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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통한 기술과 제품의 혁신을 이해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다. 특히, 이종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제품 혁신과 성공을 위해서는 융합 가능한 아이템 즉, 제품과 기술,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대안
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융합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특허와 논문 등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융합 발굴은 시장의 수요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중소·창업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융합(Market convergence)의 관점에서 새로운 융합 기회를 식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중
소 수출입 기업이 이용하는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의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둘째, 기존의 융합
기회 발굴 연구는 이미 융합되어 존재하는 제품 또는 기술 기반의 연관성 및 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 가능한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을 목적으로 구조적공백(Structural Hole) 이론을 적용하여, 
상이한 산업군에서 서로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는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융합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융합 사업 테마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품명과 제품 기술서를 기반으로 제품 및 기술 용어 사
전과 텍스트마이닝 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 특성간 연관관계분석을 수행한 후, 네
트워크 분석을 진행 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시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1월 부터 2016년 7월까
지 등록된 24만건의 e-카탈로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범위를 IT로 제한하
고, IT 기술을 매개로 한 “Health & Medical”과 “Security & Protection” 카테고리 간의 융합 기회를 도출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융합연관규칙 1,729을 추출하였으며, 지지도를 기반으로 100개의 규칙을 샘플링 하여, 구조적 공
백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시장융합, 연관규칙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 구조적공백, B2B e-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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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늘날 산업과 과학기술계에 있어서 융합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화두가 되고 있다. 심화

되는 경쟁과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

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융합을 혁신

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종산업간 기술 및 제품, 사업 측면에서 융합 

비즈니스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킹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유망한 융합 사업 아이

템이 무엇인지, 융합을 위해 누구와 연계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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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KIET, 2011). 
ETRI가 한국의 기술기반 중소기업 517개를 대상

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융합을 위한 중소기

업간 협력의 성공요인으로 34.9%가 ”협력아이템 

발굴”, 24.1%가 “협력파트너 선택”이라고 답하

였고,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협력아이템 발굴”(27.8%)로 응답(ETRI, 2011)하
여 융합아이템의 선정과 협력파트너의 선택이 

중요 핵심 정보임을 시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각국 정부는 융합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미

래를 주도할 융합기술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매년 미래유망기술과 유망사업아이템을 발표하

였다. 2016년 발표한 KISTI의 유망사업 아이템 

300선을 살펴보면 IT, NT, BT 유망기술을 중심

으로 카테고리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수의 융합 

사례가 발견된다. 특히, IT기술을 매개로 과거에

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업종간의 융합이 이루어지

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UBER의 경우 스

마트폰의 보급과 SNS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개인 승용차가 택시 산업에 포함하게 하는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사례를 보여준다.
기존의 융합기술 발굴은 특허와 논문 같은 기

술정보로 부터 분석한 트렌드를 참고하여, 시장

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가 그룹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진행 된다.(Kyungpyo Lee et 
al., 2013; ETRI, 2010). 그러나 여러 산업에 걸쳐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하

는 융합의 특성상 전문가 기반의 융합 아이템 발

굴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논문,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발굴 한 융합 기술의 경우 시장

에서 사업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실

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

의성 있는 융합 아이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정보시스템을 토대로 방대한 Big Data
를 처리하고 자동화된 발굴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융합 사업기회 발굴 플랫폼’의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융합 사업 

기회 발굴 플랫폼’ 모델의 일환으로 시장융합

(Market Convergence)(Curran and Leker, 2011) 측
면에서 융합사업 테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융합기회 발굴은 분석 방법에서 주로 

특허의 IPC Co-Classification 분석이나 학술논문 

데이터를 이용한 Co-Citation 분석 또는 초록·주
제어에 대한 토픽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최근의 융합기회 발굴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

용한 문장의 형태학적 분석과 결합분석을 함으

로써 융합의 대안(Seo and Lee, 2013)을 찾으려

는 시도들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융합기회 발굴은 대부분 이미 융합되어 존재하

는 제품 또는 기술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관성이 

높은 제품 특성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빈도의 증

가 추세를 통해 예측하는 방식에 포커스 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술을 매개로 서로 직접적

으로 연결되지 않는 제품 및 기술 특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 이론을 적

용하여 새로운 융합 사업 기회를 찾고자 하였

다.(Curran and Leker, 2011) 이를 위해 제품명과 

제품 기술서를 분석하여 상이한 산업군에서 발

견되는 사업화 키워드를 찾아내고,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융합 제품에 대한 새로운 테마를 도출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

이 될수 있는 융합발굴을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비

정형 제품 데이터로부터 시장융합을 발굴하는 

발굴 모델을 소개하고. 4장에서 실제 발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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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개한다.

