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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계적인 IT 트렌드 변화의 
중심이 되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가상화 기술은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플랫폼인 도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연구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도별 논문 게재수는 국내·외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 키워드에서, 국내, Docker, Docker Containers, Containers, 국외, Cloud 
Computing, Containers, Edge Computing 순이었다. 셋째, 연구 분야 동향 추정을 위한 발행기관별 빈도
수는 국내,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Next Generation Comput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and Accounting 두 논문지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국외,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IEEE Access, Computer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넷째, 연구방
법에서 국내, 실험 78편(26.3%), 조사 32편(10.8%), 국외, 실험 128편(43.1%), 조사 59편(19.9%)이였고 구현
방법에서는 전체의 206편(69.4%)이 실험이고, 91편(30.6%)이 조사이다. 그중 실험에서 국내, System 25편
(8.4%), Algorithm 24편(8.1%),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6편(5.4%), 국외, 
Algorithm 37편(12.5%),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7편(9.1%), Framework 26편
(8.8%) 순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분야, 기술개발 등 도커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의 연구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도커∣컨테이너∣가상화∣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
Abstract

Cloud computing, which is rapidly growing a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the center of global IT trend change, and Docker, a container-based open 
source platform, is the mainstream for virtualization technology for cloud computing. Therefore, in this 
paper, research trends based on Docker containe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cusing on studies 
published from March 2013 to July 2022.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by yea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were steadily increasing. Second, the keywords of the study, 
in domestic research, Docker, Docker Containers, and Containers were in the order, and in foreign 
research, Cloud Computing, Containers, and Edge Computing were in the order. Third, in the frequency 
of publishing institutions to estimate research trends, the utilization was the highest in two papers of 
the Korean Next Generation Computer Society and the Korean Computer Accounting Society. In the 
overseas research,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IEEE Access, and Computer were in the 
order. Fourth, in the research method, experiments 78(26.3%) and surveys 32(10.8%) were conducted 
in domestic research. In foreign research, experiments 128(43.1%) and surveys 59(19.9%) were 
conducted. In the experiment of implementation research, In domestic research, System 25(8.4%), 
Algorithm 24(8.1%),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6(5.4%) were in the order, In foreign 
research, Algorithm 37(12.5%),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7(9.1%), followed by 
Framework 26(8.8%).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that can lead the 
research direction of Docker container-based cloud computing such as research methods, research 
topics, research fields, and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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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상의 서버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 콘텐츠 등 IT관련 서비스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된 컴퓨터 리소
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빠른 네트워크 속도의 
활용, 강력한 분석기능 등 클라우드 컴퓨팅 이점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1][2]. 이에 전 세계 많은 기
업들은 IT 비용에 대한 원가절감, 업무프로세스의 혁신
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내의 IT 컨설팅 제공업체인 가트너(Gartner)는 
2015년 10대 전략기술(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5)[3]에서 7위로 클라우
드 컴퓨팅 기술을 언급하였으며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IT 핵심 전략기술로 급부상되고 있다[4]. 가상
화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컴퓨팅 자원을 논리적으로 나눠 단일 시스템에
서 다중 가상머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상화 기술은 고성능 자원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최적화하여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특
징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5].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가 집
중되는 만큼 데이터의 관리와 무결성, 그리고 해커에 
의한 공격 등 취약점에 대한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6].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
입과 함께 발생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관심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나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클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보안사항, 서비스
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기술인 도커
를 활용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여 개발 및 운영 환경의 변화와 그로인해 
발생 가능하는 보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여러 계층의 

사용자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개발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들에 대한 자세한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로 
가상화 기술과 도커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3장에서 연
구방법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기준과 연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
요를 서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연도별, 키워드별, 
논문지별, 연구방법 및 구현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
한 의미와 해석을 내리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및 
제언을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
나로 주목 받으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급성장 추
세이다[5]. 가상화 기술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다. 모바일 클라우드를 포함한 클
라우드 컴퓨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인 가상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8].

