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인간공학 연구는 1911년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이라는 이론을 통해 시작되었다1). 

이후 1920년대 Frank와 Gilbreth가 동작에 관한 연구와 

공장 경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 이들은 주로 숙

련된 작업과 이에 관련된 피로감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과 장비 디자인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2). 하지

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한 공장 장비나 절차의 개선이 

계획 및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

어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인간공

학 인력들을 고용하여 생산품에 대한 인간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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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the abstract data of 
ergonomic studies registered in MEDLINE, a medical bibliographic database, using word 
embedding. Medical-related ergonomic studies mainly focus on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re are no studies on the analysis of words as data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iques, such as word embedding. In this study, the 
abstract data of ergonomic studies were extracted with a program written with selenium 
and BeutifulSoup modules using python. The word embedding of the abstract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word2vec model, after which the data found in the abstract were 
vectorized. The vectorized data were visualized in two dimensions using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SNE). The word “ergonomics” and ten of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in the abstract were selected as keyword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in the abstract of ergonomics studies include ”use”, 
”work”, and ”task”. In addition, the t-SNE technique revealed that words, such as 
”workplace”, ”design”, and ”engineering,” exhibited the highest relevance to ergonomics. 
The keywords observed in the abstract of ergonomic studies using t-SNE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Ergonomics studies registered with MEDLINE have investigated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workers performing an operation or task using tools, and in this 
study, ergonomics studies were identifi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using 
word embed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and diverse insights on future 
research direction on ergonom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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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감성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3). 이후 1980년대까지 군수 산업 혹은 우주 비행 분야

에 집중되었던 인간공학이 의학, 자동차, 컴퓨터 등 점

차 여러 분야에 확대되기 시작하였다4,5). 1990년대 이르

러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안전보건을 저

해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와 심리적 능력을 고려하여 작업 환경을 갖

추는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6). 이를 통해, 각 

산업 분야들은 제품, 작업, 환경 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인간공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31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칼럼인 ‘산업발달과 인간공

학’을 통해서 인간공학이 처음 소개되었으며, 1967년 

군수상보에 ‘인간-기계 계통’의 게재를 통하여 인간공

학의 기본 개념이 소개되었다7). 이후, 우리나라의 인간

공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2년에 대한인간공학회가 설립되었으며, 한국

표준과학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국가 출연연구

소에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팀이 구성되기도 하였다7). 

이와 더불어 인간공학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인간

공학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7).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산업보건 분야에 있어 근

골격계 질환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8).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의 강도가 강화되고 인

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증가하였고 이는 곧 근골격

계 질환의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문제는 양대 노총의 임·단협의 핵심쟁점으로 대두될 

정도로 노사 간 갈등 문제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9).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

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였

고, 유해요인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7).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특성들

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작업장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인간공학적 작업 환경 개선이나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였고 근골격계 질환

들을 예방 및 개선하기 시작하였다10,11). 그 결과, 점점 

많은 기업이 근골격계 질환을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

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골격

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공학적 작업장 평가와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해요인들을 제거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법들이 다방면으로 수

행되고 있다12,13). 이처럼 인간공학은 인간의 신체와 심

리적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과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발전해왔다. 

인간공학은 크게 신체 특성과 관련된 영역, 인지와 

관련된 영역, 기계와 관련된 영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인간공학에서 신체 특성과 관련된 영역은 의

학 분야 연구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9). 인간공학에서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특정한 일이나 동작과 연관되어 

신체 일부를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경, 근육, 인대, 관절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통증이나 

이상 감각, 마비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질환들을 총칭

하는 용어이다9).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으

로 인한 외부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9). 이외

에도, 공학 심리학, 인지 공학 등 인간의 심리와 인지 

영역을 공학과 연결하여 인간과 기계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

다14-16). 이처럼 인간은 인간공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

소이기에 의학 분야는 인간공학과 관련성이 높은 기초 

학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Word2vec은 비정형 데이터인 문자의 의미를 다차원 