2. 선행연구

2.1 융합의 개념 및 분류

융합은 이질적인 기술 또는 제품 요소의 결합

을 통해 새로운 편익이 창출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Curran and Leker(2011)은 혁신의 흐름이 

연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화한다는 가정에서 

융합을 혁신이 실행되는 단계에 따라 선형적으

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첫 단계인 과

학융합(Science convergence)은 학문간 융합을 의

미한다. 이후, 과학정보가 기술의 형태를 띄면서 

구현되는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이 

있다. 시장융합(Market convergence)은 제품 및 

서비스혁신에 의해 발현 되며, 산업융합(Industry 
convergence)은 기술융합과 시장융합이 결합되며 

산업의 구조와 기업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기술중심(Technology 

push)융합과 시장중심(Market pull) 융합으로 구

분할 수 있다.(NIPA, 2010). 기존에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왔던 기술융합(Caviggioli and Federico. 
2016; Lee et al. 2015 )은 신기술 창출에는 유리

하지만 시장이나 고객의 니즈와 괴리가 있고, 시
간과 인력, 지금의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을 위험

이 존재한다. 시장융합은 제품 또는 서비스 융합

으로 대체하여 생각할 수 있다. 시장융합은 기술

융합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는 않지만 기술융합

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시장융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 창출에 유리한 

반면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원천기

술 확보에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다.
기술융합과 시장융합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

(NPD) 프로세스 관점에서 볼 때, 의사결정에 미

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기술융합과 관련된 기

술 R&D는 NPD(New Product Development)의 초

기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시장융합과 관련된 

제품화 과정은 후기단계에 해당한다. 기업에게 

기술융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R&D 
활동과 관련이 높고, 시장융합은 단기적 관점에

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이 높다. 한편,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신제품 개발 비용 증가와 

출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이다. 창업기업

이 2년~4년 안에 가장 많이 폐업 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생존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수익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경영에 있어 의미가 있는 

시장융합 연구는 사례가 많지 않다. 
제품·서비스 융합을 체계화하고 여러 유형으

로 구분하고자 했던 Kim(2014)이나 Park et 
al.(2012)를 참조해 볼 때 시장융합은 보다 세분

화하여 유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기술, 서
비스+기술, 제품+제품, 서비스+서비스 등 4가지 

세부유형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Kim(2014)는 

이러한 세분화의 경우 너무 많은 종류의 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기술의 범위를 IT 등으로 한정하

여 분석한바 있다.

2.2 비정형 데이터 기반 융합 연구 사례

융합관련 연구는 크게 융합의 정도분석, 융합

의 대상분석, 융합의 대안분석 3가지로 부분된다

(Seo and Lee, 2013). 최근 정부유관기관 및 연구

소를 중심으로 기술융합을 검출하기 위한 연구

는 특허와 논문의 분류와 인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KISTI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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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 기법

Yoon and 
Park (2005)

특허문서, 키워드 요인분석

Cho and Kim 
(2011)

학술논문, 키워드 추출 후, 빈발출현 키워
드 쌍을 추출, 키워드간 네트워크 분석

JH Kim et al. 
(2012)

논문, 특허문서, 대표자질 추출 후, 머신 
러닝 및 의사결정트리 분석

Cho et 
al.(2012)

특허문서, NLP 파서를 이용 주체-작용-개
체(SAO) 구조 추출, TRM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의 목적, 구성, 효과(OSE) 정보 추출

J. Yoon et al. 
(2013)

특허문서, SAO 프레임 기반, 기술-제품-기
능 구조 추출하여 기술기회 발굴

Caviggioli, 
F. (2016)

특허 데이터, IPC Co-classification 분석, 기
술융합 패턴 예측

Lee, W. S.
et al.(2015)

학술논문 데이터, Co-citation 분석

Noh (2013) 특허인용정보, Design Structure Matrix(DSM) 
검증 기법 적용, 기술융합지도 제안

BPRC(2015)
미래유망기술 발표 자료로 부터 키워드 추
출 후, 구글 검색 정보로 부터 IT-BT 융합 
링크 생성

Jeong et 
al.(2013)

용어사전을 이용한 키워드 필터링, 토픽분
석, 필터링 점수와 확률 모델을 이용한 융
합 키워드 추출

<Table 1> Convergence analysis using text

자료 분석을 통해 각종 기술별 융합지표 및 기술

수준, 시장적용 가능성 등을 측정, 분석하고 전

문가 검토를 통해 연도별로 발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 Yoon et al.(2013)은 특허문서

에 대해 SAO 프레임을 기반으로 특성요소를 기

술-제품-기능으로 분리하고 기술기회 발굴을 모

형을 구현하였다. 최근에는 기술 정보에서 탈피

하여 구글에서 검색되는 뉴스정보를 기반으로 

융합을 도출(BPRC, 2015) 하는 연구가 시도 되

었다.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와 기술키

워드 간 융합 추출 시스템을 연구한 Jeong et 
al(2013)은 용어사전을 이용한 키워드 필터링과 

토픽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필터링 점수와 확률 

모델을 통해 중요 융합 이슈를 도출 하였다.

2.3 텍스트분석, 연관 규칙 마이닝

Big Data로 대변되는 방대한 규모의 비정형 텍

스트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분석

하기 위한 기법인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텍스

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

연어처리를 비롯하여 정보검색 및 전산 언어학

과 데이터 마이닝 등 여러 기술이 종합적으로 활

용된다. 텍스트분석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태

스크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문서의 수집(Crawling)과 구조화

(Structurize)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문서는 벡

터공간모델(VSM)(Allbright, 2006)을 이용하여 

문서를 식별자들의 백터로 나타내며, TF-IDF 방
식 등의 데이터 표현을 통해 용어의 빈도, 출현

횟수, 희소성인 용어의 자질(Feature)를 추출하여 

자질간 유사도 척도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제시

된다. 이러한 구조화 단계에서는 가중치 부여방

식과 차원 축소 알고리즘, 분석의 단위의 연구가 

수행된다.
텍스트 분석의 후반부는 구조화된 텍스트를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분석 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전통적인 데이터마이닝의 빈

