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nt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discover promising items and technologies. However, there are very

few data-driven approaches to support business diversification by companies with specific technolog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methodology that can detect items related to a specific technology and recommend highly

marketable items among them as business diversification targets. In this paper, we devise Labeled Item Network for

Business Diversification Consulting Support System. Our research is performed with three sub-studies. In Sub-study

1, we find the proper source documents to build the item network and construct item dictionary. In Sub-study 2, we

derive the Labeled Item Network and devise four index for item evaluation. Finally, we introduce the application scenario

of our methodology and describe the result of real-case analysis in Sub-study 3. The Labeled Item Network, one of

the main outcome of this study, can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items as well as the meaning of the relationship.

We expect that more specific business item diversification opportunities can be found with the Labeled Item Network.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help many SMEs diversify their business on the basis of thei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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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 중심 인접 아이템 탐색 예

1. 서 론

유망 아이템발굴은 자원분석, 유망사업영역 선정,

산업 트렌드 분석, 유망 아이템 리스트업, Scree-

ning, 사업성 심층 분석, 사업화 전략 지원 등 일련

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프로세스이

다. 최근 유망 아이템 및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다

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기

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전체 아이템, 또는 특정 분야

의 아이템 중 가장 유망한 아이템들을 선정하여 나

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며, 이는 국가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아이

템 유망성보다 각자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중

심의 사업 다각화 기회, 즉 자사 보유 기술과 관련

이 있는 아이템들의 유망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수

요가 시급하며, 이러한 분석은 하향식 방식보다는

각 기업 보유 기술 중심의 상향식(Bottom-Up)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잠재

적인 시장 기회, 즉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림 1]에서 ‘미세 칫솔모’의 생산을 위한 ‘모노 필라

멘트’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낚시

줄’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천하는 것은 직관

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외에 ‘당뇨

병 진단 KIT’와 ‘3D 프린터’ 등의 다양한 사업 분

야를 다각화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

술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들에 대한 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술과 관련된 아이템을 탐지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

이템 간 관계뿐 아니라 관계가 형성된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레이블드 아이템

네트워크(Labeled Item Network)의 개념을 새롭

게 제안하며, 이를 통해 더욱 세밀하게 사업 아이템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제안 방법론과 관련된 선행 연

구를 살펴보고, 이후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론을,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제안 방법

론의 활용 시나리오 및 분석 사례를 소개한다. 마

지막 장인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여를 요약한다.

2. 관련 연구

2.1 유망 아이템 발굴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업 다각화

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아

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 중심 유망 아이템 발

굴의 경우, 뉴스, 논문, 특허, 시장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호창 외(2018)는 기술성숙도

및 의존도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어 융합 기술을 발

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융합 기술 분석을 위한

기존 대부분의 방법론은 예측 모형 수립에 주로 범

용성 지표를 활용하여 융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활

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 다. 이와 달리 최호창

외(2018)는융합 기술의 특성을 기술의융합적 성장

을 나타내는 잠재성(Potential), 성숙 기술에 대한

융합 기술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인접성(Ad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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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cy), 그리고 융합이 발생하는 원리를 반영하는

융합성(Convergence)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는 종합 지표인 잠재 성장 중심성을 제안하

여 융합 기술의 유망성 예측에 활용하였다.

2.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유망 기술 분석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분석 방법

론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네트

워크는 크게 노드(Node)와 연결(Link)로 구성되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아이템 간의 연결 관계에 중

점을 두어 노드의 분포를 분석한다. 네트워크 분석

은 크게 네트워크 수준(Network level), 노드 수준

(Node level), 그리고 관계 수준(Dyad level)의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Borgatti et al., 2013).

네트워크 분석은 통계적 방법론과 달리 노드의 구

조적 위치와 노드 간 관계 유사성에 초점을 두며,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연결구조, 중심구조, 응

집구조, 그리고 역할구조 분석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은 노드가 갖는 중

심성(Centrality)을 분석하는 중심구조 분석이며, 중

심성은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

weenness Centrality), 페이지 랭크 중심성(Page-

Rank Centrality)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곽기영, 2017).

유망 기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은 주로 문헌 분

석과 전문가의 검토에 기반을 두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 수준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

보할 수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유망

기술 발굴 과정에서의 전문가의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서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분석이 주요 도구로 활용

된다. 이용호 외(2011)는 기업의 기술역량 및 시장

역량에 기반을 둔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별 유망 기술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이우형 외(2012)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차세대 이동 통신 분야의 유망 기술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성현 외(2016)는 기술

키워드 네트워크와 인지 지도 분석을 통해 무인 항

공기 비행체 산업의 유망 기술을 도출하였으며, 노

한성(2018)은 특허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자동차 산

업의 기술 융합과 유망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기술 성숙도 및 의존도

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유망 융합 기술을 발굴하

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최호창 외, 2018).

