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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인공지능 련 국가R&D         
연구동향 분석

☆

A Study on Analysis of national R&D research tre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LDA topic modeling

양 명 석1 이 성 희2 박 근 희2 최 광 남2 김 태 현2*

MyungSeok Yang SungHee Lee KeunHee Park KwangNam Choi TaeHyun Kim

요    약

특정 주제분야에 한 연구동향 분석은 부분 논문, 특허 등 문헌정보를 상으로 한 키워드 추출을 통해 토픽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주요 연구주제와 연도별 추이 등을 살펴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정보를 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주

제와 련된 토픽들을 추출·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 연구주제와 투자방향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NTIS는 국가연구개
발사업·과제정보를 비롯하여, 논문, 특허, 보고서 등 연구를 통해 생성된 주요 연구개발성과에 이르기까지 방 한 양의 국가R&D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 통합검색에서 인공지능 키워드와 련된 분류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확인하고, 최근 

3개년 과제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기 데이터를 구축하 다. 이썬에서 제공하는 LDA 토픽모델링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기 데이
터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 효과, 키워드 등)를 상으로 련 토픽과 주제어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연구투자방향에 한 인사이트

를 도출하 다. 

☞ 주제어 : 토픽모델링,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주제변화, NTIS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specific subject areas is performed by examining related topics and subject changes by using topic 

modeling techniques through keyword extraction for most of the literature information (paper, patents, etc.). Unlike existing research 

methods, this paper extracts topics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using the LDA topic modeling technique for the project inform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provided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NTI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analyzing these topic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opics and investment directions for national R&D projects. 

NTIS provides a vast amount of national R&D information, from information on tasks carried out through national R&D projects to 

research results (thesis, patents, etc.) generated through research. In this paper, the search results were confirmed by performing 

artificial intelligence keywords and related classification searches in NTIS integrated search, and basic data was constructed by 

downloading the latest three-year project information. Using the LDA topic modeling library provided by Python, related topics and 

keyword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for basic data (research goals, research content, expected effects, keywords, etc.) to derive 

insights on the direction of research investment.

☞ keyword : topic modeling,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Research Trend,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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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 COVID 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통

신(IT)분야에 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 으로 증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한 연구는 기계학습, 딥러닝, 

사물인터넷, 로 ,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

한 주제로 발 하며 사회 반에 걸쳐 많은 향을 주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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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 성과 인력 평가 원 시설장비 합계

항목수 164 168 39 11 55 437

개방
항목수

130 165 12 - 48 355

수집
리

문기  연계 는 연구자 입력(296개), 
연구개발성과 연계(133개), NTIS자체 리(8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략 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많은 투자

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 주제분야에 한 연구동향 분석은 부분 논문, 

특허 등의 문헌정보를 상으로 한 키워드 추출을 통해 

토픽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련주제  주제변화 등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에서 제공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 과제정보를 

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연구주제와 

련된 토픽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토픽을 활용하여 인공지

능이라는 특정 분야와 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 

연구주제와 투자방향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NTIS에서는 18개 부처·청으로부터 국가R&D사업에 

한 과제정보를 비롯하여 논문, 특허 등의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R&D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와 연

계하여 약 1억 5천만 건의 과학기술 련 지식정보 콘텐

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

(그림 1) NTIS 개념도

(Figure 1) NTIS concept

본 논문에서는 NTIS 통합검색에서 인공지능 키워드와 

련한 분류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확인하고, 그  

최근 3개년 간 수행된 과제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기 데

이터를 구축하 다. 이썬에서 제공하는 LDA 토픽모델

링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기 데이터 (연구목표, 연구내

용, 기 효과, 키워드 등)를 상으로 련 토픽과 주제어

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투자방향에 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국가연구개발정보

2011년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 인 수집·연

계  공동활용 기반구축 등을 해 앙행정기  표

문기  정보 리시스템과 NTIS간 상호연계를 추진하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이 제정

되었다. NTIS는 이 규정의 제25조 제3항에 따라 표1과 같

이 국가연구개발정보표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

구개발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해왔다. 재는「국가연구

개발 신법 [시행 2021. 2. 1.]」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정보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6호, 2021. 1. 

