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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convergence is pointed out,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which highlights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humans, is focused as a solution to facilitate sustainable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has already occurred in various industries, of which a consider-
able number of successful cases can be noted. However, few efforts have been made to investigate technology- 
humanities convergence as an independent academic field.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identify the status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To do this, first, a 
definition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was proposed. Second, based on Maslow’s theory, the types of 
human needs and related key words were extracted. Third, patents related to human needs were collected from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00～2014). Fourth and last, the status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was analyzed in terms of “convergence trends” and “convergence area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mote more creative and human-centered performances of innovation as well as to support decision-making 
when the innovation strategy-as attempted by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in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competitiveness-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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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융합은 오늘날 혁신기술의 특성을 대변하는 핵심 키워드로써, 
무한한 혁신성과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사회

구조․국가의 기술 및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기술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다(KIET, 2009; Kim and Jung, 
2013; Lee et al., 2015). 이미 여러 분야에서 융합을 통한 기술혁

신을 이룩하였고, 성공적인 융합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Kim and Lee, 2013).

융합의 정의는 1960년대(Resenberg, 1963) 이후로 꾸준히 진

화되어 왔으며, 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융합의 대상과 목적 또

한 변화하였다. 초기 융합의 대상이 기술이었다면, 2000년대 이

후 융합의 대상은 이종 지식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2008; Hyun and Kim, 2008). 
또한 초기 융합의 목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었다면, 
현재는 기술적․경제적․사회문화의 변화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융합이 단기적 성과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융합의 잠재적 혁신성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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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기

술인문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인문융합은 학문간 융․복합

의 일환으로, 융합 결과물이 단순한 효율성 향상이 아닌 인간

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술인문융

합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성공한 사례도 상

당하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UX 디자인(APPLE) 
․심지아(Cmzia, SMART DESIGN),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날개 없는 선풍기(Dyson)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기술인문융합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

이다. 국내 중소기업 277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기술인문

융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기업이 약 70%인 반면, 일상에

서 친숙하게 활용하거나 종종 듣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2%에 

불과하다(Kim et al., 2014). 기술인문융합 창작소(www.atelierth. 
net)가 기술인문융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지만 독립된 학문영역 구축부터 응용연구까지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인문융합을 ‘인간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로 정의하고, 기술인문융합의 동향 및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설

(Hierarchy of needs theory)을 바탕으로 인간 니즈의 유형과 관

련 키워드를 정의하고, 특허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술인문융

합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인문융합 분야의 초

기연구로써, 이론적 측면에서 융합의 범주를 확장하고, 기술

인문융합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기

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인문융합의 현황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을 시도함으로써, 기술혁신 전략 수립에 있어 방향 설정을 위

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인문융합

지금까지의 기술인문융합은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프로세스로, 여기서 인문학은 인간공학․디자인․인지

심리학․문화인류학 등 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

는 학문영역이다’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는 기술인문융합 창

작소가 제시한 것으로, 기술인문융합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 

볼 수 있다. 위의 정의는 기술인문융합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인문융합이라는 개념을 정의하

고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의로 기술인문융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에게 그 개념을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기

존의 정의가 다소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

해 독자들이 직접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독자는 ‘기술인문융합은 어떤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기존의 정의는 ‘기술인문융합으로 

모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있어서 자

칫 기술인문융합의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독자는 ‘기술인문융합이 어떻게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

는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기술인문융합의 결

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연계된 의문이기도 한데, 기술

인문융합이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회적 이슈를 해결한

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독자는 ‘기술과 인문

학이 어떻게 융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문학이란 ‘자연과

학과 상반되는 학문’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렵고 지루

한 분야로 인식될 수 있다. 게다가 ‘융합’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융합이 떠오를 것인데, 기술과 학문이 융합을 해서 사회

적 이슈를 해결한다고 할 때 독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기술인문융합의 정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기존의 정의에서 기술인문융합의 목적이 사