네트워크 분석 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존재

하는 노드(아이템, 사람 등)는 마주치는 기회와 제

약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성과와 행태를 예측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Borgatti et al., 2013). 이는

곧 아이템 및 기술 을 노드로 갖는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각 아이템과 기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과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이템/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아이템/기술에 연계될 수 있는 신규 아이

템을 파악하고, 각 아이템의 상대적 유망성과 영

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2.3 텍스트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소셜 네트워크 분

석과 함께 텍스트 분석도 주요 기법으로 활용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미디어 플랫폼

의 활성화로 인해 비정형 데이터, 특히 텍스트 데이

터의 유통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학․연을 막론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

여 의미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텍스트분석기법으로는텍

스트를 사전에 지정된 레이블(Label)에 따라 구분하

는 텍스트 분류(Text Classification), 텍스트가 가

진 특성을 파악하고 비슷한 텍스트끼리 집합을 형성

하는 텍스트 군집 분석(Text Clustering), 텍스트의

핵심을 축약하여 표현하는 텍스트 요약(Text Sum-

marization), 텍스트가 가진 감정의정도를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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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형화된 값으로 나타내는 감성 분석(Senti-

ment Analysis), 그리고 텍스트에 내재된 주제를 키

워드의 집합 형태로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등이 있다.

텍스트 분석을 다룬 기존 연구 중 텍스트 구조화

연구는 본 연구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텍스트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하

며,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텍스트 구조화라고 한

다. 가장 전통적인 구조화 방법은 통계적 이론에 근

거한 방법으로, 말뭉치(Corpus)와 단어 주머니

(Bag of Word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서에서의

단어의 출현 여부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구조화한

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텍스트의 의미 보존을 위해 단

어 주머니 모델링을 사용한 연구(Lei et al., 2010),

의료 용어 분석을 위해 단어 주머니 기반 구조화를

수행한 연구(Jin et al., 2013), 문서의 맥락 반영을

위해 단어 주머니 모델을 개선한 연구(Guy et al.,

2007),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 파악을 위해 단어 주

머니 모델을 활용한 연구(Marcos, 2013) 등을 들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차원을 요구하는 통계 기반

텍스트 구조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어의 분

산 표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텍스

트의 분산 표현을 다룬 주요 연구로는 분산 표현을

통해 다국어 의미 분석을 다룬 연구(Alexandre et

al., 2012), 준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기반의텍스트구조화방안연구(Joseph et al., 2010),

그리고 통계 모델에 기반을 둔 계층적 텍스트 분산

표현 연구(John et al., 2004)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차원 축소를 통한 텍스트의 분산 표현의

경우 행렬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산이 요구되

며, 한 번의 연산으로 모든 텍스트를 구조화하기 때

문에 행렬의 규모가 커지면 연산의 수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텍스트를

신경망(Neural Network) 모델에 적용하여 반복적

인 학습을 통해 구조화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가

장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주변 단어를 통해 구조화의

대상이되는단어의의미를추론하고이를특정 차원

의공간에표현하는방법인 word2Vec을 들수있다.

word2Vec은 구조화 과정에서 단어의 문맥 관계를

고려할 뿐 아니라, 학습 결과로 도출된 언어 모델

(Language Model)을 새로운 문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

자주 활용된다. 또한 word2Vec을 응용하여 문서

또는 문장 단위의 학습을 통해 그 벡터를 도출하는

Doc2Vec, sentence2Vec 등과 같은 알고리즘이 고

안되었으며, 최근에는 ELMo, BERT, XLNet과 같

은 심층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이 등장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신경망 모델에 기반한 텍스트 구

조화연구의대표적인예로는텍스트의맥락을반영한

단층 신경망 구조의 단어 분산 표현 연구(Mikolov

et al., 2013), 문서 단위의분산표현연구(Quoc and

Mikolov, 2014), 전역 문서의 맥락을 반영하여 단어

의 분산 표현을 개선한 연구(Eric et al., 2012), 분산

표현의 학습 속도를 개선한 연구(Stephan et al.,

2015), 사전훈련된언어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을 활용한 단어의 구조화 연구(Matthew et

al., 2018), 그리고 양방향 신경망 학습을 통한 사전

언어 모델 구축 연구(Jacob et al., 2019)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구조화 기법

중 word2Vec과 Doc2Vec을 적용하여 아이템 관련

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를 구조화한다.

3. 제안 방법론

3.1 연구 모형

기술 중심의 사업 아이템 다각화 기회 탐지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그

림 2] 참조).

첫 단계에서는아이템 네트워크구축을위한분석

대상 문서 발굴 및 용어 사전 구축 작업이 이루어진

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

한 분야에 걸쳐 Seed 아이템을 선정한다. 구체적으

로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M&A 관계 기반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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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구성 개요

[그림 3] 문서 수집 및 확장 프로세스

아이템, 그리고 공공 R&D 투자 기반 유망 아이템으

로부터 Seed 용어를 추출하고, Wikipedia의 ‘See

Also’ 링크를 활용하여 용어를 확장 수집한다. 또한

인명, 지명, 정책, 그리고 기관 및 조직 등 아이템이

아닌 非아이템 문서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칙을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템 네트워크 및 지표를

생성한다. 일반적인 아이템 네트워크는 어떤 아이

템들이 서로 연결되는지의 정보는 제공하지만, 이

들이 왜 연결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섹션의 내용

을 기반으로 아이템 간 핵심 쌍(Key Pairing)을 도

출하여 아이템 간 연결에 기술하는 레이블드 아이

템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또한 각 아이템과 관련된

아이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해당 클러스터에 속

한 아이템들의 유망성을 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술

수요, 그리고 부상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연구를 구성하는 두 단계의 주요 내용은 [그림 2]에

요약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

의 이후 절에서 소개한다.