도분석, 군집분석, 분류분석 외에도 일명 장바구

니 분석이라 불리는 연관규칙마이닝 등이 포함

된다. 연관규칙마이닝(Association Rule Mining)
은 대규모의 데이터 항목들 중에 유용한 연관성

과 상관관계를 찾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상품 A
가 구매된 경우 상품 C도 함께 구매되는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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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식이다. Cho and Kim(2010)는 다중 IPC
를 갖는 특허정보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연관규

칙마이닝을 실시하여 빈발 키워드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바 있으며, Shin, at, al.,(2016)은 모

바일과 의료서비스간의 융합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빈발 항목 집합(Frequent item sets)을을 찾

은 후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기반으로 규칙을 

추출한바 있다. 이러한 연관규칙마이닝을 텍스

트마이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고려해

야한다. 첫째, 연관관계 규칙 적용 단위 결정. 둘
째, 연관규칙의 유사성을 그룹별로 비교할 수 있

는 문서 범주. 셋째, 연관규칙을 아이템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질(Feature) 도출이다. 또
한 자질 간 연관성 분석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의 세가지 지표를 고려한

다. 문제는 연관규칙 마이닝을 통하여 얻어진 패

턴 분석(Cho and Kim, 2010; Shin, at, al., 2016)만
으로는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연관 연관

규칙의 결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출된 규칙

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였다.

2.4 융합기회 발굴과 구조적 공백

Granovetter(1973)는 발표한 “Strength of Weak 
Ties”에서 삼인조폐쇄(Triadic Closure)특성을 제

기하며, A와 B 두명의 친구가 강한 유대관계를 

지닐 때 두친구 사이에 공통의 친구 C가 반드시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즉, <Figure 1>에서와 같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웃한 위치에 있는 C는 

현재는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지만 언젠가는 

A-B-C 삼각형의 한 점이 되어 닫힌 삼각형 구조

를 이루려는 성질을 갖으며, 폐쇄 네트워크가 완

성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 네트워크 가진 확장

성과 기회창출, 새로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

아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은 단위 노드 뿐

아니라 네트워크 간에도 적용되어 네트워크간에 

뭉치려고 하는 동기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경향

은 네트워크 집단화 계수(Clustering coefficient)
와 밀도로 측정한다. 

<Figure 1> Triadic Closure
(Easley and Kleinberg, 2010)

Burt(2005)는 이를 발전시켜 약한 유대관계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구조적 틈새를 활

용할 때 브로킹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구조

적 공백(Structural hol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
조적 공백은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 

연결을 형성하지 못한 공백에 초점을 맞춘다. 이
를 통해 특정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는 노드에게 

서로 접촉할 기회가 없거나 적은 이질적인 노드

들을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의 기회를 제공한

다(Kwak, 2014).

<Figure 2> Structural hole (Kwa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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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축 및 활용

목적
특징

정보

량

업데

이트

B2B/B2C 
전자상거
래 정보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자가 

제품정보 등록

제품내역 상세 
기술, 거래 

트랜잭션 정보 
포함

◉ ◉

기업 
디렉토리

국제 무역에서 
거래처 발굴 
위해 활용

판매자 및 구매자 
연락 정보 및 
취급 품목명, 
세정보 부족

○ △

카탈로그 
잡지

업종별 제품 
카탈로그 발간

오프라인 전문 
잡지 중심, 최근 

홈페이지, 
e-MP로 전환

◉ △

기업 
재무정보

기업투자 및 
평가를 위해 

재무, 기업소개 
정보

제품명, 개괄적인 
제품 정보

△ ○

특허 정보
특허기술의 적용 

분야 기술
기술정보 상세, 

시장 Gap
△ △

<Table 2> Commercial DatabasePark and Kwahk(2013)는 특허인용 네트워크의 

구조적공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서 기업의 위치적 우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공백을 통해 획득되는 효익은 네

트워크 내 위치적 특성 즉, 중복성과 제약성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중복성은 

<Figure 2 >의 A노드를 중심으로 다른 노드들 간

에 연결관계가 중복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는 네트워크의 유효규모(Effective Size)로 측정되

며 유효규모가 클수록 효율성(Efficiency)이 높아

진다. 제약성(Constraint)은 A노드가 다른 노드의 

제약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A노드가 경쟁

적인 정보 수집 기회와 막강한 교섭파워를 갖는 

중개자(Gould and Fernandez, 1989)가 되기 위해

서는 A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 간에 연결 관계의 

중복이 적고(유효규모가 크고), A자신은 다른 노

드들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의 특성을 새로운 융

합 기회 발굴에 적용함으로써, 이종산업간 융합

을 중개하는 핵심 자질을 추출하고, 그와 이웃한 

노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5 시장융합기회 발굴을 위한 정보원 탐색

기존의 융합기회 발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

는 특허, 논문데이터가 아닌 상업적으로 활용되

는 제품 데이터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중, 전자상거래 정보는 기업간 거래(B2B)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B2C)하는 판매정

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융합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품정보에 대한 수록이 많

고, 업데이트가 자주 되어 최신성 정보가 다수 

포함된 데이터가 유용하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

기업의 특성은 완제품 뿐 아니라 중간재와 원료, 

부품의 제조와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전세계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Global 
B2B e-Marketplace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활용에 

