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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 산업화 이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국내와 국외의 

미래 자동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동차 트렌드를 대표하는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국내 4,002건, 국외 

68,372건 논문을 수집하여 LDA 알고리즘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미래 자동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교통 인프라, 도시 내 교통효율, 교통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는 객체인식,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소음 등의 차량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 공유자동차 부문에 있어 MaaS(Mobility 

-as-a-Service)와 관련한 정부의 기술지원이 필요하고 교통수단별 데이터 개방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이러

한 분석결과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미래 자동차,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텍스트마이닝, LDA

Abstract  After industrialization in the past, the automobile industry has continued to grow centered 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but is facing a major change with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Most companies are preparing for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and autonomous driving. Therefore, 

in this study,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based on LDA algorithm by collecting 4,002 domestic 

papers and 68,372 overseas papers that contain keywords related to CASE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 which represent future automobile tren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domestic research mainly focuses on macroscopic aspects such as traffic infrastructure, 

urban traffic efficiency, and traffic policy. Through this, the government's technical support for MaaS 

(Mobility-as-a-Service) is required in the domestic shared car sector, and the need for data opening by 

means of transportation was presented. It is judged that thes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uture automob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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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

되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 기술적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주요 자산인 데이터와 분석

인력이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인공지능 학습

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인력양성, 규제 완화 지원 등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

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전동화, 자율주

행 등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혁신 없이는 자동차 산업 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지속

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분야

로 기업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자동차 혁명은 CASE 키워드로 요약되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

(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키워드별 산업 내 치열한 경쟁과 새

로운 기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CES 2021

에서도 해당 분야의 고도화된 기술이 선보이며 얼마나 

진취적인 기술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산업 내 경쟁 우

위를 결정하는지 엿볼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활발해져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 

개의 부품 중 약 40%가 소멸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엔진 100%, 내연기관용 전장품 70%, 구동 및 전달 부품 

40%가 전기자동차 전환에 따른 부품 소멸이 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내 대다수 기업이 자체적인 R&D와 미래 

자동차 산업 인력,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미래 자동차 전

환이 어려운 상황이며, 규모가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

도 미래 자동차 전환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 설정과 추진

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시

점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동향 분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술지 중 미래 자동차  키

워드가 포함된 연구논문들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에서 

토픽모델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미래 자동차 기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분석

2.1 미래 자동차 선행 연구

구글 검색 엔진의 뉴스 자료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

동차 분야 R&D 동향을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였고, 자

율주행 자동차 R&D 사업의 논리모형을 제시하였다[1].

모빌리티로서의 카쉐어링(Car-sharing)의 가치를 인

지하고 향후 발전모델의 방향성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통

해 공유경제 활성화와 카쉐어링의 성장세를 분석하였고, 

B2C기반 대표적인 세 가지 운영모델 분석을 통해 새로

운 모빌리티 디자인을 제안하였다[2].

특허와 논문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 및 시계열 예측

기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가중이동평균법으로 전기자동차 유망 요소 기술을 예측

하였다[3].

특허청 키프리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차량용 반도체 분

야 미국 특허자료를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하였으며, IPC 

정보와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 주요 기술을 정의하고 시

대별 차량용 반도체 기술 추세를 확인하였다[4].

자동차와 비자동차 산업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산

업간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의 

전 세계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

고, 비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할 개연성이 높은 의미를 

도출하였다[5].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미래 자동차 혁명의 핵심 키워

드인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에 있어서 개별적인 

기술 동향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자율주

행의 경우 기술 동향 분석을 위해 특허 정보를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산업과 

비자동차 산업 간 비교를 통해 산업기반의 차이에 따른 

기술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장점이 있다. 하지

만 미래 자동차 혁명의 4가지 핵심 키워드에 대한 종합

적인 연구동향 분석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1년

까지의 국내외 미래 자동차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활용하

여 국내외 시계열 비교 분석을 진행한 점이 선행연구와

의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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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Purpose of
study

Analysis Data Method of 
analysisData period

G.L.
Kim

(2021)

Analysis of R&D 

Trends and the 
Development of 
Logic Models for 

Autonomous 

Vehicles

Open Data 
Portal

2020.01~
2020.12

Topic
modeling

J.S.
Roe

(2017)

Exploring the 

future mobility 
service focused 
on car-sharing 

system

Open Data 
Portal

-
case analysis 

by model

J.W.