3.2 분석 대상 문서 발굴 및 사전 구축

3.2.1 Seed 아이템 선정

데이터의 수집은 크게 Seed 아이템 선정 및 크롤

링을 통한 확장 아이템 수집으로 구분된다. 본 부절

에서는 우선 분석 대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Seed

아이템의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 부절에서는

Wikipedia의 ‘See Also’ 링크 기반 확장 아이템 수

집 과정을 소개한다. 아이템 문서의 선정 및 수집의

전체 개요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Seed 아이템 선정을 위해 스노우

볼샘플링(Snowball Sampling) 기법을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집은 확률 표출법(Probability

Sampling)과 비확률표출법(Non-probability Sam-

pling)으로 구분되는데, 각 요소가 추출될 확률이

상이하고 표본이 집단을 대표하는 정도를 알기 어

려울 때 주로 비확률 표출법이 사용된다. 스노우볼

샘플링은 비확률적 표출법의 하나이며, 우선 소수의

액터들을 선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액터들을찾아내는방식으로표본추출이이루어진다.

이렇게 도출된 액터들을 대상으로 다시 다른 연결

액터들을찾아내며, 더 이상추가되는액터가없거나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스노우볼 샘플링은 그 특성상 최초 표본의 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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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SME
로드맵

M&A
네트워크

R&D 투자

범위 다양성 √ √

신뢰성
전문성 √ √

객관성 √

트랜드
시장성 √

최신성 √

<표 1> Seed 아이템 수집을 위한 소스 문서

최종 표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본 연구에

서는 Seed 아이템 선정이매우신중하게수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Seed 아이템은 특

정기술에국한되지않고, 최대한다양한분야의기술

에서 고르게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우선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유망 기술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여 Seed 아이템의 정보원을 선정한

후, 각 보고서로부터 Seed 아이템 후보를 추출하고

해당 아이템이 Wikipedia에 독립된 문서로 존재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Seed 아이템을 확정하였다.

우선 Seed 아이템 정보원 선정을 위해 다수의 보

고서를 조사하여 3종의 소스 문서를 선정하였다.

Seed 아이템 소스 문서는 수집 아이템이 보다 다양

한 관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위(다양한

분야의 기술 포함), 신뢰성(전문성-전문가 기반 분

석, 객관성-데이터 기반 분석), 그리고 트랜드(시장

성, 최신성)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중소벤처기업부, 2018)

은 학계, 산업계, 연구소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

여 중소기업 유망 기술 및 제품을 분석한 자료이며,

M&A 관계 기반 유망 아이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에서 2018년도에수행한연구의결과로M&A

25,240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아이템에 대한 수

요를 측정한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R&D 투자

기반 유망 아이템은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 주요

선도국의 공공 R&D 투자정보 분석 및 머신러닝을

통해 유망기술 후보를 도출한 자료이다. 이상 자료

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

년 작성한 것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시장 동향, 중소기업 수요,

그리고 공급망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총 32개의

대분류와 225개의 중분류를 가지며(<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각 대분류별로 Seed 아이템 후보를

도출하고 중복을 제거한 후 총 666개의 Seed 아이

템 후보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M&A 관계 기반 유망 아이템은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2018년 작성한 것으로, 당

시 최근 3년간 미국 M&A 25,240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기술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였다. 해당 보고

서에서 잠재 성장성 지표를 기준으로 지속적 성장

(Continuous Growth) 영역의 293개의 항목을 선

정한 후, 9개의 아이템 군에서 총 315개의 Seed 아

이템을 최종 추출하였다(<표 3> 참조).

No. 대분류 아이템
수

No. 대분류 아이템
수

1 일반기계 11 16 AR VR 44
2 정밀기계 5 17 드론 40
3 전자부품 65 18 스마트공장 56
4 홈어플라이언스 27 19 스마트팜 16
5 조선 20 20 지능형로봇 15
6 유기화학 94 21 자율주행차 40
7 무기화학 30 22 인공지능 19
8 금속 20 23 빅데이터 9
9 섬유 26 24 클라우드 12
10 식품 11 25 사물인터넷 15
11 핀테크 39 26 5G 17
12 신재생에너지 53 27 3D프린팅 20
13 O2O 31 28 블록체인 18
14 첨단소재 13 29 지능형반도체 50
15 스마트헬스케어 15 30 스마트시티 19

<표 2>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카테고리

No. 아이템 군 아이템 수
1 IOT/스마트홈 21
2 모바일/웹/컨텐츠/개인화/금융/보안 68
3 클라우드/플랫폼/정보인프라 24
4 스마트제조/산업/빅데이터/인공지능 58
5 자동차/기계/부품/기타 30
6 반도체/전기전자 28
7 에너지/대체에너지 34
8 수처리/환경오염관리/화학 11
9 헬스케어/바이오 41

<표 3> M&A 관계 기반 유망 아이템의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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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이템 확장 프로세스

공공 R&D 투자 기반 유망 아이템은 한국연구재

단에서 2019년 조사한 것으로, 본 조사를 통해 총

55개의 2019년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후보군에서 총 144개의 Seed 아

이템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세 종류의 문서로부터 Seed

아이템을 추출하고, 동일 아이템이 여러 문서로부터

추출된 경우 중복 제거를 통해 총 1,068건의 Seed

아이템을 확정하였다(<표 4> 참조).