회적 이슈 해결이고, 이를 위한 도구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

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 해결은 기술인문융

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이지, 그것이 곧 기술인문융합의 

목적은 아니다. 기술인문융합에서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로써, 
인문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본체이다. 기술인문융합이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인문학에 초점을 둔 결과, ‘기술융합’이라는 

본질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술인문융합 역시 기

술을 토대로 하는 융합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기술인문융합의 직접적인 목적은 기술혁신이며, 결과

물은 기술에 인문학적 요소 또는 방법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이때의 기술은 이 기술이 적용되는 

다른 기술․제품․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본 논문에

서는 기술인문융합에서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인문융합의 결과물을 ‘기술’로 통칭하기로 한다. 
정리해보면, 기술인문융합의 정의는 ‘기술과 인문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기술혁신의 결과물이 그 효과를 창출하여 인간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인문융합을 ‘인문학적 요소 또는 방법론을 기

술융합에 적용하여 인간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기술, 제품, 서비스 등 포함)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이는 기술관점에서 인문학을 접목시킨 경우이며, 그 반

대의 경우 역시 기술인문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자

의 경우를 기술인문융합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기술인문융

합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DB가 부재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관점에서의 기술인문융합만을 다루고

자 한다. 기술인문융합에서 인문학은 ‘인문학으로 분류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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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ed Studies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Area Research cases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factors
Authors

HCI
Architecture of ubiquitous city In pursuit of human 

convenience/health
Jeong(2007)

Development of telemedicine system Elgazzar et al.(2012)

Design

Development of mobile phone interface User experience-centered design Kim and Kim(2011)

Building convergence design Extracting convergence elements Hong and Lee(2013)

Industrial 
cases

Personal payment system development 
Smartphone UX design(Feel UX)
Specialized syringe for arthritis(Cmzia)

In pursuit of human-centered 
design and aesthetic values 

IDEO, FROG
SMART DESIGN

(KIDP, 2014)

Marketing

Types of customers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y 

reflecting customer’s 
characteristics and needs 

Hong and Shin(2013)

Subdivision of markets Heo et al.(2007)

Industrial 
cases

Development of built-up-type furniture 
IKEA 

(KIDP, 2014)

Source : Kim(2016).

분과 및 과학기술과 대비되는 과학기술 외적 영역의 인간지향

적 지식전반(Liberal Arts)’으로 정의한다(Wikipedia : STEPI, 
2015). 이 때 인문학은 기술융합의 혁신성을 위한 정보원천의 

역할을 한다. 
기술인문융합 관련 연구들을 보면, 기존의 이슈를 인간중심

적 관점으로 접근한 일부 사례들이 ‘기술인문융합’ 자체인 것

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술인문융합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음에도 본질적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미

진한 상황이다. 그 가운데 기술인문융합 현상 자체를 직접적

으로 다루고자 한 연구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

술인문융합의 현황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Kim et al.(2014)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기술인문융합의 정의 및 관련 활동을 제

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277개)의 기술인문융

합 인식 및 수행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외의 관련 사례들은 주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디자인, 마케팅 분야 등의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Table 1> 
참조). HIC 분야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시를 구축하고

(Jeoung, 2007),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발(Elgazzar et al., 2012) 
함으로써 인간의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마련에 주력

한다. 다음으로, 디자인 분야는 휴대폰(Kim and Kim, 2011), 건
축(Hong and Lee, 2013), 의료기기(KIDP, 2014) 등의 분야에서 

기술인문융합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간

의 감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감성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인간

의 니즈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마케팅 분야는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기술

인문융합의 조건을 충족한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Hong and Shin, 2013), 이를 기반

으로 시장세분화(Heo et al., 2007)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산업계에서의 대표적인 성

공사례는 스웨덴의 가구기업 이케아(KIDP, 2014)를 들 수 있

다. 이케아는 가격은 높고, 선택 폭은 좁으며, 배송은 너무 느

린 가구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니즈를 파악하여 조립형 

가구를 완제품 보다 30～50% 싼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판매

액 신장에 성공한 바 있다.

