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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requency analysis of scientific terms us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is a simple concept,

but as relevant data become more widespread, manual analysis of all data is practically impossible or only

possible to a very limited extent. In addition, as the scale of oceanographic research has expanded to

become much more comprehensive and widespread, the allocation of research resources on various topic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is study, the frequency analysis of scientific terms was performed using

text mining.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is a general-purpose scholarship database, totaling 2,878 articles.

Hypoxia, which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marine environment, was selected as a research field and the

frequencies of related words were analyzed.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were ‘Organic matter’,

‘Bottom water’, and ‘Dead zone’ and specific areas showed high frequenc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allocation of research resources to the frequency of use of related terms in specific

fields when planning a large research project represented by single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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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텍스트 마이닝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서자료 분석기

술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료(Data)를 논할 때에는

수치형 자료들을 언급하지만, 유사 이래 인간이 가장 많

이 다뤄온 자료는 문자 자료이며 보고서, 논문과 같은 정

제된 고급 자료들이 문자 자료 형태로 발간된다. 문자 자

료의 분석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

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

문에 제한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양 유관 분야에

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은 사용 사례가 극히 적은 편이며

SCOPUS Data Base에서 검색한 결과, 해양 분야 저널에

서 ‘Text mining’이 제목, 초록, 주제어에 포함된 국외 논

문은 2019년 2월 21일 기준으로 4편이다(Hui 2017;*Corresponding author. E-mail : hycho@kio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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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d 2017; Pita et al. 2018; Wu et al. 2018). 이 연구들

은 레저어획에 대한 관리 문제, 환경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조사, 저널의 초록 분석을 이용한 해양의 지속 가능

성 및 해결 방안, 해안 개발 허가 절차의 검토에 관한 논

문이며 해양 정책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Bibliometri*’를 포함한 논문 검색 결과 중

유의한 결과는 4편으로, 23년간의 연안 생지화학 연구동

향, 해양 순환 관련 연구 동향, 하구 오염 관련 연구 동

향,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대한 서지정보 분석 정

도가 존재한다(Gattuso et al. 2005; Zhang et al. 2009;

Sun et al. 2012; Costa and Caldeira 2018).

이를 제외하고 이학 및 공학 분야에서 Text mining을

사용한 사례는 유전자 표현형 분류에 사용한 사례가 있

으며, 기후변화에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는 조직의 문서

들을 분석하여 반박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Van Driel et

al. 2006; Boussalis and Coan 2016). 국내에서는 해양관

련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수행된 연구로 해

양 공학 분야의 동향분석 사례가 있다(이 등 2018). 데이

터과학 분야에서는 수치화된 연구 결과들을 Text mining

기법을 통해 수집하여 특정 분야의 메타분석을 가능케

할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구현되지

는 않고 있다(Gavish and Donoho 2012; Donoho 2017).

Yang et al. (2018)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관한 논문 동향을 살펴보았고 그 가능성

을 제시했으나 현재 기술로 전문가의 Review와 같은 정

성평가에 견주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보고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논문 서지정보

DB의 개선 및 빠른 자료 축적으로 방대한 서지정보가

구축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어떤 연구분야에서 연구내용

의 유추가 가능한 단어의 사용 빈도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Text Mining 기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기법은

‘hypoxia’ 단어로 대표되는 ‘빈산소수괴’ 연구분야에 적

용하였으며, 적용-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한계 및 개선

방안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자료 및 도구

SCOPUS와 Web of Science(이하 WOS)는 대표적인

학술 Data Base(DB)로, SCI(E), SSCI(E)를 포함하여

2만개 이상의 저널에서 출판되는 논문의 서지정보를 보

유하고 있다. DB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 및 도서관은 이

DB를 통해 등록된 논문의 서지정보 및 구독중인 저널

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서지정보

(Bibliographic Data)란 출판물의 부가정보들이 기록된

자료를 말하며 논문의 경우 제목, 저자, 초록, 연도, 고유

식별번호(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빈산소수괴 관련 분야의 서지정보를 다

운로드 받았다. 검색조건의 입력 방식 및 보유하고 있는

서지정보가 DB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누락 방지와

편의(Bias)없는 결과 분석을 위해 두 DB의 자료를 병합

하여 사용했다. SCOPUS DB를 기준으로 하고 WOS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DB 검

