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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과 함께 학제간 융합연구의 요성이 부각되는 시 에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학술  연구를 넘어 융합연구 반에 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텍스트마

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에서 융합연구와 련하여 2009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년간 

게시된 과 제목 등 약 150,000건을 수집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간별로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각 기간별로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분야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친환경, 2011

년과 2012년에는 스마트, 2013년과 2014년에는 정보통신, 2015년과 2016년에는 로 , 2017년과 2018년에

는 인공지능이다. 한 약 10년간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분야는 문화, 디자인, 화학, 나노, 바이오, 

로 , IT, 정보통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별 융합연구 동향을 악하므로 써, 융합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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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rends in the entire convergence research beyond 

academic research through social media big data analysis at a time when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is emphasized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is purpose, 

about 150,000 cases of texts and titles were acquired for about 10 years from January 2009 to 

September 2018 in connection with the convergence research in social media, and word cloud 

and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s, the research fields that were actively 

conducted for each period were eco-tech  in 2009 and 2010, smart technology in 2011 and 201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2013 and 2014, robots in 2015 and 2016,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17 and 2018. Also, the research areas that have been consistently conducted for 

about 10 years are culture, design, chemistry,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robot, I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ce this study identifies trends in convergence research over 

time, it can be helpful to researchers who are planning convergence research direction by 

understanding the trends of convergen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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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하고 단일학문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학제간 융

합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는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융합과 소통

을 강조하면서 융합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해 지속

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한국연구

재단은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학

문분야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1][2].

융합연구는 다학제  융합연구, 학제간 융합연구, 

학제  융합연구, 이 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3]. 다학제  융합연구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두 개 이상의 분야가 력하지만 각자의 분야에 해

당하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4]. 학

제간 융합연구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근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연구활동을 말한

다. 학제  융합연구는 다학제  융합연구와 학제간 

융합연구보다는 통합 으로 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지식을 생성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재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융합연구의 동

향을 악하기 해서는 각 정부부처  출연연구기 , 

그리고 학에서 진행한 융합연구 사업계획서를 모두 

수집하고 다각 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에게 

공개되는 사업계획서는 한정되어 있고 연구과제마다 

사업성격과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 으로 융

합연구의 동향을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사

업계획서와 논문과 같이 학술  측면에서 동향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주로 정부출연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

고 있는 연구과제에 한 동향을 악하게 된다. 하지

만 학 혹은 기업연구소에서 자체 으로 수행하고 있

는 융합연구 련 동향을 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주체에 계없이 융합

연구의 동향을 악하고자 소셜미디어 상에 노출되어 

있는 융합연구 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융합연구 동향

을 간 으로 악하고자 하 다. 먼 , 웹크롤링을 통

하여 2009년 1월 부터 2018년 9월까지 네이버 뉴스  

신문기사와 블로그에 게시된 과 제목을 수집하 다. 

취득된 데이터를 기간별로 분류하 고, 이 후에 자연어 

처리를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조사

와 동사 등을 제거하고 빈도수가 높은 핵심키워드를 추

출하여 워드클라우드 방법으로 시각화 하 다. 한 기

간별로 동시에 나타나거나 특정기간에만 국한되어 나

타나는 핵심키워드를 악하기 하여 네트워크 분석

을 수행하 다. 여기에서는 각 기간별로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200개의 핵심키워드를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기간별로 소셜미

디어에서 나타나는 융합연구 분야와 이와 련된 정부

정책을 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간별 

융합연구 동향을 악하는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

으며, 융합연구에 심있는 연구자들이 연구목표  방

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1.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동향 분석 

최근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발 으로 소셜미디어 상

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동향분석, 요소간 계분

석, 미래 측 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다양한 종류의 소셜미디어 에서 트 터와 페이스

북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향분석을 수행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오  등[5]은 트 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이를 기반

으로 화<변호인>에 한 트 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흥행요인을 분석하 다. 트 터에서 빈도수가 높은 명

사를 추출하여 이를 화 객의 심을 나타내는 것으

로 간주하 고, 이로부터 화흥행에 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 다. 오효정 등[6]은 트 터 문서에서 