Gu
(2017)

Electric Vehicle 
Technology 

Trends Forecast 
Research

Paper and 

Patent Data

2001~

2014

Network 

analysis

D.K.
Nam

(2018)

Technology 
Trend Analysis 

in the 

Automotive 
Semiconductor 

Industry

Kipris Data
1980~

2017

Topic
modeling

(LDA)

J.H.
Jeong 

(2019)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EPO
(European 

Patent Office)

Data

~
2015

Regression
model

Table 1. Future automobile previous study

2.2 연구동향 분석 선행 연구

텍스트 분석에서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

적인 알고리즘으로는 LDA가 있다. 이는 해당 문헌에서 

잠재적 의미가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한 확률 분포 

모델이다[6].

토픽모델링은 문서 안에 숨겨진 잠재적인 주제들을 찾

아내기 위해 비정형 텍스트의 단어를 분석해서 각 주제

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 분석하는 방법론이다[7].

유아교육학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교육

학 주요 학술지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관련 논문 

4,653건을 수집하여 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LDA)를 실

시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를 밝히고 통계

적 검증을 통해 주요 연구주제의 추세를 분석하였다[8].

블록체인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Web of Science에 누적된 연구논문 중 국내 125건, 미

국 420건, 중국 334건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

하였으며, 3개 국가의 블록체인 관련 학술 연구동향과 

국가별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9].

공간 빅데이터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Scopus 

DB에서 1971년부터 2014년까지 “Spatial Big Data” 

키워드  논문 1,621건을 수집하여 LDA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출현 빈도별, 게재저널별, 연구분야별, 연구기관별, 

국가별 등 분야별 상위 논문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

였다[10].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Scopus 

DB 와 Springer DB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Smart City(ies)” 키워드 학술논문 11,527건을 수집하

여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와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였다[11].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LDA)을 실시하였으며, 적정 토픽의 수를 결정함

에 있어 Coherence, Perplexity, Log-likelihood 등

의 정량적인 기법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정성적인 기법으로 5∼45개 사이에서 적정 개수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적절한 토픽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법과 정성적인 기법을 통해 분

석하였으나, LDA라는 통일된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토픽 수 결정하는 방법인 정합도

(Coherence)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Author

(Year)

Purpose of

study

Analysis Data Method of 

analysisData period

H.L.Lim
(2021)

Topics and tren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in Korea

“4,653 papers 
in Scopus with 

the keyword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5
~

2019
18개

H.I.Jo
(2019)

Research Trends 

of Blockchain 
Using LDA Topic 

Modeling

“879 papers in 
Web of 

Science with 
the keyword 
“blockchain"

~
2019

6개

W.S.Lee

(2014)

Analyzing trends in 

space big data

“1,621 papers 
in Scopus with 
the keyword 

“space big 
data"

2014 19개

K.C.Park

(2018)

Smart City 
Research Trend 

Analysis

11,527 papers 
in Scopus DB 
and Springer 

DB with the 
keyword "Smart 

City"

2008
~

2019

8개

Table 2. Topic Modeling previous study

2.3 이론적 고찰

토픽모델링은 문서 내 주요 키워드들이 차지하는 비중

을 바탕으로 내재된 토픽을 도출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

닝 기법이다. 기존 연구자의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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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연구동향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 대량의 문서에서 

잠재적 의미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문헌정보학, 데이터마

이닝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토픽모델링은 전체 

문서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파악하여 문서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맥락으로 주요 키워드를 군집화 함으로써 

토픽을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된 토픽은 단어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고차원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토

픽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

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된 문서의 주제와 문서마다 내재

된 토픽 비율, 단어들이 각 토픽에 포함될 확률 등을 도

출하여 주제에 대한 용이한 해석을 제공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이 있다.

Fig. 1. “Latent Direct Allocation Model”

Fig. 1에서 K는 토픽의 개수, α는 θ값을 결정하는 파

라미터이며, η는 β값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13]. 

θ는 문서별 토픽의 비율. β는 토픽별 단어 w의 생성 

비율이며 Zd,n은 문서 d의 n번째 단어의 토픽, Wd,n은 

문서 d의 n번째 단어로 문서에서 관측되는 변수를 뜻한

다[14]. LDA 토픽 모델링은 사전에 이용자가 K, α, β 

값을 설정해줘야 하며 K값에 따라 토픽 모델링의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토픽 개수에 대한 다양한 기법의 선택과 적합성, 

토픽 간에도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 불용어와 유사어 

처리에서 분석자의 주관 개입의 가능성 등에 따라 여러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일관성을 측정하고 도출된 모형

의 결과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인 정합도

(Coherence)와 전문가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동차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국

내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DB, 국외는 Clarivate 

Analytics가 제공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WOS 

(Web of Science) DB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미래 자동차를 대표하는 주요 키

워드인 ‘자율주행’(Autonomous), ‘연결’(Connectivity),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 4가지 토픽

의 연관 키워드로 연구논문을 수집하였으며, 데이터는 

제목, 초록, 발행 연도, 키워드 등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로는 국내는 200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로 약 20년간의 4,002건의 논문이 수집되

었으며, 국외는 199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8,372건으로 약 30년간의 연구논문이 수집되었다.