벡터 공간에 표현하여 이를 통해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워드임베딩 방법 중 하나이

다17). 특히, 주변 단어를 고려하여 임베딩을 하므로 단

어들의 문맥상 의미도 정량화하여 문법적 해석과 단어

들의 거리를 통한 의미론적 추론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17). 기존 인간공학 연구들은 작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작업 환경을 기반으로 

그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나 발생률을 파악

하거나 이에 대한 예방과 개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주로 연산이 가능한 정형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방대하게 존재하는 인간공학 연구들 가운

데 의학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인간공학 연구들의 비

정형 데이터인 문자 자체를 데이터로 이용해 인간공학 

연구들에 대한 동향과 특징을 분석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에서 제공

하는 대표적인 의학 분야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에 

등록된 인간공학 연구들의 초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Word2vec 기반의 워드임베딩 방법으로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들의 초록에서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즉, Word2vec을 활용하여 초록을 구

성하는 단어들을 벡터화하고, 문맥을 통해 단어를 학

습시켰다.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벡터 공간에 존재하

는 논문들의 주요 단어들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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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들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에 등록되어 있는 

‘인간공학’ (Ergonomics)을 주제로 하는 논문들의 초록 

데이터를 워드임베딩 방식으로 모델링하여 연구 동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워드임베딩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언어를 숫자로 

변환하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하면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으로는 신경망 기반 학습 방식을 이용하는 워

드임베딩이 있다. 워드임베딩은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

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

미하며 분산 표현이라고도 한다17). 즉, 워드임베딩 과

정을 통해 언어를 모델링 하면 단어 간의 유사도를 반

영할 수 있도록 단어들의 의미를 숫자 형태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특정 단어들에 

대한 의미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

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워드임베딩 방법을 통한 자연

어처리기법들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컴퓨터 공학, 산업, 경제학,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8-20). 이렇듯, 워드임베딩 방법을 이용하

면 기존의 방식으로 다루어진 주제들로부터 점점 더 

다양하고 넓은 주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해진다. 

2.2 Word2vec
구글 (Google)의 Mikolov 등21)이 제안한 Word2vec 

모델은 단어를 수학적 형태로 표현하여 벡터의 형태로 

의미를 나타내는 워드임베딩 방법의 대표적인 모델이

다. 이러한 방법은 단어들의 의미 관계가 기계에 보존되

도록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Word2vec 

모델은 특정 임베딩 공간상에서 같은 유사도를 갖는 

단어들은 가까운 거리를 가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단

어들을 벡터의 형태로 보존한다. 이처럼, 워드임베딩 

방식으로 Word2vec 모델을 이용하면 주어진 문장에 

대한 단어들이 벡터의 형태로 보존되어 이에 대한 문

법적 해석과 단어들의 거리를 통해 의미론적 추론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Word2vec을 통해 학습

시킨 단어들 가운데 ‘한국’, ‘서울’, ‘일본’, ‘도쿄’가 존

재한다고 할 때, ‘한국’ - ‘서울’ + ‘일본’= ‘도쿄’와 같

은 의미론적 추론이 가능한 형태로 단어들이 보존되는 

것이다22). Word2vec 모델은 학습하고 예측하는 데 있

어 CBOW (Continuous Bag-Of-Words)나 Skip-gram 방

법을 이용한다. CBOW 방법은 Word2vec 모델의 하이

퍼 파라미터인 문맥 윈도우 k 값을 이용하여 주변에 2 

k 개의 단어들이 존재할 때 그 중심에 특정 단어가 나

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Skip-gram 방법은 중

심에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2k 개의 특정 조합을 가진 

주변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워드임

베딩을 수행한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Skip-gram 방법

이 CBOW 방법에 비교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도는 더 느리지만 대신 정확

도가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2). Cosine similarity는 내

적 공간의 두 벡터 간 각도의 코사인값을 이용하여 측

정된 벡터 간의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 데이터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2.3 t-SNE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Word2vec 모델을 통해 워드임베딩을 수행한 데이터