2.2 인간의 니즈 분류 

인간의 니즈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Figure 
1> 참조). 일부는 인간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리적․문

화적․심리적․사회적 니즈 등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소비자’라는 대상의 역할을 강조하여 다양한 니즈들

을 정의하기도 한다. 기존의 다양한 니즈 분류 가운데 본 논문

에서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분류체계를 활용하고자 한

다. 매슬로우의 욕구분류는 인간의 욕구를 비교적 다양한 관

점에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니즈분류

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미 심리적 특

성에 따른 고객 집단분(Value and lifestyle list, stanford research 
institute) 및 고객 만족도 측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Kondo, 
2001)본 연구에 적합한 분류체계라고 판단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Figure 2>와 같다. 먼저, 매슬로우의 욕

구분류를 바탕으로 인간의 니즈 유형을 정의하고, 니즈별 관

련 키워드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수집된 각 니즈별 

키워드를 활용하여 관련 특허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특허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술인문융합의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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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needs  /  Do needs  / Have needs

Significance

Growth

Contribution

Uncertainty/variaty

Basic needs  /  Articulated needs  / Exciting needs

Certainty/Comport

Subsitence

Protection

Affection

Understanding

Participation

Leisure

Creation
Identity

Freedom
Freedom

Physiological needs  Safety and security 
needs

Ego needsSocial needs Cognitive needs Aesthetic  needs Self-actualization 
needs

Hierarchy of needs*
(Maslow)

Love/Connection

Social needs Ego needs Self-fulfillment 
needs

Social needsBiological needs

Existence needs  Relatedness needs  Growth needs  Growth needs  

Fundamental 
human needs
(Max-Neef)

Six basic needs
(Tony Robbins)

Human needs
(Ha)

Human needs
(Shon)

Human needs*
(McGregor)

Human needs*
(Hicks)

Human needs*
(Alderfer)

 * Source : Kim and Kim(1997).
Figure 1. Classification of Human Needs

Table 2. Definition of Human Needs
Human needs Related keywords

Self-actualization needs personal growth, personal development, actualization, challenge, new experiences
Aesthetic needs beauty, form, balance, aesthetic
Cognitive needs knowledge, understanding, learning, meaning, awareness
Ego needs recognition, reputation, achievement, competition, status, fame
Social needs belonging, love, affection, approval relationships, acceptance, family
Safety and security needs protection, security, order, law, stability, being free of fear and deprivation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needs air, water, food, drink, shelter, sleep, warmth, waste elimination, sex, health, fitness

Definition of human needs and related keywords Step 1. 

Collection of patent documentsStep 2. 

Analysis of status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Step 3. 

Figure 2. Overall Research Framework

3.1 니즈 유형정의  련 키워드 선정 

매슬로우의 욕구분류를 바탕으로 인간의 니즈를 7개로 분

류하고(<Table 2> 참조), 관련 키워드를 수집한다. 매슬로우가 

분류한 욕구 가운데 가장 최상위인 ‘초월적인 욕구(Transcen-
dent needs)’는 그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고, 특허문서상에서 명

확한 의미를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

였다. 각 니즈별 관련 키워드는 매슬로우가 제시한 각 욕구별 

정의를 중심으로 관련 키워드를 선택하였다. 

3.2 특허수집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DB로부터 2000년~2014년의 등록 특허를 수집한다. 특허 수집 

시 검색 범위는 ‘특허 전문’으로 한다. 특허 키워드 검색은 명

칭․요약․대표청구항․전체청구항․상세설명 등을 대상으

로 할 수 있다. 기술인문융합에서의 니즈는 단순히 기술적 편

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상세설명

(Description)’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세설명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효과가 기술되어 있는데, ‘효과(Effect of innova-
tion)’로 명시되기도 하고, 상세설명의 문맥상에 반영되기도 한

다(<Figure 3> 참조). 검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eauty’
라는 키워드의 경우 명칭․요약․청구항을 대상으로 검색할 

