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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innov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2000s,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domain. while 

exploring the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convergence of appropriate technologies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 discovery process of challengeable research areas by 

means of the integration of heterogeneous fields which are based on the strategic 

formulation of ICT and chemical safety industry. In this paper, we consequently 

propose the 103 detailed convergent technologies based on ICT, especiall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t technology and smart big-data platform architecture, were derived 

from the research areas of the chemical safety field, We expect that research related 

to the safety field will be frustr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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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3년 오픈 이노베이션이 주창된 이후 산업 

영역에서의 융합은 영역 간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타 영역의 기술을 흡수하여 종

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1]. 시장 측면에서의 융합은 종전까지 명확하

게 구분 가능했던 서로 다른 이종의 기술, 제품, 

산업 등의 영역들이 연계되고, 그 연계로부터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2-4], 기술융합은 개별 학문 및 지식의 융

합인 과학융합이 미래 경제ᐧ사회ᐧ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융합연구 분야를 창조하는 기술

의 형태를 띠며 구현되는 현상이다[5-6]. 

기술융합은 주로 신기술 개발[7-8],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9-10]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기술융합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적정 기술들을 선별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화학안전산업의 연계방안 수립

을 통해 이종분야 융합을 통한 연구영역 도출 프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화학안전사고는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이를 소

홀히 하여 대형 재난으로 발전하는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화학안전

사고사례는 총 449건으로, 사고의 원인은 시설관

리 미흡 193건, 작업자 부주의 155건, 운송차량사

고 93건, 기타 8건 등이며, 사고의 형태는 누출 

343건, 폭발 40건, 기타 40건, 화재 26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11]. 따라서 ICT를 화학안전에 접

목시켜 누출의 위험이 있는 손상부위를 사전에 파

악하고, 상황 발생 시 발빠른 진단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의 판단에 앞선 스마트 화학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형 재난의 위험을 현저

히 감소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논문 

데이터셋의 저자키워드 동시발생행렬을 통해 ICT-

화학안전 분야의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매핑 가시

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야별 군집을 생성한 

후, 기술간 연관도를 바탕으로 영역간 융합을 통

해 도출되는 기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ICT 기반 화학안전산업 

연구개발 기술로, 특히 누출사고에 대한 대비 및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이

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기술에 한정하여 키워

드를 선정하고 검색식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검색은 Clarivate Analytics社의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분

석데이터 구축 관련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검색식은 화학, 안전, ICT 등 총 세 영역을 

AND조합으로 묶어 넓은 범위에서의 ICT 화학안

전산업 관련 논문을 탐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

되었다. 총 2,13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상위 

10개 국가⋅연도별 논문 건수는 Table 2와 같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ICT 화학안전 관련 

연구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위 1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는 최근 울산 화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화학공정시

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누출 및 폭발사고의 영향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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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CT 화학안전산업 논문 데이터셋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한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지형 

탐색을 수행하였다. 연구개발 지형 구현은 계량정

보분석방법의 하나로써, 데이터베이스 필드구성 

성분에 대한 동시발생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oS의 저자키워드를 활용하여 

Fig. 1과 같이 동시발생행렬을 생성했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결

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 정제 후 3번 이

상 출현한 키워드만을 사용하였다(thresholds≧3).

키워드 동시발생행렬은 단일 논문 내 저자키워

드가 동시에 출현할 경우, 이를 가중치로 계상하

여 행렬화한 테이블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키워

드 간 가중치가 큰 경우는 해당 키워드들의 연관

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 연관성을 

바탕으로 키워드의 군집을 형성하여 하나의 연구

Country/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CAGR

(%)

USA 101 92 110 113 136 127 679 4.7

China 33 24 45 44 76 94 316 23.3

UK 33 19 33 31 33 39 188 3.4

Germany 22 22 16 31 22 40 153 12.7

Italy 20 15 17 35 27 32 146 9.9

France 19 19 21 26 24 15 124 4.6

India 11 17 19 15 32 25 119 17.8

Canada 17 10 13 18 18 17 93 0

Spain 13 14 15 13 16 15 86 2.9

S. Korea 6 9 15 16 14 21 81 28.5

Japan 8 10 12 15 17 8 70 0

⋯⋯
Total 302 289 330 371 413 433 2,138 7.5

Table 2. The Number of Papers by Country, Year

DB Web of Science

Period 2011-2016

Query

TS=((chemi*) AND (safe* OR secur* OR sure*) AND ("telecommunications" OR "data 
mining" OR "database" OR "big data" OR "information engineering" OR "software" OR 
"middleware" OR "audio-visual system" OR "enterprise software" OR "hologram" OR "5G" 
OR "volumetric display" OR "3D scanning" OR "augmented reality" OR "tele-existance" 
OR "fog computing" OR "liquid computing" OR "HTML5" OR "electro-vibration" OR 
"grid computing" OR "deep learning" OR sensor* OR "algorithm" OR "internet of things" 
OR "internet of everything" OR "intelligence" OR "4G+" OR "massive MIMO" OR 
"neurocomputing" OR "Large scale data" OR "NOSQL" OR "Ubiquitous Sensor Network"))

The number 
of Papers

2,138

Table 1. Paper Datas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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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군집 생성을 위한 가시

화 도구로는 VOSviewer(Leiden University, NL)

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매핑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다[12].