들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서는 더 적은 차원으로 데이터들을 축소해야 한다. 이

를 위해, 비선형적 차원 축소 방법으로 데이터상의 군

집들을 다른 방법들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고 보고된 Maaten와 Hinton23)이 제안한 t-SNE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3. 연구 방법론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 관련 해외 임상 의학 연구

를 수행한 논문들을 선정하기 위해 펍메드 사이트 

Abstract data in the MEDLINE (13,618 papers)

▼

Word pre-processing

▼

Keywords analysis

▼

Word modeling

Word2vec t-SNE

▼

Research trends analysis

Keywords trend Cosine similarity Grouping

Fig. 1. Flow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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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ubmed.ncbi.nlm.nih.gov/)에서 검색어를 ‘인간공

학’ (“Ergonomics”)으로 수행하였다. 펍메드에 초록이 

등록되어 있고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에 

해당하는 논문은 2021년 3월 30일 기준 13,693건이 등

록되어 있었다. Python을 이용하여 Selenium 모듈과 

BeutifulSoup 모듈로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논문들의 제

목, 저자, 저널명, 초록 데이터, 출판일 등을 수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중복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제외한 결과 13,618건의 논문 데이터들이 수집되었다.

3.2 단어 전처리

키워드 분석과 워드임베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단어들은 전처리로 제거작업을 수행하

였다. 초록 형식에서 각 문단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단

어 (Background, Purpose, Method, Result, Conclusion 

등), 연구 방법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Study, Group, 

Control 등)들을 분석 단어에서 제외되도록 처리하였

다. 또한, 복수형 및 단수형 명사들이 하나의 단어로 

통합되고 단수형 동사 및 복수형 동사의 통합이 이루

어지도록 NLTK (Natural Language Toolkit) 모듈의 

Lemmatization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에 중요

하지 않은 관사 (a, an, the), 전치사 (of, on, for), 대명사 

(It, He, Her), 특수 문자 및 숫자 데이터와 같은 단어들

을 제거되도록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3.2 키워드 빈도 분석

Python의 Pandas 모듈과 카운터 함수로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인간공학” 관련 연구 논문들의 

초록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은 같은 단어로 병합하도록 

처리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분

석결과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단어 중에서 검색어인 

‘인간공학’을 제외한 10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3.3 Word2vec 모델링

‘인간공학’을 주제로 하는 논문들의 초록 데이터를 

Python의 Gensim 모듈의 Word2Vec 함수를 이용하여 정

확도가 더 높은 Skip-Gram 방식을 이용하였다. 해당 모

델을 개발한 구글이 뉴스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데 사

용하였던 하이퍼 파라미터값을 이용하여 벡터 크기를 

300, 문맥 윈도우를 10으로 설정하고 초록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학습시키는 모델링을 진행하였다24). 그 다음 

키워드들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은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여 그 유사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었다. 

3.4 t-SNE
t-SNE 방법을 이용하여 Word2vec 모델링으로 300차

원 공간에 배열된 단어들을 2차원 공간으로 시각화하

였다. 그다음 ‘인간공학’과 높은 빈도를 나타낸 키워드 

10개 단어와 거리가 가까운 단어들을 분석하였다. 이

때 나타내는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 간 거리가 가깝고 

데이터 간의 유사성 혹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하였다.

4. 결과 분석

4.1 자료 수집 결과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의학 서지 데이

터베이스인 MEDLINE에 ‘인간공학’을 검색어로 수행

하였을 때 검색되는 논문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13,618편의 논문 초록 데이터들이 수집되었다. 이를 10

년 단위로 분류하였을 때 1989년 이전에 출판되어 의

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간공학’ 관련 연구

들은 460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출판된 

논문은 2,125편의 논문이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

록되었으며, 2000년대는 4,029편, 2010년대에는 6,408

편이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 (Fig. 1). 