1. 가상화 기술 
가상화 기술은 컴퓨팅 자원을 논리적으로 나눠 단일 

시스템에서 다중 가상머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기술을 말한다. [그림 1]은 가상화 기술의 기본 개념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가상화 개념

가상화 기술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다수의 게스트 OS
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인 Hypervisor를 
이용해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하는 방식으로[9]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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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은 주로 OS 가상화로 VMware나 VirtualBox
같은 가상머신을 이용하여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 
전체를 가상화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 OS를 가상화할 수 있고 비교적 사용법이 간단하
지만 무겁고 느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PU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KVM (Kernel-based 
Virtual Machine), Xen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게스트 OS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 OS를 가상화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호스트형 가상화 방식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으나 추가적인 OS를 설치하여 가상화하는 방
법은 여전히 자원 사용량이 많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10].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
복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리눅스 컨테이너(Linux 
Containers) 방식의 도커(Docker)이다[11]. 

2. 도커(Docker)
도커는 2013년 3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한 리

눅스 컨테이너 상용화 소프트웨어로 최근 가장 주목받
고 있는 경량화된 오픈소스 가상화 기술이다[11]. 기존
의 가상화 기술은 Hypervisior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 
및 관리하였으나 도커는 기존의 가상화 방식과는 달리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도커는 물리적 서
버 위에 호스트 OS를 설치하고 Hypervisor 없이 응용
프로그램, 바이너리 및 라이브러리 파일로만 구성된 도
커 엔진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구동된다. 호스트 OS
에서는 사용자 공간에 격리된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동
되기 때문에 가상 머신의 이점을 누리면서 가볍고, 빠
르고, 이동성도 뛰어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다[12]. 따라서 도커는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별도의 도
커 엔진을 실행하고 다수 개의 컨테이너를 구축하여,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서로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구동
할 수 있다.

도커는 운용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지를 통해서 관리한다. 이미지에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파일과 설정을 담고 있다. 온라인에 이미지를 배포하여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환경에 적합한 이미지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도커는 운영 환경
에 대한 관리와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13].

그림 2. 컨테이너 개념

[그림 2]는 컨테이너 방식의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Library, 
Libs), 바이너리(Binary, Bins), 기타 구성파일 등을 패
키지로 묶어서 배포하면, 구동환경이 바뀌어도 실행에 
필요한 파일이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5].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내용
1.1 데이터 수집 및 기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과 검색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째, 도커가 등장한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도커 컨테이너 관련 연구의 연
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 주제나 방법, 유형 등을 분석
하고자 함이다. 둘째, 국내·외 전문 학술지의 학술논문
을 우선으로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학술지인용색인, KCI(Korean Citation Index) 등재
지와 등재후보지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였으며 대상이나 
주제의 제한적인 면을 고려하여 컨퍼러스, 전문 학술지
에 게재되지 않은 학위논문의 경우만 포함하였다. 국외
에서도 SCI, SCIE, SCOPUS 등재지를 포함하여 엄격
한 심사를 거치는 국제학술지 학술논문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였고 IEEE, ACM, USENIX 등과 같은 저명한 학
회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 논문만 포함하였다. 
셋째, 논문 검색은 DBpia(누리미디어),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학술연구정보서비스),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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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정보서비스), KCI(Korea Citation Index, 한
국학술지인용색인), SCIENCEON(과학기술지식인프
라), 스콜라, 구글 학술검색 등으로 전자검색을 수행하
였다. 키워드는 '도커',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 '가
상화',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Docker', 
'Containers', ‘Docker Containers’, 'Virtualization', 
'Cloud', 'Cloud Computing' 등으로 하였으며 각각 
상세 검색이나 결과 내 재검색을 실행하여 각각 국내 
128편, 국외 228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논문
들은 논문 제목이나 키워드, 내용 순으로 확인하여 선
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된 논문들을 제
외하고 각각 국내 110편, 국외 187편으로 총 297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1.2 연구 절차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연도별 논문 게재 현황을 바탕으로 연구

