드 동

학 및 기타 분야에 속한 연구들도 늘고 있는 추

시출현 네트워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

세이다(주우봉, 박한우, 2019). 한편, 블록체인

대로 이들은 현재까지의 경영학 분야 블록체인

관련 연구가 늘며 계량정보학적 관점에서 블록

연구는 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활용 가능한

체인 관련 연구를 이해해 보려는 연구들이 등장

데이터를 수집하여 블록체인의 직접적인 효과

했다(송영헌 외, 2018; 이현진, 김영희, 2021;

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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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위 연구들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

학 및 기관 협력 관계 파악을 시도하여 향후 블

했던 것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의 초

록체인 관련 연구협력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록데이터를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여 연

될 결과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동향을 살피려는 시도가 있었다. 조혜인, 김
진우, 이봉규(2019)는 미국, 중국, 한국의 블록

2. 데이터

체인 학술연구 동향을 살피기 위해 SCI, DBpia
에서 각 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연구 초록데이
터를 수집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

본 연구를 위해 KCI에서 2020년까지 블록

다. 분석결과, 미국은 경제와 금융, 중국은 기술

체인과 관련된 키워드(‘블록체인’, ‘블록 체인’,

과 시스템, 한국은 정책과 규제가 주요한 주제

‘blockchain’, ‘block chain’)를 논문제목 또는

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색인키워드에 포함하고 있는 학술문헌 854건

지금까지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특정 분야에

에 대한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중 학술대

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거나 국내외 블록체인

회 논문 4건, 서평 1건, 사설 1건을 제외한 848

연구들의 차이점을 밝히는 등 유의미한 결과들

건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 논

을 발견했지만 급증하는 블록체인 기술 및 관

문별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소속기관’, ‘저자

련 연구들에 대한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소속학과’, ‘학술지명’, ‘색인키워드’ 등의 서지

데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이

정보를 수집하였다. 저자소속기관의 경우 ‘성균

나믹 토픽모델링기법을 활용한 시계열 주제분

관대학교’, ‘성균관대’와 같이 동일한 기관이지

석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연구가 어떤 흐름으

만 다르게 표기한 것을 확인하여 일치시키는

로 변화되어 왔으며 어떤 트렌드를 나타내는지

전처리작업을 거쳤으며, 저자의 학과가 ‘스마트

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융합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와 같이 KCI 주

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최근 2년 사이에 급증

제분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학과의 경우에는 학

한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과정보를 제거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내

이터의 상세는 다음 <표 1>과 같다.

블록체인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도

수집된 데이터에서 연도별로 국내 블록체인

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관련 연구 추이를 살펴봤을 때 다음 <그림 1>과

진행하지 않았던 국내 블록체인 주요 연구 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관련
관련
관련
관련

KCI에 등재된 국내연구 수
연구에 참여한 국내 대학 수
연구에 참여한 국내 대학 외 국내기관 수
연구에 참여한 해외기관 수

값
848
170
1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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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 추이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는 2013년도부터

및 기관에서 상위 15개는 모두 대학으로 나타

2016년도까지 1~6개로 미비하였으나 2017년

났다. 숭실대학교가 3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

도부터 30건이 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8

음으로 고려대학교가 26개, 백석대학교가 21개,

년도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개가 넘

중앙대학교가 18개, 성균관대학교가 17개 등으

는 연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로 나타났다.

년도에는 2019년도와 동일한 개수의 연구가 이

논문 수를 기준으로 블록체인 연구 주요 학술

뤄져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

지를 파악하였을 때, 다음 <표 3>과 같은 결과를

속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얻을 수 있었다.
분석결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가 23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논문 수를 기준으로 국내 블록체인

개로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융복합연구가 22건,

연구의 주요 대학 및 기관을 파악했을 때, 다음

정보보호학회논문지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가 19건,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가 18건 등