경우 약 2,400건의 특허가 검색된 반면, 전문을 대상으로 검색

할 경우 약 13,000건이 검색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전문을 

대상으로 검색된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특허수집에 사

용된 키워드는 <Table 3>과 같다. 검색 키워드는 <Table 2>의 

단어들을 활용하되 일반 동사로써의 활용이 큰 단어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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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FIELD

BACKGROUN ART

TECHNICAL PROBLEM

TECHNICAL SOLUTION

EFFECT OF INVENTION

Figure 3. Structure of Description Part in Patent Document

Table 3. Keywords for Patent Analysis by Human Needs

Human needs Keywords for 
patent search

Self-actualization 
needs

personal growth “personal growth” 
personal 

development “personal development”

new experiences “new experiences”

Aesthetic needs
aesthetic aesthetic*

beauty beaut*

Cognitive needs learning “learning”
Ego needs fame “fame”

Social needs
love “love”

affection “affection”
beloningness belongingness

Safety and 
security needs

safety safe*

security secur*

free of fear “free of fear”
privation “privation”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needs

air “air”
water “water” 
food “food”
drink “drink”

shelter “shelter”
sleep sleep

warmth “warmth”
waste elimination “waste elimination”

sex sex* not(sexed or 
sexing or sexes)

health health*

fitness “fitness”

하였으며, 최대한 인간의 니즈를 내포하는 단어가 될  수 있도

록 일치․절단․논리 연산 자등을 활용하여 수 있도록 하였

다. 예를 들어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and biological needs)와 

관련된 키워드 ‘sex’는 동사로 활용될 때 ‘암수를 구별하다’는 

뜻을 갖는데, 이러한 의미를 제외하기 위해 검색어 ‘sex* not 
(sexed or sexing or sexes)’를 사용하였다. 또한 ‘health’의 경우 

‘healthful’과 ‘healthy’를 포함시키기 위해 ‘health*’를 사용하였

다. ‘sleep’과 같이 어형(Sleeping, sleeps, sleepy 등)에 상관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의 경우 건수가 가장 많은 키워드 

“sleep”을 사용하였다.

3.3 기술인문융합 황 분석

기술인문융합의 현황은 크게 ‘융합 트랜드’와 ‘융합영역’의 

관점에서 분석한다(<Table 4>, <Table 5> 참조). 먼저, 융합 트

랜드 관점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인문융합의 규모와 

패턴을 분석한다. 첫째, 니즈별 등록특허 건수를 통해 니즈별 

수요를 파악한다. 등록특허의 건수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나타

내는 대용지표로써 기술혁신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정

보원이다(Park et al., 2006). 둘째, 시계열 기반의 니즈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여, 유사한 증가 패턴을 보이는 니즈들을 도출한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 패턴별 니즈들을 도출함으로써 

진화 관점에서 새로운 니즈 유형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융합 영역의 관점에서는 기술인문융합의 핵심기

술과 이 기술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니즈들의 패턴을 분석한다. 
첫째, RP(Ration of registered patent)의 값을 중심으로 각 니즈별 

핵심 IPC(기술)를 도출한다. RP는 ‘전체 등록특허 건수 중 IPC 
k에 해당하는 등록특허 건수 비율’로 값이 클수록 기술인문융

합에서 활용성이 큰 기술로 간주하며, 본 논문에서는 RP기준 

상위 5개를 기술인문융합의 핵심기술로 선정한다. 둘째, 핵심

IPC 들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의 니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유사한 IPC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 니즈들을 도출한다. 특정 니

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도출함으로써 기술관

점에 새로운 니즈의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을 위

해 비계층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수행하며, 이 때 군

집의 수는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4. 연구 결과

4.1 융합 트랜드 

각 니즈의 연도별 특허 건수는 <Figure 4>와 같다. 생리적 니

즈(2,127,471건)와 안전의 니즈(1,301,272건)의 특허 건수가 다

른 니즈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자아실현 니즈(198건)와 

관련된 특허 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기반의 니즈 클러스터링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군집 1(Self-actualization needs)은 2010년 이후 가장 급격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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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spectiv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uman-Centered Convergence

