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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in the use of ICT of the environmental
field using the text mining technique. To that end, the study collected 359 papers published in the past
two decades (1996-2015) from the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using 38 environment-related
keywords and 16 ICT-related keywords. It processed the natural languages of the environment and ICT
fields in the papers and reorganized the classification system into the unit of corpus. It conducted the text
mining analysis techniques of frequency analysis, keyword analysis and the association rule analysis of
keyword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keyword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s a result, the frequency
of the keywords of ‘general environment’ and ‘climate’ accounted for 77 % of the total proportion and
the keywords of ‘public convergence service’ and ‘industrial convergence service’ in the ICT field took
up approximately 30 % of the total proportion. According to the time series analysis, the researches using
ICT in the environmental field rapidly increased over the past 5 years (2011-2015) and the number of
such researches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past (1996-2010). Based on the environmental field
with generated association rules among the keywords, it was identified that the keyword ‘general
environment’ was using 16 ICT-based technologies and ‘climate’ was using 14 ICT-bas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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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는 모바일, 웨어러블(Wearabl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등다양한분야의기술을발

달 시켜 차세대 선도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ICT

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산림분야에서는 웨

어러블디바이스를이용하여‘야간산불감시및대응’및

‘산사태 발생 감시’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 중

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수온 및 산소량 등 환경에 민감한

양식어류를 관리하기 위해 양식장 환경정보를 스마트폰

으로확인할수있는‘스마트양식장’구축연구가수행중

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개별 농작물의 발육 현황을 실시

간 관리하는 ‘스마트팜’등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난재해의 경우,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

원의 CCTV를 이용한 재난감시 시스템, 기상청의 ‘기상

센서탑재형드론(소형무인기)’개발등전분야에걸쳐다

양한 방법으로 ICT가 접목되고 있다.

전술된 내용과 같이 ICT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 환경매체별, ICT 세부

기술의 종류, 활용 빈도, 시계열 분석과 같이 정밀한 현

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매체 및

ICT의 분류체계 조차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의

연구 분야 및 ICT 세부 기술에 따른 정량적 분석이 전무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매체 및 ICT 세

부 기술 분류 체계를 정리하고, 환경 분야의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한 연구 논문을 수집하여 환경매체 ICT 세

부 기술의 활용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방법 중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기

법을 적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방법은 동향 파악, 군

집화, 연계성 분석 및 시계열 분석 등이 용이하다. 데이

터 마이닝은 분석 결과를 통해 의사결정 및 통찰력을 향

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Berkhin 2006; Kambatla

2014; Assunção, Marcos D., et al. 2015). 이 중 비정형데이

터를 다루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은 과거 지식관리시스

템, 전자도서관, 정보 필터링, 정보검색엔진의 기능강

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Bae

and Park, 2003). 2000년도 초반부터 KISTI (2000), Seol

(2002), Bae and Park (2003)등을 통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기술정보 현황 분석이 확산되었다. 특히 Bae and

Park(2003)은 앞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기술정보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텍스트 마이닝의 정

의 및 응용동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정보 분석이 가

능한 모델을 검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관심 분야별

기술 및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Bae

et al. (2013)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와 관련된 식품분야의 논문초록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연구 추세와 관심 주제어를 발굴하였다. Park and

Lee (2014)는 빠른 데이터 전달력과 실시간 데이터 생성

의 장점을 가진 SNS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Hyun

et al. (2015)는 기후변화 및 식품 관련 뉴스기사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인기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대한 빈도분

석과 연관 관계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와 식품 관련 정보

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관련 용어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분야별 전반을 아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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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 분야에서 ICT의 활용 연구동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키워드 38개, ICT 관련 키워드 16개를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에서 최근 20년(1996년-2015년)의 논문 359편을 수집하였다. 해당 논문을 대상으로 환경 분야 및 ICT 관련

자연어를 처리하여 말뭉치(Corpus)단위로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였다. 전술된 분류체계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인 빈도 분석, 키워드 분석, 키워드 간 연관규칙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환경 일반’