분석결과, 국내 블록체인 연구의 주요 대학

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내 블록체인 연구 주요 대학 및 기관
대학명

논문수

대학명

논문수

대학명

논문수

숭실대학교

34

순천향대학교

17

연세대학교

15

고려대학교

26

이화여자대학교

16

경기대학교

14

백석대학교

21

한양대학교

16

단국대학교

14

중앙대학교

18

호서대학교

16

성신여자대학교

14

성균관대학교

17

부경대학교

15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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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블록체인 연구 주요 학술지
학술지 명

논문수

학술지 명

논문수

학술지 명

논문수

지급결제학회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7

융합보안 논문지
JIPS(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정보화연구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14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

디지털융복합연구

22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9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7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9
18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6
15

3. 연구방법

17

13
13
13
13

력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의 흐
름 및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및 기관 협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전반적인 분석 프로세
스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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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21).

3.1 네트워크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연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
크 분석과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3.2 다이나믹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시계
열 주제 분석

실시하였다. 첫째로,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주

본 연구에서 사용한 Blei와 Lafferty(2006)의

도하는 대학 또는 기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eling)

기 위해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은 토픽모델링의 한 기법이다(Blei & Lafferty,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대학

2006). 여기서 토픽모델링이란 자동화된 방법

또는 기관의 연구자들이 공저하였을 때를 협

으로 데이터 내에 대표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

력으로 간주하고 해당 논문을 기관간 협력논

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의하는 방식으

문으로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블록체인

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에서

연구의 핵심 주제 및 지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

사용되고 있다(박준형, 오효정, 2017). 다이나

해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믹 토픽 모델링은 토픽모델링에 시간이란 변수

였다. 키워드는 논문의 핵심주제 및 내용을 설

를 추가하여 시간에 따라 주제의 변화가 파악하

명하는 것으로써, 키워드 간의 관계를 통해 해

는 것이 가능하다(우창우, 이종연, 2020). 본 연

당 주제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사

구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 중 영문초록만 가

용될 수 있다(김동훈, 김규리, 주영준, 2021).

지고 있는 213건을 제외한 635건의 초록데이터

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시각화 도구인 Gephi

를 대상으로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

0.9.2(Bastian, Heymann, & Jacomy, 2009)를

행하여 시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사용하였으며, 각 분석기법의 목적은 다음 <표

하였다. 이때에 시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보

4>와 같다.

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논문 수를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요 노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고유벡
터 중심성을 활용하였다(김동훈, 김규리, 주영

<표 4> 네트워크 분석기법 및 목적
네트워크 분석기법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

국내
국내
주요
핵심

분석 목적
블록체인 협력연구 주요 대학 및 기관 파악
블록체인 연구협력 네트워크 관계 이해
키워드 파악
주제 및 지식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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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순천
향대학교(11), 고려대학교(10), 한국과학기술원

4.1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의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9), 아주대학교(8), 이화여자대학교(8) 등의 순
이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의 주요기관을 확인하였을 때, 국내 대학이 약 80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의 대학 및 기관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 국방부(6),

협력 네트워크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국내 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5), 삼일회계법인(4), 한국

구 848건을 대상으로 저자의 대학 및 기관 정보

전자통신연구원(3)과 같은 국내 기관과 해외 대

를 추출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학교인 하버드대학교(4)가 나타났다. 국내 블록

석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체인 관련 연구의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의

분석결과, 숭실대학교의 연결중심성이 12로
다른 대학 및 기관들과 가장 많은 협력연구를 하

주요기관에 대한 중심성 지표는 다음 <표 5>와
같다.

<그림 3>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의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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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협력 네트워크에서의 상위 30개 주요기관에 대한 중심성 지표
기관명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