추이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논문 분석의 틀은 선행연
구를 토대로 분석 영역을 연구방법, 연도별 연구, 키워
드별 연구, 분야별 연구, 연구방법과 구현방법으로 나누
어 재구성하였다[14][15]. 또한 연구 논문들의 키워드
를 살펴 논문들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지 연구 연도별 키워드 목록을 통해 연구 
분야별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내용분
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텍
스트의 특징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수량화
하는 기술로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경향 분석에서 많
이 사용하는 방법이다[14-16]. 분석 절차는 분석대상 
논문 선정, 분석 내용 규정, 범주화(세부 분류 기준) 규
정, 수량화(빈도, 시간)의 체계 규정, 결과 해석(경향, 기
준, 내용의 상이성 비교)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
구에서는 Excel 2013, VOSviewer version 1.6.18,  
R 프로그램, Python을 이용하여 수집된 논문을 분석 
영역에 맞춰 분석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표로 요약하였
고 그림으로 실행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비교하면서 일
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보완하였다[17-19]. 

[그림 3]은 본 연구의 연구 절차 및 분석 과정을 나타
내었다. 

그림 3. 연구절차 및 문석 과정

Ⅳ. 연구 결과

도커 컨테이너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발표된 연구 중에 검
색 키워드로 검색한 1차 수집 논문은 국내 논문 128편, 
국외 228편이였다. 그 중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된 논문들을 제외한 2차 수집된 논문은 
국내 110편, 국외 187편으로 총 297편을 재선정하였
는데 대상이나 주제의 제한적인 면을 고려하여 컨퍼런
스,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학위논문의 경우만 포함하
였는데 [표 1]과 같이 논문 구분에 따른 국내·외 논문 
현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논문구분 국내 국외 전체
Thesis 5(1.7%) 1(0.3%) 6(2.0%)

Conference 45(15.2%) 119(40.1%) 164(55.2%)
Journal 60(20.2%) 67(22.6%) 127(42.8%)

  110(37.0%) 187(63.0%) 297(100.0%)

표 1. 국내·외 논문구분 현황              단위 : 편수(%)

그림 4. 국내 논문구분 분포

국내 Journal의 경우에는 KCI 등재와 등재 후보, 기
타로 구분하였는데 기타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인 KCI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학회지를 포함
하며 게재된 국내 Journal 논문 60편 중 KCI 등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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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편(75%), 등재 후보 6편(10%), 기타 9편(15%)이며 
[그림 4]와 같다.

1. 연도별 연구 분석
도커가 등장한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발

표된 논문을 대상으로한 도커 컨테이너 관련 연구의 년
도별 논문 게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도커가 등장한 이
후 국내·외 논문 게재수에 약간의 차이를 볼 수는 있지
만 국내 논문 게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표 2]를 도식화한 것이다.

연도 국내 국외 전체
2013 4 16 20
2014 3 25 28
2015 9 30 39
2016 8 29 37
2017 14 29 43
2018 18 25 43
2019 15 18 33
2020 15 10 25
2021 19 4 23
2022 5 1 6

110 187 297

표 2. 국내·외 연도별 논문 게재 현황          단위 : 편수

그림 5. 국내·외 연도별 논문 게재 현황

클라우드 컴퓨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
나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급성장하
였고 전 세계의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에 빠르게 대응하며 클라우드 우선주의(Cloud First)를 
넘어 클라우드 중심주의(Cloud Only)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클라우드 정책의 격차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현재까지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그림 5]는 이러한 국내·외 사정이 잘 반영된 결과
라 할 수 있다. 

2. 키워드별 연구 분석
2.1 데이터 전처리
수집한 자료의 키워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

기 위하여 키워드의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허용하고 키
워드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복합명사의 경우 
형태소로 나누어 명사를 추출하고 키워드에 추가하였
다. 또한 주어진 키워드가 약어로 축소된 경우에도 키
워드의 원형을 추가하는 등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교
정과정에서는 Internet of Things(IoT) 또는 IoT로 
혼재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지만 표
기가 다른 경우 동의어로 처리하여, Internet of 
Things로 교정하였는데 그 외에도 의미가 동일한 키워
드로 단수, 복수 표기나 하이픈의 유무, 철자 표기 차이 
등은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또한 개발 시스템이나 알고
리즘의 이름을 키워드로 제시한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용어가 아닌 경우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의미를 부
여할 수 없고 빈도도 낮은 키워드는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기
간 내 추출한 키워드는 국내·외 합산 총 1036개이고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키워드의 개수는 총 453개이다. 