및 ‘기후’ 분야의 키워드 출현 빈도가 전체의 77 %, ICT는 ‘공공융합서비스’ 및 ‘산업융합서비스’가 약 30 %

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의 ICT 활용 연구는 최근 5년(2011년-2015년)사

이에 급증하여 과거(1996년-2010년)과 비교하여 약 2배 이상 관련 연구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간 연관 규칙을 생성하여 환경 분야를 기준으로 나타내었을 때, ‘환경 일반’은 16개, ‘기후’는 ‘14’개의 ICT 기

반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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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고, 각 부문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20년 동

안 환경 분야의 각 매체별 활용된 ICT 접목한 연구 논문

을 수집하고, 해당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을 이용하여 환경매체별 ICT의 활용 현황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환경분야에 직

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ICT 및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 연구를 정리

하여 환경 분야 매체별 분류 및 ICT 세부 분류를 키위드

로 정리할 것이다. 둘째, 수집자료에 대한 기초 현황분

석을 수행하여, 연도별 환경분야에서 활용된 ICT 세부

기술 경향을 분석한다. 셋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

하여 환경분야에서 ICT 세부 기술을 활용에 대한 빈도

분석, 시계열 분석, 키워드 연관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ICT 활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환경 분야

의 ICT 기반 기술 활용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 절차는 첫째, 분석 목적 및 관심대상의

정의, 둘째, 분석 데이터 및 범위 설정, 셋째, 검색 키워

드 선정, 넷째, 데이터 수집, 다섯째, 분석 및 시각화의

단계로 진행하였다(Fig.1 참조).

첫째, 분석 목적 및 관심대상 단계는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결정하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설계하여 신뢰

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목적은

환경 분야의 ICT 세부 기술 활용을 연구 시기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관심대상은 환경 분야 및 ICT 세부 기

술의 상호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분석 데이터 및 범위 설정 단계는 전술된 연구

목적 및 관심 대상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시간

또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최근 20

년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데이터인 관련

논문의 발간 기간을 ‘1996년-2015년’으로 한정하였으

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5년 단위로 데이터를 재

구성하였다. 공간적 범위 설정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일반인 대상인 신문기사, SNS(Social Network Service),

웹페이지 등의 자료보다 연구자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

여 발간하는 국내 학술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각 논문에서의 관심 정보는 환경 연구

분야 및 ICT의 종류이므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간의

절약을 위해 연구 방법 및 연구 결론을 제외한 논문 제

목 및 초록(Abstract)을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셋째, 검색 키워드 설정은 본 연구에서 텍스트 마이

닝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 키워드’에 의해 검색되어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 선

정된 검색 단어들은 수집될 데이터의 양과 질을 좌우할

수 있으며, 분석데이터로 접근하게 되는 연결 다리 역

할을 한다. 환경연구 분야 검색 키워드는 Lee et al. (2014)

에서 제시한 환경연구 분야 252개 키워드 중 ICT와 직

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38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ICT

는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6),

IITP(2016)에서 제공하는 기술 분류를 상호 비교하여

16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Table 1은 NDSL에 입력

된 검색어를 정리한 것이다. 검색어 선정 과정은 전술

된 참고문헌을 통해 수행되었다.

넷째, 자료 수집은 전술된 단계에서 선정된 검색키워

드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인

논문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활용된 검

색 엔진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http://

ndsl.kr/)이다. NDSL에는 국내 논문이 160만 건 이상 등

록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인 국내 논문의 제목 및 초록 수집에 용이할 것으로 판

단하였다.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논문 상세 조건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범위:

국내논문’, ‘자료유형: 전체’, ‘초록유무: 있음’, ‘발행년

A Study on Environmental research Trends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sing Text-mi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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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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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96년 ~ 2015년’으로 적용하였다 . 검색 방법은

Table 1에 정리된 검색 키워드에 따라 환경연구 분야 38

개 키워드와 ICT 16개 검색 키워드를 서로 교차하여 검

색하여, 각각 1개 이상의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된 논문

이 수집되었다.