기관명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

숭실대학교

12

0.220

1221.000

0.955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순천향대학교

11

0.247

1351.167

0.676

성균관대학교

5

0.600

27.000

0.086

고려대학교

10

0.262

2197.517

0.897

연세대학교

4

0.201

300.000

0.203

한국과학기술원

9

0.292

2402.433

1.000

하버드대학교

4

0.245

0.000

0.611

아주대학교

8

0.209

931.633

0.374

삼일회계법인

4

0.245

0.000

0.611

이화여자대학교

8

0.227

700.917

0.535

수원과학대학교

4

0.245

0.000

0.611

서울대학교

7

0.228

857.200

0.412

호서대학교

4

0.176

397.000

0.138

가천대학교

7

0.271

1157.533

0.743

제주대학교

4

0.375

99.000

0.082

충북대학교

6

0.287

1944.883

0.521

강원대학교

4

0.300

57.000

0.060

한양대학교

6

0.273

1706.467

0.489

건국대학교

4

0.205

201.000

0.279

국방부

6

0.182

103.000

0.595

차의과학대학교

4

0.213

174.083

0.368

충남대학교

6

0.245

1130.483

0.308

부산대학교

4

0.172

396.000

0.085

84.500

0.169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4

0.235

484.067

0.291

동국대학교

6

0.382

5

0.206

356.700

0.319

단국대학교

5

0.420

101.000

0.147

백석대학교

4

0.438

120.500

0.107

경기대학교

5

0.194

397.000

0.235

한국해양대학교

3

0.450

8.000

0.061

중심성 지표를 계산한 결과, 연결중심성이

학교, 백석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이 높은 수치

가장 높은 숭실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보다 고

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위 대학들이 국내 블

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한양대

록체인 관련 연구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지식확

학교가 매개중심성(betweenness)에서 더 높

산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

은 값을 나타내었다.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다. 끝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고려대

내 중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학교가 고유벡터 중심성에서 다른 대학 및 기관

(임병학, 2012), 이를 통해 비록 위 대학들이

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위

함께 연구한 기관의 수는 적지만 네트워크 내

대학들이 국내 블록체인 협력연구에 주도적인

에서 중요한 정보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들과 함께 연구함으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외 기관들(국방부,

로써 국내 협력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일회계법인, 한국전자

고 해석할 수 있다.

통신연구원)의 매개중심성의 값이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이들이 다른 기관들과 함께 연
구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한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과

4.2 블록체인 관련 국내 연구의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연결되기 위해 몇 단계를 걸쳐야 하는지를 나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위해 블록체인

타내는 근접중심성(Yustiawan, Maharani, &

관련 국내 연구 848건에 색인된 키워드를 추출

Gozali, 2015)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한국해양대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간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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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추출된 키워드들 중 빈

의 키워드들을 살펴봤을 때, 암호화폐, 비트코

도수로 순위를 매겨 상위 200개의 키워드들만

인, 이더리움,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

한 키워드들이 나타났으며, 분산원장, 분산원장

크 시각화 과정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

기술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스마트계

하는 엣지에 연결중심성을 가중치로 반영하였

약과 같은 ‘금융’, 그리고 보안, 프라이버시, 개

다.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인정보와 같은 ‘정보보안’에 대한 키워드들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degree)에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서 스마트계약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내 상위 키워드들에 대한 중심성 지표는 다음

암호화폐(52), 비트코인(49), 분산원장(46), 이

<표 6>과 같다.

더리움(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매개중심성을 보면 ‘스마트계약’이 다른 키

<그림 4>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의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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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내 상위 20개 키워드에 대한 중심성 지표
keyword
스마트계약
암호화폐
비트코인
분산원장
이더리움
가상화폐
4차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기술
핀테크
보안
분산원장기술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작업증명
합의알고리즘
전자화폐
토큰
개인정보

degree
79
52
49
46
44
40
34
34
30
29
28
26
24
23
21
20
19
18
18
18

closeness
0.678
0.592
0.578
0.566
0.571
0.549
0.549
0.536
0.534
0.518
0.532
0.526
0.511
0.520
0.495
0.488
0.495
0.483
0.488
0.476

betweenness
2835.602
1432.378
612.588
823.433
608.584
530.305
474.924
889.884
336.631
425.673
543.638
514.911
87.373
286.331
192.179
279.171
318.610
32.069
88.071
81.836

eigenvector
1.000
0.798
0.799
0.690
0.749
0.709
0.601
0.416
0.542
0.506
0.523
0.433
0.519
0.409
0.353
0.379
0.327
0.413
0.386
0.342