Class KCI WOS

Search
keyword

연결(6건), 자율주행(5건), 
공유(5건), 전동화(4건)

Connectivity(7건).
Autonomous(5건),

Sharing(8건),
Electrification(6건)

Thesis number 4,002 68,372

Publication period ‘01.01~’21.12 ‘90.01~’21.12

Data component

Title, Abstract, Year of 
publication,

Month of publication,

Keywords

Title, Abstract, Year of 
publication,

Month of publication,

Keywords

Table 3. Gathering data

데이터 전처리는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여 수집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결합하여 분석을 위한 새로운 

열을 생성하였고, 원활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정규 표현

식을 통해 공백, 특수문자 제거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

어진 코퍼스(Corpus)에서 최소 단위의 의미가 있는 토

큰(Token)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내는 

‘KoNLPy', 국외는 ’NLTK‘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품

사가 명사인 형태소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전처리 하였다.

구축된 데이터 세트의 불용어 처리는 국외는 ‘NLTK'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용어 사전을 활용하였

으며, 국내외 모두 1차적으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를 

통해 불용어를 추가하고, 2차적으로는 토픽 모델링 결과

를 확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순차적인 피드백으로 

불용어 리스트를 정하였다.

Class Topic
KCI

(Domestic)

WOS

(Overseas)

Stopword
list

Sharing
(공유)

연구 study

공유 research

중심 similar

Table 4. Stopwor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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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미래 자동차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수집된 국내외 연구논문들의 명사를 기반으로 

키워드 빈도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

화하여 국내와 국외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최적의 토

픽수는 정합도(Coherence)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의 

검토로 도출하였으며,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인 

LDA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도출된 

토픽별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으

며, 이를 국내와 국외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

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 분석 결과

4.1 키워드 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동차 트렌드를 대표하는 CASE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을 수집하여 키워드 빈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국내는 Table 5와 같이 연결

(Connectivity)의 경우 ‘주행’, ‘통신’, ‘스마트’, ‘자율’, 

‘사물’, ‘인터넷’ 등 자율주행 및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키

워드들이 높게 나타나며, 자율주행(Autonomous)은 ‘인

식’, ‘안전’, ‘위치’, ‘이동’, ‘교통’ 등 자율주행의 안전성

에 대한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공유(Sharing)는 ‘모빌

리티’, ‘교통’, ‘운송’, ‘주행’, ‘디자인’, ‘개발’ 등 차량공

유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나타나며, 전동화

(Electrification)는 ‘충전’이 가장 높으며, ‘전력’, ‘환

경’, ‘친환경’, ‘하이브리드’, ‘리튬’ 등의 순으로 전기자

동차 충전, 친환경 키워드가 주를 이룬다. 

국외 논문의 경우 Table 6와 같이 나타나며, 연결

(Connectivity)은 ‘communication’, ‘traffic’, ‘network’, 

‘control’, ‘proposed,’ ‘driving’ 등 교통의 통신 및 네

트워크 시스템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높게 나타나며, 자

율주행(Autonomous)은 ‘control’, ‘traffic’, ‘road’, 

‘algorithm’, ‘safety’, ‘performance’ 등 도로상 통행 

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공유

(Sharing)는 ‘transport’, ‘network’, ‘urban’, ‘mobile’, 

‘travel’, ‘social’ 등 도시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

가 주로 나타나며, 전동화(Electrification)는 ‘energy’, 

‘control’, ‘driving’, ‘performance’, ‘charging’, 

‘hybrid’ 등 에너지 제어 및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룬다.

이에 CASE의 키워드에 따라 국내와 국외 자동차 기

술 연구 주요 키워드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연

결(Connectivity)의 경우 국내외 공통으로 ‘주행’과 ‘통

신’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만, 국내는 ‘자율’, ‘스마

트’,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국

외는 ‘교통’, ‘네트워크’, ‘제어’가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자율주행(Autonomous)의 경우 ‘안전성’과 ‘교통’을 공

통으로 연구하지만, 국내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연관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국외는 제어 성능의 측면에

서 연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Sharing) 국내는 공

유 자동차 서비스 업계와 관련된 정책적인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국외는 교통수단 통합 플랫폼인 MaaS(Mobility 

-as-a-Service)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전동화(Electrification)는 ‘충전’과 ‘전