주목하였다. 대표적인 중개자 중심형 Global 
B2B marketplace는 Alibaba.com, Ecplaza.net, 
globalsources.com 같은 사이트가 운영 되고 있

다. 데이터는 기업이 제품 수출 및 홍보를 위해 

자발적 등록한 정보로 상세한 제품 정보를 수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 및 무역 용어(약어) 등 B2C 
대상 카탈로그에 비해 의례적인 표현이 주로 사

용되며, 제품 설명과 스펙, 포장단위, 샘플가격, 
최소 판매 단위 등 포함한다. 그러나 바이어와 

셀러가 협약을 통해 구축된 폐쇄형 사이트와는 

달리 전세계 중소기업의 거래알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국제 무역 특

성상 거래 규모가 크고, 배송, 보험, 결제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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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Overview

한 거래조건에 따른 협상(Negotiation)이 수반되

며, 국가별 법제도 및 은행간 계약 등 수출입 관

련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최종 거래금액과 수량을 알

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시장 융합 기회 발굴 방법론

3.1 연구모형

2장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융합활성

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R&D 보다는 

단기적 관점의 사업화 및 제품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합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최

신성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융합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에 융합이 되어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사업 아이템들

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융합 사업

의 발굴을 위해 해당 카테고리들간의 매개 역할

을 하는 카테고리를 통하여 융합사업을 찾아내

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매개 카테고리로 IT
를 선정하였다. <Figure 3>은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방법론의 전체 모델을 보여준다. 데이터베

이스는 원통형, 세부 분석 활동은 사각형, 중간 

산출물은 점선 도형으로 나타내었다.
제안 방법론은 총 7개의 주요 프로세스로 구

성된다. 우선적으로 E-카탈로그 DB로부터 카테

고리 정보와 제품 기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

석을 통해 (1) 카테고리별 용어 사전을 구축한다. 
이후, 각 카테고리별로 관련 용어와 IT 용어가 

동시에 출현한 문서를 식별하기 위하여 (2) 앞서 

구축된 카테고리 용어 사전을 Startlist로 적용하

여 해당 카테고리의 용어가 사용된 문서들을 추

출한 후, IT 기술 포함 문서를 추출하기 위해 (3) 
각종 미래유망기술 DB를 대상으로 IT 용어를 식

별하여 IT 용어 사전을 구축한다. 이후, (4) 해당 

문서들을 대상으로 IT 기술 용어사전을 활용하

여 카테고리별로 관련 용어 및 IT 기술용어가 포

함된 문서들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문서들

을 대상으로 카테고리별 용어 사전과 IT 용어 사

전을 통합하여 Startlist로 적용함으로써 (5) 융합 

기회 후보 용어들의 집합을 추출하고, 이를 대상

으로 (6) 연관관계 분석을 각 카테고리별로 수행

하여 카테고리별 관련 용어와 IT 용어 간 연관규

칙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각 카테고리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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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규칙을 통합하여 (7) Social network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카테고리간 융합 사업 노드들을 추

출하고, 최종적으로 카테고리간 융합사업을 제

안한다.
세부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절

에서 소개한다.

3.2 카테고리별 제품용어 사전 구축

카테고리간 융합 사업 노드를 찾아내기 위해

서는 카테고리별 제품기술서에서 해당 카테고리

에 관련된 제품 또는 기술 용어만을 추출해내는 

정제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제품기술서가 관

련 용어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여러 불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정제작업에 필요한 카테고리별 용어사전 구

축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Figure 3>의 

프로세스 (1)에 해당한다. 
카테고리별 용어사전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

로 카테고리별 전체 문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파

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카테고리별 주요 용어

들이 도출되면 해당 용어들의 빈도분석을 통하

여 빈도수가 높은 용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카테고리와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카

테고리와 연관도가 높은 용어들을 추출하여 해

당 용어들의 집합을 목록화함으로써 각 카테고

리의 제품 용어 사전을 구축한다. 

3.3 카테고리별 융합 문서 식별 및 분석 대상

용어 추출

본 절은 <Figure 3>의 프로세스 (2) ~ (5)에 해

당하며, 각 카테고리별 관련 용어와 IT 용어 간 

연관관계 분석을 위한 대상 데이터 선정 및 정제

작업 과정이다. 각 카테고리별 용어와 IT 용어간

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하여 한 문서 안에 

해당 카테고리 용어와 IT 용어가 동시 출현하는 

문서의 식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카테

고리별 용어 사전과 별도의 IT 용어사전을 Stratlist
로 활용하여 2번에 걸쳐 텍스트 파싱 과정을 수

행한다. 즉, 카레고리 용어 사전을 우선 적용하

여 해당 카테고리 관련 용어가 출현한 문서만을 

추출한 후, 해당 문서를 대상으로 IT 용어사전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카테고리 용어와 IT 용어가 

동시에 출현한 문서만을 식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T 기술을 매개로 하여 융합되

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 용어를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카탈로그 문서 내에 존재하는 카

테고리 용어와 IT 용어만을 추출 한다. 즉, 각 문

서 내에 카테고리 제품 용어와 IT 용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용어등을 제외시키는 정제작업을 수

행함으로서 분석 결과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분

석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3.2절에서 구축

된 각 카테고리별 용어 사전과 별도의 IT 용어사

전을 통합하여 분석대상 용어 추출을 위한 

Startlist로 활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IT 용어 사전은 국내외 기관별