다섯째, 텍스트 마이닝에서의 전처리 및 키위드 추출

중 전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연어를 처리하여 말뭉

치(Corpus)를 정의하고, 텍스트 저장소(Text repository)

를 만들어 정형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로 변환하는

과정이다(Jun, 2015).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검색 키워드

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시각화 및 분석에 용이한 데

이터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다. 키워드 추출은 공개 소

프트웨어인 ‘R (ver. 3.3.1)’을 이용하였다. R 소프트웨어

는 기본 R Base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R

Packages를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R

Packages는 다양한 분석방법과 그림 또는 그래프를 원

하는 대로 그릴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Jun, 2015).

본 연구에서 전처리 단계에서 활용한 Tool box는

‘KoNLP’와 ‘tm’등 4가지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

였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말뭉치 정의 단계는 내포된 뜻

이 유사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군집화 하

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였다. 군집화 및

키워드 추출은 분류 키워드를 기준으로 환경 분류체계

9개(Table 2. 참조), ICT 기술 분류체계 21개(Table 3 참

조)를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분류 체계는 Lee et al.

(2014),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ITP(2016)에서 제시된 기준을 재구성하였다.

여섯 번째,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시각

화 단계에서는 빈도 분석, 시계열 빈도 분석, 키워드 상

호간 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 분석 및 시계열 빈

도 분석은 데이터 내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빈도수에 따른 중요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 빈도 분석 시 데이터 내에서 유사 및 세부 키워드가

다수 출현되더라도 1회 출현으로 간주하였으며, 초록

내 여러 개의 키워드가 언급되었더라도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 1개를 선정하였다. 즉, 1편의 논문 제목 및 초록

은 대표성을 가지는 1개의 키워드를 매칭해 키워드 분

석 테이블을 작성하였다.

키워드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환경 연구 분야

와 ICT의 키워드 쌍에 대한 빈발 출현 횟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빈도 분석과 함께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신뢰도(Confidence), 지

지 도 (Support), 향 상 도 (Lift) 값 인 흥 미 도 측 도

(Interestingness measure)를 바탕으로 관련성 여부를 측정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2, 2017

–192–

Table 1. Search keywords for data collection

구  분 검색 키워드 수 검색 키워드

환경연구 분야 38

환경문제, 환경연구, 환경변화, 환경교육, 환경정책, 수질오염, 물오염, 토질오염, 대
기오염, 공기오염, 기후변화,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변화 영향, 재해, 그린, 강풍, 태
풍, 가뭄, 홍수, 산사태, 기름유출, 빙하, 온난화, 해수면, 화산, 폭우, 폭설, 황사, 지
진, 미세먼지, 녹지, 서식지, 방재, 친환경, 농업, 식량, 작물, 해충

ICT 기술 분야 16 ICT, IOT,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오픈API, 스마트,
모바일, 웨어러블, 모바일 커머스, 드론, 3D 프린터, 딥러닝, 기계학습

Table 2. Keywords in Environment field (9 categories)

분류 키워드 세부 키워드

환경일반 환경, 환경계획, 환경교육, 풍수해, 변화탐지, 토지피복, 도시화 등

기  후 기후, 온실가스, 온난화, 폭설, 폭우, 홍수, 가뭄, 태풍, 혹서, 혹한, 해수면, 열섬, 폭염, 이상고온 등

대  기 대기오염, 대기질, 미세먼지, 황사, 공해, 배기가스, 스모그, 공기, 매연, SOx, NOx 등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자연보전, 자연환경, 자연보호, 야생동물, 종다양성, 생태계교란종, 외래종, 멸종위기 등

수  질 녹조, 수질, 폐수, BOD, COD, 하천오염, 생태하천, 수생태, 하천생태, 물환경 등

인적재해 화학사고, 기름유출(태안사고 등), 오염사고(불산 및 페놀 등), 원전사고, 방사능누출 등

토  양 토양오염, 토양정화, 지하수, 폐광산, 가축폐사, 가축매몰지, 중금속오염, 유류오염, 토양복원 등

해  양 갯발, 연안, 해수면, 적조, 해일, 쓰나미, 해양쓰레기, 해양투기, 해양생태, 해양환경, 경관, 간척(새만금 등)
유해물질/보건 환경호르몬, 새집증후군, 발암물질, 환경보건, 중금속오염, 유해화학물질, 환경성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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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법(Park, 2011)으로 모든 값에 대해 0.005의 임계

값 환경에서 연산하였다.