색의 기초 조건을 설정하고 이 조건을 통해 검색된 논문

약 25,000편 중, 빈산소 분야 연구자의 정성평가를 통해

관련 분야 저널을 선별했다(부록). 이후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여 병합한 전체 자료는 2019년 2월 8일 획득한 자

료를 기준으로 1953−2019년까지 총 6,111편이었으나,

검색조건을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산소수괴와 관련

되지 않은 논문 정보가 다수 유입되었다. DB 검색 조건

은 해양관련 키워드인 ‘Ocean’, ‘Sea’, ‘Marine’, ‘Coast’

등을 기본으로 검색하나, ‘Science’, ‘PLOS ONE’,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와 같은 저널들에

도 빈산소수괴 관련 논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경험에 따라 연구 분야(Subject Aera)

또는 저널명 등을 선별해야 하며 분석과정에서도 빈도분

석 결과에 따라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을 반복제거

해야 한다. 예를 들어 Hypoxia 용어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어류 체내의 낮은

산소 현상에도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나 어류 체내의 빈산소와 연관된 tissue, vascular

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논문을 제외하였다. 위 과정을 거

쳐 선별된 2,878(ND)편의 논문 서지정보를 프로그래밍

언어 R의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및 시각화 라이브

러리가 사용하여 분석했다(Meyer et al. 2008; Rudis and

Embrey 2016; Silge and Robinson 2016; Wickham

2017; Dawei and Guan-tin 2018).

(DB 검색 조건 및 사용 라이브러리 − 부록 참조).

단어 빈도 분석

단어의 빈도 분석에는 N-gram을 사용했다. N-gram은

N개의 단어뭉치를 뜻하는 용어로, N = 1일 때 Unigram,

N = 2일 때에는 Bigram과 같이 나타낸다. Unigram만으

로는 전문영역인 논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합성어가 누락

될 수 있기 때문에 빈도분석 시 Unigram을 제외하고,

Bigram(N = 2) 및 Trigram(N = 3)까지 확장하여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논문 서지정보의 분석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s)와 같은 텍스트의 분석과 차별화된 점은 피인용

이라는 부가정보가 부여된다는 점인데, 이 정보를 가중

치로 이용하는 것은 단어의 단순 빈도 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가 사용된 논문의 영향력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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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학술지 영향력 지수(Journal Impact Factor)와 궤

를 같이 한다. 그러나 피인용 수는 높은 왜도(Skewness)

때문에 가중치로 변환 시 주의가 필요하며, 피인용 가중

치 CWi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 자료 내의 피인용수를

Ordered Quantile 방법으로 정규분포에 가깝게 변환하여

사용하였다(Bartlett 1947; Van der Waerden 1952;

Perterson 2017).

CNormalized = 

CWi = CNormalized + min(CNormalized) + 1

여기서, Φ-1는 Gaussian 확률밀도함수 Φ = 의

역함수이다. 가중계수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최솟값을 1

이상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피인용 가중치 CWi 적용 유

무에 따른 중요 단어의 순위 변화를 검토한다.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

같은 문서에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연결

빈도를 분석하였다. 동시출현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으로 최근에는 미생물들의 관

계를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Tapio et al. 2017).

여기서는 같은 문서에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을 살펴보

는 것으로 주제와 주제, 주제와 공간, 공간과 공간의 연

관성을 살펴보았다. 동시출현 네트워크는 Group 1:

2011−2018, Group 2: 2001−2010, Group 3: 이외 기간

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이 중 Group 1과 2를 비교하였

다. 자료는 논문 기준으로 Group 1은 1,567편, Group 2

는 767편이 사용되었다. 가독성을 위해 상위 1−2%에 해

당하는 비율의 키워드를 선별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

했다.

3. 결 과

N-gram 빈도 분석

빈산소수괴 관련 논문의 초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

한 Bigram은 399의 빈도를 나타낸 ‘organic matter’ 였으

며 그 뒤를 ‘bottom water’(296)와 ‘baltic sea’(246),

‘dead zone’(219), ‘organic carbon’(213), ‘climate change’

(179), ‘mississippi river’(168) 등이 뒤따랐다(Fig. 2a).