이를 통해,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인간

공학’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논문 숫자를 살펴

보면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던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

해 꾸준히 연구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4.2 키워드 빈도 분석결과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인간공학’을 주제로 하

는 논문들의 초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10개를 

연도별 키워드 단어로 선정하였다 (Table 1). 전체 연구

Fig. 2. Number of studies i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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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studies per year within the last 11 years.

에서 공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사용하다’ 

(Use), ‘일’ (Work), ‘과제’ (Task)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단어들을 제외하면, 1989년 이전 시기에는 ‘시스템’ 

(System), ‘시간’ (Time), ‘근로자’ (Worker)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와 함께 ‘요

인’ (Factor), ‘디자인’ (Design), ‘상태’ (Condition), ‘근

육’ (Muscle)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2000년대에는 이전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았던 

‘위험’ (Risk)이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

용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이전과 유사한 단어들이 지

속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2020년대에 이르러서

는 ‘건강’ (Health)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높은 빈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4.3 word2vec 모델링 결과

‘인간공학’과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키워

드를 Word2vec으로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냈다. 키워드들은 전체 논문들의 초록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들로 이들과 높은 관련성과 

유사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1에 가까운 숫자로 표

현된다. ‘인간공학’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 단어

는 ‘작업장’ (Workplace)이었다. 그다음으로 ‘디자인’, 

‘공학’ (Engineering), ‘작업’ (Occupational), ‘안전’ 

(Safety), ‘건강’, ‘교육’ (Education)이 뒤를 이어 높은 연

관성을 나타냈다. ‘일’ (Work)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는 

‘작업장’, ‘근로자’, ‘직업’ 등이 있었고, 특징적으로 ‘활

동’ (Activity), ‘근골격계’ (Musculoskeletal)가 이어서 높

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

은 ‘모의‘ (Simulated), ‘수행력’ (Performance), ‘활동’, 

‘실험’ (Experiment)이 있었다. ‘시스템’과 관련성이 높

은 단어에는 ‘기술’ (Technology), ‘장비’ (Device), ‘과정’ 

(Process), ‘인간’ (Human), ‘접근’ (Approach), ‘소프트웨

어’ (Software) 등이 나타났다. ‘요인’은 ‘심리사회적’ 

(Psychosocial), ‘이슈’ (Issue), ‘위험’ 등의 단어와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에는 

‘평가’ (Evaluation), ‘사용자’ (User), ‘발전’ (Development), 

‘새로운’ (New), ‘연구’ (Research) 등이 나타났다. ‘위험’ 

(Risk)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장애’ (Disorder), ‘위험’ 

(Hazard), ‘근골격계’, ‘손상’ (Injury) 등이 존재했다. ‘효

과’ (Effect)와 관련성이 높은 단어에는 ‘영향’ (Influence), 

‘충격’ (Impact), ‘차이’ (Difference) 등이 있었다.

4.4 t-SNE 결과

Word2vec으로 벡터화된 단어들의 데이터를 t-SNE 

방법을 이용하여 다시 2차원으로 시각화하였다 (Fig. 

3). 이때, 초록을 구성하는 단어들 가운데 빈도가 10회 

이상인 모든 단어를 2차원 배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인간공학’과 빈도 상위 10개의 키워드 단어

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어들을 Table 3에 나

-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9 2020-2021 Total (13,618)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k 502 Use 2091 Use 4913 Use 8755 Use 863 Use 16907

Use 285 Work 1763 Work 3429 Work 5681 Work 531 Work 11906

System 197 Task 1400 Task 2479 Task 3910 System 387 Task 8227

Time 176 Time 984 System 2174 Design 3494 Factor 382 System 7173

Worker 176 System 976 Factor 2023 System 3439 Time 357 Factor 6772

Subject 174 Factor 831 Design 1945 Factor 3394 Risk 334 Design 6633

Muscle 163 Design 760 Time 1784 Risk 3308 Health 305 Time 6283

Load 161 Condition 760 Worker 1714 Time 2982 Worker 304 Risk 5784

Design 147 Muscle 742 Effect 1632 Worker 2784 Task 296 Worker 5624

Task 142 Effect 738 Risk 1572 Effect 2731 Design 287 Effect 5434

Table 1. 10 top keywords an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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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해당 키워드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단어들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차원으로 시각화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인간공학’ 연구들의 키워드들은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각각의 그룹은 A, 

