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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Wind Energy, we intend to grasp
research trend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the journal’s paper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journal. The text mining technique was used to extract a document-term matrix, and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latent semantic analysis and fuzzy K-means clustering. From the comparison of the topic
modeling results with manual categorization by experts, it is anticipated that supervised learning is recommended
by including the specific topic classification by author in the bibliography metadata for meaningful topic
modeling in the future. We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weights because the descriptive level
of title, keyword, and abstract are different when specifying the topic of the research paper. The characteristic
theme of the Journal of Wind Energy was identified as “offshore wind,” an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are participating widely, but it is of concern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industry is declining.

1. 서 론

내 유일의 풍력에너지에 특화된 학술지인 풍력에너지
저널을 창간하여 금년에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한국풍력에너지학회는 국내 풍력에너지 보급이 시 19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간하였으며 2016년에는 학술
작되던(Fig. 1) 2000년에 창립되었으며, 2010년에는 국 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되었다.
최근 문헌검토의 혁신적인 방법으로써 텍스트마이
닝(text mining) 기법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신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 (교신저자)
생에너지 분야에서도 Shin et al.(2015)는 언론기사를
**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동향 파악을 위한 주제모델링
*** 강원대학교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 교수
(topic modeling)을 수행하였으며 [1], Lee et al.(2017)
E-mail : hyungoo@kier.re.kr
은 특허 및 논문 문헌을 주제모델링하여 태양광 동향
DOI : https://www.doi.org/10.33519/kwea.2020.11.2.004
을 파악하였다 [2]. Yoo et al.(2019)는 한국기후변화학
Received : May 27, 2020, Revised : June 17, 2020
회지 논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연구동향을 텍스트마
Accepted : June 18, 2020
이닝하였다 [3]. 가장 최근에 Xu et al.(2020)은 문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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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연구동향을 지도화 하였다 [4].
본 논고는 풍력에너지저널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반 주제모델링으로 풍력에너지저널 문
헌을 분석하여 지난 10년간 풍력에너지 분야의 연구동
향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즉, 용어간의 개념적 관계
를 추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잠재의미분석(LSA;
latent semantic analysis)과 퍼지 K-평균 군집분석
(fuzzy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한 주제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수동(manual)으로 분류한
주제와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비교하여 주제모델링의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제목, 키워드 그리고 초록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였다.

Fig. 1 Installation capacity of wind energy in South Korea

2. 분석방법
2.1 문헌정보 생성
풍력에너지저널 게재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
기 위해 Python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웹크롤링(web crawling)으로 문서수집을 하였다. 즉,
풍력에너지저널 웹페이지(http://www.kwea.or.kr)로부
터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 저자, 저자의 소속기관 등
문헌정보를 수집하되 저자와 소속기관을 제외한 항목
은 모두 영문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
다. 현재 풍력에너지 분야의 기술용어는 15,000여 종에
불과한 기계공학 용어사전에 [5] 제시되지 않았을 경
우 임의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하
나의 영문용어가 다수의 국문용어로 다르게 표현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국문 텍스트마이닝을 위한 공
개 코드와 라이브러리는 아직 개발 단계이므로 영문으
로 작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분석결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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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2 주제모델링 방법
주제모델링이란 방대한 문헌정보로부터 유의미하며
함축적인 주제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추론적 분석법을
말한다.
텍스트마이닝 주제모델링의 1단계에서는 명사(noun)
와 동사(verb) 위주의 용어(term)를 문서의 특성이라고
보고 이를 추출하는 특성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
을 거친다. 즉 각각의 문서에서 용어 원형의 발생빈도
로서 표현되는 특성벡터(feature vector)를 구성한다.
용어의 빈도 수 만을 이용하는 수치화 방법은 용어
의 의미는 고려할 수 없으므로, 2단계에서는 문서행렬
의 잠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의미분석(LSA)
을 수행한다.
LSA는 다음 식과 같이 문서-단어행렬 A(m×n)를
특이값 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하
여 단어 행렬 U (m×m), 문장 행렬 V(n×n) 그리고
단어와 문장 간의 잠재적인 의미 강도에 해당하는 Σ
(m×n) 행렬을 계산한다. 그리고 k개의 특이값만 남
기고 차원을 축소함으로써 잠재적인 주제를 찾아낸다.
        