3. 분석결과

1) 수집자료 현황분석

(1) 연도별 환경 분야 및 ICT 세부 기술 활용 연구 동향

분석

전술된 Table 1의 환경 분야 키워드 38개, ICT 관련 키

워드 16개를 교차 검색하여 NDSL 검색엔진을 통해 환

경 분야 연구에서 ICT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수집한 결

과, 1996년-2015년까지 총 359편의 논문이 발간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논문 발간 수를 Fig. 2와 같이 나

타내었다.

환경 분야에 ICT를 접목시킨 논문은 1998년에 1편이

발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68편의 논문

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행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인 200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발간 횟수를 보면 2010년부터 급

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 역대 최고치인 68편을 발간하

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소 감소한 경향을 나

타냈다. 최근 20년간 논문발간 횟수가 가장 증가한 연도

는 2011년이다.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하여 나

타나고 있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추세

선에 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시된 선형 방정식은

Y=ax+b 에 따라 예측된 결과이다. 제시된 추세선은 1

차 선형의 상승형태를 나타내며, R2은 0.6673이다. 즉,

“환경 분야 ICT 활용 논문은 66.7 %신뢰수준으로 증가

A Study on Environmental research Trends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sing Text-mining Technology

–193–

Table 3. Keywords in ICT field (21 Categories)

분류 키워드 세부 키워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SDN 기반 아키텍처, SDN기반 인프라 응용기술, 융합서비스제어 등

네트워크 시스템 이종망 게이트웨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 계층통합망(코어망, 액세스망)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
고신뢰 네트워크

공공 복지방송 및 재난 방송 장애인 지원방송, 재난 방송

위성·무인기 위성탑재체, 무인기기술, 무인기응용서비스, 위성방송·통신서비스, 위성및무선항법서비스등

인공지능·인지컴퓨팅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휴먼컴퓨팅·마인드웨어(Mind-Ware) 등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저장·분석 등

모바일 컴퓨팅 센서 기반 컴퓨팅, 무선 컴퓨팅, Ubiquitous/Pervasive 컴퓨팅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저장·처리·관리, 분석 및 추론, 활용 및 시각화

시스템SW 운영체제, 스토리지 시스템,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가상화 SW, 프로그램 언어
및 개발도구

미들웨어 분산/연계/통합, 자원 관리, 서비스 플랫폼

응용 SW 데스크톱 SW, 모바일 SW,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응용 SW, 빅데이터 응용 SW, 인터넷 응용 SW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상황인지 콘텐츠,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 /서비스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 등

디바이스/시스템보안 디바이스보안, 시스템보안, SW, HW 보안모듈

융합보안 IoT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지능형차량보안, 헬스케어보안, 항공/조선 보
안, 국방보안 등

사물인터넷(IOT) IoS(Internet of Services), IoT 플랫폼, IoT 네트워킹, IoT 디바이스, 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산업융합 서비스 농축수산 ICT, 제조 ICT, 물류·유통 ICT, 에너지 ICT, 관광 ICT, 기타 산업융합 서비스

공공융합 서비스 의료 ICT, 국방 ICT, 복지·보건 ICT, 공안전/재해예방 ICT, 금융 ICT, 교육 ICT, 환경 ICT, 교통
ICT, 기타 공공융합 서비스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시티, 생활건강케어 ICT, 스포츠 ICT, 기타 스마트라이프 서
비스

ICT 융복합 디바이스 3D 프린터, 무인비행체, ICT 융합 디바이스(소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통신 디바이스,
기타

기타 ICT 디바이스 센서·소자·소재, 배터리 및 전원부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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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고 사료된다.

