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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technology monitoring to search for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and new technologies targeting the core technologies selected as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advanced ICT”. This technology group, sele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 as one of the future-emerging technologies in 

2018, consists of ‘next-generation millimeter wav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data-centric computing technology’, and ‘immersive media interface’ that can be seen 

as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strategic research direction to the R&D-related stakeholders of countries or enterprise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newly emerged technologie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patent data on these technolog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new technology for the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advaned ICT group 

through patent data based on the newly emerged IPC code, and also suggested that it 

can suggest a strategic direction in planning R&D on relat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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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

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위상이 중요해져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cloud),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같은 첨단 ICT가 주목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들은 다른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과 융⋅복합 되면

서, 나아가 산업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다

[1-2].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시 이러

한 거대한 변화에 대처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기 위해 ICT 기반의 전략적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

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할 시대적, 사회적 변화

에 대응하여 성장동력 기술력을 확보하고,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

해 대응하겠다는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두 

IC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3]. 특히 우리

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산업구조의 

전면적 변화를 통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 역시 중요하게 다뤄진다. 

지능화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신성장동

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교통, 복지, 국방 등

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손병호 외[5]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

술수준과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릴 필요성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연구에 의하면 우

리나라의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하드웨어 기술력뿐

만 아니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경

쟁력 확보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황병상[5]의 연구에 따르면 위에서 언

급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서는 이미 선진국과

의 격차가 벌어진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를 어떻

게 인식하고,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

다. 그 외 다양한 연구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

응하기 위한 ICT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12].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에서 발간한 

｢2018년 한국연구재단 8대 미래유망기술｣을 살펴

보면, 8개의 대단위 미래유망기술 중에서 ICT 관

련 기술이 3가지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와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ICT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EU(European Union), 중국, 

일본에서 공개하는 공공 연구개발 과제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여 기계학습을 통한 분석으로 미래

유망기술을 추출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

다[13].

동일한 연구[13]에서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된 

ICT 관련 기술로는 ‘ICT 융합 헬스케어’, ‘차세대 

AI기술’, ‘첨단 ICT 기반 기술’이 있는데, 세 기술 

중 4차 산업혁명과 연관 지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기술이 ‘첨단 ICT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첨단 ICT 기반 기술은 말 그대로 차세

대 ICT 핵심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핵심기술로는 ‘차

세대 밀리미터파 무선통신기술’, ‘데이터 중심 컴

퓨팅 기술’, ‘실감미디어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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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술들은 ICT 기술 자체의 발전 차원에서도, 

국가의 ICT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 및 기반 기술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의 

확보가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우위 획득을 좌우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ICT 관련 미래유망기술에 대하여 기술 모니터링

(technology monitoring)을 통한 신기술 탐색을 

수행하였다. 기술 모니터링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행위라 할 수 있

다[14].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요한 첨단 ICT 기

반 기술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여 ICT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발생한 특허를 

통하여 ICT 기반 기술 관련 신기술을 탐색하여 

기업의 기술 확보 및 R&D 기획 시 유용한 근거

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2. 연구 모형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2018년도에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한 8대 기술 중 ‘첨단 ICT 

기반 기술’에 선정된 핵심 기술들을 대상으로 현

재의 기술 수준 및 신기술 탐색을 위하여 기술 모

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시

장에 가장 가까운 기술 정보로 볼 수 있는 특허정

보를 활용하였다. ‘첨단 ICT 기반 기술’의 세부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다 : ① 차세대 밀리미터파 

무선통신기술, ② 데이터 중심 컴퓨팅 기술, ③ 

실감 미디어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를 수

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첨단 ICT 기반 기술의 신기술을 탐색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이후 각 특허마다 부여되어

있는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의 연도에 따른 발생 매트릭스

(matrix)를 구현하여 신규로 출현한 IPC 코드 및 

해당 특허내용을 확인하여 각 핵심기술별 신기술

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기술 모니터링은 과학계량

학(scientometrics)에 기반한 특허기반 계량분석 

방법론으로 실제 기술 모니터링 연구에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활

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첨

단 ICT 기반 기술’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첨단 ICT 기반 기술’에 선정된 핵심 기술들에 

대한 특허정보를 모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KISTI)에서 제공하는 COMPAS 시스템을 활