SME
로드맵

M&A
네트워크

R&D
투자

총합 최종
(중복제거)

666 315 144 1,125 1,068

<표 4> Seed 아이템 수집 결과

3.2.2 아이템 확장

본 부절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선정한 1,068

개의 Seed 아이템을 중심으로, Wikipedia의 링크를

활용하여아이템을확장하는과정을소개한다. Wiki-

pedia는약 5,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

며, 약 8,400만명이상의등록사용자와다수의익명

사용자가편집에참여하는집단지성의보고이다. 따

라서본연구에서는많은양의데이터와더불어집단

지성을 통해 신뢰성 또한 확보한 Wikipedia를 아이

템 확장을 위한 매개체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Wikipedia의 각 문서를 하나의아이템으로파악하여

이후 분석을 수행하며, Wikipedia를 활용한 아이템

확장 과정의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 4]와 같다. 우선

문서에 존재하는 링크를 통해 관련 문서를 추가로

수집하고, 수집한 문서에대해중복을제거하고非아

이템 문서를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Wikipedia는 공식적인 문서 작성 메뉴얼을 제공

하여 문서들이 사용하는 명칭과 순서가 통일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Wikipedia의 각 문서는 크게

제목과 하위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Wikipedia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링크들이 존재한다. 링크는 서로 다른 문서 간의 연

결 관계를 나타내며, 대표적인 링크로는 ‘Embedded

List’, ‘Navigation Template’, ‘See Also’, ‘Cate-

gories’ 등이 있다(<표 5>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

들 링크 중 ‘See Also’ 링크를 아이템 확장에, 그리

고 ‘Categories’ 링크를 非아이템 문서의 필터링에

사용한다.

Type Description

Embedded
List

∙문서 내용의 보완을 위해 본문에서 사용
∙링크의 수는 많지만, 문서 전체가 아닌
문서의 일부와 관련된 링크가 대다수임

Categories ∙문서의주제에해당하는카테고리의리스트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정 규칙을 따름

Navigation
Template

∙문서와 관련된 링크를 구조화하여 제공
∙아이템 간 수평 관계보다 수직 관계에
가까움

See Also

∙사용자의 관련 주제 탐구를 지원하는 링크
∙작성 기준은 편집자의 판단과 상식에 따름
∙문서 전체 주제 레벨에서의 관련 링크
→ 관련 아이템 탐색에 가장 적합

<표 5> Wikipedia의 링크 유형

우선 ‘See Also’는 사용자가 관련된 주제를 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Wikipedia 내부 문

서 링크로, 편집자의 판단과 일반적인 상식 기준

아래에서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만

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See Also’는 문서 내용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서들의 정보를 제공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페이지를 부모 문서로,

그리고 ‘See Also’의 대상 문서를 자식 문서로 정

의하여 문서 확장, 즉 아이템 확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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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Categories’에는 해당 문서가 속한 카

테고리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으며, 한 문서 당

카테고리 수는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

에 달한다. 인물을 설명하는 문서에는 카테고리에

‘births’, ‘deaths’ 등의 단어가 포함되는 등, 문서

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갖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갖는 카테고리 정보를 非아이템 문서의 제거를 위

한 필터링 규칙(Filtering Rule) 생성에 사용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아이템 문서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과 무관한 내

용의 문서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집 과

정에서 인명, 지명, 정책, 기관 및 조직, 재가공 문

서 등의 非아이템 문서가 수집되는 현상을 발견하

였으며, 非아이템 문서의 수집 비율은 확장 단계

가 반복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이템이 아닌 문서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필터링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연구에

서는 카테고리와 제목 정보를 활용하여 이러한 규

칙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필터링 규

칙은 <표 6>과 같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적용하

여 아이템을 확장 수집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Type Example

인명
OR (“OOO births”, “OOOO births”, “OOO
deaths”, “OOOO deaths”, “living people”)
IN Category

지명
OR(“countries”, “country”, “cities”, “city”,
“capital”, “capitals”, “states”) IN Category

정책 OR(“law”, “policy”, “policies”) IN Category

기관
및
조직

OR (“international”,“institute”, “center of”,
“committee”, “forum”, “society”, “office of”,
“united nations”, “unesco”) IN TITLE
OR ("organizations", "organisations",
"associations", "commission", "government
agencies") IN CATEGORY

재가공
문서

OR ("list of", ”lists of”, "glossary of",
"outline of",“origin of”, “table of”, "tables
of", "timeline of", "types of", "comparison",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history”,
“useful”, "COUNTRY_NAME", "by") IN
TITLE