B, C, D그룹으로 나타냈다. A그룹은 ‘인간공학’을 중

심으로 ‘사용’, ‘디자인’, ‘시스템’의 키워드들, 그리고 

이들과 가까이 위치한 단어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

다. B그룹은 ‘효과’, ‘요인’, ‘위험’ 키워드들을 중심으

로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어들이 그룹을 이루

었다. C그룹은 ‘일’, ‘근로자’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어들이 그룹을 형성하였다. 

D그룹은 ‘과제’, ‘시간’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어들이 그룹을 이루었다.

5. 고 찰

현대사회는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들이 굉장히 빠

른 속도로 생산 및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데이

터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처리하고 이 가운데 의미 

있고 필요한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

는 정보를 발견해 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는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의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인간공학’을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의 초록 

데이터들을 텍스트 데이터 처리 방법의 하나인 워드임

베딩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들을 모델링하고 이를 분

석하였다.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간공학’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분석에 이용된 논문은 1959년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총 13,618편이었다. 초록 데이터

를 추출하고 모델링 하여 분석한 결과 ‘인간공학’ 연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과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5.1 인간공학 연구 건수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간공학’ 연구

는 1959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출판된 논문들은 10년 단위로 

살펴보았을 때, 그 수가 거의 1.5 ~ 2배에 가까운 숫자

로 증가하였다. 이 중 2011년도부터 매해 출판되는 인

간공학 관련 연구들은 약 400편에서 700편 정도가 꾸

준히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은 의학 관련 인간공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어 1,042편의 논문이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 

5.2 키워드 빈도

전체 논문들의 초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을 통해 의학 관련 ‘인간공학’은 ‘일’이나 ‘과제’를 수

Ergonomics Use Work Task System Factor Design Time Risk Worker Effect

1
Workplace Based Workplace Simulated Technology Psychosocial Ergonomics Minute Disorder Employee Influence

0.463 0.465 0.458 0.373 0.401 0.385 0.445 0.396 0.446 0.556 0.497 

2
Design Developed Worker Performance Device Issue Designer Longer Hazard Job Impact

0.445 0.412 0.456 0.360 0.385 0.377 0.408 0.386 0.422 0.478 0.402 

3
Engineering Designed Job Activity Process Risk Evaluation Duration Musculoskeletal Work Difference

0.405 0.383 0.449 0.340 0.384 0.367 0.396 0.385 0.413 0.456 0.351 

4
Occupational Applied Occupational Experiment Human Ergonomics User Day Injury Workplace Relationship

0.396 0.378 0.392 0.321 0.379 0.363 0.394 0.361 0.412 0.450 0.346 

5
Safety Performed Activity Manual Approach Related Development Period Associated Industry Association

0.387 0.344 0.360 0.308 0.364 0.361 0.380 0.353 0.402 0.403 0.311 

6
Health Design Musculoskeletal Tracking Software Aspect New Average Developing Occupational Affect

0.387 0.341 0.360 0.299 0.363 0.339 0.374 0.340 0.383 0.373 0.287 

7
Education Technique Organization Demand Interface Characteristic Research Interval Occupational Health Interaction

0.384 0.340 0.352 0.288 0.341 0.329 0.365 0.325 0.380 0.368 0.282 

8
Principle Utilized Ergonomics Job Framework Work Engineering Spent Incidence Musculoskeletal Investigate

0.379 0.339 0.352 0.280 0.334 0.328 0.360 0.316 0.374 0.362 0.282 

9
Research New Health Complex Application Organizational Usability Hour Prevalence Compensation Experiment

0.375 0.337 0.341 0.277 0.325 0.314 0.352 0.315 0.368 0.355 0.279 

10
Technical Analysis Physical Pushing Use Disorder Process Shorter Factor Workforce Whether

0.372 0.336 0.335 0.273 0.324 0.309 0.345 0.311 0.367 0.353 0.268 

Table 2. Word2vec results of 11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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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논문들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영