력’이 공통으로 나타났지만, 국내는 전기자동차의 환경

적 영향과 생산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국외는 전

기자동차의 주행 성능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 ⋮

관리 care

시장 knowledge

플랫 users

Connectivity
(연결)

진행 analysis

연결 paper

네트워크 receptor

⋮ ⋮

개발 service

서비스 treatment

미래 model

Autonomous
(자율주행)

실험 alpha

시스템 new

개발 gene

⋮ ⋮

주행 cells

산업 plant

데이터 patients

Electrification
(전동화)

전기자동차 value

연구 local

발전 method

⋮ ⋮

에너지 developed

도입 support

발전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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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

Key word frequency Key word frequency Key word frequency Key word frequency

1 communication 11,848 control 7,165 transport 8,033 energy 13,120

2 traffic 9,731 traffic 4,367 network 7,480 control 11,186

3 network 8,531 road 3,114 urban 6,075 driving 7,040

4 control 8,041 algorithm 2,752 mobile 5,934 performance 7,034

5 proposed 6,570 safety 2,601 travel 5,933 charging 6,105

6 driving 6,266 performance 2,576 social 5,683 hybrid 5,416

7 road 5,196 learning 2,562 public 5,678 fuel 5,351

8 networks 4,669 human 2,521 traffic 5,219 traffic 5,137

9 safety 4,603 robot 2,473 networks 5,052 simulation 4,630

10 approach 4,237 environment 2,428 transportation 4,756 algorithm 4,594

11 applications 4,143 path 2,320 demand 4,596 road 4,434

12 real 4,094 self 2,269 performance 4,449 real 4,324

13 technology 4,058 driver 2,258 development 4,345 development 4,312

14 mobile 3,981 detection 2,184 energy 4,333 low 4,309

15 development 3,890 network 1,960 well 4,284 emissions 4,235

16 security 3,845 show 1,764 electric 4,284 network 4,170

17 smart 3,676 following 1,735 user 4,039 detection 4,004

18 vehicular 3,506 controller 1,734 market 3,962 speed 3,966

19 environment 3,413 planning 1,723 potential 3,848 cost 3,879

20 wireless 3,401 problem 1,705 control 3,796 information 3,823

Rank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

Key word frequency Key word frequency Key word frequency Key word frequency

1 주행 646 인식 584 모빌리티 244 충전 706

2 통신 587 안전 525 교통 243 전력 479

3 스마트 550 위치 472 운송 237 환경 434

4 자율 545 이동 439 주행 235 친환경 432

5 사물 496 교통 424 디자인 228 하이브리드 430

6 인터넷 438 상황 360 개발 227 리튬 403

7 안전 347 모델 334 물류 225 효율 402

8 교통 308 경로 315 공간 223 중국 392

9 인공지능 298 제시 299 가치 205 배출 367

10 보안 273 평가 293 자율 181 수소 365

11 센서 271 발생 293 사업 178 전지 359

12 제어 261 속도 291 정책 177 주행 343

13 관계 236 설계 290 지역 177 보급 320

14 이동 225 스마트 264 소비자 176 비교 292

15 제품 168 제공 264 데이터 173 온도 276

16 플랫폼 164 방향 249 협력 169 이온 273

17 알고리즘 157 장애물 241 모델 168 정부 263

18 공유 154 지도 234 도시 168 생산 257

19 조사 151 공간 229 업체 164 디자인 247

20 핵심 148 카메라 229 네트워크 162 연료 241

Table 5. Keyword frequency analysis of Domestic

Table 6. Keyword frequency analysis of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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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키워드 빈도수에 비례하여 시각화

하면 Fig 2와 같이 나타나며,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서 국

내는 주로 ‘주행’, ‘통신’, ‘스마트’, ‘안전’, ‘인식’, ‘모빌

리티’, ‘교통’, ‘충전’, ‘친환경’ 등 자동차 산업의 서비스 

및 인프라와 관련된 키워드가 높고, 국외는 

‘communication’, ‘traffic’, ‘network’, ‘control’, 

‘road’, ‘algorithm’, ‘urban’, ‘energy’, ‘driving’ 등 

자동차 기술의 스마트화 키워드 비중이 높은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4.2 토픽 모델링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미래 자동차 연구 데이터를 활

용하여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인 LDA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LDA는 문서들에 들어 있는 토픽을 확률·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만 토픽(K)의 