<표 6> 非아이템 문서의 필터링 규칙

Phase #Item # Link Density

Seed 1,068 802 0.75

확장 (8th) 96,821 260,962 2.69

<표 7> 확장 아이템 수집 결과

3.3 아이템 네트워크 구축 및 분석

3.3.1 아이템 네트워크 구축

본 부절에서는 아이템 네트워크 구축 과정을 소

개한다. 아이템 간의 관계를 기존의 일반적인 네트

워크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각 아이템이 어떤 아

이템과 연결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아이템과 아

이템이 왜 연결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이와 달

리 본 연구에서는 레이블드 아이템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구체적으

로는 아이템 간의 연결에 Wikipedia 문서의 섹션명

에서 발췌한 의미 정보를 함께 명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한 과정은 각 문서를 섹션의 집합으로 재구성

하고 각 연결(Link)을 섹션 간 페어링(Pairing)의

집합으로 재구성한 뒤, 각 Link를 대표하는 핵심 쌍

을 식별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Wikipedia 문서는 제목과 이를 설명하는 본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모든 문

서의본문을섹션단위로분리하여최소분석단위로

사용한다. Wikipedia의 문서는 계층형(Hierarchical)

섹션 구조를 갖고 있으며([그림 5] 참조), 2-Depth

이상의 섹션명은 지나치게 지엽적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1-Depth의섹션명을기준으로문서를분리한다.

섹션명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 상단의 요약에는 일괄

적으로 ‘Article Summary’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그림 5] Wikipedia의 계층형 섹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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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문서의 섹션명은 문서 작성자가 임의

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 문서에서 사용되는 일

반적인 용어뿐 아니라 특수한 문서에서만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도 섹션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나치게 적은 수의 문서에서만 사용되는 섹

션명은 일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섹션을 제거한 후 이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빈도별 섹션의 수는 [그림 6]과 같

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149,729개의 섹션명 중

최소 5개 이상의 문서에서 출현한 3,683개의 섹션

명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8>은 빈도수 기준

상위 20개 섹션명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섹션명의 빈도별 분포

섹션명 빈도 섹션명 빈도
Article_Summary 96,760 Background 1,689

History 18,714 Design 1,568
Applications 3,948 Properties 1,417
Examples 3,757 Features 1,349
Overview 3,386 Development 1,092
Definition 2,395 Diagnosis 1,059
Types 2,271 Causes 1,058

Description 2,233 Treatment 1,044
Etymology 1,900 Structure 1,024
Uses 1,713 Usage 1,004

<표 8> 고빈도 출현 섹션명(상위 20개)

섹션 간 링크 연결은 섹션 문서의 유사성에 기반

을 두어 형성된다. 이를 위해 Doc2Vec을 통해 각

문서, 즉 443,231개의 섹션 각각을 300차원의 벡터

로 구조화하고, 각 섹션 벡터간 코사인 유사도를 산

출하여 <표 9>와 같은 아이템 쌍의 섹션 간 유사

도 행렬을 도출한다.

From
To

ITEM A

Sec.A1 Sec.A2 Sec.A3

ITEM B

Sec.B1 0.6 0.5 0.4

Sec.B2 0.7 0.2 0.3

Sec.B3 0.3 0.5 0.4

Sec.B4 0.2 0.6 0.5

<표 9> 아이템 쌍의 섹션 간 유사도

예를 들어 <표 9>는 ‘ITEM A’에서 ‘ITEM B’

로 향하는 ‘See Also’ 링크에 대한 섹션 간 유사

도 행렬을 보이고 있다. 주어진 아이템 쌍에는 총

12개의 섹션 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

데 가장 유사도가 높은 관계는 ‘Section A1’에서

‘Section B2’로 향하는 유사도 0.7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아이템 네트워크에서 ‘ITEM A’

에서 ‘ITEM B’로 향하는 링크에 ‘Section B2’의

명칭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아

이템 네트워크의 간단한 예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레이블드 아이템 네트워크의 예

[그림 7]은 아이템 ‘Internet of things’와 ‘Home

automation’, 그리고 ‘Internet of things’와 ‘Edge

Computing’ 사이의 라벨링 예를 보이고 있다. 즉

‘Edge Computing’은 ‘Internet of things’의 ‘Con-

cept’에해당하며, ‘Internet of things’은 ‘Edge Com-

puting’의 ‘Trends and chracteristics’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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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레이블드 아이템 네트워크(‘Renewable Energy’ 아이템 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축한 실제 레이블드 네트워크

중 ‘Renewable Energy’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3.3.2 아이템 유망성 평가 지표

본 부절에서는 앞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아이템의 유망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한

다. 구체적으로 [그림 9]와 같이 아이템 간 연관성과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한 지

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후 Wikipedia 문서에서 제공

하는 통계 지표를 활용한 추가 지표를 설정한다.

