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은 기존의 생활방식과 는 완전히 달라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물인터넷이나 3D 프린

트 활용사례나 드론,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등의 모습으로 

주변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며 앞으로 무궁무

진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활변화의 흐름에 따라 

학술연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2010년도부터 

점점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논문이나 텍스트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연구논문들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보다 전문화되어지

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연구가 어떤 토픽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어져 왔고, 관심토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국들

과 비교하여 어떤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지 등과 향후, 미래에서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향을 파악하는 관련연구들이 모든 

학문분야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토픽 모델링 기법

을 이용하여 혁신에 관한 문헌연구나, 외교정책, 관광산업, 경영

분석, 보건의료나 산업공학 분야 등 모든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2~10]. 그러나 치위생학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류지혜가 분석한 국내 보건학 논문지의 연구 동향분

석[11]에서 일부 언급한 것 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기 연구된 

동향분석의 내용도 특정 주제에 대한 빈도분석이나 백분율 등을 

산출하는 정도의 경험적 문헌고찰 등으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

였다[7]. 이는 특정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하

였으며, 대량의 자료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특정주제나 

일부 학술지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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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공지능 관련 빅데이터의 기술이 발전하였고 하드웨어

도 보다 고성능화되어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12~14]. 이제는 치위생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량

의 자료들을 텍스트 분석을 통하면 객관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는 지난 2013년도에 부산,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치위생학의 학문발전을 목표로 창간한 

학회로 현재 4대 회장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학술지로서 지난해에는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구강보

건학 분야의 중요한 학문적 주제들과 새로운 구강보건의 가치창

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학회지이다. 이제 창립 후 

8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발행해온 논문들의 주요 잇슈들을 

재정리해보고 타 학회와의 연구방향성과 부족한 부분들을 재정

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창간후 학회에서 발행해온 전체 

논문들의 요약과(Abstract) 결론부분을 추출하여 Topic 

Modeling[15~21]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 중 하나인 토픽 모델링을 활용 하여 광범위해지고 

있는 치위생학이 그동안 어떠한 토픽(Topic)들로 연구가 이루어

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로 논문지에서 

도출된 단어를 이용하여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분석된 주요 토픽(Topic)들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치위생학 연구 

분야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추후의 연구로는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치위생학 

연구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구강분야 선진국과 국내 치위생학분

야 학술지들과 토픽을 상호 비교하여 그 체계와 격차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구강보건과학회가 발행한 논문지(2013년 

Vol.1 No.1 Oct ~ 2020년 Vol.1 No.4 Dec)159편의 논문들을 

Abstract(요약)와 결론부들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는 텍스트분석이 가능한 Netminer 4.0((주)

사이람)[22]을 이용하여 주요 단어들을 전처리(Preprocessing)

하여 TF/IDF를 통한 Word Cloud모형을 추출하였고, LDA 기법을 

통하여 주요한 요인들을 추출하는 Topic Modeling 기법을 수행

하였다. 또한 각 토픽들의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Topic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단어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하여 실제 워드를 중심으로 그룹화 된 토픽들을 확인하였다.

2. 추출된 논문의 통계정보

한국구강보건과학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8년 동안 게재된 

논문 159편을 추출하여 CSV형태로 엑셀에 저장하였으며 수집

된 논문들의 통계정보는 <Table 1>과 같다.

3. 자료 전처리

자료분석을 위해서 Netminer 4(Cyram)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연구에서 Rstudio와 R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

는 R언어를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최대한으로 감소시

키고 이에 특화된 GUI형태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대로 

도모한 프로그램인 Netminer 4를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일이 단어들의 원형을 추출하여 Stemming이나 Filtering하여 

구두점이나, 숫자 등, 불용어(Stop Word) 등을 사전에 쉽게 제거

해주는 도구로서, 연구자들이 분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도구로 현재 전 세계에서 데이터 모델링의 도구로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다.