개수를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토픽의 최적 개수를 산정

하기 위해 정합도의 변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추출하

였으며, 토픽의 추출 범위는 2개에서 8개까지로 정하여 

정합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토픽의 수를 지속하여 증가

시켜 살펴볼 수도 있으나, 결과해석의 용이성과 간결성

을 고려하여 최대 토픽 수를 8개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

과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키워드별 최적 분류 군집 개수는 아래의 

정합도 그래프를 통해 정합도가 최대가 되는 토픽 개수

를 선택하였으며, 연결의 경우 토픽의 수가 7개일 경우 

정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에 7개로 설정하였고, 나머

지 키워드인 자율주행의 경우 토픽 3개, 공유의 경우 토

픽 6개, 전동화의 경우 6개로 토픽을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토픽별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Fig. 3. Coherence as the number of topics varies
         (Top-left:Connectivity, Top-right:Autonomous, Bottom- 

left:Sharing, Bottom-right:Electrification)

국내 연결의 경우 토픽 0은 ‘통신’, ‘주행’, ‘안전’ , 

‘교통’, ‘모바일’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

신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커넥티드 카의 5G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모바일, 주변 사물들과 연결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Class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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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ture automobile Research Word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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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보안’, ‘제어’, ‘플

랫폼’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

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AI의 발전으로 자동차 기

술에서 사물 인터넷과 구동 제어, 주행 등 자동차 핵심 

기술과 융합되는 연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픽 2는 ‘스마트’, ‘위치’, ‘공유’, ‘전송’, ‘교통사고’, 

‘수집’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비게이션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커넥티드 카가 수집

한 차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른 차량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3은 ‘블록체인’, ‘보안’, ‘통신’, ‘자율주행’, ‘안

전’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안 분야와 관련

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커넥티드 카의 보안관리 분야와 

블록체인을 적용한 보안 유지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토픽 4는 ‘콘텐츠’, ‘에너지’, ‘공급자’, ‘센서’, ‘디지

털’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Infortainment)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주

행, 길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일컫는 인포메이션과 음악

감상, 메신저, 검색엔진 등의 커넥티드 카의 다양한 콘텐

츠 개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5는 ‘자율주행’, ‘실시간’, ‘운행’, ‘예측’, ‘안전’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분야와 관

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미래 자동차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의 기술적 연구들이 다수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6은 ‘안전’, ‘교통’, ‘협력’, ‘이동’, 

‘제어’, ‘위치’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능

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커넥티드 카와 ITS 

기술을 통해 교통 통제,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의 주행환경

에 관한 연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주행의 경우 토픽 0은 ‘안전’, ‘설계’, ‘인식 , ‘교

통’, ‘평가’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안전설계와 관련된 연구들

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1은 ‘교통’, ‘이동’, ‘효율’, ‘네트워크’, ‘공간’ 등

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에 따른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변화와 관련된 분석 연구

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운행’, ‘모델’, ‘속도’, ‘장치’, ‘상황’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활

한 운전을 위한 운행패턴 분석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공유의 경우 토픽 0은 ‘물류’, ‘운송’, ‘데이터’, ‘교통’, 

‘보험’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공유 시

스템을 기반으로 한 물류 플랫폼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

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1은 ‘정책’, ‘교통’, ‘자율주행’, ‘카쉐어링’, ‘운

송’, ‘상황’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 교

통과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공간’, ‘도시’, ‘효과’, ‘사업’, ‘카풀’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 차량 도입이 도시 공

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분석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3은 ‘디자인’, ‘개발’, ‘가치’, ‘모빌리티’, ‘소비

자’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쉐어링 도입 

후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4는 ‘자율주행’, ‘개발’, ‘통신’, ‘도로’, ‘교통’ 등

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형 자율주행 자동

차 기반 교통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5는 ‘협력’, ‘효율’, ‘개발’, ‘운영’, ‘지역’, ‘네트

워크’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공유 서

비스의 공유 경제의 사회 효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동화의 경우 토픽 0은 ‘효율’, ‘전력’, ‘충전’, ‘전지’, 

‘예측’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자동차의 

충전 전력효율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1은 ‘충전’, ‘수소’, ‘비교’, ‘환경’, ‘리튬이온’ 등

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 전기자동차 연

구와 더불어 수소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들

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하이브리드’, ‘효율’, ‘친환경’, ‘보급’, ‘온

도’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기

술 동향 및 전망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3는 ‘환경’, ‘제어’, ‘경제’, ‘구매’, ‘교통’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자동차의 경제적 가

치 및 구매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토픽 4는 ‘디자인’, ‘친환경’, ‘비용’, ‘가격’, ‘연료’ 등

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자동차의 보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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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각 도시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5는 ‘중국’, ‘생산’, ‘경제’, ‘전지’, ‘향상’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배터리 생산시설인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Category Topic Keyword Num

연
결

Topic 0

(통신)

통신, 주행, 안전, 

교통
130

Topic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보안, 
제어

167

Topic 2
(네비게이션)