GPS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하 다. GPS 데이터

와 내용을 기반으로 주소, 나이, 성별 정보를 추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트 터 사용자들의 선호지역과 이

동패턴 등을 악하 다. 이수진과 유나[7]는 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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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성된  련 내용을 수집하 고, 이를 기반으

로 연 키워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로부터 경기도 지역 이 모험과 힐링의 경향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하 고 경기도 지역의  발  방향을 

제시하 다. Joo and Teng[8]은 페이스북에서 취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페이스북이 사회구성

원들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트 터 이 외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신문기

사 혹은 기타 홈페이지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향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 경과 이

수[9]는 웹크롤링을 통하여 뉴스기사와 블로그에서 

국장애인체육 회에 한 을 수집하 으며, 처

리를 통하여 데이터를 정형화 시키고 핵심 키워드 등에 

한 연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키워드들 간에 련성

이 높은 요소들을 추출하 다. 서운채와 김형 [10]은 

기업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인 잡 래닛

에 작성된 기업의 평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를 이

용하여 기업의 내부평 요인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함으로써 분석 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 문제 을 지 하고 기업의 경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다. 오효정 등[11]은 뉴스기사 데

이터를 수집하여 사회  이슈 리스크를 학습시키고 이

를 기반으로 리스크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생성하 다. 이로부터 미래의 험요소를 감지하고 빠

르게 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박성건 등[12]은 웹

크롤링을 통하여 리우올림픽 축구에 한 웹 뉴스  

뉴스 댓 을 수집하 으며, 처리를 통하여 축구와 

련된 신조어와 인물의 별칭 등을 따로 장하 다. 이

를 기반으로 한국축구 표 의 주요 선수에 한 연

단어를 추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이로부

터 올림픽과 같이 들이 심을 보이는 스포츠 행사

에 하여 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나

경식과 이지수[13]는 20년간의 신문기사 데이터를 취득

하여 기간별 도서 과 련된 연 어 분석을 수행하

다. 이로부터 도서 에 한 인식이 공부의 장소에서 

문화를 한 공간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 다.

2. 융합연구 동향 분석

김종범[14]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합연구의 필

요성과 황,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여, 항공우주

기술에 융합연구를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태희와 정 철[15]은 의료정보학 분야 온라인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상으로 정보기술 융

합연구 동향을 악하 다. 3년간 게재된 논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4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통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료분야에 용된 정보 략기술 동향

을 악하 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

지에 공개된 연구과제 정보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융합

연구에 한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하  등[16]은 한국연구재단이 공개한 융합연구 련 

연구제안서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므로써 국내 융합연구과제에 한 동향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제안서 내에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융합연구과제의 세부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들 간의 연

규칙 분석을 용하여 주제들 간의 효과를 악

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장재 과 윤장

[17]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된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의 연구제안서 내용을 분석하여 인문사회기반 융합연

구과제의 동향을 분석하 다. 한 연구제안서의 내용

을 기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연구주제를 

유추하고 연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연 성 분석결과

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고 근

심성과 매개 심성 지수를 계산하여 매년 인문사

회기반 융합연구과제의 심이 높은 주제와 개자 역

할을 수행하는 주제를 악하 다. 

그밖에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융합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이재익[18]은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서블 디스 이에 한 융합연구 사례를 고찰함으

로써 디스 이에 한 융합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미래 디스 이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 요함을 악하 고, 수익창출

에 있어 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화 략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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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서블 디스 이 융합연구의 핵심문제

임을 확인하 다. 경정운 등[19]은 미국 국립과학재단

의 “환경 속의 생명복합성 로그램”과 한국연구재단

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므로써 두 

나라의 융합연구에 한 동향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

으로 국내 융합연구에 한 발 방향과 문인력 양성

에 한 필요성을 제시하 다. 

선행연구의 경우 융합연구에 한 동향의 부분은 

연구제안서  논문 등 학술  측면에서의 동향을 분석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 블로그 등 소셜미

디어를 통해 융합연구에 한 반 인 동향을 분석하

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소셜미디어에 

나타나고 있는 융합연구에 한 경향  심사를 악

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RQ 1: 융합연구 핵심 키워드는 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RQ 2: 융합연구 핵심 키워드의 네트워크는 어떤 구

조를 보이는가?