2.2 키워드 빈도 분석
연구 기간 내의 국내 110편, 국외 187편의 총 297편

의 연구 논문에서 수집한 키워드는 국내·외 합산 총 
1036개이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키워드는 총 453개이
다. 이 중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
위 30개의 목록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은 국
내·외 및 전체로 구분하여 상위 키워드를 나타내었으며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키워드 자체는 거의 비슷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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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국내 국외 전체　
1 Docker 37 Cloud Computing 46 Docker 58 

2 Docker 
Containers 18 Containers 31 Cloud 

Computing 56 

3 Containers 16 Edge Computing 28 Containers 47 
4 Virtualization 11 Virtualization 26 Virtualization 37 

5 Cloud 
Computing 10 Docker 21 Edge Computing 32 

6 Internet of 
Things 10 Internet of Things 20 Internet of 

Things 30 

7 Deep Learning 9 Virtual Machines 19 Docker 
Containers 25 

8 Distributed 
processing 9 Fog computing 10 Virtual Machines 22 

9 Filesystem 8 Servers 10 Distributed 
Computing 16 

10 Blockchain 7 DevOps 9 Cloud 14 

11 Hyperledger 
Fabric 7 Cloud 8 Performance 14 

12 Performance 7 Linux Containers 8 Deep Learning 13 

13 Big Data 6 Non Volatile 
Memory Express 8 Fog Computing 13 

14 Cloud 6 Pose estimation 8 Security 13 

15 Security 6 Distributed 
Computing 7 Servers 12 

16 Kubernetes 5 Docker 
Containers 7 Blockchain 11 

17 Mobile 
Computing 5 Hardware 7 Hyperledger 

Fabric 11 

18 Open Source 5 Performance 7 Big Data 10 

19 Database 4 Three-dimension
al displays 7 Mobile 10 

20 Edge Computing 4 Computer 
Architecture 6 Pose Estimation 10 

21 Resource 4 Detectors 6 Resource 
Management 10 

22 Dynamic 
Network 3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

6 DevOps 9 

23 Fog Computing 3 Resource 
Management 6 Computer 

Architecture 8 

24 Images 3 Security 6 Database 8 

25 LXC-LinuX 
Containers 3 Training 6 Filesystem 8 

26 Machine 
Learning 3 Two dimensional 

displays 6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

8

27 MapReduce 3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5 Linux Containers 8 

28 Monitoring 3 
High 

Performance 
Computing

5 Non Volatile 
Memory Express 8 

29 Parallel 
Processing 3 Information 

Technology 5 Pose 
Recognition 8 

30 Platform 3 Migration 5 Pose Tracking 8 

표 3. 국내·외 키워드 빈도                  단위 : 편수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국내의 경우, 
Docker, Docker Containers, Containers, Virtualization, 
Cloud Computing 순이었으며 국외의 경우에는 

Cloud Computing, Containers, Edge Computing, 
Virtualization, Docker 순이었다. [표 3]에서와 같이 
상위 30개 키워드 이외에도 UAV (Unmanned Aerial 
Vehicle), Eco Computing, Hadoop, Real-Time, 
QoS(Quality of Services), VR(Virtual Reality) 등의 
키워드를 볼 수 있었다. 