(2) 관련 논문 발행 학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회지를 기준으로 논문의 수를 정렬

하여 환경 분야 및 ICT 활용 연구에 대한 기여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논문의 발행 학회를 나열 해

본 결과, 총 113개의 학회에서 관련 연구의 논문이 발행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논문의 수가 359편인 것

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학회 대비 논문 발행 빈도가

1 %미만인 학회를 제외하여 더욱 비중이 높은 상위 24

개 학회를 대상으로 상세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3 참

조). 전체 발행 학회 중, 가장 높은 발행 횟수를 나타낸

학회는 한국통신학회로 총 31건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수집논문 359건 대비 9 %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 텍스트 마이닝 결과

(1) 키워드 빈도 분석

수집된 논문을 환경 검색 키워드 별로 나누어 본 결

과는 Fig. 4와 같다. ‘환경일반’ 및 ‘기후’ 분야의 키워드

는 타 키워드 보다 출현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의 77 %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 일반’에는

풍수해, 열섬, 토지피복 및 ‘기후’에는 온실가스, 폭염,

이상고온 등의 최근 관심도가 높은 세부 키위드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ICT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 즉 ICT 세부 기술

의 활용 연구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수질

및 대기 등 또한 타 분야에 비해 ICT의 활용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 분야 연구에서 활용된 세부 ICT 기술 현황을

Table 2의 내용으로 정리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키워드

별 발생 빈도가 다수 발생한 상위 분야는 공공융합서비

스(18.7 %, 32회), 산업융합서비스(11.1 %, 19회), 빅데이

터플랫폼(9.4 %, 16회)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유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융합서비스’의 의료 ICT, 국

방 ICT, 복지·보건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등에

해당하는 세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융합서비

스’는 Table 2의 그린 ICT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ICT 기술에 국한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ICT 기반 기술

이 아닌, 각 분야별 응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즉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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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pers using ICT technology in environment research
field (from 1996 to 2015).

Fig. 3.  Top 24 Institutes that publish ICT-based papers
(Relative frequency of paper publishing 1 % or more).

Fig. 4. Percentage of appearance frequency of environmental
research fields.

Fig. 5. Percentage of appearance frequency of IC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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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ICT 기술의 환경 연구에 활용은 직접적인 분석 도

구 보다는 정보제공 및 서비스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공공융합서비스’에 해당하는 ICT 기술들은 대부분

그린 ICT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린 ICT의 범주는 친환

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의 지능화, IT

를 활용한 자원의 효율화 등으로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

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또한 산업융합서비스의 세부키워드는 농축수산

ICT, 물류·유통 ICT, 에너지 ICT 등을 포함하고 있다

(Table 2 참조). 이러한 분야는 환경 연구 분야의 ‘환경 일

반’과 ‘기후’ 분야의 세부키워드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빅데이터플랫폼, 모바일컴퓨팅,

인공인지컴퓨팅,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키워드 출현

빈도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

근 들어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ICT의 신

기술이 이슈화되면서 관련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키워드 시계열 분석

환경 연구 분야별 시계열 변화는 Fig. 6과 같다. 1996

년-2000년 사이에 ICT를 활용한 연구는 ‘환경일반’ 한곳

이다. 이후 2001년-2005년 사이에는 인적재해를 포함하

여 총 5개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2010년에는 6개 및

2011년-2015년에는 8개 분야로 증가하였다. 2011년-

2015년에는 ‘환경일반’ 및 ‘기후’에 대한 논문 발간 횟수

가 가장 높았으며, ‘수질’, ‘대기’, ‘생물다양성’, ‘토양’, ‘유

해물질및보건’, ‘인적재해’ 등에서도 ICT 세부기술이 적

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기후’와

‘환경일반’분야에서의 관련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관련 분야인 극한기후, 자연재해,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이 점

차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분야에 활용된 ICT 세부 기술의 시계열 변화는

Fig. 7과 같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초기인 1996년-

2000년 사이에는 ‘인공지능인지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환경 연구 분야에 활용되었다. 2001년-2005년에는 ‘응

용소프트웨어’, ‘ 인공지능인지컴퓨팅’, ‘빅데이터플랫

폼’, ‘공공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환경 연구 분야에 ICT

를 융합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후인 2006

년-2010년에는 ‘공공융합서비스’에 대한 기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 된 같은 기간의 환경

