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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한 신제품 설계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소기업 

간의 융합 활동의 요성은 증 하고 있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을 가지는 소기업 표는 

합한 융합 활동 트 를 구하기 해 인맥 리는 필수 이다. 한편 기업인들은 많은 양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요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토픽정보를 가진 기업인과의 인맥 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소기업의 황 부재와 산업분야별 기업인들의 기술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토픽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토픽 추출 

기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 3가지 측면에서 기업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구체

으로     모델이 있으며 각각의 모델은 인맥의 양, 인맥 심성, 토픽 유사성을 분석

한다. 실 데이터를 통한 실험 결과, 인맥의 양이 은 경우 심성이 높은 기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맥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토픽 유사성이 낮은 경우 주제 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activities among business is increasing due to the neces-

sity of designing and developing new products to satisfy various customers’ needs. In 

particular, decision makers such as CEO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networks between 

entrepreneurs for being connected with valuable convergence partners. Moreover, it is 

important for entrepreneurs not only to make a large number of network connections, but 

also to understand the networking relationship with entrepreneurs with similar topic infor-

mation. However, there is a difficult limit in collecting the topic information that can show 

the lack of current status of business and the technology and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in industry sector. In this paper, we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the topic extra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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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alyze the business network in three aspects. Specifically, there are     models, and 

each model analyzes amount of entrepreneurs relationship, network centrality, and topic similarity. 

As a result of experiments using real data, entrepreneur need to activate network by 

connecting high centrality entrepreneur when the corporate relationship is low. In addition, 

we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that there is a need to activate the topic-based network 

when topic similarity is low between entrepreneurs.

키워드：토픽 추출, 소셜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 Word2Vec, Color Embedding

Topic Extraction, Social Network Analysis, Text Mining, Word2Vec, Color Embedding

1. 서  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한 신제

품 설계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소 기업인간

의 융합 활동의 요성은 증 하고 있어 소 

기업인들의 인맥 리는 필수 이다. 소기업

은 정보화 발 에 따른 격한 기술 신 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의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한 신

기술 개발에 있어 문 기술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부분의 소기업

들은 이를 해결하기 해 합한 사업 트 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므로 소기업인들 간

의 인맥을 미리 형성하는 것은 요하다. 

한편 소 기업인들은 인맥 형성 시 기업인들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유사한 토픽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과 인맥 계를 이해하고 형

성하는 것이 요하다. 를 들어, A기업은 반도

체 설비  정  가공하는 업체이고, B기업은 

사무용품  회화용품을 제조하는 업체, C기업

은 디스 이, 모니터 제조업체일 때 A, B 두 기업

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특성의 

기술  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A, C 두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이 

유사하므로 융합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

략을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특성의 기술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 기업인들은 

인맥 형성 시 많은 양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요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토픽정보를 가진 

기업인과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소기업의 황 정보 부재로 인하여 

소기업인 간의 융합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리기업은 537만 7천 개이

며 이  소기업은 537만 3천 개(99.9%)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7]. 부분의 기업이 소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에 따른 업종별 수, 종사

자의 수와 같은 정보만을 알 수 있으며 3년 이  

제한된 자료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기업 황 정보시스템은 소기

업의 기술의 특성이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변경 하지 않을 시 변경된 사항을 악

하지 못하므로 소기업이 자체 으로 소기

업의 련 주제  융․복합 가능 기업 정보를 

확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기업인들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토픽정

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융합 활동 

활성화와 요성에 하서 분석하는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  기업차원에서 타 산

업과의 략  연계를 통한 산업간 융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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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Considered

Analysis Methods Research Direction References

Academic 
convergence 

Network analysis

Academic convergence activities Jeong and Lee[13]

Identificati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activities

Heo and Yang[11]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echnology humanities integration

Lee and Kang[19]

Survey Kim et al.[16]

Industrial 
convergence 

Patent information analysis
(NFF, IPC) 

Technology convergence pattern analysis
Kim et al.[3],

Hacklin et al.[9]

Network analysis Industry convergence at the enterprise level
Kim et al.[3],

Jeong and Lee[12]

Patent citation information, 
Keyword analysis

Technology convergence analysis

Karvonen and Kässi[14], 
Kim and Lee[17]

Patent citation information, 
Network analysis

Han and Sohn[10], 
Kim et al.[15]

ICT field information analysis
Technological convergence taking 
place in The ICT

Borés et al.[4], Choi[6]

Value chains analysis Industrial structure convergence 
Greenstein and Khanna[7], 

Lei[19], Wirtz[24]

<Table 1> The Overview of Previous Research on Convergence Activities

요성에 해 연구 하 고[12] 특허정보에 있는 

N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NFF) 기

술과 IPC 공동 분류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 융합 

패턴을 분석하 다[9]. 한 분석 단 와 계량서

지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학문  융합 활동에 해 연구하거나 토픽 모델

링 기법을 통하여 기술경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13, 19].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기

업인들의 인맥  토픽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

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분석과 

특허 정보를 통한 융합지표는 기업인의 인맥 

계 데이터에 국한되어 분석하는 한계 과 기

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 없을 경우 

토픽정보를 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소 기

업인이 활동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토픽정보 

추출 기법을 기반으로 소 기업인이 재 보

유하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 정보를 형

성한다. 따라서 재 기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반 하지 못했던 을 해결하고 각 기