워드들보다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수치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기 전, 한국어형태소분석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 2.0 이후에

기인 KoNLPy(박은정, 조성준, 2014)를 활용

‘스마트계약’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하여 초록데이터를 형태소단위로 변환한 후,

다학제적 영역에 활용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주제분석을 실행하였다. 주제 분석을 실행하기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근접중심성과 고유벡터

전, 적절한 토픽 수 선정을 위해 일관성 점수

중심성에서도 ‘스마트계약’이 가장 상위에 나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5>

났는데 이는 블록체인 관련 국내 연구들에서

와 같다.

‘스마트계약’이 중심 주제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관성 점수의 기울
기가 0에 가까워지거나 부정으로 변화되기 이
전의 일관성 점수가 가장 높은 3과 5를 적절한

4.3 다이나믹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시계열 주제분석

토픽수로 판단하였다. 토픽 수가 3개일 때와 5
개일 때를 모두 분석 및 레이블링한 결과, 토픽
수가 3개일 때는 서로 다른 주제의 단어들이 하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의 초록

나의 토픽에 같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토

을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이나믹

픽 수가 5개일 때는 하나의 토픽이 같은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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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토픽수에 따른 일관성 점수 분석 결과

<그림 6> 국내 블록체인 연구들의 초록에 나타난 주요 주제 및 대표 키워드 변화 추이

단어들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여 최종 토픽

참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채택하였다. 레

수로 결정하고 다이나믹 토픽모델링분석을 진

이블링된 결과는 블록체인 전문가에 의해 최종

행하였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토픽모델링의 시

검수를 받았는데,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간변수로 2013~2018년(논문수: 250개), 2019

같다.

년(논문수: 299개) 그리고 2020년(논문수: 299

분석결과, 블록체인 연구들의 주요주제로는

개)으로 입력하였고 분석 및 레이블링을 실시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생태계, 적용분야1(무역,

하였다. 레이블링은 2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진

온라인투표, 부동산), 적용분야2(식품, 관광, 유

행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를 채택하였고, 의

통, 미디어), 적용분야3(경제, 금융)로 나타났

견이 나뉜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가 동

다. 즉, 블록체인 관련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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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을 적용한 여러 분야들

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가-

에 관한 것들이었다.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로는 블록체인에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기법은 시간이 지남에

서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인 ‘ICO’(Initial Coin

따라 주제를 구성하는 키워드의 발생비율이 바

Offerings)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기엔 ICO

뀌며, 이를 통해 토픽의 변화도 추적할 수 있다

의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연구가 증가하다

(최선영, 고은지, 2019).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가, 2017년 말 정부의 ICO 규제 정책(권오훈,

같은 주제별 키워드의 비율을 통해 주제의 변

2019) 이후 ICO 수행 제한과 같은 한계점으로

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증가 경향을

인해 2020년도에는 관련 연구가 다소 낮아졌다

나타낸 키워드는 ‘무역’ (토픽1), ‘알고리즘’(토

고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픽2), ‘네트워크’ (토픽2), ‘플랫폼’ (토픽3), ‘인
공지능’ (토픽3), ‘관광’ (토픽4)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작업증명 알고리즘이나 지분증명 알

5. 결 론

고리즘 등의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거래검증
을 위한 여러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4차 산업

하나인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피고

혁명의 대표적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과

자 네트워크 분석 및 다이나믹 토픽모델링을 활

의 융합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인 과다

용한 시계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

KCI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 848개

을 극복하고(양희태, 2020), 블록체인 기반의

에 대한 서지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

생태계 형성을 위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음을

에서 각 분석기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둘째로, 감소 경향을 나타

분석을 진행하였다.