로 발표하는 미래유망기술로부터 IT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한 후, 기술별 중심 키워드는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

인 KISTI, KISTEP, ETRI, NIA, BiOIN, KEIT에
서 발표한 120개 미래유망기술과 해외기관인 

Word Economic Forum, MIT, Gartner, Techspot, 
NMC, Forbes, Mckinsey, Washington Post의 미래

유망기술 90개의 명칭 및 소개를 참고하였으며, 
전문가 통해 정제 및 보강 작업을 수행하여 총 

1964개의 용어를 포함한 IT 용어 사전을 구축하

여 사용하였다. <Table 3>은 구축된 IT 용어 사

전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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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T Dictionary (Example)

Term Attribute Term Attribute

pc IT laser IT

computer IT sensor IT

battery IT scanner IT

wireless IT monitor IT

3D IT display IT

구축된 IT 용어 사전과 카테고리별 용어 사전

을 활용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카테고리 용어와 

IT 용어만을 남기고 문서 내의 다른 용어를 제거

함으로써 이후 수행하게 될 연관관계 분석 대상 

용어 집합을 도출하게 된다. 

3.4 카테고리별 관련 용어 및 IT 용어 간

연관규칙 도출

본 절에서는 앞선 과정을 통해 추출된 카레고

리별 관련 용어와 IT 용어 집합을 대상으로 연관

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카테고리 관련 용어 및 

IT 용어 간 연관규칙을 도출한다. 이 과정은 

<Figure 3>의 프로세스 (6)에 해당한다.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하나의 카탈로그 문서에 동시에 언

급되는 용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표적인 

연관규칙 알고리즘으로 Agrawal and Srikant(2004)
의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관

성 척도로 활용되는 지지도(Sup.)와 신뢰도

(Conf.)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Hyun, et. al 2013)
▪ Sup.(A -> B) = (해당 카테고리 용어 A와 IT 

용어 B가 동시에 명시된 문서의 수) / (전체 

문서의 수)
▪ Conf.(A -> B) = (해당 카테고리 용어 A와 IT 

용어 B가 동시에 명시된 문서의 수) / (해당 

카테고리 용어 A가 명시된 문서의 수)

지지도 기반 연관규칙은 ‘전체 문서 중에서 용

어 A와 용어 B가 발생할 확률’, 신뢰도에 기반한 

연관규칙은 ‘용어 A가 발생했을 때 용어 B가 발

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분석 과정의 이해를 돕

기 위해, 가상 카테고리 2개(건강, 모바일)의 문

서에 대한 연관규칙 및 자료 처리 과정 예를 사

용하여 설명한다. <Figure 4>는 각 카테고리별 

용어 사전 및 IT 용어 사전을 통해 추출된 가상 

문서와 문서별 해당 카테고리 관련 용어 및 IT 
용어의 목록을 활용해 연관규칙을 도출하는 과

정의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연관규칙의 지지도에 

기반하여 무방향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Figure 4>의 (a) “건강” 카테고리와 (b) 
“모바일” 카테고리의 문서에 대한 연관관계 분

석을 통해 도출된 연관규칙 중, 지지도가 20% 이
상인 규칙들의 목록이 각각 (c)와 (d)에 나타나있

다. 이때 사용된 지지도의 경우, (용어 A -> 용어 

B)의 지지도와 (용어 B -> 용어 A)의 지지도는 

항상 동일하다. 따라서 이를 중복 기재하지 않고, 
(용어 A -> 용어 B)에 대한 연관규칙만을 표기하

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관규칙은 각 카테고리별 관

련 용어 또는 IT 용어로 구성되며, (건강 ↔ 건

강), (건강 ↔ IT), (모바일 ↔ 모바일), (모바일 ↔ 

IT) 총 4가지 유형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나 본 연

구의 목적인 IT 기술을 매개로 한 서로 다른 카

테고리의 융합 가능 아이템을 추출하기 위해 (건
강 ↔ IT), (모바일 ↔ IT)의 2가지 유형의 연관관

계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한 뒤 다

음 단계인 소셜네트워크 분석의 대상 데이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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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ssociation rule derivation process

<Figure 5> Examples of associative 
terminology networks (Example)

3.5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융합 가능

기회 도출

3.4절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카

테고리별 관련 용어 및 IT 용어 간 연관규칙을 

통해 각 카테고리 관련 용어에 대응하는 IT 용
어를 식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도

출하고자 하는 것은 IT 용어를 매개로 한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융합 가능 아이템이다. 따라서 

<Figure 3>의 프로세스 (7) 소셜네트워크분석 

과정을 통해 앞서 도출된 카테고리별 연관규칙

을 통합 데이터를 소셜네트워크분석의 입력값

으로 활용하여 융합 사업을 도출한다. <Figure 
5>는 <Figure 4>의 결과로 도출된 가상의 통합 

연관규칙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로 나타

낸 것이다.
<Figure 5>를 보면 IT 용어인 “레이저”와 “센

서”를 중심으로 “건강”과 “모바일” 카테고리의 

용어들이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레이저”와 “센서”의 IT 기술과 연결된 

각 카테고리의 용어들이 특정 IT 기술을 매개로 

융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Figure 
5>의 예제는 매우 적은 수의 용어와 연관규칙을 

사용하여 네트워크화 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융

합 가능한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데

이터에 적용했을 시에는 방대한 양의 노드와 연

관규칙들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위의 네트워크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여러 IT 기
술을 매개로 한 융합 가능 아이템들이 도출될 경