단어의 빈도를 통해 정량적으로 어떤 주제나 지역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는지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Fig. 2

의 a는 피인용 가중치(CWi)를 적용하지 않은 순수한 출

현 빈도이고 b는 피인용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표현한 결

과이다. 단어가 등장한 논문의 피인용 수가 높을수록 보

정된 빈도가 높아지므로, Fig. 2의 a, b의 결과 비교를 통

해 ‘primary production’에 의한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과 ‘climate change’와 ‘marine

ecosystem’의 보정빈도 증가로 기후변화가 빈산소수괴에

미치는 영향 및 빈산소수괴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많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Fig.

2c). 다만, ‘dead zone’의 빈도 증가는 가장 많은 피인용

수를 가진 Diaz and Rosenberg (2008)의 논문에 의해 견

인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빈산소수괴 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 단어로 해석 관점에서 실익은 없는 단어이기 때문

에 실제 정성적으로 더 중요한 단어는 극단적으로 높은

피인용 수를 가진 소수 논문에 등장하는 범용 단어에 가

려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hypoxic zone’, ‘minimum

zone’과 같은 단어도 빈산소 분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경

우 범용 단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상위 100개의 단

어 빈도 및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피인용 가중치를 부

여한 결과가 일부 분포 구간에 있는 주제어들의 노출에

영향을 주었다(Fig. 1b, c).

Bigram에서 탐지되지 않는 3어절 이상의 단어들은

Trigram을 이용해서 살펴본 결과, 피인용 가중치를 부여

하지 않았을 때에는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118), ‘oxygen minimum zone’(116), ‘bottom water

oxygen’(76), ‘east china sea’(50), ‘sediment water

interface’(45)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Fig. 3a). 그

러나 피인용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oxygen minimum

zone’(335),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313),

‘bottom water oxygen(223)’, ‘east china sea’(142),

‘water oxygen concentration’(125) 순서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Fig. 3b). Bigram의 예처럼 피인용 가중치를 부

여한 Trigram의 단어 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자료를

병합(Full join)하여 상위 빈도 단어를 비교해본 결과, 순

위변동으로 인해 각 그룹에서 순위에 벗어나는 단어가

나타났다. Trigram 역시 실제 동향 분석 시에는 정성적인

의미가 없는 ‘water dead zone’ 등과 같은 단어를 배제하

고 해석해야 하며, 본 분석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후처리

(Postprocessing)가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Fig. 3c).

연구지역 동향 파악

연구지역은 연구동향 분석 시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

이며, 본 연구에서는 ‘bay’를 포함한 단어들을 선택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했다. Sea, Ocean, Sound, Coast 등 지역

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많으나 영역의 범위(Scale)가

크게 차이 나거나 상위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예. 남해∋진해만 등)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동

일한 조건에서 비교 가능한 Bay를 선택하였다. 다만 Bay

를 키워드로 갖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연구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단순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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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s of visualized top 100 Bigrams according to the citation weights (a, b); Variations of Bigram

distribution (c) and ran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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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igram frequency including ‘bay’ in Hypoxia articles: non citation 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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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gram frequency including ‘bay’ in Hypoxia articles: non citation weighted

Fig. 4. Bigram frequency including ‘bay’ in Hypoxia articles: citation 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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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apeake bay’(153)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고,

‘tokyo bay’(38), ‘narragansett bay’(18), ‘isahaya bay’

(14), ‘jinhae bay’(13), ‘terrebonne bay’(13)의 순서로 나

타났다(Fig. 4).

피인용 가중 빈도를 적용했을 때에는 ‘Chesapeake

bay’(398)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고, ‘tokyo bay’

(99), ‘narragansett bay’(59), ‘jinhae bay’(44), ‘isahaya

bay(41)’, ‘terrebonne bay(37)’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해

만(jinhae)은 단순 출현빈도에서는 6번째 순위를 기록했

지만 피인용 가중치 적용 이후에 4번째로 상승하여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빈산소수괴 연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okyo bay의 경우 단순 출

현빈도가 2번째로 나타났으나 출현빈도 대비 연구의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국가 단위로는 단순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bay 중 연구지역 중 미국 12개, 일본 4개, 한국, 뉴질랜