25., 폐지]」)은 폐지되고, 「국가연구개발 신법」에 따

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 리  활용 등 연구개발

정보의 처리에 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 ’이 시행

(2021.1.1.)된 이후,  이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NTIS에서는 공공데이터에 한 개방요구정책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정보에 한 개방 상과 항목, 이용범  등

을 명확히 하고 개방서비스를 폭 확 하여 제공하고 

있다. 구나 쉽게 국가연구개발정보를 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검색결과를 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 으며, 정보활용도를 높이기 해 2019

년 바로분석, 2020년 과제정보 시각화 등의 다양한 서비

스를 지속 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1) NTIS 데이터 제공 항목(2020년 기 )

(TABLE 1) National R&D Information Standard

2.2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하나로 비구조화

된 문서 집합에서 잠재된 토픽들을 추출하는 확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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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알고리즘이다. 토픽모델링은 잠재 의미분석(LSA: 

Latent Semantic Analysis)을 시 로, 확률기반 잠재의미분

석(pLSA:Probabilistic LSA)기법으로 발 되다, Blei, Ng 

and Jordan(2003)가 고안한 그림2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토픽모델링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최

근에는 Teh et al.(2007)가 고안한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기법이  토픽의 주제개수를 지정하지 않

고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추출해줘 심이 집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LDA 모델링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3] 

(그림 2) LDA 토픽모델링의 이해 DaviD m. Blei 2012.04

(figure 2) Probabilistic topic models, DaviD m. Blei 2012.04

박 형 외 1 [4]의 연구에서는 연구동향 분석을 한 

토픽 모델링 기법 비교를 통해 LDA와 HDA를 비교하여 

실험하 는데 LDA의 경우 해당분야의 거시 인 연구동

향 악에, HDA의 경우 세부 인 연구동향에 장 이 있

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 인 에서

동향 악을 해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고자 한다. 

박건철 외 1[5] 연구에서는 Scopus DB  Springer DB

에서 스마트시티와 련된 학술논문 11,527건의 제목과 

록, 발행연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 황, 연구주

제, 연구분야 추이 등을 LDA기반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

용하여 분석하 다. 주제 간의 연 계를 분석하여 향후 

스마트 시티 련 연구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

다. 

남춘호 [6]의 연구에서는  통 인 사료자료에 토픽

모델링을 용하여 농민일기 단행본에서 다루는 주제분

야를 추출하여 핵심내용을 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정진명 외 2 [7]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상으로 교육정책과 련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여론

에 한 방향성을 주제분석하는데 활용하 다.

토픽모델링 기법은 방 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상

으로 주제분야에 한 키워드를 분석하는데 많은 이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 한 연구개발 투

자방향과 주제 분야를 살펴보기 하여 국가연구개발정

보를 상으로 LDA 기법을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 상 데이터

NTIS에서는 통합검색에서 이용자가 심 있어 하는 

국가연구개발정보에 한 정보를 키워드, 분류 등을 활용

해 검색하고, 그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정보의 핵심인 과제정보에

는 표2와 같이  사업명,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

효과, 키워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제분야 분석에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 2) 국가연구개발 과제정보 구성 항목

(TABLE 2) Items of National R&D Project Information 

항목명 설명

부처명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리에 한 
제반사항을 주 하는 앙행정기 의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세부사업코드의 사업명, 국가연구개
발사업 조사․분석의 소분류 사업명)

과제고유
번호

NTIS에서 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범
부처 과제고유번호

과제명(국문) 신청  약 과제를 기 으로 한 세부과제
명의 정식명칭(국문과 문과제명으로 구분)과제명( 문)

 략

연구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는 제품 포함)
의 수 ·성능·품질 등 연구목표에 한 요약

연구내용 연구내용에 한 요약

기 효과 과제 수행 시 기 효과 요약

한 키워드 과제 내용을 표하는 한  키워드 5개 내외

문키워드 과제 내용을 표하는 문 키워드 5개 내외

3.2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차는 그림 3과 같다. 첫째,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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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8 2019 2020 합계