(1)

SVD는 직교하는 특이벡터(singular vector)를 이용
한다는 측면에서 분산(variance)을 보존하면서 서로 직
교하는 고유벡터(eigen vector)로 차원을 축소하는 주
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유사
하다.
3단계로는 문헌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한 문
헌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특성벡터로 표현되는 개체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
리는 코사인 유사도(1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한다.
군집분석은 계층적(hierarchical) 군집분석으로부터 적
정한 군집의 수를 정하고 비계층적(non-hierarchical)
퍼지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초기 군집 중심점은 Bahmani et al.(2012)의 방법을 따
라 가정하였다 [6].
텍스트마이닝에 의한 주제모델링 기법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풍력 전문가(풍력에너지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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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편집위원장을 역
임한 회원) 3명이 수동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이를 참
조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수동 주제분류는 특성추출에 의해 산출된 용어의
조합으로 풍력에너지 분야의 주제를 정의하되, 풍력에
너지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가장 높
은 국제 학술지인 Wind Energy의 문헌검토 상 주제
분류를 참조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7].

원(13)-한국선급(12) 순이고 대학교는 광운대학교(15)서울대학교(13)-전북대학교(12) 순이다. 산업체는 ㈜유
니슨(5)만 꾸준히 논문을 게재하였다.
저자별로는 5편 이상, 최대 15편을 게재한 저자가
11개 기관에 걸쳐 18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
며, 이들의 게재 논문은 전체 논문의 70%를 차지한다.

2.3 민감도 분석
주제모델링, 잠재의미분석, 군집분석 등 텍스트마이
닝은 특성추출로 생성한 문서-단어행렬을 이용하여 수
행한다. 그런데 특성추출에 사용된 문헌정보인 제목,
키워드, 초록은 각각의 설명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민감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학술 논문의
경우 제목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 키워드는
핵심주제어를 제시하는 초록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
다. 반면 초록에서는 연구배경, 기대효과 등의 일반적
인 설명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반복되므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설명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추출할 때 제목, 키워드, 초록
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각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가
중치 (0, 1, 0)은 키워드만을 사용하여 문서-단어행렬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중치 (5, 3, 1)은 제목에서
추출된 용어의 빈도에는 5의 가중치를, 키워드에는 3,
초록에는 1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는 의미이다.

Fig. 2 Publication trend by institutions for 2010-2019

3.2 특성추출
특성추출을 위해 불용어(stopword)와 문장부호, 숫
자 등을 제거하고 어간추출(stemming)을 하였다. 출현
빈도는 10회 이상, 희소성 임계값(sparsity threshold)
은 0.975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50개
용어에 대한 문서-단어행렬(document-term matrix)을
구성하였다. Fig. 3은 추출된 용어의 출현빈도별 용어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10∼20회 출현한 용어가 28
개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3. 분석결과 및 토의
3.1 정성적 추세분석
Fig. 2는 풍력에너지저널의 연도별 추세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연평균 20여편이 게재되었으나 2014∼
2017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회복하
고 있는 추세이다. 기관별로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45: 45: 10의 비율을 보이지만, 최근 풍력터빈 제작사
의 침체에 따른 여파로 산업체 논문이 사라지고 있다.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10편
이상 게재한 순위를 살펴보면, 연구소는 에너지기술연
구원(22)-전력연구원(19)-기계연구원(15)-항공우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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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of the extracted terms by word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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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Fig. 4는 특성추출한 용어로 그린 단어구름 정 [18], 자원평가 [19], 발전량 예측 [20] 분야로 특정
(word cloud)으로, 해상풍력(offshore wind)이 최빈도 하고 구조, 제어, 전기 분야는 배제하였다. ‘Review’는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풍력에너지저널의 핵심 주로 기고문과 동향보고 등으로 한정하였다 [21].
주제는 ‘해상풍력’ 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World cloud of the extracted terms