용하였고, 핵심 기술의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쿼

리(query)를 통해 특허정보를 수집하였다. COMPAS

에서 제공하는 특허는 미국에서 출원 혹은 등록이 

되어있는 특허로,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 정

보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2009년 1월 1일에서 

2019년 9월 24일 사이에 출원된 특허들을 대상으

로 검색과 수집이 이루어졌다. 핵심 기술별 쿼리 

및 수집된 특허 건수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특허는 산업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Fig. 1 Research model for exploring novel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advance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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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대표성을 지닌다. 따라서 기술 모니터링 활

동을 함에 있어서, 특허의 형태로 나타난 기술 개

발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대로 관찰하면 기술혁신 

방향을 확인하는 것과 신기술에 대한 탐색이 가능

하다(강종석,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특

허마다 부여되어있는 IPC 코드에 대하여 등록 연

도별 분포를 파악하여 시계열 IPC 코드 매트릭스를 

구현하였다. 시계열 IPC 코드 매트릭스를 구현할 때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Vantage Point (SearchTech, 

US)이다.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새롭게 부

여된 IPC 코드를 가진 특허를 역추적하면 특정 

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 IPC 코드 매트릭

스 내에서 최근 2년(2018∼2019년) 사이에 새롭

게 부여된 IPC 코드를 확인함으로써 신기술을 탐

색하는 기술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허의 

세부적인 정보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제공하

는 제목, 초록, 청구항 등을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3. 차세대 밀리미터파 무선통신기술 

신기술 탐색 

기술 명 검색 쿼리 셋(query set)

차세대 
밀리미터파 
무선통신

기술
(400건)

ttl/abst:((“millimeter wave” OR 
“mm-wave”) AND (“wireless 
communication” OR “digital array” OR 
“multicarrier system” OR antenna* OR 
“wireless network” OR “massive MIMO” 
OR “multi-giga bit communication” OR 
“multi-band” OR multiband OR “radio 
frequency transmitter” OR “RF 
transmitter” OR “edge platform” OR 5G)) 
AND apd:[2009-01-01 TO 2019-09-24]

데이터 중심 
컴퓨팅 기술

(123건)

ttl/abst: (“universal memory” OR 
“near-data processing” OR “near data 
process” OR (“parallel processing” AND 
computing) OR “processing in memory” 
OR “data centric” OR “memory driven”) 
AND apd:[2009-01-01 TO 2019-09-24]

실감 미디어 
인터페이스
(2,704건)

ttl/abst: ((“augmented reality” OR “virtual 
reality” OR immersive OR “actual 
feeling” OR “mixed reality”) AND 
(comput* OR interfac* OR “human 
computer interaction*” OR “userability 
engeneer*”) AND apd:[2009-01-01 TO 
2019-09-24]

※ 참고 : ‘ttl’은 제목, ‘abst’는 초록, ‘apd’는 특허 출원일, ‘*’는 
와일드카드(wildcard) 검색을 의미

Table 1. Query sets for searching the core patents 

of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advance ICT

Fig. 2 Time-series IPC code matrix of next-generation 

millimeter wav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relate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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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밀리미터파 무선통신기술 관련 신기술 

탐색을 위해 시계열 IPC 코드 매트릭스를 구현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2018∼

2019년 사이에 신규로 출현한 IPC 코드는 총 27

개가 있었다.

신규로 발생한 27개의 IPC코드에 해당하는 특

허의 세부 내용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난 특허의 내용을 토대로 차세대 밀리미

터파 무선통신기술 관련 신기술들을 살펴보면, 밀

리미터파를 무선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들뿐만 아니라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센싱(sensing) 기술과 광학 및 이미징

(imaging)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특허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눈여겨 볼 점은 무인 

자동차에 쓰일 것으로 추정될만한 기술들 역시 발

견할 수 있었다. 

4. 데이터 중심 컴퓨팅 기술 신기술 탐색

데이터 중심 컴퓨팅 기술 관련 신기술 탐색을 

위해 시계열 IPC 코드 매트릭스를 구현한 결과

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2018∼2019년 

사이에 신규로 출현한 IPC 코드는 총 9개가 있

었다.