드, 독일, 러시아가 각각 1개씩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연

구가 가장 많았고, 이중에서도 미국 동부연안이 주를 이

뤘다. 국내의 경우 진해만이 6위에 위치하여 활발한 연구

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

가장 빈번히 함께 나타난 단어 ‘gulf’와 ‘mexico’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빈산소수괴발생

해역인 Gulf of Mexico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Louisiana’, ‘continental’, ‘shelf’

또한 동일한 지명을 지시한다(Fig. 5). 이 지역과 빈번히

함께 나온 단어로는 ‘phytoplankton’, ‘sediment’이 있으

며, ‘sediment’는 또한 ‘chesapeake’, ‘osaka’, ‘japan’,

‘bay’와 빈번히 함께 출현하였다. 이 지역들도 Gulf of

Mexico와 함께 빈산소수괴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해역이다. ‘sediment’는 다른 한편으로는 ‘organic’,

‘matter’, ‘carbon’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빈산소수괴 형성 메커니즘의 핵심 키워드이다. 즉, 식물

플랑크톤 대발생으로 인한 저층 유기물 축적은 퇴적물에

서의 산소소모를 촉진하여 빈산소수괴를 형성시킨다. 다

음으로 빈번히 함께 나타난 단어로는 ‘river’, ‘estuary’,

‘mississippi’등으로, 이 빈산소수괴가 강 하구와 연관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Gulf of

Mexico와 Chesapeake bay는 둘 다 강 하구 유역이다. 

2010년 이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서는 단어

출현 간의 연관성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큰 경향은 이전 10년과 유사했다(Fig. 6).

Gulf of Mexico와 Chesapeake Bay가 가장 빈번히 나타

났으며, 이들과 연관된 키워드인 ‘sediment’, ‘organic’,

‘matter’, 도 유사하게 빈번히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특

히 달라진 점은 유기물과 연관되어 빈번히 나타난

‘nitrogen’, ‘nitrate’, ‘phosphorus’, ‘flux’ 등으로 질소와

인 영양염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해 졌음을 나타낸다. 또

한가지는 ‘river’, ‘estuary’와 함께 ‘east’, ‘china’,

Fig. 5. Co-occuring words network during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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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tze’, ‘pearl’ 등 출현인데, 이로 미루어 더 최근 들어

동중국해와 인근 강하구 유역에서 발생하는 빈산소수괴

연구 빈번해 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 ‘climate’,

‘change’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연안 해

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대양 상층

수의 산소농도 감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

이 있다(Keeling et al. 2010; Oschlies et al. 2018). 네트

워크 분석은 앞선 단순 빈도 분석에 비해 좀더 심층적인

동향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토 의

논문 서지정보의 전처리

문자 자료의 전처리(Preprocessing)는 전체 분석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적으로 많은 부분일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전처리 과정에 상당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사한 주제로 수행된 연구들

의 자료 처리 과정과 연구 과정에서의 정성적인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논문 서지정보 자료처리 절

차 및 고려사항은 다음의 a내지 e와 같다. 

a.자료 수집 단계에서 DB에 입력한 검색조건으로 받

은 결과에는 원치 않는 분야의 논문이 다수 포함되

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수집 후에도 비관련분야 문서

를 여과하는 데에 사용하는 제외어(Stop words; 범

용어, 일반동사, 관사 등) 등의 조건과 분석단계 및

시각화 단계에서 여과하는 데에 사용하는 제외어를

따로 두었다. Yang et al. (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연구분야의

단어 처리는 전문가의 정성평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

문에 관련분야 지식을 이용하여 결과 산출과 제외어

수정을 반복해야 한다.

b.분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전반적인 동향 파악을 위한 분석의 경우,

특정 문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가중치를 낮

추고, 특수한 분야에 해당하는 단어일 때에는 제외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relaxin’이나

‘cysteine’과 같은 단어는 IDF 값이 매우 높은데 분

석 목표인 해양 환경 분야의 ‘Hypoxia’ 현상과는 무

관한 단어이므로 제외어로 등록했다.

c. N-gram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제외어의 배제로 인

해 영향을 받는 합성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외어 갱신 과정에서 ‘eddy’와 같은 단어들을 제외

어로 등록하여 문서를 여과하면, ‘eddy diffusion’과

같이 빈산소 수괴의 특성 및 발생 원인을 설명해주

Fig. 6. Co-occuring words network during last decade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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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성어가 여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d.언론 기사, Web Crawling 및 기타 문헌과 비교하여

논문 서지정보의 중요한 특성인 피인용 수 정보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사례

를 참고했을 때 전처리 기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거나, 연구자의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연구목적에 적합한지 정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조

와 김 2012; 조 등 2014; 정과 박 2015; Gattuso et al.