스마트, 위치, 공유, 
전송, 교통 

191

Topic 3
(블록체인/보안)

블록체인, 보안, 
통신, 자율주행

162

Topic 4
(콘텐츠)

콘텐츠, 에너지, 
센서, 디지털 

190

Topic 5
(자율주행)

자율주행, 실시간, 
운행, 예측, 안전

188

Topic 6
(교통안전)

안전, 교통, 협력, 
이동, 제어

116

자
율
주
행

Topic 0
(안전설계)

안전, 설계, 인식, 
교통, 평가 

343

Topic 1
(교통효율)

교통, 이동, 효율,
네트워크, 공간 

333

Topic 2
(운행패턴)

운행, 모델, 속도, 
장치, 상황 

299

공
유

Topic 0
(물류플랫폼)

물류, 운송, 
데이터, 교통, 보험 

102

Topic 1
(교통정책)

정책, 교통, 
자율주행, 카쉐어링

103

Topic 2
(도시공간)

공간, 도시, 효과, 
사업, 카풀

112

Topic 3
(차량디자인)

디자인, 개발, 
가치, 모빌리티

130

Topic 4
(도로통신)

자율주행, 개발, 
통신, 도로, 교통

82

Topic 5
(사회효용)

협력, 효율, 개발, 
운영, 지역

84

전

동
화

Topic 0

(전력효율)

효율, 전력, 충전,

전지, 예측 
167

Topic 1

(배터리)

충전, 수소, 비교, 

환경, 리튬이온 
220

Topic 2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효율,

친환경, 보급, 온도 
229

Topic 3

(환경/비용)

환경, 제어, 경제,

구매, 교통 
188

Topic 4

(도시 전략)

디자인, 친환경, 

비용, 가격, 도시
155

Topic 5

(중국생산)

중국, 생산, 경제, 

전지, 향상 
232

Table 7. Keywords by topic using Topic Modeling 

(Domestic)

국외의 경우 키워드별 최적 분류 군집 개수는 아래의 

정합도 그래프를 통해 정합도가 최대가 되는 토픽 개수

를 선택하였다. 연결(Connectivity)의 경우 토픽의 수가 

5개일 경우 정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에 5개로 설정

하였고, 자율주행(Autonomous)의 경우 토픽 4개, 공유

(Sharing)의 경우 토픽 4개, 전동화(Electrification)의 

경우 6개로 토픽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토

픽별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Fig. 4. Coherence as the number of topics varies
         (Top-left:Connectivity, Top-right:Autonomous, Bottom- 

left:Sharing, Bottom-right:Electrification)

국외 Connectivity의 경우 토픽 0은 ‘traffic’, 

‘detection’, ‘driving’, ‘control’, ‘algorithm’ 등이 연

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한 

객체 인식 및 탐지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토픽 1은 ‘energy’, ‘IoT’, ‘engine’, ‘transport’, 

‘control’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물 인터

넷(IoT, Internet of Things)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다. 최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구동의 핵심 파트의 동작 현황을 실시간으로 진

단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운전자에게 전송하는 

자체 모니터링 및 진단에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network’, ‘communication’, ‘applications’, 

‘traffic’, ‘approach’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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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신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무선 통신 네

트워크를 활용한 커넥티드 카를 구현하기 위한 차량탑재 

통신기기와 클라우드 간 고품질 통신 기술에 관한 관련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토픽 3은 ‘noise’, ‘proposed’, ‘models’, ‘effect’, 

‘compared’, ‘algorithm’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넥티드 카의 내부에 탑재되는 ECU 

(Electronic Control Unit)들은 CAN(Controller Area 

Network) 등의 통신 기술을 이용한다. CAN 프로토콜은 

노이즈나 외부 전자파에 강한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커넥티드 카의 운행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

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4는 ‘security’, ‘network’, 

‘attack’, ‘device’, ‘smart’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안 분야와 관련 단어들이 중심이며, 커넥티드 

카의 내부 및 외부 시스템 보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커넥티드 카의 편의성을 위해 스

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하는 기능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존

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 시스템에 관한 보안 연

구도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Autonomous의 경우 토픽 0은 ‘self’, ‘technology’, 

‘automated’, ‘driver’, ‘work’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위한 공학

적 분류와 운전 자동화 단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토픽 1은 ‘robot’, ‘algorithm’, ‘performance’, 

‘navigation’, ‘path’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

며, 네비게이션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자율

주행 지도는 도로의 주행환경 정보와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동적 주행 환경 정보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자율주

행용 디지털 지도를 생성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요한 

3차원 도로 환경 정보 네비게이션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control’, ‘following’, ‘traffic’, 