신규로 발생한 9개의 IPC코드에 해당하는 특허

의 세부 내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난 특허의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중심 

컴퓨팅 기술 관련 신기술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용

량 처리를 위해 컴퓨팅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기술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 중

심 컴퓨팅 기술 관련 신기술로 도출한 기술들은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할 수 있

었다.

특허번호

(미국공개)
신규 IPC 특허 제목

10219389 G06F001
-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 송수신용 

안테나 조립체 및 다층 인쇄 회로 
기판

10211521
A42B003
A63B071

- 헬멧 장착형 밀리미터파 센서 시스템

9862271
B60K028
G08B021
G08B023

-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활용한 운전
자 피로 감지 센서

10364144
B81C001
G04F005

- 밀리미터파 분자 분광기 셀을 위한 
밀폐 패키지

10340871 C07K014
- 밀리미터파 무선 주파수 집적회로

(RFIC)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 바이
패스 및 디커플링 구조

9921170 G01J003
- 푸리에 변환 밀리미터파 분광기를 

위한 장치 및 기술

10197451 G01K007
- 패시브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이미

징 시스템

10295664 G01N001
- 복수의 밀리미터파 송수신기를 활

용한 유동 피사체 스크리닝 시스템

10267837
G01R033
G09G003

- 저레벨 밀리미터파 전자기 방사선
을 검출하는 전자기 방사선 검출 
장치 및 방법

10006993 G02B005
- 소형 수동 밀리미터파(PMMW) 카

메라

10296011 G05D001
- 차량용 밀리미터 파 통신 장치 및 

통신 방법

10228458 G06K007
- 단거리 밀리미터파(MMWAVE) 레

이더를 사용하여 코드를 판독하는 
방법 및 장치

10044085 H01B011
- 마이크로 웨이브 및 밀리미터파 주

파수 웨어러블 전자 장치를 위한 신
축성 전송 라인 및 회로

10145743 H01L037
- 테라 헤르츠 (밀리미터 파 이하) 

방사선의 초전도 열 감지기 (볼로
미터)

10044320
H01P009
H03B029

- 밀리미터 파 주파수에서 잡음파
(noise)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노이즈 소스 생성기)

10277349 H04J011
- 5G 및 밀리미터 파 무선 통신 시

스템을 위한 빠르고 강력한 셀 검
색을 위한 방법 및 장치

9906314 H04J014
- 멀티 기가비트 연결을 위한 하이브리

드 파이버 밀리미터파 무선 시스템

10070419 H04W060
- 셀룰러 네트워크와 밀리미터 파 셀

룰러 통신이 공존하는 통신 시스템 
및 방법 및 장치

10172228
H05H007
H05H009

- 휘스퍼링 갤러리 모드(whispering 
gallery mode) 공진기를 이용한 밀
리미터파 방사선 발생 장치

Table 2. Patent details according to IPC code of 

new-generation of millimeter wav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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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감 미디어 인터페이스 신기술 탐색

데이터 중심 컴퓨팅 기술 관련 신기술 탐색을 

위해 시계열 IPC 코드 매트릭스를 구현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2018∼2019년 사이

에 신규로 출현한 IPC 코드는 총 150개가 있었다. 

실감 미디어 인터페이스 관련 신규 출연 IPC 

코드는 그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2018∼2019년

도 사이에 다수 출현한 IPC 코드 중심으로 특허

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다중 신규 출현 IPC 관련 

특허의 세부 내용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 나타난 특허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실감 미디어 인터페이스 관련 신기술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감 미디어 인터페이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 관한 증강/가상현실 기술들이 매우 높은 빈

도로 신규 출현 특허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ICT의 중요성을 밝히고, 그러한 ICT의 

발전에서 핵심이 되는 첨단 ICT 기반 기술을 중

요한 기술로 다루고자 했다. 이러한 첨단 ICT 기

반 기술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18년 미래유망기

술로 선정한 8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것

을 미루어 봤을 때, 연구 주제로서는 충분한 가치

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기술 기회를 파악하고 선

점하기 위해서는 Lichtenthaler(2007)의 연구에서 

Fig. 3 Time-series IPC code matrix of data-centric 

computing technology-related patents

특허번호
(미국공개)