2.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

년 간 네이버 블로그, 뉴스  신문기사에서 “융합연구”

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결과를 추출하 다.  제목, 본

문, 날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를 수

집하 다. 블로그, 뉴스  신문기사 모두 웹페이지 구

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썬 Selenium 라이 러리를 사

용하여 원격으로 웹 라우 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데

이터를 취득하 다. 이썬 Selenium 라이 러리는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요

소의 xpath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

는다. 한 클릭, 새로고침, 스크롤 등의 기능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원하

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1회 검색으로 웹페이지에 나타

나는 의 개수가 최  1,000개이므로 1개월 단 로 검

색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추출하 다. 한 잦은 웹페이

지 요청에 의한 아이피차단과 인터넷 속도 등에 한 

문제 해결을 하여 다음 웹페이지를 요청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간격을 두었다. “융합연구”로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결과는 핵융합과 련된 이다. 

이는 본 연구의 목 과 련이 없으므로 검색을 수행할 

때 핵융합과 련된 내용이 제외되도록 설정하 다. 추

출된 데이터는 네이버 뉴스  신문기사 48,298건, 블로

그 105,038건 이다.

3.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을 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목

과 본문이고, 취득된 데이터는 작성된 기간별로 5개의 

일로 나 어 장하 다. 이를 이썬 KoNLPy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제목과 본문에 한 형태소 분석

을 수행하 고, 문장에 포함된 어미, 조데이사, 구두 , 

동사, 특수문자를 제외하 다. 이 게 생성된 키워드들

을 빈도수 별로 정리하 고, 상  200개의 핵심키워드

를 추출하여 워드클라우드 방법으로 시각화하 다.

Ⅳ. 분석결과 

1. 융합연구 소셜 데이터 경향 분석 

시간에 따른 키워드 변화 경향을 악하기 하여 분

석 기간을 5기(2009~2010년: 1기, 2011~2012년: 2기, 

2013~2014년: 3기, 2015년~2016년: 4기, 2017년~2018년: 

5기)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뉴스  신문기사에서 

“융합연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이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하 다[그림 1]. 

1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융합기술, 기

업, 산업, 융합, 미래, 한국, 분야, 연구, 기술 개발, 바이

오 등이다. 키워드 ‘한국’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

출연연구소 기 명에 ‘한국’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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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기 3기 4기 5기

그림 1. 뉴스 및 신문기사 워드클라우드

으로 보인다. 즉, 1기에서는 융합연구와 련하여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수행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바이오 분야에서 융합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융합 기술, 융합 연구. 융합과학 기술, 기술 학원, 교

수, 서울  융합과학 등이다. 2011년 6월 안철수 박사의 

서울  융합과학기술 학원 교수 임용에 한 내용과 

2012년 9월 안철수 서울  융합과학기술 학장 선출

마에 한 내용이 뉴스  신문기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상이다. 2기 워드클라우드에서는 융

합연구에 한 경향을 악하기 어렵다. 

3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융합연구, 융합 기술, 연구 센터, 기술 연구원, 교수, 산

학 융합, 시험 연구원, 나노 융합, 화학 융합 등이다. 나

노 분야와 화학 분야에 한 융합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지역별로 산학융합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4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융합 연구, 연구 센터, 융합 기술, 기술 연구원, 융합 연

구원, 시험 연구원, 화학 융합, 산학 융합, 로  융합 등

이다. 3기에 이어서 화학 분야에 한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한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기에서 새롭게 등장

한 키워드가 로 이다. 4차 산업 명의 핵심산업으로 

로 이 주목 받으면서 타 분야와 융합된 로 의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융합 연구, 연구 센터, 융합 기술, 기술 연구원, 한국 화

학, 융합 시험, 인공 지능, 나노 융합, 로  융합, 바이오 

융합이다. 5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인공 지능이

다. 4차 산업 명에서 가장 요한 키워드인 인공지능

이 바이오로 과 국방 등 타 분야와 융합하기 시작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신문기사 워드클라우

드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어들이 크게 나타

나기 때문에 요 키워드를 한 에 확인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악하고자 하는 연구동향을 악하기 어

렵다. 따라서 뉴스  신문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

타나는 연구분야 련 키워드 순 는 [표 1]과 같다.