우, 어떤 아이템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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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융합하여 사업화할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분석 

방법 중 하나인 구조적 공백 분석 방법을 사용하

여 유효 규모(Effective Size)와 제약성(Constraint) 
척도를 활용해 매개 IT 기술 중 주요한 IT 기술

을 선별하여 융합 가능 아이템을 도출한다.
이때, 사용되는 척도 중 유효 규모는 에고 네

트워크의 중복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에

고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비중복 액터의 수를 

나타내며, 이를 실제 네트워크의 규모로 나누면 

실제 네트워크의 규모에 대해 표준화된 네트워

크의 유효 규모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제약성은 

에고에 이웃한 알터들 간의 관계가 에고를 제약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시 말해 에고가 네트워

크 내에서 구조적 공백을 이용할 여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이에 따라 

유효 규모가 크고, 제약성이 작은 노드가 중개자, 
즉 매개노드로서의 파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효규모와 제약성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Kwak, 2014).
▪ 유효규모(Effective Size)

·  :  에고 네트워크의 유효규모
·  : 와 의 연결관계의 중복정도
·  : 에고 의 중복성
·  :  에고 네크워크 실제규모(알터의 개수)

▪ 제약성(Constraint)

·  : 에고 의 제약성
·  : 에 대한 의 제약 정도
·  : 의 연결관계 중 와의 직접적 접촉에 

투자된 관계의 비율

·  : 의 를 통한 에 대한 간접적 접촉

에 투자된 관계의 비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공백 분석을 통

해 유효 규모가 크고, 제약성이 낮은 매개 IT 기
술을 찾아 해당 매개 IT를 기준으로 융합 가능한 

카테고리별 아이템을 식별하고, 융합 가능 아이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4>는 <Figure 5>
의 연관 용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구조적 공백 

분석을 수행한 예이다.

<Table 4> Structural hole analysis result 
(Example)

Term Efficiency
Effective

Size

Aggregate

Constraint
Hierarchy

당뇨병 1 1 1 1

센서 1 7 0.2 0.2

혈당 1 1 1 1

호르몬 1 1 1 1

시력 1 1 1 1

레이저 1 5 0.2 0.1

안경 1 1 1 1

스마트폰 1 2 0.6 0.3

모바일 1 1 1 1

프로젝터 1 1 1 1

어플 1 1 1 1

게임 1 1 1 1

지문 1 1 1 1

<Table 4>를 보면 “센서” 노드가 유효 규모 7, 
제약성 0.2로 매개 아이템으로 가장 우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를 매개로 하여 연

결된 “건강” 카테고리의 “혈당”, “호르몬”, “당뇨

병”과 “모바일” 카테고리의 “스마트폰”, “어플”, 
“게임”, “지문”을 활용하여 융합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Figur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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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atalog Distribution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신규 융합 사

업 발굴 방법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세계 수출입 기업이 이용하는 글로벌 

B2B 무역 E-마켓플레이스(www.ecplaza.net)의 

카탈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카탈로그 데이터에는 2013년 1월부터 2016
년 7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기업 회원이 신규 등

록한 제품 e-카탈로그 텍스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Page-view 상위 30%인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총 240,002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
당 데이터는 기업이 제품 수출 및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

세한 제품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제품 설

명과 스펙, 포장 단위, 샘플 가격, 최소 판매 단위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설명

한바와 같이 국제 무역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이

루어진 거래 금액과 수량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완제

품을 비롯한 부품, 반제품, 원자재를 포함하는 

B2B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총 41개의 산업

별 카테고리, 124개 판매 국가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비중이 매

우 크다(<Figure 6> 참조).

4.2 실험 결과

4.2. 절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신규 융합 사업 

발굴 방법론에 따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4.2.1 카테고리별 제품용어 사전 구축

카레고리별 제품용어 사전을 구축하기에 앞

서, 카테고리간 융합 사업 도출에 대한 인사이트

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41개의 카테고리 중 

“Health & Medical”과 “Security & Protection”의 

2개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
정된 2개 카테고리, “Health & Medical” 총 

11,904건, “Security & Protection” 총 5,664건을 

대상으로 SAS Enterprise Miner 14.1의 텍스트 파

싱 모듈을 사용하여 각 카테고리의 주요 용어(명
사)들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Health & 
Medical”카테고리의 주요 용어 총 92,083개, 
“Security & Protection”카테고리의 주요 용어 총 

41,983개가 추출되었다. 하지만 각 카테고리에서 

추출된 주요 용어들 중 대부분이 매우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용어가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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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빈도 분석을 통해 상위 빈도수를 중심으로 

각 카테고리의 주요 용어가 실제 그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지 판단하여 각 카테고리별

로 총 1,000개의 주요 제품 용어를 추출하여 해

당 용어들의 집합을 목록화함으로써 제품 용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Figure 7>는 구축된 “Health 
& Medical” 용어 사전과 “Security & Protection” 
용어 사전 결과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7> Dictionary of “Health & 
Medical” categories, Dictionary of
“Security & Protection” (Part)