4. 자료분석

전처리가 완료된 입력된 자료를 중심으로 TF/IDF분석을 수행

하였다.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은 정보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하는 가중치로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그룹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Year Volume Freq.(# of papers) %

2013 1 12 7.5

2014 2 12 7.5

2015 3 8 5.0

2016 4 15 9.4

2017 5 20 12.5

2018 6 18 11.3

2019 7 30 18.9

2020 8 44 27.7

<Table 1> Statistics of data sets from KOH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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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 문서

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

정하거나, 문서들 사이의 비슷한 정도를 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TF(단어 빈도, Term Frequency)는 특정한 단어

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서군 내에서 자주 사용 되는 경우, 이것은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DF(문서 빈도, 

Document Frequency)라고 하며, 이 값의 역수를 IDF(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한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이다.

5. 토픽 모델링

토픽모델링은 분석한 워드를 이용하여 주제(Topic)을 찾고 

빈도나 긍정/부정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지 혹은 그래프로 

모형화하는 과정이다[11]. 현재는 뉴스, 블로그, 웹 페이지, 기사

나 책, 이미지, 소리 등 비디오 정보, SNS등 인터넷 상에 있는 

방대한 자료들 등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

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적 도구가 필요하다. 여러 토픽모델링 기법중에서도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17~19]인데 잠재적인 파라미터를 디리클

레 분포[20~21]를 사용하여 주제를 할당한 뒤 그 주제로부터 

단어를 추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픽 수는 연구자가 

사전에 토픽수(K값)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째는 여러 개의 토픽수를 부여하여 얻어지는 결과

를 가지고 주제범주화가 가장 잘 되었다고 분석자가 판단하는 

토픽수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토픽수를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다[8]. 본 연구는 여러 개의 토픽수를 선정

하여 다양한 분석을 해본 후 그 결과들을 가지고 토픽들 간 

서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가장 범주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토픽수를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최종 토픽의 수가 6개로 결정되었다.

Ⅲ. 연구결과

1. TF-IDF결과 워드 클라우드

단어 간 거리 2이상이며 Tf-Idf로 추출된 상위500개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Figure 1>과 같다.

2. LDA적용 토픽모델링 결과

LDA를 적용한 후 최종 추출된 각 토픽들의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토픽1의 제1키워드는 학습, 제2키워드는 

학생, 제3키워드는 능력, 제4키워드는 프로그램, 제5키워드는 

치위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토픽2의 제1키워드는 관리, 제2키워

드는 치과위생사, 제3키워드는 환자, 제4키워드는 방사선, 제5키

워드는 노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토픽3은 보건으로 그 다음 

키워드는 경험-지식-스트레스-수준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나타

났고, 토픽4는 제1키워드로 효과-질환-치주-세균-추출물의 순서

로 나타났으며, 토픽5는 변화-치아-미백-통계-사용 등의 순서로 

<Figure 1> Word cloud for TF-IDF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Topic-1 Learning Student Ability Program Dental hygiene

Topic-2 Management Dental Hygienist Patient Radiology Elderly

Topic-3 Health Experience Knowledge Stress Level

Topic-4 Effect Disease Periodental Bacteria Extract

Topic-5 Change Tooth Whitening Statistics Usage

Topic-6 Dental department Medical Satisfaction Insurance Satisfaction

<Table 2> Top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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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토픽6은 치과-의료-만족도-보험-만족 등

의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문서에 가장 많이 내포된 주요 

토픽의 순서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문서수가 39개로 가장 중요한 토픽은 토픽3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문서수가 27개인 토픽4, 문서수가 25개인 토픽1, 문서수가 

23개로 토픽6, 문서수 21개로 토픽2, 마지막으로 문서수가 17인 

토픽5가 가장 덜 중요한 토픽으로 다음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3. 중요순위별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

본 논문지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수행된 토픽(Topic 3)분야의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Figure 2>와 같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보건, 스트레스, 경험, 행동, 수준, 증진, 지식, 칫솔질, 주관, 