Descriptive analysis Pattern analysis

Convergence 
trends

Size of convergence
→ Patent number as time passes

Patterns of convergence(time-series-based)
→ Patterns to satisfy the needs as time passes

Converging 
areas

Size of core technology
→ Degree of satisfaction of a certain needs 

by certain technology

Patterns of convergence(IPC based)
→ Patterns to satisfy the similar needs 

by certain technology

Table 5. Perspectives for Trends Analysis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Perspectives Operational definition

Convergence
trends

Size of 
convergence

Absolute 
degree of 

convergence
   

 
SCi = number of registered patent of needs i(i = 1, 2, …, 7)
NPit = number of registered patent of needs iin time t(t = 1, …, n)

Patterns of 
convergence
(Time series 

based)

Normalized 
degree of 

convergence
  

 

yit = normalized value of number of registered patent in needs iin time 
t(t = 1, …, n)

xit = number of registered patent of needs iin time t(t = 1, …, n)
Mini = minimum value of number of registered patent in needs iin 

time t(t = 1, …, n)
Maxi = maximum value of number of registered patent in needs iin 

time t(t = 1, …, n)

Convergence
areas

Size of core 
technology

Absolute 
degree of 
satisfying 
the needs

   
 

 
  

 

  
 

RPk = Ratio of registered patent of IPC k out of total number of 
registered patent

RPki = ratio of registered patent of IPC k in needs i out of total number 
of registered patent

NPIkit = number of registered patent of IPC k in needs i

Patterns of 
convergence
(IPC based)

Normalized 
degree of 
satisfying 
the needs

  

 

yki = normalized value of number of registered patent in needs i
xki = number of registered patent in needs i
Mini = minimum value of number of registered patent of IPC k in 

needs i
Maxi = maximum value of number of registered patent of IPC k in 

needs i

Figure 4. Number of Patent by Human Needs

가를 보이며, 군집 2(Cognitive needs, Social needs)는 군집 1에 

비해 비교적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군집 3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needs, Safety and security needs, 
Aesthetic needs)은 2009년 이후 확연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군집 4(Ego needs)는 시간에 따른 별다른 변화패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즈 클러스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니즈의 증가 패턴에 따라 각 군집을 ‘급성장 니즈(Rapid growth 
needs : 군집 1)’, ‘지속적 성장 니즈(Progressive growth nee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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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Needs Clustering

Clusters New definition
Cluster 1 Self-actualization needs Rapid growth needs
Cluster 2 Cognitive needs, Social needs Progressive growth needs

Cluster 3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needs 

Safety and security needs, Aesthetic needs
Gradual growth needs

Cluster 4 Ego needs Sporadic growth needs

Figure 5. Patterns of Convergence(Time-Series Based)

Table 7. Core Technologies of Technology-Humanities Convergence

Core technology RP Definition of technology sector
A61 0.9998 Medical or veterinary science; Hygiene

C12 0.9086
Biochemistry; Beer; Spirits; Wine; Vinegar; Microbiology; Enzymology; 
Mutation or genetic engineering

C07 0.8824 Organic chemistry
G06 0.7249 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
H04 0.7124 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군집 2)’, ‘점진적 성장 니즈(Gradual growth needs : 군집 3)’, ‘산
발적 성장 니즈(Sporadic growth needs : 군집 4)’로 명명하였다 

(<Figure 5> 참고). 