연구 분야에서 확인한 대로, 해당 시기에 기후변화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환

경 ICT’에 대한 기술 접목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인 ‘2011년-2015년’의 경우에는 ‘공공융합서

비스’, ‘산업융합서비스’, ‘응용소프트웨어’, ‘빅데이터플

랫폼’ 등 20개의 ICT가 활용되었으며, 전 시기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기술종류를 환경 분야에 접목한 것으

로 확인된다. 이는 ICT의 기술 고도화에 따른 기술의 활

용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키워드 연관규칙 분석

키워드의 연관분석은 단순한 빈도분석 뿐만 아니라

단어 들 간에 특정한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데이

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주로 사용

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Park, 2011). 연관 분석은 흥미도

측도인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전술된 흥미도 측도의 임계값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연구 분야 및 ICT 키워드의 수를 고려하고 단

A Study on Environmental research Trends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sing Text-mi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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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series change of environmental field keywords
Using ICT technology (from 1996 to 2015).

Fig. 7. Time series change of ICT keywords utilized in the
environmental field (from 1996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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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의 연관규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각 0.005로

설정하여 연산하였다. 분석 결과 총 57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Table 5 참조). 환경 연구 분야의 키워드 중

‘환경 일반’이 17개의 규칙이 생성되어 가장 다수 출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지지도 및 신뢰

도는 모두 동일하거나 키워드 별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

나, 향상도의 경우 단어 쌍 별로 수치가 상이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향상도는 1일 때 ‘서로 독립’이라고 판

단하며, 1보다 낮은 값을 가질 때는 음의 상관관계, 1보

다 높을 때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내어 “1과 계산 값의

차이가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인 단어는 없으며, ‘기후’ 14개, ‘수질’ 9

개, ‘대기’ 7개 등 키워드 별 연관성 규칙이 생성되었다.

Fig. 8은 환경 연구 분야 및 ICT 키워드의 연관 규칙

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붉은 색 단어는 ‘환

경 분야’를 나타내며, 파란색 단어는 ‘ICT’를 나타낸다.

단어 간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단어사이의 노드의 길이

가 짧으며, 반대로 연관성이 낮은 단어 간 노드길이는

길게 표현되어 단어간의 친밀도를 확인하기 용이한 형

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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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rules of environment field and ICT technology keywords

Keyword RHS Support Confidence Lift

환경일반

디바이스시스템보안 0.017 0.063 3.625
공공복지방송및재난방송 0.017 0.063 3.625
사물인터넷 0.017 0.063 1.813
융합보안 0.017 0.063 1.813
콘텐츠유통서비스 0.017 0.063 1.208
공공융합서비스 0.017 0.063 1.208
모바일컴퓨팅 0.017 0.063 1.208
ICT융합디바이스 0.017 0.063 1.208
스마트컨텐츠 0.017 0.063 1.813
스마트라이프서비스 0.017 0.063 1.208
클라우드컴퓨팅 0.017 0.063 0.906
기타ICT디바이스 0.017 0.063 0.906
인공지능인지컴퓨팅 0.017 0.063 0.906
산업융합서비스 0.017 0.063 0.725
빅 데이터플랫폼 0.017 0.063 0.725
응용소프트웨어 0.017 0.063 0.725

기 후

네트워크시스템 0.017 0.071 4.143
네트워크가상화기술 0.017 0.071 4.143
융합보안 0.017 0.071 2.071
공공융합서비스 0.017 0.071 1.381
모바일컴퓨팅 0.017 0.071 1.381
스마트컨텐츠 0.017 0.071 2.071
스마트라이프서비스 0.017 0.071 1.381
클라우드컴퓨팅 0.017 0.071 1.036
위성무인기 0.017 0.071 1.036
기타ICT디바이스 0.017 0.071 1.036
인공지능인지컴퓨팅 0.017 0.071 1.036
산업융합서비스 0.017 0.071 0.829
빅 데이터플랫폼 0.017 0.071 0.829
응용소프트웨어 0.017 0.07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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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환경 분야에서 ICT 활용의 방향