2005; Sun et al. 2012; Costa and Calderia 2018). 

피인용 가중치 적용

문서 단위의 단어 빈도(TF, term frequency) 분석을 수

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IDF를 가중치로 부여하며 각각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Sparck 1972; Robertson 2004).

TF(t, d)는 문서 dj (j = 1, 2, ..., ND)에 출현하는 단어 ti

(i = 1, 2, ..., Nt) 빈도, 

ND는 분석에 사용한 문서의 수(2,878편),

Nt는 분석에 사용한 문자의 수(Bigram=76,509개;

Trigram=45,891개), 

IDF는 DF의 역수(1/DF), DF(ti)는 특정 단어 ti가 등장

Fig. 7. Distributions of raw and normalized citation (a, b) and annual variations of total citation (c) 

Table 1. Ten Most Frequent words ranked by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

Top 10 words ranked by IDF

1. oph 2. vb 3. graphite 4. vegetable 5. germ

6. relaxin 7. dig 8. varian 9. danube 10. melat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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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서의 개수(≤ND)이다.

단어빈도 TF는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 수를 나

타내며, 분석하는 문서의 길이가 크게 다를 경우 전체 문

장길이(전체 단어개수)를 고려하여 비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문 초록의 특성상 어느 정도 정형화된 구

조를 가지고 있고 초록의 길이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빈도를 그대로 사용한다. DF는 특정

단어 t가 등장한 문서의 개수(빈도, DF = Document

Frequency)를 의미하며, IDF는 DF의 역수이다. IDF 수

치를 이용하여 문서 집합 전체에서 특정 문서에만 등장

하는 단어(매우 큰 IDF 수치)를 찾을 수 있으며, 범용 단

어(아주 작은 IDF 수치)를 여과 또는 가중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DF 값이 높게 나타

나는 단어는 분석 목표인 ‘빈산소수괴’ 연구 분야가 아니

라 대개의 경우 다른 분야의 단어로 나타났기 때문에 높

은 IDF 값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 빈산소수괴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제외하였다(Table 1).

전문 용어들이 다수 사용되는 논문 특성에 따라 TF-

IDF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의 파급력 있는 단어 파악이 목적이라면 피인용수를 사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인용수의 분포는 피인

용수가 적은 구간에 자료가 집중되며 피인용수가 증가할

수록 확률밀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형태이다(Fig. 7a). 따

라서 해당 분포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변환하여 특정 논

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갖지 못하

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Fig. 7b).

그러나 정규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Diaz and Rosenberg

(2008)의 연구와 같이 인용수가 극도로 높은 논문에 등장

하는 일반단어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

문에 IDF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학술적으로 중요

한 단어와 일반 단어를 선별하는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

다. 또한 피인용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수치로

출판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논문과 분석 직전 출판

된 논문의 비교가 어려우며, 전체 과학논문의 피인용 수

증가 경향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Fig. 7c).

한계 및 활용 가능성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 방법,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단어들의 연관성 분석으로

도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어(同義語; Synonym)와

약어(略語; Acronym)의 처리에 주의해야 하며 사전적 의

미만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며 진해만의 영

문 표기 방식이 ‘Chinhae’에서 ‘Jinhae’로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외의 경우 이런 지명 변화 또는 이명

(異名; 같은 지역을 달리 부름)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동

음이의어(同音異義語; Homonym)는 수질 관점에서 화학

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과 어류

인 대구(cod)의 예가 있으며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

면 구분이 쉽지 않다. 