‘performance’, ‘learning’, ‘robots’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의 전자제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자율주행 핵심 기술의 중 하나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3은 ‘road’, ‘safety’, ‘human’, 

‘algorithm’, ‘scenarios’, ‘detection’ 등이 연관 단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기능별 안전 주행 연구들이 다

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Sharing의 경우 토픽 0은 ‘structure’, ‘activity’, 

‘expression’, ‘complex’, ‘observed’ 등이 연관 단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모빌리티 플랫

폼들은 맞춤형 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환경적, 공간적, 경제적 이유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동 수단을 공유하려는 소비자들에 관한 연구들

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토픽 1은 ‘transport’, ‘demand’, ‘urban’, ‘potential’, 

‘city’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쉐어링의 이

용수요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차량 공유 경

제가 도시 공간에 미치는 공간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들

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performance’, ‘control’, ‘management’, 

‘communication’, ‘power’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

어 있으며, 최근 비대면 카쉐어링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필

수 시스템인 FMS(Fleet Management System) 차량 관

제 시스템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플릿매니

지먼트시스템(FMS)은 위성항법장치(GPS), 통신 모듈 등

이 설치된 단말을 차량에 부착해 차량 상태, 위치 등의 

정보 수집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3은 ‘electric’, ‘energy’, ‘control’, 

‘simulation’, ‘problem’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카쉐어링이 공간 및 환경문

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로 

보인다.

Electrification의 경우 토픽 0은 ‘energy’, 

‘converter’, ‘voltage’, ‘magnetic’, ‘efficiency’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구성 및 주

요 부품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전기 자동차

용 Converter 최적 설계 개발 및 급속 충전 제어 장치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토픽 1은 ‘road’, ‘safety’, ‘traffic’, ‘real’, 

‘information’, ‘driving’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기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분야와 관련된 단어

들이 중심이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공급자 위

주 교통 시스템 기반에서 사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

공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통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운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charging’, ‘network’, ‘models’, ‘ev’, 

‘information’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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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인프라 수요로 증가로 인해 향후 초고속, 양방향 등 

변화된 충전시스템 기술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토픽 3은 ‘detection’, ‘noise’, ‘simulation’, ‘real’, 

‘parameters’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자동차의 소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전기자동차

의 경우 CO2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 자동차용 

모터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토픽 4는 ‘controller’, ‘speed’, ‘motor’, ‘driving’, 

‘energy’ 등이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자동

차의 모터 기술 현황 분야에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특히 전기 자동차의 효율성, 승차감을 결정하는 회생제

동 시스템 연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5는 ‘emissions’, ‘fuel’, 

‘development’, ’potential’, ‘hybrid’ 등이 연관 단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며,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 개발

에 따른 환경 영향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5. 결론

5.1 분석 결과 요약

과거 산업화 이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등의 전환이 

필수적이 상황이며, 현시점에서 국내와 국외의 미래 자

동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자동차의 주요 키

워드인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의 관련 키워드

가 포함된 연구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분석

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국내는 주로 자동차 산업

의 서비스 및 인프라,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반면 

국외는 자동차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 키워드가 높게 나

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결은 국내에서는 

‘스마트’, ‘사물인터넷’ 키워드가 높으며, 국외는 ‘교통’, 

Category Topic Keyword Num

C
o
n
n

e
c
t
i

v
i
t
y

Topic 0

(detection)

traffic,detection
,driving,

control,algorithm

4,052

Topic 1

(IOT)

energy,loT,engine,

transport,control
2,146

Topic 2
(Communication)

network,
communication,

applications,traffic,approac
h

5,493

Topic 3
(CAN)

noise,proposed,
models,effect,compared,al

gorithm

1,570

Topic 4

(Security)

security,

network,
attack, device,smart

3,646

A
u

t
o
n
o

m
o
u
s

Topic 0
(Technology)

self,technology,
automated,driver,

work
4,052

Topic 1
(navigation)

robot,algorithm,
performance,

navigation,path
3,149

Topic 2

(ADAS)

control,following, traffic, 
,performance,

learning

1,420

Topic 3
(Road safety)

road,safety,human,algorith
m,scenarios,detection

1,570

Table 8. Keywords by topic using Topic Modeling 

(Overseas)