4.2.2 카테고리별 융합 대상 문서 및 분석 대상

용어 추출

이후, 앞선 과정을 통해 구축된 각 카테고리의 

용어 사전과 함께 융합 매개 기술 분야로 선정한 

IT 기술 용어 사전을 구축하여 적용함으로써 각 

카테고리별 관련 제품 용어와 IT 기술 용어 간 

연관관계 분석을 위한 대상 데이터 선정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IT 기술용

어 사전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용어 사전의 구축 

방법과 결과는 3.3절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본 절

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Table 3> 참조).
3.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IT 기

술을 매개로 하여 융합되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

의 아이템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IT 기술을 

매개로하여 실험 대상인 “Health & Medical” 카
테고리와 “Security & Protection” 카테고리 간 융

합 사업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카테고리 문

서를 대상으로 앞서 구축된 해당 카테고리의 용

어 사전을 Stratlist로 적용하여 텍스트 파싱을 통

해 각 카테고리의 관련 용어가 출현한 문서만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Health & Medical” 카테고

리 문서 총 10,407건, “Security & Protection” 카
테고리 문서 총 2,899건이 추출되었으며, 이후 

추출된 각 카테고리의 문서를 대상으로 앞서 구

축된 IT 용어 사전을 Startlist로 적용하여 텍스트 

파싱을 다시 한 번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

으로 “Health & Medical” 카테고리 문서 중 해당 

카테고리의 관련 용어와 IT 용어가 함께 출현한 

문서 총 3,496건, “Security & Protection” 카테고

리 문서 중 해당 카테고리의 관련 용어와 IT 용
어가 함께 출현한 문서 총 1,852건이 추출되었다

(<Figure 8> 참조).
위의 과정을 통해 “Health & Medical” 카테고

리 문서 3,496건, “Security & Protection” 카테고

리 문서 1,852건이 추출되었다. 다시 각 카테고

리의 관련 용어와 IT 용어 간 연관관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Health & Medical” 용어 사전 

및 IT 용어 사전의 합집합과 “Security & 
Protection” 용어 사전 및 IT 용어 사전의 합집합

을 Startlist로 각각 적용하여 텍스트 파싱을 수행

함으로써, 각 관련 용어 및 IT 용어만으로 구성

된 용어의 집합을 도출했다(<Figure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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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occurrence documents of 
category and IT terms Part)

<Figure 9> A combination of category 
terms and IT terms (Part)

4.2.3 카테고리별 관련 용어 및 IT 용어 간

연관규칙 도출

4.2.2절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 카테고리의 

문서별 관련 용어 및 IT 용어의 집합을 대상으로 

카테고리별 연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Health & Medical” 관련 용어 및 IT 용어 

간 연관규칙 10,000개, “Security & Protection” 관
련 용어 및 IT 용어 간 연관규칙 8,628개가 도출

되었다. <Figure 10>는 그 결과의 일부이다.

<Figure 10> Analysis result of association 
rule by category (Part)

도출된 연관규칙은 (H&M -> H&M), (H&M -> 
IT), (H&M -> S&P), (S&P -> S&P), (S&P -> IT), 
(IT -> IT) 총 6가지 유형의 연관관계가 존재하

나, 본 연구의 목적인 IT 기술을 매개로 한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융합 가능 기술을 추출하기 위

해 (H&M -> IT), (S&P -> IT)의 2가지 유형의 연

관관계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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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Network of Integrated 
Association Rules(100) (sup.≥0.16)

뒤, 중복제거 하여 총 1,729개의 연관규칙을 소

셜네트워크분석의 대상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Table 4> 참조).

<Table 4> Category integrated association rule 
(Part)

Rule Conf. Sup. Lift

gynecology ==> information 
management 23.53 0.23 68.55

oral steroid ==> protocol 34.78 0.23 45.04

gynecology ==> gray scale 41.18 0.4 42.34
oxygen ==> concentrator 20 0.4 41.13
personal care ==> circuit 100 0.86 36.42

life-span ==> laser 100 0.51 18.8
polyps ==> laser 100 0.43 18.8

fingerprint machine ==> scanner 100 0.16 61.73

internal siren ==> download 100 0.22 51.44
transponder ==> rfid 42.86 0.32 34.51

high-performance rfid ==> circuit 100 0.16 22.86
cctv lcd monitor ==> monitor 100 0.22 13.32

4.2.4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융합 가능 기술

도출

최종적으로 IT 용어를 매개로 한 서로 다른 카

테고리의 융합 가능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해 우

선적으로 4.2.3절에서 도출된 카테고리 통합 연

관규칙 1,729개를 NetMiner를 사용하여 용어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카테고리 용어와 IT 용어 

간 연관관계의 방향성 분석이 아니라, IT 용어를 

매개로 한 서로 다른 카테고리 사이의 연관 용어

를 파악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지지도 기

반의 연관 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Table 
4>를 통해 도출된 통합 연관규칙 1,729개에 포함

된 각 노드에 대하여 노드별로 “H&M”, “S&P”, 
“IT”의 속성을 부여하였다. <Figure 11>은 총 3가

지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을 부여하여 식별

이 가능하도록 시각화 하였다. <Figure 11>는 

<Table 4>의 연관 용어의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Figure 11> Network of Integrated 
Association Rules(1,729)

<Figure 11>의 네트워크는 6가지의 속성 유형 

중 3개의 속성 유형만을 갖는 연관규칙 1,729개
의 규칙에 대해서만 도식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인사이트를 도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결과 해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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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tructural hole analysis result 
for category integrated association 

rules(100) (Part)