상태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수행된 토픽의 주요 키워드(Topic 4)로는 다음 

<Figure 3>과 같다. 효과, 질환, 치주, 추출물, 세균, 통증, 구취, 감소, 

항균, 억제 등 세균이나 치주질환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로 많이 연구된 연구의 토픽 키워드(Topic 1)들은 

다음 <Figure 4>와 같다. 학생, 학습, 능력, 프로그램, 해결, 치위, 

문제, 실습, 효능감, 관계, 요인 등의 주요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로 많이 연구된 분야로는 토픽 키워드(Topic 6)들은 

다음 <Figure 5>와 같다. 치과, 의료, 만족도, 인식, 생활, 보험, 

생활, 요인, 인식, 서비스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있다.

다섯 번째로 연구된 토픽의 주요 키워드(Topic 2)들은 다음 

<Figure 6>과 같다. 관리, 치과위생사, 환자, 방사선, 병원, 조직, 

업무, 요양, 노인, 직무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있다.

여섯 번째로 연구된 토픽의 주요 키워드(Topic 5)들은 다음 

<Figure 7>과 같다. 변화, 미백, 치아, 통계, 장애, 감소, 사용, 

치료, 증가, 이용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있다.

4. 중요순위별 토픽별 워드 네트워크

워드 클라우드 모형은 도출된 중요한 키워드 단위로 시각화해

주는데 비해서 워드네트워크 모형은 추출된 각 토픽 내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시각화된 네트워크 망을 보면 굵은 원형모양이 

중요한 키워드임을 나타내고 각 키워드간의 연결(Link)은 거리

가 짧은 것이 중요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토픽별로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된 토픽3의 네트워크 모형은 

다음 <Figure 8>과 같다. 토픽3의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분석

을 통하여 토픽3은 청소년(대학생포함)대상 구강보건증진실천

Number of documents

Topic-1 25

Topic-2 21

Topic-3 39

Topic-4 27

Topic-5 17

Topic-6 23

<Table 3> Document classification statistics

<Figure 2> Word cloud for topic 3

<Figure 3> Word cloud for Topic 4

<Figure 4> Word cloud for Topi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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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연구가 많이 된 토픽4의 네트워크 모형은 다음 

<Figure 9>와 같다. 토픽4의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토픽4는 치주질환 항균추출물 세균효과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 연구가 진행된 분야 토픽1의 네트워크 모형은 다음 

<Figure 10>과 같다. 토픽1의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토픽1은 치위생과 학생대상(진로, 실습, 학업, 전공관련) 

만족도 등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로 연구가 진행된 토픽6의 네트워크 모형은 다음 <Figure 

11>과 같다. 토픽6의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토픽6은 치과 의료이용 만족과 치과의료보험 관련에 대한 연구

로 확인되었다.

<Figure 8> Word networks for Topic 3

<Figure 9> Word networks for Topic 4

<Figure 5> Word cloud for Topic 6

<Figure 6> Word cloud for Topic 2

<Figure 7> Word cloud for Topi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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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모형 토픽2의 네트워크 모형은 다음 <Figure 12>와 

같다. 토픽2의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토픽2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조직, 직무경험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분야인 토픽5의 네트워크모형은 다음 

<Figure 13>과 같다. 토픽5의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토픽5는 치아미백의 효과나 악관절장애에 대한 연구로 확인

되었다.

<Figure 10> Word networks for Topic1

<Figure 11> Word networks for Topic 6

<Figure 12> Word networks for Topic 2

<Figure 13> Word networks for Topi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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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구강보건과학회 학술논문지가 

창간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의 연구 논문159편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Abstract(요약)와 결론부들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는 텍스트분석

이 가능한 Netminer 4.0((주)사이람)을 이용하여 주요 단어들을 

전처리(Preprocessing)하였고, TF/IDF를 통한 Word Cloud모형

을 추출하여 LDA 기법을 통하여 Topic Modeling을 수행하였다. 