Yang et al. (2018)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재 텍스트 마이닝의 기술 수준은 정성적인 Review의 정

량적 지원단계이므로 고해상도 분석보다는 동향 파악 등

의 메타분석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 연구에

서는 별다른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논문 초록 정보만을

사용했으나 전문(全文; Full-text; 본문을 포함한 모든

문자)을 이용했을 때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차이

가 보고된 바 있다(Westergaard et al. 2018). 현재 연구

자료를 획득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전자도서

관(library.kiost.ac.kr)의 경우 검색된 모든 논문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자료 접근성의 제한

으로 인해 전문 이용 가능한 논문들로만 분석을 수행했

을 때 편의(Bias)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학논문 정보의 누적은 가

속화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정보 습득이 요

구되는 과학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Landhuis

(2016)는 이러한 정보 과부하 상황에서 적절한 큐레이션

(Curation)이 필요하다고 하며 효율적인 정보 습득의 중

요성을 주장한다. 향후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논

문 정보가 보다 쉽게 이용이 가능해지면 텍스트 마이닝

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원하는 정보를 여과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해양 분야에서는 전문 분야의 과학적인 해석보다는 서지

정보학 관점에서의 동향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

양 순환 관련 연구 동향, 하구 오염 관련 연구 동향과 같

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Zhang et al. 2009; Sun et al.

2012). 타 분야에서는 문자 정보를 기존 연구 대상인 수

치정보와 연계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Wall Street

Journal의 기사를 이용하여 주가 예측 모델링 연구를 수

행하였고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

한 사례가 있다(Ming et al. 2014). 해양 관련 분야에서도

언론이나 논문의 문자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례와 같은

모델링 연구 수행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Gattuso et al. (2005)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특정 분야 및 지역에 편중된 연구 결과를 정량

분석하여 향후 연구 기획 시 연구자원의 배분을 위한 근

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논문 서지정보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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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빈산소수괴 연구와 관련된 주제어의 정량화

를 수행했다. 또한 논문 정보의 중요한 특성인 피인용 수

를 정량화 시킨 단어 빈도에 가중치로 부여하여 단어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순 출현 빈도가 높은 단

어와 영향력이 높은 단어가 구분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

제 해당 연구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

었다. 연구지역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목표 단어를

포함한 여과를 통해 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또한

피인용 가중치를 통해 실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통해 주제어간의 관계 변화를 살

펴보았다. 그러나 논문의 초록 정보만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본문에 포함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방법론

에 해당되는 정보는 획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전반적인 연구 동

향 분석은 연구 기획 단계에서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 자

원 배분이나 정책제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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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에 사용된 라이브러리 기능

‘bibliometrix’: 서지정보 전용 분석 도구

‘ggplot2’: 시각화

‘pluralize’: 영단어 단수, 복수화 도구

‘tidytext’: N-gram 분석(tokenization)

‘tidyverse’: 효율적인 자료 입출력 및 변환

‘tm’: 종합 텍스트 마이닝 분석 도구

‘wordcloud2’: wordcloud 시각화

2. SCOPUS, Web of Science 서지정보 검색 조건

2.1. Searching Query(SCOPUS)

검색일: 2019-01-25

( TITLE ( "hypoxi*" OR "deoxygenation" OR "Oxygen W/1 loss" OR "Oxygen loss" OR "Low W/1 oxygen W/1 condition" OR

"Low W/1 oxygen W/1" OR "Oxygen W/1 deficien*" OR "Oxygen deficien*" OR "Dead zone" OR "Dead zones" OR "Low W/1

oxygen W/1 water" OR "Low oxygen water" ) OR KEY ( "hypoxi*" OR "deoxygenation" OR "Oxygen W/1 loss" OR "Oxygen

loss" OR "Low W/1 oxygen W/1 condition" OR "Low W/1 oxygen W/1" OR "Oxygen W/1 deficien*" OR "Oxygen deficien*" OR

"Dead zone" OR "Dead zones" OR "Low W/1 oxygen W/1 water" OR "Low oxygen water" ) AND NOT ( TITLE-ABS-

KEY ( "neur*" OR "medic*" OR "pharm*" OR "in vivo" OR "cancer" ) OR SRCTITLE ( "medi*" OR "nurs*" OR "vete*"

OR "dent*" OR "heal*" OR "mult*" OR "phar*" OR "neur*" OR "arts*" OR "clinic*" OR "physio*") ) ) AND ( EXCLUDE

( SUBJAREA,"MEDI" ) OR EXCLUDE ( SUBJAREA,"PHAR" ) OR EXCLUDE ( SUBJAREA,"NEUR" ) OR EXCLUDE

( SUBJAREA,"NURS" ) OR EXCLUDE ( SUBJAREA,"HEAL" ) OR EXCLUDE ( SUBJAREA,"ARTS" ) OR EXCLUDE

( SUBJAREA,"DENT" ) OR EXCLUDE ( SUBJAREA,"VETE" ) ) 

검색 결과 25,700편(2019-06-18 기준) 중 빈산소수괴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나 기본 검색조건으로 여과되지

않은 저널은 관련 전공 분야 전문가의 정성평가를 통해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111편이 선별됨.