S
h

a
r
i
n

g

Topic 0
(Platfrom)

structure
,expression, 

complex,observed
4,002

Topic 1

(transport
demand)

transport,demand,

urban,
potential, city

5,105

Topic 2
(transport
control)

performance,
control

,management
,power

2,850

Topic 3
(energy)

electric,energy,
control, 

simulation,problem

7,049

E

l
e
c
t

r
i
f
i

c
a
t
i

o
n

Topic 0

(energy
converter)

energy,converter,

,voltage,magnetic,
effciency

1,824

Topic 1
(Road safety)

road,safety,traffic,
real,information

2,490

Topic 2
(Charging)

charging,network,models,e
vs,information

2,802

Topic 3
(noise 

detection)

detection,noise
,simulation,real,

parameters
3,002

Topic 4
(controller)

controller,speed,
motor,driving

,energy

4,625

Topic 5

(emissions)

emissions

,fuel,development
,potential,hybrid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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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키워드가 주를 이룬다. 자율주행은 국내 도로 교

통상황과 연관된 연구가 높으며, 국외는 차량 제어 성능 

측면에서의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다. 공유 국내는 공유

형 자동차 서비스 업계와 관련된 정책적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국외는 교통수단별 플랫폼 연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전동화 국내는 전기 자동차 환경적 영향과 생산 

키워드가 높은 반면 국외는 전기 자동차 주행 성능과 관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정합도를 기준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최적 토픽 수는 국내 연결 7개, 자율주행 3개, 공유 6개, 

전동화 5개의 토픽으로 도출되었고, 국외는 연결 5개, 자

율주행 4개, 공유 4개, 전동화 5개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결 국내는 통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네비게이션, 

블록체인/보안, 콘텐츠, 자율주행, 교통안전의 토픽들이 

도출되었으며, 국외는 Detection, IOT, 

Communication, CAN, Security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국내는 안전설계, 교통효율, 운행패턴의 토

픽이 도출되었고, 국외는 Technology, Navigation, 

ADAS, Road Safety로 도출되었다.

공유 국내는 물류 플랫폼, 교통 정책, 도시공간, 차량

디자인, 도로 통신, 사회효용으로 나타났으며, 국외는 

Platform, Transport Demand, Transport Control, 

Energy로 나타났다.

전동화 국내는 전력효율, 배터리, 하이브리드, 환경/

비용, 도시전략, 중국 생산으로 나타났으며, 국외는 

Energy Converter, Road Safety, Charging, Noise 

Detection, Controller, Emissions로 도출되었다.

5.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는 교통 인프라, 도시 내 교통 효율, 교통 

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외 미래 자동차 산업에 접근하는 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외의 경우 미래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객체 검지, 사물인터넷, 전기 자동차 소

음감소, 교통수단별 플랫폼인 MaaS 등의 민간 주도의 

기술 연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에서도 해당 분야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외와 같이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율주행과 전동화 부문에서는 국내외 공통적으

로 기술 개발과 관련된 토픽들이 일부 유사하게 나타나

지만, 연결과 공유부분에 있어서는 상이하게 분석된다. 

국내 연결의 경우 차량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커넥티드 카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국외 경우 차

량의 기능 유지인 차량 관리에 관한 연구를 보아, 소비자

들의 선호 기능의 차이로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

내 공유의 경우 공유자동차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용, 정

책에, 국외의 경우 소비자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에 차이

를 보인다. 이는 국내의 경우 공유 자동차 도입 초기이

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반면 국외의 경우 

소비자 구매의도를 파악하여 고객관계관리(CRM)에 대

한 집중하는 성숙기로 판단된다.

넷째, 공유 부문 국내는 사회효용, 교통정책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국외는 교통수단별 플랫폼인 MaaS와 관

련된 키워드들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교

통수단별 데이터가 개방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공유 부문에 있어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동화 부문에 있어 국내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연구가 국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며, 해당 분야의 연구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미래 자동차 분야 주요 키워드

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구조화하여 국내외를 비교하고, 

하나의 주제가 아닌 4가지 주제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

로 비교하여 분석한 점이 학술적으로 기여한 점이라 판

단되며, 향후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정책 수립에 기초자

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특성상 연구논문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

어들을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의 반복 과정으로 

불용어 리스트를 구축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자의 견해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존재한

다.

둘째, 미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 토픽인 

CASE를 중심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석을 수행

하였는데, 최근 국내외 자동차 연구소를 대상으로 CASE 

키워드를 변형한 형태의 토픽들이 일부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지속해서 발전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키워드 이외에 포함되지 않

은 분야의 논문이 일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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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적의 토픽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 교통 

분야 전문가 2인의 조언을 얻어 토픽의 수와 상위 토픽

을 선정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부 상이한 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불용어 리스트를 정리하

거나 최적의 토픽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3인 이상의 전문

가 조언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전처리 및 분석을 수행

하고 연구논문 이외에 미래 자동차 관련 보고서, 언론 보

도자료, 소셜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자료와 결합하여 미

래 자동차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고도화된 

연구동향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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