[그림 9] 아이템 평가 지표 설계

Category Item
3D프린팅 Medical imaging
5G Network simulation

AR VR Augmented reality
O2O Cloud computing
금속 Photolithography
드론 Artificial intelligence
무기화학 Photochromic lens
블록체인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섬유 Textile manufacturing

스마트 공장 Computer-aided design
스마트헬스케어 Digital image processing
스마트시티 Remote sensing
스마트팜 Indoor positioning system
식품 Food packaging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유기화학 Biodegradation
인공지능 Data mining
일반기계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자율 주행차 Autonomous car
전자부품 Switched-mode power supply
정밀기계 Rapid prototyping
조선 Electric boat

지능형 로봇 HAL (robot)
지능형반도체 DC-to-DC converter
첨단소재 Graphene
클라우드 OS-level virtualisation
핀테크 Credit bureau

홈어플라이언스 Energy harvesting

<표 10> 각 카테고리별 최상위 PageRank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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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활용 시나리오 전체 개요

우선 기술 집약도의 경우 Google의 웹 문서 검색

알고리즘인 PageRank 분석을 통해 산출한다. 앞에

서 구축한 전체 아이템 네트워크에서 아이템 간 연

결의 가중치는 해당 아이템 간 핵심 쌍 섹션의 유

사도로 설정된다. <표 10>은 전체 아이템을 대상

으로 PageRank를 산출한 후, Seed 아이템 정보원

으로 사용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30개 대분류

카테고리 각각에서 PageRank 지표가 최상위인 아

이템을 선정한 결과이다.

다음으로Wikipedia 문서에서제공하는통계지표

의경우, Wikipedia 문서별통계제공사이트(https://

xtools.wmflabs.org/)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표를

선정 및 조합하여 사용한다. 우선 확산성은 특정 문

서(아이템)로 연결된 페이지의 수인 ‘Links to this

Page’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지표는 다른 아이템들

이 해당 아이템을 얼마나 많이 참조하는지를 나타내

는지표로, 앞서중심성지표로 설명하였던연결정도

중심성과유사한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기술 수요

는 각 문서의 전체 조회 수를 의미하는 ‘Pageview’

지표를활용하였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해당아이템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고 해석하여, 기술 수요

라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부상성은본연구에서새

로 제안한 지표로, Wikipedia의 통계 지표 중 편집

관련지표를조합하여생성하였다. 부상성은 해당아

이템이 과거 대비 최근 이슈가 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해당 아이템 문서가 생성된 이후

전체 기간의 일 평균 편집 횟수 대비 해당 문서의

최근 1년일평균편집횟수로정의하였다. 전체기간

대비최근편집횟수의변화는아이템이가지는변화

를 파악하는데유용한지표로, 부상성이높은 아이템

은 최근 또는 가까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상기 네 가지 아이템 지표를 사용하여 실

제 아이템을 분석한 결과를 4장에서 소개한다.

4. 활용 시나리오 및 결과

4.1 활용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활용 시나리오를 소

개하고, 다음 절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용어를

입력받아 이와 유사한 아이템 용어를 추천하고, 해

당 아이템의 아이템 클러스터를 도출하며, 해당 클

러스터 내 주요 아이템의 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

술 수요, 그리고 부상성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인다.

활용 시나리오의 전체 개요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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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진입 아이템 추천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시스템은 통합 용어 사전

과 아이템 사전을 관리한다. 아이템 사전에는 앞에

서 소개한 Seed 아이템 및 확장 아이템이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수록된 아이템의 수는 96,821개이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각각 하나의 Wikipedia 문서에

대응되며, 아이템 네트워크상에서 각 노드로 표현

된다. 아이템 사전과 별도로 시스템은 일반 기술 용

어를 수록한 통합 용어 사전을 관리하며, 현재 약

93만 개의 기술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 10]에서 사용자가 관심 용어를 입력하면

(◯1 ), 시스템은 Term/Item Map을 활용하여 입력

값으로 사용될 진입점 아이템 리스트를 추천한다

(◯2 ). 이를 위해 Back End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가 용어를 입력하면 해당 용

어가 아이템 사전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

고, 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용어를 진입점으로

반환한다. 만약 입력 용어가 아이템 사전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Term/Item Map을 통해 해당 용어와

관련된 아이템 용어 리스트를 진입점 후보로 추천한

다. Term/Item Map은 통합 용어 사전의 각 용어를

아이템에 대응시킨 것으로, 해당 용어가 각 아이템

문서에서 출현한 빈도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다.

[그림 11]은 “Machine Interaction” 용어가 입력

되었을 때, 해당 용어의 출현 빈도 기반으로 관련

아이템 리스트 및 추천 진입점을 반환하는 가상 화

면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크기로 나타난 용어 출현

빈도와 색상으로 나타난 Seed 여부를 고려하여 진

입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3 ). 즉, 그림에서 사

각형의 크기가 클수록 ‘Machine Interaction’이 해

당 아이템 문서에서 자주 언급되었음을 나타내며,

흐리게 표현된 아이템은 확장 용어를, 그리고 색상

으로 구분하여 강조된 아이템은 Seed 용어를 의미

한다. 다만 약 93만 개의 기술 용어 모두가 96,821

개의 아이템 문서, 즉 Wikipedia 문서에서 1회 이

상 출현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매핑은 분석 대상

문서에서 1회 이상 출현한 142,947개의 기술 용어

와 96,821개의 아이템 용어 사이에 형성된다.