순 1기 2기 3기 4기 5기

1 바이오 화학 나노 화학 화학

2 녹색성장 나노 화학 로봇 인공지능

3 로봇 스마트 정보통신 나노 나노

4 문화 문화 바이오 정보통신 로봇

5 스마트 정보통신 로봇 생명 바이오

6 에너지 에너지 디자인 의료 스마트

7 환경 바이오 스마트 문화 에너지

8 디자인 의료 환경 빅데이터 해양

9 생명 로봇 소재 원자력 의료

10 의료 디자인 의료 에너지 지질

표 1. 기간별 뉴스 및 신문기사에서 나타나는 연구분야 키워

드 순위

[표 1]을 살펴보면 1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구

분야 련 핵심 키워드는 바이오, 녹색성장, 로 , 문화, 

스마트 등이다. 워드클라우드에서와 마찬가지로 1기에 

바이오 분야에 한 융합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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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기 3기 4기 5기

그림 2. 블로그 워드클라우드

었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한 1기에 정부에서 녹색

성장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친환경과 련된 융합연구

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악할 수 있다[21]. 

2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구분야 련 핵심 키워

드는 화학, 나노, 스마트, 문화, 정보통신 등이다. 화학

과 나노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2기에 본격 으로 진행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은 IT기술

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의미한다. 1기에 이어서 2기까

지 스마트 기술에 한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구분야 련 핵심 키워

드는 나노, 화학, 정보통신, 바이오, 로  등이다. 2기에 

이어서 3기에도 나노와 화학 분야에 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기에는 로

 분야에 한 융합연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4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구분야 련 핵심 키워

드는 화학, 로 , 나노, 정보통신, 생명 등이다. 워드클

라우드에서와 마찬가지로 4기에 들어서 4차 산업 명

이 부각되면서 로  분야에 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구분야 련 핵심 키워

드는 화학, 인공지능, 나노, 로 , 바이오 등이다. 5기에 

들어서 인공지능과 련된 융합연구가 활발해지기 시

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과 나노는 2기부터 5기

까지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융합연구와 련

해서 가장 요한 분야가 화학과 나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와 신문기사가 객 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

되는 것이라면, 블로그는 개인의 주 인 생각을 공유

하거나 특정 기 에서 홍보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융합

연구는 들에게 심있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에 나타나는 융합연구와 련한 

내용을 특정 기 에서 들에게 홍보의 용도로 사용

하 다고 간주하 다. 한 들과 상호작용을 수행

하면서 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블로그 뉴스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신문기사와는 다른 

에서 융합연구와 련된 동향 악이 가능하다[20]. 네

이버 블로그에서 “융합연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제작하 다[그림 2]. 

1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연구, 융합, 융합기술, 한국, 기술 융합, 융합 연구, 기술

개발, 교육, 교수, 기업, 문화, 정보통신, 녹색성장 등이

다. 뉴스  신문기사에서와 동일하게 블로그에서도 키

워드 ‘한국’이 들어간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기 에서 

진행하고 있는 융합연구에 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키워드 ‘기업’은 기업과 공동으로 융

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문

화’는 과학과 문화의 융합연구에 한 내용과 융합연구

를 지향하는 연구문화에 한 홍보가 블로그에서 이루

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연구, 융합, 융합기술, 융합연구, 기술융합, 한국, 교수, 

교육, 문화, 디자인 등이다. 1기와 비교해서 융합 디자

인에 한 홍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체 으로 1기와 비교했을 때 빈도 순 만 조  바

었을 뿐 키워드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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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나타나는 내용이 1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연구, 융합연구, 융합기술, 교육, 기술융합, 융합, 연구센

터, 교수, 미래, 문화, 나노융합, 정보통신 등이다. 키워

드 ‘융합연구센터’는 학 내에 있는 연구기  에서 

기 명에 ‘융합연구센터’가 들어있는 연구기 의 융합

연구 련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4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연구, 융합연구, 융합기술, 기술융합, 연구센터, 교수, 한