3.3 수동 주제분류
Table 1은 풍력분야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주제와
해당 주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의 조합을 정
리한 것으로, 용어의 조합은 주제를 특정하기 위한 설
명 용어(explanatory term)와 타 주제와의 중복성을 회
피하기 위한 배제 용어(exclusive term)로 구성하였다.
단, 풍력에너지저널의 특징적 주제가 해상풍력인 점을
고려하여 ‘offshore’, ‘blade’ 등의 주제는 타 주제와의
중복성을 허용하였다. 참고로 Table 1에서 설명 용어
와 배제 용어는 그 중요도(가중치)의 순서에 따라 열
거하였다. 선정된 8개의 주제분야는 전체 논문 중 4%
∼18%의 비율을 보이며, 이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적정
한 모수라고 판단된다.
‘offshore’는 해상구조물 [8], 부유체 [9], 그리고 해
저케이블 [10] 등을 핵심분야로 지정하였으며, ‘blade’
는 블레이드에 대한 공기역학적 연구로 특정하였다
[11]. ‘Modeling’은 풍력터빈에 대한 풍동실험(wind
tunnel test) [12],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13] 분야를 지정하되 구조해석 및 제
어는 배제하였다. ‘Structure’는 구조해석에 특화하여
제어나 공기역학, 풍력자원 및 전기 분야는 배제하였
다 [14]. ‘Control’은 피치 [15], 요 [16] 등 풍력터빈 제
어시스템 분야로, ‘Electricity’는 발전기, 전력계통 등
전기 분야로 한정하였다 [17]. ‘Resource’는 기상탑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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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nual categorization of wind energy topics
Major
Explanatory
Exclusive
topic
terms
terms Ratio
(%)
offshore,
offshore foundation,
18
cable float,
blade,
blade aerodynamics,
7
rotor,
noise wake, airfoil,
model,
structure,
modeling turbine,
flow,
CFD,
tunnel wind load, control 12
control,
load,
aerodynamic,
structure structure,
13
stress
resource,
electric
control system,
9
pitch, yawdynamic, resource,
electric
electric,
generator,
electricity grid, voltage
4
measure, speed, structure,
resource resource,
control,
8
production,
wake mast, electric
trend,review, load,
review case,
economic,
electric,
6
status
voltage

Fig. 5는 offshore 주제의 게재 추세를 보여주는데,
2017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는 offshore-structure 주제의 논문 수가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된다.

Fig. 5 Publication trend by topic (offshore and structure)

3.4 잠재의미분석
수동 주제분류와 동일하게 LSA를 이용하여 주제를
8개로 분류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 주제
는 최대 5개의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용어의 열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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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설명력이 큰 순서이다. 참고로 8개 주제(k =8)의
누적 설명력은 65%이다.
통상 주제를 분류할 때 각각의 주제가 서로 배타적
이라고 보고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용어는 타 주제
에서는 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Table 1). 반면에
잠재의미분석은 용어의 잠재적인 연관성으로 주제를
분류하기 때문에 다수의 용어가 중복적으로 연관성을
갖는다(Table 2).

며 평균은 70%이다. 즉, 수동 주제분류의 70%가 텍스
트마이닝에 의한 주제분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으며
30%는 복합적인 잠재의미로 인해 분산된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control, resource 주제에 잠재의미가 많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를 참조하면 control
은 blade와의 중복성이 높으며 resource도 dynamic,
load와의 중복성이 높아서 각각 여러 군집에 분산되어
분류된 것으로 풀이된다.

Table 2 Topics table derived from LSA (k =8)
Topic
Terms
1
offshore, structure, dynamic, design
2
farm, turbine, blade, dynamic
3
system, farm, test, control
4
blade, dynamic, aerodynamic, system
5
, structure, design, test, resource
6
dynamic, test, map, load
7
dynamic, system, test, model
8
farm, test, dynamic, load

Table 3 Comparison between manually categorized topics and
fuzzy K-means clustering results (no. of the
corresponding papers and its connectivity ratio)
Topic I II III IV V VI Connect.
offshore 4 4 4
2
82%
blade
0
2 3 0 0 83%
electricity 0 2 0 1
1 75%
modeling 1
4 7 0 1 75%
resource
6 1 1 2 8 47%
control 0 9 5 6
1 43%
structure 0 4
0 1 89%
review 4 1 1 2 1
61%
Total 25 90 30 84 33 53