도커의 등장 이후인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
지의 연구 기간을 2013 ~ 2015, 2016 ~ 2018, 2019 
~ 2022의 세 구간으로 나눈 다음, 기간별 출현 빈도가 
높았던 상위 9개의 키워드인 Virtualization, Cloud 
Computing, Docker, Virtual Machine, IoT 
(Internet of Things), Containers, Deep Learning, 
Cloud, Docker Containers를 설정하여 연도별 국내·
외 연구 현황을 서로 비교하였다. 세 구간 중 마지막 구
간은 2022년 7월까지를 포함하며 [표 4][그림 6]은 연
도별 국내 주요 키워드 현황 및 빈도 비교이고 [표 5]
[그림 7]은 연도별 국외 주요 키워드 현황 및 빈도 비교
이다. 이는 구간별 국내·외 연구의 상위 9개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하였고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13 - 2015 2016 - 2018 2019 - 2022
Virtualization 6 4 1

Cloud Computing 4 4 2
Docker 4 17 16

Virtual Machine 2 1 1
Internet of Things 2 3 5

Containers 1 8 7
Deep Learning 1 5 3

Cloud 1 1 6
Docker Containers 1 4 14

표 4. 연도별 국내 주요 키워드 현황

그림 6. 국내 주요 키워드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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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2015 2016 - 2018 2019 - 2022
Virtualization 14 12 3

Cloud Computing 9 25 1
Docker 5 13 3

Virtual Machine 9 10 1
Internet of Things 4 14 2

Containers 11 15 5
Deep Learning 2 1 1

Cloud 3 4 1
Docker Containers 1 6 1

표 5. 연도별 국외 주요 키워드 현황

그림 7. 국외 주요 키워드 빈도 비교 

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료의 집합으로부터 주제어(키워드)를 추출하고, 동시
출현빈도를 계산하여 그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키워드간의 연관성을 의미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어 학문 영역에서 핵심적인 연구의 주제와 그 영
역의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비롯한 특징과 지식 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20-22]. 네트워크 분석은 네
트워크, 노드, 관계의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이 주로 이
루어지며[23],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분석대상 자료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을, 노드 레벨에서
는 주제어 빈도 도출 등 개별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관계 레벨에서는 중심성 지수의 산출이나 지식구조 군
집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키
워크 네트워크 분석 도구는 VOSviewer version 
1.6.18 이다. VOSviewer는 과학 문헌들 간 저자,  키
워드,  참고문헌 등에 대한 연결망을 시각화하고 정량
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세계적으로 활발히 사
용되며 무료로 이용가능하다[24]. 분석 결과에서 키워
드간 관계성이 높을수록 해당 키워드들은 가까이에 위

치하며, 항목(items. node라고도 함)의 크기는 키워드 
빈도(occur-rences)를 반영하며, 연결(link)의 굵기는 
키워드들이 동시 출현하는 문헌 수를 나타낸다. 키워드
들은 자주 함께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서 군집(cluster)
으로 구분되며, 군집은 색깔로 표기된다[24-26]. 또한 
연구가 집중되는 분야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개
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25].

VOSviewer를 사용하여 추출된 도커 관련 연구의 서
지 정보(bibliographic data)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타입은 ‘동시출현빈도(co-occurrence)’로 하였고 계수
법은 fractional 계수법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소출현빈
도는 5회로 설정하여 조건에 충족하는 각 클러스터에
서 도출된 키워드의 군집 및 연계성을 시각화하면 [그
림 8-11]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와 국외 
연구에 있어 분석대상에서 도출한 주제어 빈도 양이 크
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대로 결과에서
도 볼 수 있었다. 

3. 논문지별 연구 분석
키워드를 '도커',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 '가상화',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Docker', 'Containers', 
‘Docker Containers’, 'Virtualization', 'Cloud', 
'Cloud Computing'로 하여 선정한 도커 컨테이너 관
련 연구들의 발행기관별 빈도수를 통해 연구 분야 동향
을 추정하였으며,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논문지를 바
탕으로 상위 20개의 목록을 [표 6]과 같이 국내·외로 구
분하여 나타내었다.  