내부 토픽들의 정확한 연결 구조를 알고자 토픽들의 연결망 분석

(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Topic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단어들

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그룹화 된 토픽들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단어 간의 유사도 거리계산을 통하여 단어 간의 

거리는 두 글자이상, 상위500개의 단어를 TF/IDF방법으로 추출

하였으며,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은 상위 100개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아 연구된 토픽은 

문서수가 39개인 토픽3으로 “청소년(대학생포함)대상 구강보건

증진실천행위와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분야는 문서수가 27개인 토픽4로 “치주질환 

항균추출물 세균효과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 문서

수가 25개인 토픽1, “치위생과 학생대상(진로, 실습, 학업, 전공관

련) 만족도 등의 관련요인”등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고, 네 번째는 

문서수가 23개인 토픽6, “치과 의료이용 만족과 치과의료보험 

관련”에 대한 연구였으며, 다섯 번째로는 문서수 21개인 토픽2의 

“임상치과위생사의 조직, 직무경험” 등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고, 

가장 관심이 적었던 분야는 문서수가 17개로 토픽5인 “치아미백

의 효과나 악관절장애”에 관한 연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학회지의 연구동향과 구강분야 타 학회지와의 방향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연구결과

[11]가 제시되어 있어 비교한 결과,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토픽분

석결과도 6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는데,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학교구강보건”관련 연구로 73.9%를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는 

“불소도포”관련 연구로 14.5%이였으며, 세 번째는 “치아우식병”

으로 5.5%, 네 번째는 “구강보건교육”으로 3.9%, 다섯 번째는 

“미백”관련 연구로 1.4%,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악안면통증”이 

0.6%정도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R 프로그램으로 분석된 

류지혜의 연구에서는 “학교구강보건실”관련 연구는 세부 주제로 

“학교구강보건실(40%)”, “치주질환(29.4%)”, “학교급수불소농

도조정사업(4.5%)”등으로 더 세분화하여 이를 하나의 “학교구강

보건실”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 역시 앞에서 제시된 

연구자가 토픽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학교구강보건”이나 

“불소도포”에 관한 연구동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일부 토픽의 

중복성을 무시하더라도 주된 연구 분야는 상호 비교 가능하였다. 

이러한 연구 동향에는 예방치학 전공의 치과대학 교수들 주축으로 

구성된 학회지로 불소사업이나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책임자로 사

업을 펼치는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학회와의 공통주제로는 

치주질환관련연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아우식병, 미백, 

악안면 통증관련 연구 등이었으며 한국구강보건과학회 논문지에

서 부족한 연구 토픽으로 학교구강보건실 관련 연구와 수불농도조

정사업관련 등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치위생학 

전공의 3대 학회지인 치위생과학회지와 한국치위생학회지 등과 

본 학회를 동일한 분석도구로 비교분석하여 각 학회지들의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치위생

학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한국구강보건과학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구강보건과학회가 발행한 논문지(2013년 Vol. 

1 No.1 Oct ~ 2020년 Vol.1 No.4 Dec)159편의 논문들을 Abstract 

(요약)와 결론부들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추출하여 토픽모

델링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논문주제는 “청소년(대학생

포함)대상 구강보건증진실천행위와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

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분야는 “치주질환 항균추출물 세균효

과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이 연구된 분야는 “치위생과 학생대상(진로, 실습, 

학업, 전공관련) 만족도 등의 관련연구”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치과 의료이용 만족과 치과의료보험 관련”등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조직, 직무경험”등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로 “치아미백의 효과나 악관절장애”등에 대한 연구

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구강보건과학회 논문지의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대

한구강보건학회지와의 연구방향과도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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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구강보건 분야의 연구주제들을 다룰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기존 학회지인 치위생과학회지와 한국치

위생학회지와의 차별성을 두어 연구방향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가져야만 한국구강보건과학회 논문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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