장류로써 주어진 작업 환경 내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Ergonomics Use Work Task System Factor Design Time Risk Worker Effect

1
Workplace Based Worker Simulated Technology Risk Development Longer Disorder Employee Influence

0.599 0.556 0.597 0.680 0.663 0.677 0.653 0.650 0.605 0.477 0.483 

2
Design Developed Job Performance Device Psychosocial User Duration Hazard Job Impact

0.620 0.598 0.622 0.684 0.689 0.682 0.663 0.659 0.616 0.573 0.616 

3
Engineering Applied Workplace Activity Interface Related Evaluation Minute Associated Work Difference

0.681 0.683 0.622 0.713 0.699 0.684 0.690 0.668 0.628 0.597 0.620 

4
Occupational Designed Occupational Manual Approach Characteristic New Average Musculoskeletal Workplace Relationship

0.691 0.684 0.679 0.739 0.699 0.724 0.711 0.689 0.648 0.615 0.671 

5
Health New Activity Experiment Human Issue Designer Interval Injury Employer Association

0.698 0.705 0.684 0.745 0.708 0.729 0.711 0.697 0.649 0.705 0.713 

6
Safety Performed Musculoskeletal Complex Process Stressor Research Day Stress Occupational Interaction

0.703 0.710 0.703 0.764 0.721 0.735 0.713 0.714 0.675 0.708 0.732 

7
Factor Order Physical Time Software Aspect Engineering Rate Factor Operator Experiment

0.711 0.715 0.709 0.772 0.723 0.739 0.721 0.719 0.677 0.723 0.751 

8
Research Provided Factor Motion Use Work Approach Period Developing Compensation Change

0.712 0.726 0.741 0.779 0.727 0.741 0.731 0.727 0.710 0.723 0.755 

9
Education System Organization Use Design Role Usability Increased Occupational Health Investigate

0.719 0.727 0.742 0.783 0.742 0.745 0.736 0.733 0.711 0.723 0.762 

10
Principle Data Stress Situation New Problem Use Mean Prevalence Musculoskeletal Objective

0.719 0.731 0.746 0.784 0.744 0.748 0.741 0.741 0.711 0.732 0.764 

Fig. 3. t-SNE 2D visualization of 11 keywords.

Table 3. Distance of 11 keywords in t-S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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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 이전까지는 ‘시스템’, ‘시간’, ‘근로자’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는데, ‘근로자’들에게 

‘시간’ 효율적이고 인체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작업

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작업장에서의 근로 환경이 인체에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근로자의 ‘상

태’와 ‘근육’이 연관된 신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용자 

중심의 인간공학적 ‘디자인’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

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위험’에 관한 요소들이 더

욱 주목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인체에 악영향

을 미치는 위험 요소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함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

라도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작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체에 가해지는 위험 

요소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8-11,25).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건강’ 단어가 논문에서 높

은 빈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

으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가 더

욱더 개인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고 있음을 유

추해볼 수 있다. 또한,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증가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인간공학’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6-28).