국내의 경우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Next Generation Comput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and Accounting 두 논
문지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국외의 경우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IEEE 
Access, Computer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키워드 분석과 연구 분야 동
향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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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9. 국내 키워드 밀도(Density) 맵

4. 연구방법 및 구현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총 297편의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연구 대상으로 연구방법과 구현방법
으로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국내·외 연구 방법을 크게 실험과 
조사로 구분하고 실험에는 개발연구와 실험연구, 조사
에는 기술조사와 사례조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0. 국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11. 국외 키워드 밀도(Density) 맵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실험 78편
(26.3%), 조사 32편(10.8%)로 실험에서는 개발연구 62
편(20.9%), 실험연구 16편(5.4%)), 조사에서는 기술조
사 23편(7.7%), 사례조사 9편(3.0%)를 차지하였고, 국
외의 경우, 실험 128편(43.1%), 조사 59편(19.9%)로 
실험에서는 개발연구 97편(32.7%), 실험연구 31편
(10.4%), 조사에서는 기술조사46편(15.5%),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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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국내 국외

1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Next 
Generation Computing

6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5

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and Accounting

6 IEEE Access 3

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5 Computer 2

4 KIISE tran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5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2

5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3 IEEE Cloud Computing 2

6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3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2

7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3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2

8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3 IEEE Network 2

9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2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2

10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2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2

11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2 Journal of Network and 
Computer Applications 2

12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2 Nature 2

13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 ACM Computing 
Surveys 1

14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1 

ACM SIGCOMM 
Computer 

Communication Review
1

15
Journal of KIISE: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 ACM Transactions on 

Storage 1

16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1 

Algorithms and 
applications towards the 

convergence of 
high-end data-intensive 
and computing systems

1

17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 American Chemical 

Society 1

18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1 Applied Mechanics and 
Materials 1

19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1 Bioinformatics 1

20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1 Computer Networks 1

표 6. 국내·외 논문지명 빈도                단위 : 편수 13편 (4.4%)을 각각 차지하였다. 전체 빈도를 살펴보면 
개발연구, 기술조사, 실험연구, 사례조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빈도 순과도 같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는 [표 7]을 도식화한 것이다. 

　 　 국내 국외 전체

실험 개발연구 62(20.9%) 97(32.7%) 159(53.5%)
실험연구 16(5.4%) 31(10.4%) 47(15.8%)

조사 기술조사 23(7.7%) 46(15.5%) 69(23.2%)
사례조사 9(3.0%) 13(4.4%) 22(7.4%)

　 　 110(37.0%) 187(63.0%) 297(100.0%)

표 7. 국내·외 연구방법 유형 빈도         단위 : 편수(%)

그림 12. 국내·외 연구방법 유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별 구현방법을 분석하여 [표 
8]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3]과 
같다. 

국내 국외 전체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6(5.4%) 27(9.1%) 43(14.5%)

Algorithm 24(8.1%) 37(12.5%) 61(20.5%)
Platform 13(4.4%) 15(5.1%) 28(9.4%)

Framework 0(0.0%) 26(8.8%) 26(8.8%)
System 25(8.4%) 23(7.7%) 48(16.2%)
Survey 32(10.8%) 59(19.9%) 91(30.6%)

110(37.0%) 187(63.0%) 297(100.0%)

표 8. 국내·외 구현방법 빈도              단위 : 편수(%)

그림 13. 국내·외 구현방법 비교



국내·외 도커 컨테이너 기반 연구 동향 비교 분석 75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연구 결과의 206편
(69.4%)이 실험에 대한 구현방법이고, 91편(30.6%)이 
조사에 대한 구현방법인 Survey이다. Survey는 각 목
록에서 전체 연구 결과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
며 국내·외 구현방법별 빈도 역시 국내 32편(10.8%), 
국외 59편(19.9%)를 차지하였다. 실험에 대한 구현방
법을 살펴보면 국내는 System 25편(8.4%), Algorithm 
24편(8.1%),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6편(5.4%) 순이었고 국외는 Algorithm 
37편(12.5%),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7편(9.1%), Framework 26편(8.8%) 
순이었다.