과제수 5,267 6,550 8,942 20,759

(그림 3) 데이터 분석 차 

(figure 3) Process of Data Analysis  

단계에서는 NT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검색에서 키워

드(“인공지능”, “Ariticial inteligence”, “지능형” 등)와 분류

검색에서 국가 기술분류(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를 

선택하여 검색하고, 그 결과를 엑셀 일로 다운로드 받아 

최근 3개년(2018~2020년, 21년 1월기 )과제정보를 수집

하 다. 과제고유번호를 활용하여 복을 제거한 후 표3

과 같이 분석 상 데이터를 구축하 다.

(표 3) 분석 상 데이터 건수(2018~2020)

(Table 3) Number of Analysis Data (2018-2020)

둘째,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분석 상 과제 데이터 

20,759건에서 표 2와 같은 과제정보 항목  텍스트 분석

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항목(과제명, 연

구목표, 연구내용, 기 효과, 키워드 등)에서 텍스트 데이

터를 추출하고, 특수캐릭터, 결측치 정보 등을 제거하여 

데이터를 구축하 다.

셋째, 토픽모델링 단계에서는 상 데이터에 한 워

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인공지

능 분야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정부부처별, 

연도별 인공지능 분야 투자추이를 정량 분석하여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한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 인공

지능 련 주제분야를 악하기 해 토픽모델링을 수행

하 다. 우선, NTIS에서 구축한 불용어 사 과 국가R&D

용어사 [8] 등을 활용하여 과제고유번호를 키값으로 하

고, 텍스트 데이터를 상으로 형태소 분석(mecab)을 수

행[9]하여 련 키워드 들을 추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이썬(python)과 LDA 토픽모델링 라이 러리(gensim)를 

활용[10]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LDA모델링의 특

성상 분류하고자 하는 토픽(K)을 임의로 지정(10개)하여 

1차 으로 수행하고, 토픽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며 최

화된 주제분류를 악하기 해 모델링 최 화 작업을 

수행하 다. 

넷째, 모델링 최 화단계에서는 LDA 토픽모델링에 최

화된 주제 개수를 찾기 해  주제 일 성(Topic 

Coherence)을 기 으로 주제를 찾아주는 모델링 최 화

(mallet) 라이 러리를 활용하 으며, 주제일 성 계수가 

높은 값을 선택하여 총 16개 토픽을 선정하 다.[11] 

다섯째, 모델링 최 화를 통해 악된 주제 개수

(K=16)를 값으로 하여 토픽모델링을 다시 수행하여 그림 

6과 같이 최종 결과를 얻은 후 토픽들을 심으로 인공지

능에 한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하 다.

4. 분석결과

4.1 핵심키워드

인공지능 분야 핵심키워드를 살펴보기 해 과제정보

내의 한 키워드와 문키워드 컬럼에 있는 단어를 심

으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해 보았다. 한 키워드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기계

학습”, “사물인터넷”,“머신러닝”, “ 랫폼”, “클라우드”, 

“자율주행”, “지능형”, “강화학습”, “스마트팜”, “음성인

식”, “가상 실” 등이 상 에 랭크됨을 알 수 있다. 한 

문키워드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한 키워드와 비슷하

게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Bigdata”, “IoT”, “AI”, “Clou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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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공지능분야 워드클라우드(한 키워드)

(Figure 4) word cloud (korean Keyword)
(그림 5) 인공지능분야 워드클라우드( 문키워드)

(Figure 5) word cloud (english Keyword)

“Reinforcement learning”, “Smart Farm” 등이 상 에 랭크

됨을 알 수 있었다.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 랫폼 

등에 한 기  연구에서 스마트팜, 가상 실 등 응용분

야에 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행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2 투자 동향

최근 3개년 간 인공지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와 연구비는 표 4와 같이 매년 지속 으로 꾸 히 증가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20년 과제수와 연구비합계가 

2018~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부처별 과제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과

학기술정통부, 교육부, 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연도별로 과제가 지속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과제 수는 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소기업을 지원

하는 성격이 강해 과제당 연구비의 규모는 작으나 많은 

수의 과제를 공모하여 추진함에 따라 과제수가 많은 

상을 보인다. 한 교육부의 경우에도 기 연구를 수행하

는 학이나 연구기 을 상으로 과제를 공모하기 때문 

에 과제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과제가 수

행됨을 알 수 있다. 