               

 .              (1)

는 키워드 와 간 연결강도를 나타낸다. 

는 키워드 와 연결된 모든 선에 대한 가중치의 

합산값이며, 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선이 

가지는 가중치의 합산값이다. 는 와  사이의 

가중치로 표현된다. 즉 는 와 간 가중치가 높

을수록, 그 이외 다른 키워드와 , 의 연결 가중

치가 낮을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도출한 키워드간 연결 강도에 기반

하여 각 키워드의 좌표를 결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2)

은 첫 번째 키워드의 2차원상 위치를 나타낸

다. 은 전체 키워드의 개수이며, ∥ ∥은 

키워드 와  간 유클리드 거리이다. 전체 키워드

의 좌표를 구현하는 방식은 수식 (2)를 최소화하

는 형태인데, 해당 수식이 최소화되는 상황은 모

든 키워드가 동일한 한 점에 위치할 경우이다. 따

라서 네트워크 상의 키워드 배치를 넓히기 위해서

는 특정 조건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때의 제약조

건은 다음과 같다.

         
  

∥ ∥


.         (3)

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모든 연결선의 수이다. 따라서 제약조건에 따

라 와 는 동일한 좌표에 위치할 수 없으며, 수

식 (2)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연결 강도가 강한 

두 키워드는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 따라

서 전체 네트워크를 맵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연

관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며, 

일정 영역에 대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키워드에 

대한 군집을 형성할 수 있다.

3. 요소기술 도출 및 세부융합기술 해석

저자키워드의 동시발생행렬을 토대로 네트워크 

가시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키

워드의 군집을 통해 화학안전 연구영역 10개, 

ICT 연구영역 10개 등 총 20개의 영역이 도출되

었으며, 화학안전 연구영역은 위험요소 평가 및 

관리(Risk assessment & management), 화학물질 

Fig. 1 An Example of Co-occurrenc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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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Chemical Safety), 독성학(Toxicology), 약물 

안전(Drug Safety), 나노기술(Nanotechnology 

Safety), 화학 공정 안전(Process Safety), 식품안

전(Food Safety),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오염물질 관리(Contaminant Management), 녹색 

화학(Green Chemistr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크게 제품 생산 관련 도구로서의 화학안전

과, 화학공정 및 생산단계에서 생성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ICT 연구영역으로는 센서(Sensor), 컴퓨터 모델

링(Computer Modeling),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미지 분석(Image Analysis), QSA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최적화 기술

(Optimization), 시뮬레이터(Simulator),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전산유체(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등

의 연구주제가 도출되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지 분석, 시뮬레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등 기계학습 관련 연구영

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센서, 전

산유체 등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영역 역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프로세스로, 화학안전 및 ICT 분야의 연

구영역을 도출한 후 두 영역의 기술적 연계에 기

반을 둔 세부융합기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부

융합기술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상이한 두 영역의 

주요 키워드를 다대다 연결로 조합한 결과를 참조

하였으며, 최종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양한 기술

을 선정하였다. 세부 내용은 Fig. 3와 같다. 

Fig. 2 ICT-Chemistry Safety Research Are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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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3개의 세부융합기술이 도출되었으며, 기술

은 주로 화학안전 관련 영역에서 목적이, ICT 관

련 영역에서 도구로서의 역할이 합쳐진 형태로 나

타났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과 센서가 연계되어 

무선 수소 스마트 검출 센서, 백금 나노와이 기반 

공기중 수소 검출 센서, 유해화학물질 감지를 위

한 분자 임프린팅 기술, 천연가스 누출 감지를 위

한 무선센서 네트워크 등 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기술이 발견되

었다. 이는 현재 국내 화학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누출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비책

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화학 공정 안전과 시뮬레이터가 결합하여 도출

된 파이프라인 화학공정시스템 안전 및 생산 통합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하여 공정 상에서의 실수 

및 작업자 주의태만에 기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화학공정 사고 예방 및 대응 모델링, 

약물 부작용 사전 분석 예측 모델기술, 에너지소

재 폭발 예측 시뮬레이션 및 해석 등 다양한 융합

기술이 선정된 것을 살펴볼 때, 화학안전을 위한 

다방면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상이한 두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판별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간 기술의 다대다 연

결을 통해 새로운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프로세스

를 제안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특정 전문가 

집단의 인사이트를 통한 편향적 결과 도출이 아

닌, 구조화 데이터를 네트워크 형태로 치환하여 

분석⋅해석함으로써 가시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또한 기술융합 관련 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

존의 연구와 달리, 기술융합의 도입에 앞서 선행

되어야 하는 적정기술 탐색에 대한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프로세스 도출에 예시로 사용된 ICT

와 화학안전의 요소기술을 각각 10개씩 도출하였

고, 두 영역을 연계하여 총 103개의 세부융합기술

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융

합 및 ICT 화학안전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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