국, 교육, 학, 기술개발, 스마트 등이다. 4기에서 IT와 

타분야가 융합한 스마트 기술에 한 홍보가 본격 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기 워드클라우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융합연구, 연구, 융합기술, 연구센터, 기술융합, 교수, 창

의 융합, 산업 명, 교육, 인공지능 등이다. 5기에 들어

와서 4차 산업 명과 련하여 인공지능 융합연구에 

한 사례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기부터 5기까지 융합교육에 하여 홍보하는 내

용이 블로그에 많이 게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키워드 ‘교수’가 모든 기간에서 빈도가 매우 높게 나

타나는 핵심키워드인 것으로 보아 정부출연연구소가 

아닌 학에서 융합연구를 한 사례를 많이 홍보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결과에서 융합연구와 련된 연

구분야를 빈도가 높은 순으로 도시하 다[표 2]. 

순 1기 2기 3기 4기 5기

1 문화 문화 문화 스마트 인공지능

2 정보통신 디자인 디자인 나노 스마트

3 녹색성장 나노 나노 문화 나노

4 로봇 환경 정보통신 로봇 바이오

5 에너지 스마트 환경 정보통신 정보통신

6 정보통신 에너지 로봇 에너지 수학

7 환경 인문학 에너지 의료 에너지

8 디자인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화학

9 바이오 생명 인문학 화학 빅데이터

10 의학 정보통신 화학 생명 문화

표 2. 기간별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연구분야 순위

뉴스  신문기사에서 와는 다르게 1기부터 3기까지 

문화에 한 융합연구가 많이 홍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2기와 3기에는 융합 디자인에 한 사례

도 많이 홍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뉴스  신문기

사와 다르게 화학 분야에 한 융합연구 사례가 많이 

홍보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기에 들어와서 

스마트 기술의 융합연구 사례 홍보가 격하게 늘어났

고, 5기에 들어와서 인공지능에 한 융합연구 사례 홍

보가 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노와 련된 

융합연구 내용은 뉴스  신문기사와 마찬가지로 2기

부터 5기까지 많이 홍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융합연구 소셜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워드클라우드에서는 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크게 나

타나기 때문에 연구분야처럼 상 으로 빈도가 은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각 기간

별로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는 것만으로는 기간 체

에 한 반 인 경향을 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융합연구

에 한 반 인 경향을 악하고자 하 다. 뉴스  

신문기사의 워드클라우드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데이터

를 이용하여 1기부터 5기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하 다. [그림 3]에서 노드 1기부터 5기까지, 이 5개 노

드의 안 쪽에 치할수록 국내 융합연구에서 일반 인 

경향을 나타낸다. 연구분야와 련된 단어는 스마트, 로

, 나노, 화학, 의료가 여기에 속한다. 키워드 ‘바이오’

는 1기, 3기, 4기와 연결되어 있으나 2기에 ‘바이오 센

터’ 키워드가 있는 것으로 보아 1기부터 4기까지 생명

공학과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

측한다. 정부정책과 련해서는 ‘인재 양성’, ‘산업 육

성’, ‘융합 산업’, ‘교육’ 등이 있다. 1기부터 5기까지 융

합연구와 련하여 인재와 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기부터 5기까지는 키

워드 ‘융합 교육’이 존재한다. 인재 육성 정책과 련하

여 융합교육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5개 노드의 바깥 쪽에 치할 경우 특정기간

에만 활발하게 진행된 융합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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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뉴스 및 신문기사 네트워크 분석

자동차에 한 융합연구는 1기에서만 활발하게 수행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1기와 2기에만 나타나는 연구분야

는 문화, 미디어, 녹색기술, 부품소재이다. 문화 콘텐츠,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에 한 융합연구가 2기까지는 

활발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4기에서 나타나는 ‘융

합 문화’는 융합연구 문화를 장려하기 한 홍보를 이 

시기에 활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 4기에서만 나

타나는 키워드 ‘지질 자원’은 지질학과 자원개발 분야에

서 융합연구가 4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기에만 나타나는 연구분야 키워드는 인공지

능과 자율주행이다. 4차 산업 명과 련하여 인공지능 

분야와의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기와 3기, 그리고 4기와 5기

에 나타나는 연구분야 련 키워드는 에 지이다. 실제

로는 기간에 걸쳐서 에 지와 련된 융합연구가 활

발하게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2기에는 다른 

키워드들의 향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상한다. 