신규 IPC 특허 제목

10229367 G06N099

- 분산 병렬 처리 환경에 참여하
는 하나 이상의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여, 매우 많은 양의 입
력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
기 위한 데이터 학습 및 분류
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9953396 G06T015
- hadoop 및 CUDA를 기반으로 

한 레이 캐스팅 시각화 다중 
사용자 상호 작용 처리 방법

9899480
G11C013
H01L029

- 2차원 결정에서 이온 저장을 
사용하는 단일 트랜지스터 랜
덤 액세스 메모리

10379772 H04N019
- 압축 및 압축 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동작을 위한 장치 
및 방법

10356669
H04W036
H04W080

- PS 네트워크에서 CSFB 장치
로 통화 기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스템 및 방법

10009417
H04W040
H04W072

- 무선 그리드 컴퓨팅을 위한 
방법 및 장치

Table 3. Patent details according to IPC code of 

data-centric compu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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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미국공개)
신규 IPC 특허 제목

10403051

G06F016

- 간섭 기반 증강 현실 호스팅 플랫폼

10402888
-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콘
텐츠 등급 시스템 및 방법

10359647

G02C007

- 적용된 전압에 따라 광 투과율을 제
어하는 안경, 선글라스 또는 헬멧 안
면 보호용 유연한 플라스틱 스크린

10195076
- 진단 및 치료 및 다감각 경험을 제

공하는 헤드 마운트 장치

10108832

- 증강 현실 비전 바코드 스캐닝 시
스템 및 방법, 스캐닝 콘택트렌즈, 
무선 가능 컴패니언 안경 및 원격 
바코드 디코더

10359631
A61N005
G02B021
G16H040

- 세계를 리렌더링(re-rendering)하기 
위한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방법

10222619 G02B021
- 입체 미세 외과 수술을 위한 머리 
착용 이미지 디스플레이 장치

10319109

G05B019

- 가상 객체를 나타내는 프록시 객체
로서 물리적 객체와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및 기술

10296359

-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제어 입력을 
요구하는 적어도 하나의 원격 데이
터 소스를 갖는 시스템을 위한 혼
합 현실 제어 장치(대화식 시스템 
제어 장치 및 방법)

10379551
- 빌딩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증강 현실과 유사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10141076

G16H040

- 이식 가능한 의료 장치에 대한 자
극 파라미터의 시각화를 제공하도
록 구성된 전자 장치

10120413
- 가상현실 환경 및 생체 신호 데이

터를 이용한 강화 된 훈련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10088685

F21V008

- 둘 이상의 백라이트 조명 장치 세
트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증강 또는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시스템

9946075
- 가상현실 및 증강 현실 어플리케이
션을 위한 투시 디스플레이 안경

10345592

A61N005

- 전위차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진단
하기 위한 증강 및 가상현실 디스
플레이 시스템 및 방법

10345590
-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가상현실 의

료 시스템

10267888

H04B007

- 증강 현실을 사용한 신호소스에서
의 안테나 포인팅

10148324
- 무선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위치 추
적 지원 빔 형성

Table 4. Patent details according to IPC code of 

immersive media interface

Fig. 4 Time-series IPC code matrix of immersive 

media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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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 기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첨단 ICT 기반 기술에 대하여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기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신기술 탐

색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기

술 모니터링 활동은 실제로 연구 사례가 많지 않

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data-driven)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의사결정자나 정책입안자에게 의사

결정 시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증거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Porter and Cunningham, 2004). 본 연

구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첨단 ICT 기반기술의 

경우 미국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파악해 봤을 때, 

많은 기술이 시장에 나와 있으며, 그 기술적인 진

척 역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허를 통한 신기술 

탐색 시, 신기술에 대하여 과거에는 등장하지 않

았으나 2018∼2019년에 처음 등장한 IPC 코드라

는 일종의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모든 핵심 

기술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같은 

기준을 놓고 분석했다는 점과 직관적인 조작적 정

의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너무 단순한 조작적 정

의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2017년에만 처음 등장한 IPC 코드, 혹은 

2017, 2018, 2019년에 한 번씩 등장한 IPC 코드 

등에 대해서는 과연 신기술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차원에서 직관

적인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사용

했지만 차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

하여 정교한 신기술에 대한 정의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미루

어보았을 때, 첨단 ICT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

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이 시스템화 되

어 상시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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