4.2 융합 분야

기술인문융합 분야의 핵심기술은 A61․C12․C07․G06․
H04로 나타났다(<Table 7> 참고). 각 니즈와 핵심기술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인문융합 전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61은 치료용 조성물․의료용 기구․

화장품 개발 등을 통해 가장 니즈 규모가 큰 생리적 니즈와 안

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리적 니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C07은 치료적 항체․

항원, 면역 조성물 개발 등을 통해 ‘health’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리적 니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C12는 ‘발효’ 기술을 통해 ‘food’ 및 ‘drink’ 니즈를 충족

시키며, 펩타이드 및 유전자 조성물 개발 등을 통해 ‘health’ 니

즈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의 니즈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G06은 웨어러블 컴퓨터, 네트워

크 기반의 감성추론 장치, 체험형 교육장치 등의 개발을 통해 

집단 내의 구성원들과의 교류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H04는 핵심기술 가운데 

가장 다양한 니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술로, 암호화 장치 

및 방법․이동단말기․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의 개발을 통해 

안전․사회적․인지적․자아실현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활

용될 것으로 보인다. 
IPC(기술)기반의 니즈 클러스터링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군집 1은 ‘안전의 니즈’와 ‘자아실현의 니즈’에 대해 A61․G0
6․H04의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 A61의 물리적인 치료장치

(A61H)기술과 의약품 제제의 특정한 치료효과(A61P)기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인 안전(정)을 유지하며, G06의 데이터 

처리 기술, H04의 통신관련 기술을 통해 자기계발에 대한 니

즈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2는 ‘생리적 

니즈’와 ‘심미적 니즈’에 대해 A61과 G06의 영향력이 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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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echnologies to Satisfy the Same Needs

Clusters
(Related needs)

Cluster 1
(Safety and security needs, 

Self-actualization needs)

Cluster 2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needs, Aesthetic needs)

Cluster 3
(Cognitive needs)

Cluster 4
(Social needs, 

Self-actualization needs)
A61 .24 .48 .02 .11
C07 .03 .07 .01 .14
C12 .01 .13 .00 .24
G06 .50 .27 .94 .25
H04 .22 .05 .03 .25
New

definition
Self-actualization technology Medical system technology

Education and 
learning technology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다. A61의 하위 기술인 진단․수술․개인․식별(A61B), 의
료에 적합한 장치 또는 방법(A61J), 살균장치(A61L), 전기․자

기․방사선․초음파 치료(A61N) 등이 ‘health’ 니즈와 ‘beauty’
니즈의 충족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3은 ‘인식

의 니즈’에 대해 G06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집단이다. 이는 
G06이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 데이터의 인식 및 표시(G06K), 
관리․상업․금융․감독․예측용 데이터 처리 시스템(G06Q)
등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한 기술들의 하위 그룹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집 4는 ‘사회적 니즈’와 ‘자아실현

의 니즈’에 대해 C12․G06․H04의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 G06
의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 H04의 하위 기술인 방송통신(H04H), 
다중통신(H04J), 비밀통신(H04K), 입체음향 시스템(H04S), 무선

통신네트워크(H04W)기술을 통해 집단 구성원과의 교류 및 자

기 성취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집에 소속된 기술들과 관

련 니즈들을 고려하여 각 군집을 ‘자아실현 기술(Self-actualiza-
tion technology : 1군집)’, ‘의료 시스템 기술(Medical system tech-
nology : 2군집)’, ‘교육 및 학습기술(Education and learning tech-
nology : 3군집)’, ‘커뮤니케이션 기술(Communication technol-
ogy : 4군집)’으로 명명하였다. ‘자아실현 기술’의 군집에는 안

전의 니즈와 자아실현의 니즈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니즈가 

같이 속해 있는데, 이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 뒤에야 자아실

현의 니즈가 실현된다는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적 특성이 반영

된 것으로 보고, 더욱 포괄적인 상위 니즈를 중심으로 군집의 

이름을 설정하였다. 