시나리오의 이후 과정은 3장에서 이미 소개한

Wikipedia의 ‘See Also’ 링크 및 섹션 간 유사도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레이블드 아이템 네트워

크(◯4 ) 및 아이템 지표(◯5 )를 활용하여 수행된다.

4.2 분석 결과 요약

본 절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제 분석 사례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다. 전체 과정

(◯1 ～◯5 ) 중 전반부 세 단계의 경우 앞 절에서, 그

리고 ◯4 단계의 경우 3장에서 소개가 이루어졌으므

로, 본 절에서는 분석 마지막 단계인 ◯5 단계를 중심

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사례로는 중소기

업 기술로드맵의 30개 대분류 카테고리 각각에서

PageRank가 가장 높은 아이템을 후보로 선정하였

으며(<표 7> 참조), 이들 후보 중 분야별 특성 및

기술의인지도를감안하여 ‘IoT’, ‘Autonomous Car’,

‘Renewable Energy’, ‘Graphene’, ‘Cloud Com-

puting’의 5개 아이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 결과로는 각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아이

템 클러스터의 주요 아이템 지표를 제시한다.

다음에서 <표 11>～<표 15>는 각 아이템 클

러스터에서 기술 부상성 기준으로 상위 12개 아이

템을 선별하고, 이들 아이템의 4가지 평가 지표를

산출한 결과이다. 각 지표의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되어 있으며, 균등 구간화를 통해 5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표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

프로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예로 IoT

클러스터의 기술 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아이템의

지표를 시각화한 결과가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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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oT 아이템 군의 주요 아이템 지표 분석

Rank Item
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술 수요 부상성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1 Edge computing 0.3412 2 0.0565 1 0.0909 1 1.0000 5
2 Digital twin 0.0833 1 0.0163 1 0.0494 1 0.4913 3
3 Wide area synchronous grid 0.1181 1 0.0401 1 0.0086 1 0.4130 3
4 Internet of things 0.9010 5 0.9401 5 1.0000 5 0.3677 2
5 Microgrid 0.2859 2 0.0395 1 0.0309 1 0.3612 2
6 Smart city 0.0000 1 0.2605 2 0.3150 2 0.3327 2
7 Base load 0.0262 1 0.1857 1 0.0182 1 0.3323 2
8 Vehicle-to-grid 0.4695 3 0.0782 1 0.0246 1 0.2838 2
9 Grid friendly 0.0621 1 0.0000 1 0.0004 1 0.2623 2
10 Recloser 0.0647 1 0.0340 1 0.0267 1 0.2398 2
11 Fog computing 0.2775 2 0.0313 1 0.0701 1 0.2318 2
12 Maintenance(technical) 0.4332 3 0.0612 1 0.0504 1 0.2277 2

<표 11> Top 12 아이템(IoT 군)

<표 11>과 [그림 12]에서 ‘Edge Computing’의

부상성은최고등급인레벨 5로나타났지만, 해당아이

템의다른세가지지표는이와달리가장낮은등급인

레벨 1, 또는레벨 2로 나타났다. 즉기술집약도, 확산

성, 그리고 기술 수요는 대체로 서로 유사한 순위를

나타냈지만, 부상성의 순위는이들세가지지표와는

매우다르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양상은

다른네가지아이템에대한분석결과인 <표 12>～

<표 15>에서도동일하게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결과

는다른세가지지표는해당아이템의현재영향력에

초점을둔반면, 부상성은영향력의변화속도, 즉미래

의 영향력에초점을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0 Kukjin Bae․Ji-Eun Kim․Namgyu Kim

Rank Item
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술 수요 부상성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1 Vehicle safety technology 0.0023 1 0.0060 1 0.0136 1 1.0000 5
2 Mobility as a service 0.0252 1 0.0289 1 0.0351 1 0.8368 5
3 Collision avoidance system 0.2300 2 0.2886 2 0.1936 1 0.5608 3
4 Demand responsive transport 0.1418 1 0.1144 1 0.0347 1 0.5485 3
5 Platoon(automobile) 0.0761 1 0.0537 1 0.0522 1 0.4907 3
6 Motorcycle safety 0.2433 2 0.1682 1 0.1687 1 0.4146 3
7 Vehicular automation 0.6915 4 0.1124 1 0.0363 1 0.3610 2
8 Pedestrian safety through vehicle design 0.0046 1 0.0348 1 0.0236 1 0.3560 2
9 Adaptive cruise control 0.0781 1 0.0965 1 0.0645 1 0.3407 2
10 Emergency brake assist 0.1145 1 0.0537 1 0.0774 1 0.3223 2
11 Vehicular ad-hoc network 0.1737 1 0.0557 1 0.0089 1 0.2647 2
12 Automatic train operation 0.3730 2 0.3134 2 0.0919 1 0.2597 2

<표 12> Top 12 아이템(Autonomous Car 군)