블로그의 워드클라우드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데이터

를 이용하여 1기부터 5기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하 다[그림 4]. [그림 3]과 마찬가지로 [그림 4]의 노드 

1기부터 5기까지, 이 5개의 노드 안쪽에 있는 요소들은 

기간동안 지속 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이다. 이 

에서 융합연구와 련된 키워드로는 ‘나노 융합’, ‘문화’, 

‘디자인’, ‘바이오’, ‘로 ’, ‘정보 통신’ 등이 있다. 뉴스  

신문기사와는 조 으로 문화와 디자인 분야와의 융

합연구에 한 내용이 반 으로 나타나 있다. 네트워

크에서 주요 5개 노드의 외각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특

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키워드들이다. 1기에서만 나타나

는 키워드 ‘녹색 기술’과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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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블로그 네트워크 분석

기와 2기에 나타나는 융합연구와 련된 연구분야 키

워드는 ‘의료’ 이다. 의료분야는 신문  뉴스기사에서

는 부각되지 않은 연구분야로 1기와 2기에 이와 련된 

융합연구 내용이 많이 홍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기

와 4기에 융합연구와 련하여 나타나는 키워드는 ‘스

마트’이다. IT 기술과 융합하는 연구가 3기와 4기에 많

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4기와 5기에 나타나는 키

워드는 ‘빅데이터’, ‘화학 융합’, ‘ 술 융합’, ‘인공 지능’, 

‘의약 융합’ 이다. 뉴스  신문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빅데이터, 술, 의약학 분야의 융합연구와 련된 내용

이 홍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  신문기사에서

는 화학 분야가 1기부터 5기까지 체 으로 나타나지

만 블로그에서는 4기와 5기에서만 나타난다. 5기에서만 

나타나는 키워드는 ‘드론’, ‘자율 주행’, ‘산업 명’이다. 

4차 산업 명과 련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에 

한 융합연구가 블로그에 홍보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정부정책과 련해서는 1기부터 5기까지 ‘인재 양성’

과 ‘인력 양성’이 나타나며, 1기에는 ‘녹색 기술’, 3기에

서는 ‘창조경제’, 4기와 5기에서는 ‘창의 융합’, ‘ 소기

업’이 나타나고 있다. 블로그에서도 융합연구와 련하

여 인재양성에 한 내용이 많이 홍보되고 있다. 4기와 

5기에 나타나는 키워드 ‘창의 융합’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정부정책에 한 홍보가 4기와 5기에 활발하게 이

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스  신문기사와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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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키워드 ‘융합연구’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

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 융합연구에 한 핵심 키워드가 

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악하 다. 기간별 키

워드 순 를 보았을 때, 각 기간별로 뉴스  신문기사

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1기는 

바이오, 친환경, 로 , 문화, 스마트이고, 2기는 화학, 나

노, 스마트, 문화, 정보통신이다. 3기는 나노, 화학, 정보

통신, 바이오, 로 이고, 4기는 화학, 로 , 나노, 정보통

신, 바이오이다. 5기는 화학, 인공지능, 나노, 로 , 바이

오이다. 블로그의 경우, 1기는 문화, 정보통신, 친환경, 

로 , 에 지이고, 2기는 문화, 나노, 환경, 스마트이다. 