낸 키워드는 ‘유통’ (토픽4)과 ‘금융’ (토픽5) 등

먼저,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통

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감소하는 경향이 크진

해 블록체인 관련 연구의 주요 대학 및 기관을

않지만 유통과 금융분야에서 이전보다 블록체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숭실대학교, 순천

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향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아주대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감소-증가 경향을

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을 기준

나타낸 키워드는 ‘부동산’ (토픽1)과 ‘식품’ (토

으로 상위 30개의 주요기관 중 국내대학이 80퍼

픽4) 등이 있었다. 즉, 부동산과 식품 분야에 대

센트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국내 기관(국

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이전보다

방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일회계법인, 한국전

2019년에 다소 낮아졌다가 2020년도에 증가하

자통신연구원)과 해외대학교(하버드대학교)도

였는데, 이를 통해 2019년에는 부동산, 식품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야보다 다른 적용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

다음으로 논문에 색인된 키워드 중 빈도수를

다가, 2020년도에 다시 부동산, 식품분야에 관

기준으로 상위 200개의 키워드만을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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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후 ICO 수행 제한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2020

분석결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

년도에는 그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리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분

수 있었다.

산원장기술), 금융(스마트계약), 정보보완(보안,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키워드들이 주

본 연구는 국내에 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

요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스마

석을 진행했는데,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 해외 학

트계약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국내연구

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

에서 가장 중심 주제임을 해석할 수 있었다.

내에 출간된 논문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국내 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연구의 한글초록데이터

록체인 연구를 모두 설명하였다기에는 한계가

를 대상으로 다이나믹 토픽모델링기법을 활용한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의 해

시계열 주제 분석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블록

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포함함으로써 전반

체인 연구들은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생태계,

적인 국내 블록체인 연구동향을 해석할 필요가

적용분야1(무역, 온라인투표, 부동산), 적용분야

있다. 둘째로, 시계열 주제 분석을 통해 주요 주

2(식품, 관광, 유통, 미디어), 적용분야3(경제, 금

제 도출 및 포괄적인 주제의 변화를 관찰할 수는

융)으로 주제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있었으나 변화의 구체적 특징을 설명할 수는 없

다. 다음으로, 각 주제별 단어의 비율을 통해 주

었다. 예를 들어 ‘관광’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

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첫째로 증가경향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관광분야

나타낸 키워드는 ‘알고리즘’, ‘네트워크’, ‘플랫

에서의 블록체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폼’, ‘인공지능’ 등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할 수는 있었지만 관광분야에 블록체인이 어떻

거래검증을 위한 여러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들

게 적용되며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

과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

명은 어렵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내용분

형성을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석과 같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블록체인 연구

수 있었다. 둘째로, 감소경향을 나타낸 키워드

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보완함으로써 국

는 ‘유통’, ‘금융’으로, 감소경향이 크진 않지만

내 블록체인 연구 동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

해당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야 할 것이다.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크게 세 가지 관점

소-증가경향을 나타낸 키워드는 ‘부동산’, ‘식

(데이터, 방법론, 해석)에서 차이점을 나타내

품’이었는데, 이를 통해 2019년까지는 다른 적

고 있다. 첫째, 데이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용분야에 관심을 더 두었다가, 2020년도에 다시

2년동안 급증한 국내 블록체인 연구를 반영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감

여 연구동향을 살폈다. 국내 블록체인 연구는

소-증가경향을 나타낸 키워드는 ‘ICO’로서 초

2018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2년 사

기엔 ICO기술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연구가 증

이 매년 300여건에 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가하다가, 2017년 말 정부의 ICO 규제정책 이

지만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동향을 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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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없었다. 둘째, 방법론적 관점에서 기존

으로써 현재 국내 블록체인 연구가 어떠한 방향

의 연구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대학 및 기관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끝으

협력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

로, 대학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

함으로써 새로운 분석 기술 및 연구방법을 적용

출된 결과는 향후 블록체인 관련 연구 협력 계

하여 블록체인 연구동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셋

획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시계열 주제 분석을 통

째, 이를 통해 기존에 식별하지 못했던 국내 블

해 파악된 국내 블록체인 연구 트렌드는 국내

록체인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 및

블록체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학을 확인하고 이들간의 네트워크를 살펴볼

활용될 수 있으며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함의

수 있었으며, 블록체인 연구의 트렌드를 파악함

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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