Ⅴ. 결과 및 제언

1. 결과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급성장하

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계적인 IT 트렌드의 변화
와 함께, 서비스 벤더나 사용자들에게 이미 당연한 시
스템이 되어버렸고, 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는 컨테
이너 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은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도커가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커 컨테이너 관련 연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발표
된 연구 중 국내 110편, 국외 187편으로 총 297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연도별 논문 게재수를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
이는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
다. 클라우드 정책의 격차로 인해 연도별 차이는 있었
으나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이후 국내 연구 논문의 게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도커 관련 연구의 연구 분
야가 확대되어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
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는 편리함
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둘째, 연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국내 연구의 경우, Docker, Docker 
Containers, Containers, Virtualization, Cloud 
Computing 순이었으며 국외 연구의 경우에는 Cloud 
Computing, Containers, Edge Computing, 
Virtualization, Docker 순이었다. 또한 국내·외 연구 
전체에서 상위 30개의 키워드 목록을 비교해보면 순위
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키워드 자체는 거의 비슷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VOSviewer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도커 컨
테이너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서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각 클러스터에서 도출된 키워드의 군집 및 연계성을 살
펴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국내와 국외 연구에 있어 분
석대상에서 도출한 주제어 빈도 도출 양의 차이가 있었
고 이는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셋째, 발행기관별 논문지를 분석한 결과, 앞서 언급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행기관별 빈도수를 통해 연구 분
야 동향을 추정하였는데 국내 연구의 경우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Next Generation 
Comput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and Accounting 두 논문지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국외 연구의 경우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IEEE Access, Computer 순으
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키워드 분석과 발행기관별 논문지를 통해 살펴본 연구 
분야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연구방법 및 구현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을 실험과 조사로 구분하고 실험에는 개발연구와 
실험연구, 조사에는 기술조사와 사례조사로 세분화하여 
비교하였다. 개발연구의 경우, 국내 62편(20.9%), 국외 
97편(32.7%), 실험연구의 경우. 국내 16편(5.4%), 국외 
31편(10.4%)를 차지하였고 기술조사의 경우, 국내 23
편(7.7%), 국외 46편(15.5%), 사례조사의 경우, 국내 9
편(3.0%), 국외 13편(4.4%)을 차지하였다. 그 중 개발
연구는 국내·외 연구를 합한 전체로 봤을 때 반 이상인 
159편(53.5%)를 차지하였다. 

이어 연구방법별 구현방법을 분석하고 전체 연구 결
과의 206편(69.4%)이 실험에 대한 구현방법이고, 91편
(30.6%)는 조사에 대한 구현방법이다. Survey는 각 목
록에서 전체 연구 결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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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으며 국내·외 각각 32편(10.8%), 59편(19.9%)를 
차지하였다. 실험에 대한 구현방법으로는 국내는 
System 25편(8.4%), Algorithm 24편(8.1%),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6편(5.4%) 순이
었고 국외는 Algorithm 37편(12.5%),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17편(9.1%), 
Framework 26편(8.8%) 순이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도커 컨테이너 관련 연구 방
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발표된 국내·외 게재 논문 중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분석의 범위를 한정
하였고 각 연구에서 논문의 저자가 활용한 데이터의 
양, 데이터 유형, 활용도 및 사용 언어 등에 따른 실험 
환경 등 실험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다
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도커 컨테
이너 관련 연구에 대한 최근 동향으로 보기에는 연구대
상 및 연구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연구 분야 및 기술개
발 동향과의 비교 검증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 
키워드를 세분화하여 선정하고 연구대상 및 연구 범위
를 나이별, 나라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
장하고 실험 조건 및 환경을 구체적으로 하여 논문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외 등재지급 논문들을 우선적으로 컨퍼런스, 학위
논문 등을 수집하여 도커 컨테이너 관련 연구를 연도
별, 키워드별, 분야별, 연구방법 및 구현방법 별로 비교
하고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IT 트렌드를 이끌
어 갈 수 있도록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분야, 기술개
발 등 도커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의 연구 방
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다. 또한 컨테이너 방식이 최근 각광 받고 있기는 하나 
서버 가상화 기술과 약점을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도커 컨테이너 방식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급변하는 가
상화 환경의 변화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
원이 이루어져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연구 개발이 활
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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