3기는 문화, 디자인, 나노, 정보통신, 환경이고, 4기는 

스마트, 나노, 문화, 로 , 정보통신이다. 5기는 인공지

능, 스마트,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이다. 뉴스  신문

기사에서는 이공계열 주의 융합연구 동향을 보여주

고 있지만 블로그에서는 문화와 디자인과 같은 인문학

과 련된 융합연구 동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5기에서는 4차 산업 명의 향으로 이공계와 련

된 융합연구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블로그와 뉴스  신문기사에 공통으로 10  안에 들

어가는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1기는 친환경, 로 , 문화

이고, 2기는 스마트와 문화이다 3기는 나노와 정보통신

이고 4기는 로 , 나노, 정보통신이다. 5기는 인공지능, 

나노, 바이오이다. 이 분야들은 각 기간 동안 활발하게 

수행된 연구분야라고 볼 수 있다. 1기에서는 정부의 녹

색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친환경 기술에 한 융합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기에

서 공통으로 나타난 키워드 ‘스마트’는 IT기술이 발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목되는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1기부터 4기까지 등

장하지 않았던 인공지능 분야가 5기에서 등장하는 것

은 4차 산업 명 시 를 표하는 핵심기술인 인공지

능과 련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추

측할 수 있다. 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과학기술 심

의 융합연구에 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문사

회기반의 융합연구는 실질 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융합연구에 있어 인문사회과학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홍보가 필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융합연구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는 어떤 구조를 보이는지 악하 다. 블로그와 뉴스 

 신문기사 모두 핵심키워드의 반이상이 어도 2

개 기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기간과 연결된 핵심

키워드가 체의 20% 이상이다. 이는 융합연구 핵심키

워드 네트워크 구조가 여러 기간과 고르게 연계되어 있

는 분산형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기간에 걸쳐 반 으로 수행

된 연구분야 혹은 특정기간에만 수행된 연구분야를 쉽

게 악할 수 있다. 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요소

들 에 융합연구와 련된 정부정책 키워드들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이와 련된 동향 악이 가능하다.

를들면, 인재양성, 산업육성, 그리고 융합교육은 1

기부터 5기까지 5개 기간과 연결되어있다. 이 키워드들

은 10년간 반 으로 수행된 정부정책임을 알 수 있

다. 한 블로그와 뉴스  신문기사 모두 1기와 2기에 

키워드 ‘융합 시 ’가 연결되어있다. 이는 1기와 2기에 

국내에서 본격 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

다. 한 블로그에서는 5기에만 키워드 ‘융합 학부’가 

나타난다. 이는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5기에 

학에서 융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

년 동안 수행된 융합연구 동향을 악하고자 하 다. 2

년 단 로 기수를 잡았을 때, 1기의 표 인 융합연구 

분야는 친환경이고, 2기는 스마트, 3기는 정보통신, 4기

는 로 , 5기는 인공지능이다. 1기, 2기, 5기는 정부정책

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동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정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반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는 조 으로, 융합연구 키워드에 한 네트워

크 분석 결과가 분산형 구조라는 것은 10년 동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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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되고 있는 융합연구 분야와 연구기 들이 

존재하며, 융합연구와 련된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일

성 있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주로 과학기술에 집 으

로 투자하고 있는 융합연구 황을 볼 때, 미래 융합연

구의 발 을 하여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융합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한 소셜미디어 상

에서 나타나는 연구기  련 키워드로 보았을 때, 정

부출연연구소와 같은 특정 기 에서 수행된 융합연구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융합연구와 련하여 

연구비가 특정 연구기 에 편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융합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많은 연구자들에게 

융합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해서 다양한 연구기

에 연구비를 지원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와 뉴스  신문기사에서 나타

나는 융합연구 련 데이터를 수집하 다. 블로그에서

는 문화와 디자인과 같이 체능 계열에 한 융합연구

를 많이 홍보하고 있으며, 뉴스에서는 화학, IT 같은 공

학 계열에 한 융합연구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은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해

석하여 동향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다. 

한 키워드 ‘생명’과 ‘바이오’는 같은 연구분야를 나타내

는 핵심키워드인데, 이와 같은 연구분야 키워드에 한 

동의어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구분야 키워드 순

를 정확하게 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서 나타나는 검색결과가 항상 융합연구에 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 으로 동향을 악

했다는 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검색키워드를 ‘융합연구’가 

아닌 ‘인문사회 융합연구’ 혹은 ‘이공계 융합연구’와 같

이 세부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음동의어에 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융합연구에 한 동향을 보다 

세부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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