5. 논  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인문융합 기술개발 시 고

려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대상 관점에서, 
기술인문융합 분야의 기술개발을 수행할 경우, 생리적 니즈․

안전의 니즈․인지적 니즈․자아실현의 니즈를 우선 순위로 

둘 수 있다. 연도별 규모 측면에서 생리적 니즈와 안전의 니즈

는 가장 큰 니즈의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인지적 니즈와 자아

실현의 니즈는 최근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인간중심’의 접근이 강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니즈들은 여

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실현의 

니즈는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상황이지만, ‘인간중심’의 철학

이 기술에 반영되고 있는 기술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 

꾸준히 니즈의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활용 기술관점에서, 기술인문융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본 연구에서 핵심기술로 나타난 A61․C12․C07․
G06․H04을 중심으로 융합의 범주를 넓힐 수 있다. 전반적인 

니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G06은 데이터 관리 및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로써 기술인문융합 전반의 니즈에 관여한다. 이는 

어떤 기술과 융합되느냐에 따라 효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술인문융합 분야의 기반기술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안전의 니즈’ 
또는 ‘자아실현의 니즈’일 경우 ‘A61+G06+H04’, ‘생리적 니즈’ 
또는 ‘심미적 니즈’일 경우 ‘A61+G06’, ‘인지의 니즈’일 경우 

‘G06’, ‘사회적 니즈’ 및 ‘자아존중의 니즈’ 일 경우 ‘C12+G06+ 
H04’의 기술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어 기술인문융합에 대한 후속연구를 수행하고

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술인문융합에 대한 추가적인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를 통해 기술인문융합의 개념을 정의하였지만, 기술인문융합

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점에서 기술인문융합의 본질적 특성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인문융합에서의 인문학의 역할 및 응용유형에 대

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례들은 ‘감성’․‘편
리성’․‘건강’ 등 일부 제한된 인간중심적 요소들을 ‘인문학적 

요소’로 간주하여 기술에 접목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기술인문융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결

합할 수 있는 인문학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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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요인들을 유형화 하여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기

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허문서에서 기술인문융합의 특성

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첫째, 
기술인문융합의 시계열 진화 패턴 분석 및 예측을 위한 방법

론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니즈 클러스터링은 

기존에 유사한 증가 패턴을 보이는 니즈들을 대략적으로 파악

하는데 유용하지만 각 니즈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패턴

을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기존의 진화 패턴을 기

반으로 미래의 기술인문융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정량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DTW(Dynamic Time Warping) 및 뉴럴 네트

워크 (Neural network)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인간의 니즈에 대한 분류 관점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키워드를 수집이 필요하다. 매슬로우의 욕구분류는 인간의 니

즈를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유

용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술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니즈들

을 모두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니즈와 

관련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레퍼런스 확보가 필

요하다. 
셋째, 특허 문서 안에서 인간의 니즈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

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허 문서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니즈’
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

업이다. 이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특허 검색과 

분석에 있어 모두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SAO(Subject-Activity-Object)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문융합의 현황분석이 가능한 특허 이외

의 DB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허는 대표적인 기술문서로

써 어디까지나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술인문융합을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개발이 인문학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반대로 인문학이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술인문융합에 대한 

연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인문학이 중심이 된 ‘인문기술융

합’을 분석할 수 있는 DB가 부재하지만, 기술인문융합의 장기

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는 특허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술인문융합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앞서 기술인문융합을 ‘인문학적 

요소 또는 방법론을 기술융합에 적용하여 인간의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기술, 제품, 서비스 등 포함)을 개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술인문융합의 현황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매슬로우의 욕구분류를 기반으로 인

간의 니즈 유형 및 관련 키워드를 정의하고, 특허 키워드 분석

을 통해 기술인문융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점을 갖는다. 첫째, 기술

융합 연구의 범주를 넓힘으로써 새로운 융합 영역의 발전가능

성을 상기시켰다. 기존의 기술융합이 기술 간의 융합에만 한

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범위를 기술과 인문으로 확장시

켜 융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술인문융합이라는 독립

적인 연구분야를 조성하는데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사례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인

문융합의 현상에 대해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특허라는 구체

적인 기술데이터를 활용해 기술과 인문의 융합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술인문융합의 현황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기술

인문융합 기술개발 또는 기술혁신 계획 수립시 방향설정을 위

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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