5.3 단어 간 의미적 유사도

Word2vec 모델을 이용한 워드임베딩 방식을 통해 

살펴본 ‘인간공학’ 단어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

는 단어는 ‘작업장’이었다. 작업장은 인간공학 연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환경 요인이다. 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임상 연구들이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다면 인간공학 분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들은 작업장이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

으로 ‘디자인’, ‘공학’을 통해 인간공학의 의학적 분야 

연구에서 인간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과 공학

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이와 함께, ‘작업’, ‘안전’, ‘건강’, ‘교육’ 

등의 단어들을 통하여 인간공학 연구들이 근로자의 신

체적 건강을 위한 안전 지식과 대처능력 습득, 작업의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등과 관련된 교육에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일’은 ‘작업장’, ‘근로자’, ‘작업’ 등이 관련성이 높

았으며,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근골격계’와 관련

된 ‘활동’ 단어들이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특히 의

학 관련 인간공학 연구에서는 인체의 ‘근골격계’를 사

용하는 ‘일’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주를 이루었

을 것이다. ‘근골격계’는 인간이 움직임을 만들어내어 

‘일’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스

템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

다. ‘과제’는 ‘모의’, ‘수행력’, ‘활동’, ‘실험’ 등의 단어

들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공

학 연구들이 모의과제를 통해 실제 작업이나 활동을 

통해 근골격계와 같은 신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스템’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에는 ‘기술’, ‘장비’, 

‘과정’과 같은 단어들이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기술이나 장비의 개선 혹은 작업 과정에 대한 분

석 등으로 인간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안의 인간공학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인’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에는 

‘평가’, ‘사용자’, ‘발전’, ‘새로운’, ‘연구’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평가

를 통한 디자인의 발전 방안을 인간공학 분야에서 연

구했음을 알 수 있다. 

‘위험’ 단어와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바탕으로 ‘근

골격계’에 대한 ‘손상’ 혹은 이로 인한 ‘장애’에 대한 

위험성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5.4 t-SNE 및 그룹화

t-SNE를 이용하여 워드임베딩 방법으로 벡터화된 

데이터를 2차원으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Fig. 3).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들 가

운데 ‘인간공학’과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낸 상위 10개

의 단어를 키워드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이

들의 관계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다. 

A그룹은 ‘인간공학’을 중심으로 ‘사용’, ‘디자인’, 

‘시스템’의 키워드가 가까이 위치하며 이들과 거리가 

가까운 단어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인간공학에

서 다루는 인간공학적 디자인이 도구의 사용, 기계의 

조작, 시스템 제어 등을 수행할 때 인간의 형태적, 생

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구를 사용하기 쉽게 하거나 

작업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들 단어가 인간공학 연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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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은 ‘효과’, ‘요인’, ‘위험’ 키워드들과 거리가 

가까운 단어들로 구성된다. 이는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인간공학적 개선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C그룹은 ‘일’, ‘근로자’ 키워드들과 거리가 가까운 

단어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특성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작업 형태 등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D그룹은 ‘과제’, ‘시간’ 키워드들과 거리가 가까운 단

어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리는 시간이나 효율적인 작업 방식

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한계점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학 서

지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의 MEDLINE에서 ‘인간공

학’을 검색어로 하는 논문을 분석하였기에 인간공학 

분야의 모든 연구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인간공

학 분야 중 의학 영역과 관련이 깊은 연구들을 대상으

로 수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들의 복합

명사들은 각각의 단어로 분리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해당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하이퍼 파

라미터의 조율은 수행되지 않아 모델 성능에 관한 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2021년 3월까지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들의 초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 데이터들의 관계를 순서나 시간과 관계

없이 모델링 하였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

요 단어들의 관계성 변화나 동향 분석은 부족하다.

7. 결 론

본 연구는 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인간공학’을 

검색어로 등록된 연구들의 초록 데이터의 단어들을 수

집하여 자연어 처리 기법의 하나인 워드임베딩 방법을 

통해 단어들의 관계성을 모델링하고 이를 분석한 첫 

연구이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인간공학 연구들은 근

로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이나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자료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워드

임베딩을 통해 ‘인간공학’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

는 단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관

계성을 통하여 수행되었던 연구들에 관한 분석이 가능

하였다. 다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2차원으로 축

소한 결과 키워드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룹에 따른 연구 동향들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하여 이전에 진행되었던 ‘인간공학’ 

연구들에 대한 동향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앞으로 수행

될 ‘인간공학’ 연구들의 주제가 더욱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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