<Figure 14> Structural hole analysis result 
for category integrated association 

rules(100)

100개의 규칙만을 샘플링하여 구조적 공백 분석

을 수행하였다. <Figure 12>는 100개의 규칙에 

대한 연관 용어 네트워크의 도식화 결과이다.
다음으로, <Figure 12>의 결과에 따라 IT 기술

을 매개로 한 카테고리간 융합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구조적 공백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한 

매개 IT 기술을 찾아 해당 매개 IT를 기준으로 

융합 가능한 카테고리별 기술을 식별하였다. 
<Figure 13>과 <Figure 14>는 구조적 공백 분석 

결과와 해당 결과를 도식화한 네트워크를 나타

내고 있다.
이후, <Figure 13>의 결과를 활용하여 유효 규

모가 큰 상위 매개 IT 기술용어 5개와 제약성이 

낮은 매개 IT 기술 용어를 상위 5개를 비교하였

다. 유효규모에 따른 IT 매개 기술용어는 

download, laser, circuit, switch, tablet 등의 순이

었으며, 제약성이 낮은 IT 매개 기술용어는 

download, laser, switch, circuit, tablet, analog 등의 

순으로 두 개의 지표 간에 순위 유사한 순위를 

나타냈으며, 30순위 이후의 유효규모와 제약성

은 모두 1로 측정되었다.
이종산업간 융합 가능한 노드를 육안으로 식

별하기 위해 상위 5개의 IT매개 기술을 <Table 
6>과 같이 선별하였다.

<Table 6> IT technical terms extracted based on 
effective scale and constraint indicators (Part)

Term Efficiency
Effective

Size

Aggregate

Constraint
Hierarchy

download 1 17 0.064 0.069

laser 1 10 0.115 0.101

circuit 1 9 0.142 0.151

switch 1 8 0.134 0.067

tablet 1 8 0.156 0.198

<Table 6>에 나타난 5개의 IT 기술들을 활용

하여 카테고리간 융합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매개 IT 기술 중 “laser”, “circuit”, “tablet” 
총 3개의 융합 매개 IT 기술을 통해서 “Health & 
Medical”과 “Security & Protection”간 융합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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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할 수 있었다. <Figure 15>는 융합 매개 

IT 기술을 중심으로 연관 노드의 네트워크를 도

식화한 한 것이다. 

<Figure 15> “Health & Medical” and 
“Security & Protection” convergence 

business network mediated by IT 
technology “laser” and “circuit”

<Figure 15>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공백을 토

대로 네트워크가 가진 삼각폐쇄특성(Triadic 
Closure)에 따라 언젠가 “Security & Protection” 
카테고리의 “anti-water”가 “Health & Medical“ 카
테고리의 “biology” 또는 ”clean health“과 융합되

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5. 결론

융합에 따른 혁신과 기회창출에 대한 요구는 

기술과 사업, 제품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 

될 만큼 중요해지고 있으며, 융합의 기회를 발굴

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도들이 더욱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사 목적 하에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글로벌 B2B E-Commerce에 이용되는 제품

기술서(Product Catalogue)에 수록된 비정형 데이

터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기술용어 중심의 기술 융합이 아닌, 일반 제품과 

기능, 제품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사업화 

용어를 통해 신제품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후반

부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장융합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약 제품 카탈로그를 분석 대상으로 

카테고리별 제품 용어사전과 IT기술용어사전을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융합문서를 식별한 

후, 융합문서에서 사업화 아이템을 추출하여 이

를 기반으로 연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연관관계 규칙을 기초로 하여 융합 네트

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는 

네트워크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개 역할을 

하는 IT 기술을 도출하고, 현재는 직접적인 네트

워크 관계가 없으나 융합 가능성이 높은 시장 융

합쌍을 도출하였다.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제품 용어사전의 

품질이 분석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이슈 사항

이었다. 카테고리별 제품 용어 사전의 구축은 방

대한 시간과 인력, 노력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특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용어사전에 수

록된 용어 중 실제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는 

극히 일부임을 감안할 때, 본 분석에 특화된 용

어사전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
또한 많은 제품들이 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나, 제품 카탈로그가 단일 카테고리를 채용하

고 있어,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기술융합에서 활용되는 다중 카테고리 분석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단일 카테고리의 카탈로그 데이터에 대한 다중 

분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발굴

된 융합 아이템에 대한 유망성을 검증하는 연구

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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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very of Market Convergence Opportunity

Combining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Evidence from Large-Scale Product Databases

1)Ji-Eun Kim*․Yoonjin Hyun**․Yun-Jeong Choi***

Understanding market convergence has became essential for small and mid-size enterprises. 
Identifying convergence items among heterogeneous markets could lead to product innovation and 
successful market introduction. Previous researches have two limitations. First, traditional researches 
focusing on patent databases are suitable for detecting technology convergence, however, they have failed 
to recognize market demands. Second, most researches concentrate o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products or technology. This study presents a platform to identify the opportunity of market 
convergence by using product databases from a global B2B marketplace. We also attempt to identify 
convergence opportuni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applying Structural Hole theory. This paper shows the 
mechanisms for market convergence: attributes extrac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using text mining and 
association analysis among attributes, and network analysis based on structural hole. In order to discover 
market demand, we analyzed 240,002 e-catalog from January 2013 to July 2016.

Key Words : Market Convergence, Association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Structural Hole, B2B 
e-Marketplace, e-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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