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 분야 연구에서 활용된

ICT 세부 기술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ICT 세부 기술이 향후 어떻게 확대

가능한지를 검토 하였다. 전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NDSL에서 최근 20년간 환경과 ICT 관련

논문 359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환경 연구 분야에서 ICT를 접목한 사례는 2006년부

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논문 발간

수는 68건으로 최고이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첫째 빈도분석에서는 ‘환경일반’ 및 ‘기후’와 관

련된 키워드가 전체의 대부분인 77 %를 차지하였으며,

ICT에서는 ‘공공융합서비스’ 및 ‘산업융합서비스’에서

29.8 %의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시계열 분석에서는 환

경 분야와 ICT 기술 모두 키워드 발현 빈도가 과거 15년

A Study on Environmental research Trends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sing Text-mi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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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Keyword RHS Support Confidence Lift

수 질

콘텐츠유통서비스 0.017 0.111 2.148
공공융합서비스 0.017 0.111 2.148
ICT융합디바이스 0.017 0.111 2.148
클라우드컴퓨팅 0.017 0.111 1.611
위성무인기 0.017 0.111 1.611
인공지능인지컴퓨팅 0.017 0.111 1.611
산업융합서비스 0.017 0.111 1.289
빅 데이터플랫폼 0.017 0.111 1.289
응용소프트웨어 0.017 0.111 1.289

대 기

콘텐츠유통서비스 0.017 0.143 2.762
모바일컴퓨팅 0.017 0.143 2.762
ICT융합디바이스 0.017 0.143 2.762
위성무인기 0.017 0.143 2.071
기타ICT디바이스 0.017 0.143 2.071
산업융합서비스 0.017 0.143 1.657
빅 데이터플랫폼 0.017 0.143 1.657

생물다양성

미들웨어 0.017 0.200 1.600
스마트라이프서비스 0.017 0.200 3.867
인공지능인지컴퓨팅 0.017 0.200 2.900
산업융합서비스 0.017 0.200 2.320

유해물질및보건
시스템소프트웨어 0.017 0.500 9.000
사물인터넷 0.017 0.500 4.500

인적재해
빅 데이터플랫폼 0.017 0.500 5.800
응용소프트웨어 0.017 0.500 5.800

토 양
클라우드컴퓨팅 0.017 0.500 7.250
위성무인기 0.017 0.500 7.250

해 양 기타ICT디바이스 0.017 1.000 4.500

Fig. 8. Association diagram of environment field and ICT
technology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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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2010년)에 비해 최근 5년(2011년-2015년)에 급

격히 증가하였으며, 연구 범위인 최근 20년 중 약 50 %

에 해당되었다. 이는 최근 ‘융합’에 대한 관심과 ICT 기

술의 적용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접목사례가 늘어난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관성 분석에서는 총 57개의 연관

규칙이 생성되었으며, ‘환경 일반(16개)’ 및 ‘기후(14개)’

분야에서 ICT 기반 기술을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근 ‘환경일반’ 및 ‘기후’ 분야의 ‘공공융

합 서비스’관련 ICT 기반기술 접목사례는 증가하고 있

지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ICT 세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적용

사례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

여 향후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이슈(폭염,

한파 및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

를 구체적인 ICT 세부 기술이 활용되고, 실제 환경이슈

해결을 위한 사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환경 분야에 대한 ICT 세부 기술의 접목은 1개

환경 매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환경의 매체가 다양

하고 이와 연관된 분야도 다양하다. 또한 ICT는 기술 개

발 및 이를 응용하여 활용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협력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CT에 대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

화 되고, 응용 분야가 확대됨으로써 환경 분야에서 적

용 할 수 있는 ICT의 종류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분석 범위가 국외를 포

함하지 않은 국내논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분석 자료가

본문을 제외한 초록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환경 분야의 ICT 기반 기술 활용 연구를 더

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

정에 맞추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

석 자료의 범위를 본문으로 확대하여 활용 기술에 대한

분석을 더욱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향후 협력연구를 통하여 환경분야의 환경매

체에 대한 ICT 세부 기술의 활용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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