2.2. Searching Query(Web of Science)

검색일: 2019-02-08

((TI=(hypoxi* OR dioxygen* OR Oxygen loss OR Low oxygen condition OR Low oxygen OR Oxygen deficien* OR Dead zone

OR Dead zones OR Low oxygen water) NOT TI=(neur* OR medic* OR pharm* OR in vivo OR cancer) NOT SO = (medic* OR

nurs* OR vete* OR dent* OR heal* OR mult* OR phar* OR neur* OR arts* OR clinic* OR physio*))) AND 언어: (English) 

범위 재설정 기준: 문서 유형: ( ARTICLE OR LETTER OR NOTE OR REVIEW ) AND [제외] WEB OF SCIENCE 범주:

( PHYSIOLOGY OR CELL BIOLOGY OR ONCOLOGY OR NEUROSCIENCES OR MEDICINE RESEARCH

EXPERIMENTAL OR RESPIRATORY SYSTEM OR PHARMACOLOGY PHARMACY OR SPORT SCIENCES OR CARDIAC

CARDIOVASCULAR SYSTEMS OR PERIPHERAL VASCULAR DISEASE OR PEDIATRICS OR RADIOLOGY NUCLEAR

MEDICINE MEDICAL IMAGING OR HEMATOLOGY OR PHYSICS CONDENSED MATTER OR CLINICAL NEUROLOGY

OR IMMUNOLOGY OR PLANT SCIENCES OR SURGERY OR MEDICINE GENERAL INTERNAL OR OBSTETRICS

GYNECOLOGY ) AND [제외] WEB OF SCIENCE 범주: ( NANOSCIENCE NANOTECHNOLOGY OR ENGINEERING

ELECTRICAL ELECTRONIC OR CRITICAL CARE MEDICINE OR MATERIALS SCIENCE MULTIDISCIPLINARY OR

ENDOCRINOLOGY METABOLISM OR ANESTHESIOLOGY OR CHEMISTRY MEDICINAL OR GENETICS HEREDITY OR

TOXICOLOGY OR UROLOGY NEPHROLOGY OR FOOD SCIENCE TECHNOLOGY OR OPHTHALMOLOG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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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LOGY OR PATHOLOGY OR ENERGY FUELS OR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AND [제외] WEB OF

