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기계공학과 학위 논문의 키워드 분석
이석(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1. 분석대상 자료
2018 년에는 9 개 대학의 기계공학 관련 학과(부)에서 석·박사 논문 1,378 편을 발표하였다. (박사
논문은 432 편, 석사논문은 946 편) 9 개 대학 외에 기계공학 석·박사 논문이 있지만 논문 서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수집이 까다로운 몇몇 대학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9 개
대학에서도 한글 키워드와 한글 와 영문 키워드 공통으로 사용하는 논문, 그리고 키워드가 없는
학위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도 제외하니 최종 분석 가능한 논문은 아래 Tabel 1 과 같이
654 편으로 나타났다. 654 편중 박사 논문은 257 편, 석사 논문은 397 편이다.

대학

발표 논문수(편)

분석 논문수(편)

부산대학교

366

86

서울대학교

257

151

한양대학교

233

65

KAIST

131

123

연세대학교

113

73

고려대학교

110

94

충남대학교

71

16

경북대학교

52

30

포항공과대학교

45

16

총합계

1,378

654

Table 1. 2018 년도 기계공학분야 9 개 대학 학위 논문수

2. 영문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은 1 차로 영문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문을 번역한 한글이 포함된 경우 한글을
제외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글키워드만을 제공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서 분석하였다.
영문키워드가 추출된 논문은 654 편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el 2 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들 키워드 중 빈도수가 4 이상인 키워드는

빈도

키워드

수

키워드

빈도
수

CFD

21

Heat Pump

5

FEM

11

Heat Transfer

5

Finite Element Analysis

10

Numerical Analysis

5

Machine Learning

9

Biped Robot

4

Solid Oxide Fuel Cell

9

Combustion

4

Support Vector Machine

8

Composite

4

Mechanical Properties

7

Hydrogen Peroxide

4

Optimization

7

Image Processing

4

Deep Learning

6

Lithium Ion battery

4

Fluid-Structure Interaction

6

Natural Convection

4

Microfluidics

6

Carbon Nanotube

6

Transparent Electrode

4

Friction

5

Wear

4

Graphene

5

Topology
Optimization

Table 2. 2018 기계공학 분야 학위 논문 키워드 빈도수 (빈도수 4 이상)

Figure 1. 2018 기계공학 분야 학위 논문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4

아래 Figure 2 는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그림이며, 키워드의 연결 관계 중 가장 큰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은 크게 CFD, Machine Learning, Graphene, Oscillation, 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키워드에 의해 각각 연결되어 있다.

Figure 2. 2018 기계공학 분야 학위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아래 Figure 3 은 키워드의 중심도 분석(Degree Centrality )을 한 결과이며, Figure 2 와 같이 CFD,
Machine Learning, Graphene, Oscillation, 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키워드에 중심에 가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 2018 기계공학 분야 학위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Link Reduction 1)

3. 한글 키워드 분석
또한 영문키워드와 한글 키워드를 함께 시각화 할 경우 키워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문 키워드를 번역한 한글 키워드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글 키워드만 게재한 논문은 104 편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 71 편, 경북대학교 18 편, 고려대학교 15 편 / 박사 14 편, 석사 90 편) 이들
논문의 한글 키워드를 따로 정리하여 아래 Figure 4 와 같이 시각화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최적설계”, “전기방사”를 중심으로 많은 키워드가 연결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 한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Spring Layout, 2018 년 기계공학 학위논문)

또한 중심도 분석을 하며 최적설계, 변형, 전기방사, 초음파, 전산유체역학, 표면 거칠기 등이
중심에 가까운 키워드로 나타났다.

Figure 5. 한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Degree Centrality, 2018 년 기계공학 학위논문)

4. 2 모드 분석
1) 대학-키워드 분석
대학별로 어떤 키워드의 논문이 확인하기 위해 대학-키워드의 2 모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빈도수
1 이하를 제외하고 각 대학별로 분석해 본 키워드의 연결 모습은 아래 Figure 6 과 같다. 이중
대학별로 중복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은 CFD, Finite Element Analysis, Optimization, Biped Robot,
Mechanical Properties, FEM, Machine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가 있다.
CFD 는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FEM 은 포항공대, KAIST,
한양대학교에서 Finite Element Analysis 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Optimization 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Biped Robot 과 Mechanical Properties 는 한양대학교, KAIST 에서
Machine Learning 은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KAIST 에서 Deep Learning 은 연세대학교,
KAIST 에서 Support Vector Machine 은 서울대학교, KAIST 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는 한글 키워드의 논문이 많고, 빈도수 1 이하의 키워드가 대부분이라서 Figure 6 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6. 2018 년 기계공학 학위 논문의 대학-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2 모드, Spring Layout,)

키워드

대학

CFD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FEM

포항공대, KAIST, 한양대학교

Finite Element Analysis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Optimization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Biped Robot, Mechanical Properties

한양대학교, KAIST

Machine Learning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KAIST

Deep Learning

연세대학교, KAIST

Support Vector Machine

서울대학교, KAIST

Table 3. 2018 년 기계공학 학위 논문의 대학별 공통 키워드

2) 학위-키워드 분석
학위 논문 중 석사와 박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키워드의 차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 Figure 7 과
같이 학위-키워드의 2 모드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석·박사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CFD, Finite Element Analysis, FEM, Image Proces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Heat Pump, Optimization, Natura Convention, Hydrogen Peroxide,
Support Vector Machined, Heat Transfer, Microfluidics, Machine Learning, Mechanical
Properties 가 있음을 알수 있다.

Figure 7. 학위-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2 모드, Spring Layout, 2018 년 기계공학 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