(표 4) 과제수와 연구비 분포((2018-2020)

(Table 4) Number of Prjoect & Total Cost

연도 과제수 연구비(합계, (단 :천원)

2018 5,267 2,220,183,479

2019 6,550 2,261,427,412

2020 8,942 3,189,833,683

합계 20,759 7,671,444,574

과제당 연구비의 분포는 부처별 연구비의 규모나 수

에 따라 달리 구성되므로 단순 과제수의 증가가 투자 추

이를 반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제수가 꾸 히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인공지능 분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그림 7과 같이 부처별 연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연구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

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에서 인

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한 투자를 지속 으로 확

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토픽모델링 결과 분석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악한 주제 역은 표 5와 같

이 총 16개 분야에 걸쳐 빅데이터, 상인식, 음성인식, 

인공지능기술 등 기 기술 역을 바탕으로 응용분야인 

에 지, 교육, 소재, 의료, 해양선박, 서비스 랫폼, 시장

제품, 재난안 ,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 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독립

된 연구주제 수행보다는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기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 역에 걸쳐서 연구가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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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처별 과제수 추이

(Figure 6) Annual number of projects according to government funding agencies

(그림 7) 부처별 연구비 추이(2018~2020)

(Figure 7) Annual total cost according to government funding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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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토픽모델링 결과

(Table 5) result of Topic Modeling

주제분야 핵심키워드

에 지 에 지, 력, 메모리, 설계, 연산, 구조, 회로, 하드웨어, 기, 컴퓨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수집, 빅데이터, 정보, 랫폼, 모델, 서비스, 통합 

상인식 상, 딥러닝, 인식, 이미지, 카메라, 알고리즘, 검출, 3차원, 자동

교육분야 교육, 소자, 융합, 사회, 핵심, 인력, 미래, 신, 창출

소재분야 소재, 물질, 규명, 분석, 세포, 구조, 특성, 유 체, 유 자, 약물

의료분야 진단, 환자, 의료, 치료, 임상, 분석, 질환, 평가, 측정

해양선박 성, 선박, 융, 해양, 챗 , 문서, 수 , 문자, 상담,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정보, 서비스, 개인, 분석, 사용자, 생활, 건강, 맞춤형, 수집, 공간

서비스 랫폼 랫폼, 서비스, 콘텐츠, 클라우드, 설계, 소 트웨어, 디지털, 모바일, 검증

시장제품 시장, 제품, 서비스, 기업, 고객, 상품, 추천, 해외, 디자인, 창의

음성인식 학습, 인식, 인간, 음성, 기계, 행동, 모델, 언어, 자동

재난안 안 , 사고, 재난, 상황, 감지, 험, 응, 평가, 피해, 화재

스마트시티 정보, 운 , 환경, 스마트, 생산, 분석, 실증, 연계, 장, 도시

로 로 , 환경, 네트워크, 제어, 통신, 센서, 차량, 지능, 자율주행, 자율

기 기술 모델, 학습, 측, 기법, 분석, 딥러닝, 데이터, 알고리즘, 기계

스마트 공장 설계, 센서, 제작, 모듈, 제품, 공정, 측정, 제어, 장치, 모니터링

(그림 8) 토픽 분포도

(Figure 8) Topic Distribution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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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TIS에서 제공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정보를 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3개년 간 투자동향과 연구동향에 하여 살

펴보았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련 기

기술(딥러닝, 기계학습 등)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 소재, 스마트시티, 로  등 다

양한 역에 걸쳐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정부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한 기 기

술연구를 비롯하여 산업 반에 걸쳐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지

속 으로 확 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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