SCIENCE 범주: ( MATERIALS SCIENCE COATINGS FILMS OR DENTISTRY ORAL SURGERY MEDICINE OR

CRYSTALLOGRAPHY OR HORTICULTURE OR MATERIALS SCIENCE CERAMICS OR NUCLEAR SCIENCE

TECHNOLOGY OR AGRICULTURE DAIRY ANIMAL SCIENCE OR METALLURGY METALLURGICAL ENGINEERING OR

OTORHINOLARYNGOLOGY OR SPECTROSCOPY OR VIROLOGY OR OPTICS OR DERMATOLOGY OR

ELECTROCHEMISTRY OR ORTHOPEDICS OR AGRONOMY OR AUTOMATION CONTROL SYSTEMS OR CELL TISSUE

ENGINEERING OR MINERALOGY OR SOIL SCIENCE OR ENGINEERING BIOMEDICAL OR ENTOMOLOGY OR

ASTRONOMY ASTROPHYSICS OR PUBLIC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 OR FORESTRY OR

EMERGENCY MEDICINE OR COMPUTER SCIENCE THEORY METHODS OR VETERINARY SCIENCES OR

INTEGRATIVE COMPLEMENTARY MEDICINE OR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OR RHEUMATOLOGY OR

ANATOMY MORPHOLOGY OR TRANSPLANTATION OR ENGINEERING MECHANICAL OR ENGINEERING

INDUSTRIAL OR MICROSCOPY OR PARASITOLOGY OR TROPICAL MEDICINE OR POLYMER SCIENCE OR PHYSICS

FLUIDS PLASMAS OR ERGONOMICS OR NUTRITION DIETETICS OR MATERIALS SCIENCE TEXTILES OR

MATERIALS SCIENCE BIOMATERIALS ) AND [제외] WEB OF SCIENCE 범주: ( PALEONTOLOGY OR MEDICAL

INFORMATICS OR SUBSTANCE ABUSE OR MYCOLOGY OR COMPUTER SCIENCE SOFTWARE ENGINEERING OR

MEDICINE LEGAL OR PHYSICS MATHEMATICAL OR INSTRUMENTS INSTRUMENTATION OR ANDROLOGY OR

ANTHROPOLOGY OR PSYCHIATRY OR HEALTH CARE SCIENCES SERVICES OR MATERIALS SCIENCE

CHARACTERIZATION TESTING OR ENGINEERING CIVIL OR PSYCHOLOGY CLINICAL OR AGRICULTURAL

ECONOMICS POLICY OR BEHAVIORAL SCIENCES OR PSYCHOLOGY BIOLOGICAL OR PSYCHOLOGY

EXPERIMENTAL OR ENGINEERING AEROSPACE OR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OR AGRICULTURE

MULTIDISCIPLINARY OR ROBOTICS OR MATERIALS SCIENCE PAPER WOOD OR ACOUSTICS OR PSYCHOLOGY OR

INFORMATION SCIENCE LIBRARY SCIENCE OR MATHEMATICS APPLIED OR ORNITHOLOGY OR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OR PHYSICS PARTICLES FIELDS OR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OR REHABILITATION OR NURSING OR SOCIAL SCIENCES BIOMEDICAL OR GERONTOLOGY OR

ALLERGY OR MECHANICS OR AUDIOLOGY SPEECH LANGUAGE PATHOLOGY OR QUANTUM SCIENCE

TECHNOLOGY OR BUSINESS OR COMPUTER SCIENCE CYBERNETICS OR REPRODUCTIVE BIOLOGY OR

ENGINEERING GEOLOGICAL OR MATERIALS SCIENCE COMPOSITES OR ETHICS OR MATHEMATICS OR

GEOGRAPHY OR PHYSICS NUCLEAR OR HISTORY PHILOSOPHY OF SCIENCE OR AGRICULTURAL ENGINEERING

OR IMAGING SCIENCE PHOTOGRAPHIC TECHNOLOGY OR GERIATRICS GERONTOLOGY OR INFECTIOUS DISEASES

OR MEDICAL ETHICS OR MATHEMATICAL COMPUTATIONAL BIOLOGY ) AND 문서 유형: ( ARTICLE OR LETTER OR

REVIEW OR NOTE ) AND [제외] WEB OF SCIENCE 범주: (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OR FISHERIES OR

BIOTECHNOLOGY APPLIED MICROBIOLOGY OR BIOLOGY ) AND [제외] WEB OF SCIENCE 범주: ( PHYSICS

MULTIDISCIPLINARY OR CHEMISTRY PHYSICAL OR CHEMISTRY ANALYTICAL OR BIOPHYSICS OR CHEMISTRY

INORGANIC NUCLEAR OR MICROBIOLOGY OR BIOCHEMICAL RESEARCH METHODS OR PHYSICS APPLIED OR

PHYSICS ATOMIC MOLECULAR CHEMICAL ) AND [제외] 원본 제목: (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OR CHEMICAL COMMUNICATIONS OR ORGANIC LETTERS OR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OR CHEMICAL REVIEWS OR CHEMISTRY A EUROPEAN JOURNAL OR JOURNAL OF THE CHEMICAL

SOCIETY CHEMICAL COMMUNICATIONS OR TETRAHEDRON LETTERS OR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OR

CHEMISTRY LETTERS OR JOURNAL OF PORPHYRINS AND PHTHALOCYANINES OR ADVANCED SYNTHESIS

CATALYSIS OR JOURNAL OF THE CHEMICAL SOCIETY PERKIN TRANSACTIONS 1 OR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OR ARTERIAL CHEMORECEPTORS IN PHYSIOLOGY AND

PATHOPHYSIOLOGY OR PURE AND APPLIED CHEMISTRY ) 

색인=SCI-EXPANDED 기간=모든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