turbine,

offshore,

structure,
control,
MW

resource,
load,

design,

수동 주제분류(Table 1)와 LSA 주제분류(Table 2)
결과를 비교해보면, LSA 주제분류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용어인 turbine, offshore, structure, dynamic 등
이 다수의 주제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수동
주제분류에서는 ‘blade’, ‘modeling’, ‘structure’, ‘control’
등을 독립적인 주제로 분류하였으나 LSA는 이들을 유
기적으로 연결된 분야로 분류함에 따라 기술적인 특성
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분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논문 수가 적은 electricity, review 등은 식별되지 못
하였다.
3.3 주제 군집분석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파악한 최적 군집 수는 6이다.
이에 퍼지 K-평균 군집분석으로 6개로 군집(I∼VI)을
분류하고 이를 수동 주제분류와 비교하였다(Table 3).
군집 I, III은 각각 resource, structure에 대응되고
군집 II는 modeling-blade, IV는 offshore-structure, V
는 control-electricity, 그리고 VI은 offshore-review로
대응된다. 수동 주제분류와 군집분석의 연결성을 군집
에 할당된 최빈도 논문 수(10회 이상)의 비율로 환산
하면 47%(resource)부터 89%(structure)까지의 분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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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감도 분석
Table 4는 제목, 키워드, 초록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LSA로 주제를 도출한 결과로, 공통적인 핵심용어는
turbine, offshore, structure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제목(1, 0, 0)에서는 MW와 load가, 키워드(0, 1, 0)에
서는 control, resource, farm, 그리고 초록(0, 0, 1)에서
는 measure, system, design, condition, base가 2차적
인 핵심용어로 선별되었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으로부
터 주제, 키워드, 초록이 각기 상이한 문헌정보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바른 주제모델링을 위
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추출된 용어가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주제, 키워드, 초록에 (1, 1, 0), (1, 1, 1), (3, 2, 1), (5, 3,
1) 등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경우 도출된 6
개의 주제별 핵심용어는 유사하다. 그러나 각각의 주
제를 설명하는 용어의 구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가중치
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를 Table 5와 같이 대조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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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에너지저널 문헌검토에 의한 주제모델링
교하였다. 가중치 (1, 1, 1), (3, 2, 1)은 서로 강하게 연결
되지 않는 소수의 군집이 분류되었으나, Table 5에 제
시된 가중치 (1, 1, 0)과 (5, 3, 1)은 서로 매우 유사한 군
집형태를 보이며 연관성 비율도 거의 90%로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초록의 비중을 줄이고
주제와 키워드의 비중을 높인 가중치 (5, 3, 1)이 주제
모델링에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Table 4 Core terms derived from LSA by weighting
(title, keywords, abstract)
Weighting
Core terms by topic
structure, dynamic,
(1, 0, 0) turbine,
, test,offshore,, resource
,
,
(0, 1, 0) turbine,
structure,offshore,
dynamic,test,
, , , load,
(0, 0, 1) turbine,, offshore,
structure,
structure, control, load,
(1, 1, 0) turbine,
resource,offshore,
farm, design
structure,
(1, 1, 1) turbine,
dynamic,offshore,
design, load,
farm control, MW,
structure,
(3, 2, 1) turbine,
resource,offshore,
load, design,
farm control, MW,
structure, control, MW,
(5, 3, 1) turbine,
resource,offshore,
load, design
MW

load

control resource
farm

design

measure system
condition base

Table 5 Comparison of the fuzzy K-means clustering results
between two different weight factors
(1, 1, 0)
Cluster I II Weight
III IV V VI
I 1 1 16 0 1 1
II
0 0 0 35 0 12
、
III 13 0 0 0 1 2
、
IV 1 0 0 0 1 44
V 2 23 0 0 1 0
VI 1 0 0 0 28 0

4. 결 론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학술지인 풍력에너지저널의 창
간 이후 출간된 논문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문헌검토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풍력에너지저널의 특징적 주제분야는 해상풍력
(offshore)으로 분석되었다. 다수의 연구소와 대
학에서 참여하여 연간 20여편의 논문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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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게재되고 있으나, 최근 산업체의 참여가
저하되고 있어 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 주제모델링을 위해 용어 빈도수로 문서-단어행
렬을 생성할 때 논문의 제목, 키워드, 초록의 비
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논문의 주제는 제
목에 특징적으로 표현이 되며 주요 기술용어가
키워드로 제시되므로 각각의 가중치를 5: 3 : 1로
적용하였을 때 전문가가 수동으로 분류한 주제
와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3) 논문의 주제를 잠재의미분석(LSA)과 퍼지 K평균 군집분석으로 분류하였으나, 주요 기술용
어가 문헌에서 잠재적으로 중복적 상호 연결되
어 있어서 주제 분야를 배타적으로 특정하기 어
려웠다. 따라서 논문투고시 저자가 주제분류 목
록에서 해당 주제를 선택하여 서지사항 메타데
이터에 상세주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이 경우, 저자의 주제분류를 이용
하여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에 의한 주
제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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