Rank Item
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술 수요 부상성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1 Sustainable energy 0.3423 2 0.1308 1 0.6277 4 1 5
2 Bioenergy 0.0983 1 0.0575 1 0.0743 1 0.834 5
3 Energy storage 0.5876 3 0.1135 1 0.1927 1 0.7686 4
4 Biogas 0.3737 2 0.1472 1 0.5523 3 0.5837 3
5 Rooftop photovoltaic power station 0.0333 1 0.0264 1 0.0233 1 0.4642 3
6 Dye-sensitized solar cell 0.0153 1 0.0359 1 0.0881 1 0.1748 1
7 Anaerobic digestion 0.5713 3 0.0991 1 0.228 2 0.1523 1
8 Solar power 0.1115 1 0.4192 3 0.5857 3 0.1333 1
9 Micro combined heat and power 0.0556 1 0.0372 1 0.0355 1 0.0991 1
10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0.1316 1 0.0384 1 0.0348 1 0.0544 1
11 TEL Solar 0.0302 1 0 1 0 1 0.0217 1
12 Ice storage air conditioning 0.0351 1 0.0229 1 0.0153 1 0.0168 1

<표 13> Top 12 아이템(Renewable Energy 군)

Rank Item
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술 수요 부상성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1 Metal-organic framework 0.0998 1 0.0084 1 0.0293 1 1.0000 5
2 Periodic graph(crystallography) 0.6094 4 0.0045 1 0.0005 1 0.8716 5
3 Coordination complex 0.7232 4 0.2192 2 0.1545 1 0.8448 5
4 Fractional quantum Hall effect 0.2234 2 0.0311 1 0.0199 1 0.7797 4
5 Cadmium arsenide 0.0165 1 0.0172 1 0.0021 1 0.6917 4
6 Nanoparticle 1.0000 5 0.2551 2 0.1701 1 0.6377 4
7 Topological defect 0.8060 5 0.0333 1 0.0150 1 0.6204 4
8 Molybdenum diselenide 0.1889 1 0.0149 1 0.0039 1 0.6168 4
9 Bilayer graphene 0.0165 1 0.0074 1 0.0062 1 0.5840 3
10 Quantum Hall effect 0.5202 3 0.1424 1 0.0736 1 0.5749 3
11 Topological insulator 0.0892 1 0.0366 1 0.0452 1 0.5614 3
12 Graphite 0.1249 1 0.6051 4 0.4493 3 0.5540 3

<표 14> Top 12 아이템(Graphene Cluster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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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Item
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술 수요 부상성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지표 레벨

1 Edge computing 0.1826 1 0.0182 1 0.0620 1 1.0000 5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0.0473 1 0.2862 2 0.3421 2 0.3675 2

3 Business telephone system 0.1208 1 0.03319 1 0.0368 1 0.3175 2

4 Computer security 1.0000 5 1.0000 5 0.2820 2 0.2855 2

5 OS-level virtualisation 0.2743 2 0.0335 1 0.0014 1 0.2801 2

6 OpenNebula 0.0117 1 0.0411 1 0.0120 1 0.2621 2

7 Apache Drill 0.0148 1 0.0387 1 0.0096 1 0.2604 2

8 Amazon Web Services 0.0622 1 0.2434 2 0.3034 2 0.2508 2

9 Fog computing 0.1485 1 0.0101 1 0.0478 1 0.2487 2

10 OurGrid 0.0104 1 0.0000 1 0.0002 1 0.2378 2

11 oVirt 0.0234 1 0.0575 1 0.0129 1 0.2301 2

12 Microservices 0.1402 1 0.0433 1 0.1835 1 0.2100 2

<표 15> Top 12 아이템(Cloud Computing 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 시스템, 그리고 활용

시나리오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각 중소기

업이 보유 기술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기회를 탐색

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각 기업은 제안 방법론을 통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관계된 아이템 네트워크 클

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고, 레이블드 아이템 네트워

크를 통해 해당 기술이 포함된 클러스터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상성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

평가 지표를 통해 해당 기술 인접 분야의 유망 아

이템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최근유망아이템및기술을발굴하기위한다양한

시도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기술을 보

유한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분석 방법은상대적으로매우부족하다. 따라서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확인

하고, 이들 중 유망성이 높은 아이템들을 사업 다각

화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이보유하고있는특정기술과관련된유망아이템을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아이템간관계뿐아니라관계가형성된원인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레이블드 아이템 네트워크의

개념을 새롭게제안하고, 해당 네트워크에대해기술

집약도, 확산성, 기술 수요, 그리고 부상성의 네가지

평가 지표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문서 임베딩을 활용하여 각 문서의

섹션 간 유사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각 아이템

이 상호 연결된 원인을 네트워크에 함께 기술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제안 방법론은 향후 확장을 통해 지

식 맵 구축, 온톨로지 설계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레

이블드 아이템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활용, 대체,

보완 등 각 아이템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각 기술의 인접 아이템들에 대한 유망성을 네 가

지 지표를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 방법론의 핵심 모듈인 문서 수

집, 문서 임베딩, 유사도 산출, 레이블 선정,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등은 이미 상당 부분의 자동화가 이

루어졌다. 하지만 Seed 용어를 선정하고 레이블을

네트워크상에표현하는등의일부과정에는수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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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향후 제안 방법론의 전 과정을 자동화

함으로써 방법론의 적용 효율성 및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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