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픽정보를 융합지표로 

설정하여 시각화를 통해 융합 활동 활성화를 

한 주제기반의 기업인 네트워크 계층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기업과 기업인을 같은 의미

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업 활동

에서 요한 기업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토

픽정보를 심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포 인 

의미로써 기업인으로 표 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련연구에 해 

설명하고, 제 3장에서 제안한 모델에 해 내용

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한 네트워크 분

석 모델에 한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기존연구는 학문  융합, 산업  융합 등으로 

융합 양상과 융합 활동에 하여 <Table 1>과 

같이 연구되었다. 먼  학문  융합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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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oposed Framework for Entrepreneur Hierarchical Network Analysis 

연구를 살펴보면, 벤처 회에 등록된 소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해 소기업 기술 인문융합의 정의 

 범 를 제시하 고[15],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을 심으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용하여 융

합연구의 구조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11].

다음으로 산업  융합 측면에서 살펴보면, IT 

산업기술을 심으로 특정 기술개발  기술경

을 한 산업  융합 분석에 해 연구하 으며

[4, 6]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기술과 산업구조 

에서의 융합 분석에 해 연구하 다[20, 24].

한, 특허 간의 인용 정보와 키워드를 활용

하여 특정 산업에 한 융합 기술의 변화와 기

술융합 황분석 한 연구[14, 17]와 특허 인용

정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

하여 융합 기술 내에서의 핵심 기술과 융합 양

상을 악하거나 ICT 련 표  기술들의 융합 

가능성과 연  규칙 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융합 양상을 악하고자 하 다[10, 15]. 하지만 

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특성을 이용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허정보와 기존의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술의 융합 양

상과 융합 활동 분석에 을 두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인이 활동하는 웹사이트에서 

토픽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기업인의 특성

을 반 하지 못했던 문제 을 해결하고 기업 

융합 활동 활성화를 한 주제정보 기반의 기

업 네트워크 계층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3. 제안 기법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크게 3단계로 설명한다. <Figure 1>과 같이  

 (Corporate Connection Layer) 모델, 

 (Social Influence Layer) 모델,  

(Topic Relevance Layer) 모델에 해 계

층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첫 번째, 

   모델은 기업인의 인맥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모델이다. 기업인의 인맥정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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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기업인의 직 으로 알고 있는 

인맥(1hop) 뿐만 1hop의 인맥(2hop), 2hop의 인

맥(3hop)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두 번째,    모델은 인맥 네트

워크뿐만 아니라 인맥 계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향력자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

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모델은 기

업인의 토픽분석을 기반으로 토픽정보를 색으로 

표 하고 시각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3.1   모델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모델은 사용자 인맥정보 기반으

로 인맥의 양 인 측면을 분석하는 모델이다.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해 임의의 기업인    

   ⋯ 에 해 인맥에 해당하는 기업인 

     ⋯     ⋯ 의 인맥정보를 구

축한다. 는   이웃  k-hop에 해당하는 기

업인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인   ⋯  

는 1hop으로 정의하고 기업인   ⋯  

를 2hop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인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식 (1)은 기업인 에 한 인맥의 

양을 계산하는 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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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hop의 정보를 나타내고 ′은   

 인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을 나

타낸다. 는 에 한 까지의 인

맥에 해당하는 기업인의 수 계산을 나타낸다. 


  




  



는 에 한 까지의 인맥 

기업인의 수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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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체 기업인  인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의 인맥 수를 나타낸다.

<Figure 2> The Network Structure Ob-

tained Using  Model

<Figure 2>는    모델의 를 나타

내며, 이를 기반으로 식 (1)을 통해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3.2   모델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모델은 인맥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맥 계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향력자

를 분석하는 모델이다. 소셜 네트워크 기법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기법을 이

용하 으며    모델 기반으로 모든 개

체 간의 최단거리(hops)계산을 통해 심성을 

측정한다. 심성이 클 경우 네트워크 내에서 

향력자 는 키 이어로써 기업인간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다[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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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기업인 에 한    모델의 

심성 측정 계산을 나타낸다. 

  



′

  




  





′

 

  




  






(2)

방향이 있는 네트워크일 경우, 거리의 합의 역

수를 취하는 신에 역수를 합한 방법을 사용

한다[21]. 여기에서
  




  






는 와 

의 최단 거리(hop) 역수의 총합을 나타내고, 



′

  




  





′

 는 체 기업인  거

리(hop) 역수 총합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Figure 3>은    모델의 시를 나타

낸다. 원의 크기는 식 (2)의 결과 값이 클수록 

크며 인맥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향력

자라고 분석 할 수 있다. 

 

<Figure 3> The Network Structure Ob-
tained using   Model 
(The value in a node for each 
user represents that user’s 
centrality)

3.3   모델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모델은 인맥 향력자 뿐만 아니

라 기업인의 업종별 특성  토픽 분석을 기반

으로 시각화를 통해 토픽 유사성을 분석하는 

모델이다. 먼  기업인의 토픽 유사성을 분석

하기 해 word embedding 모델을 구축하 다. 

Word embedding 모델은 word2vec 모델  

skip-gram 모델을 사용하 다. Skip-gram 모

델은 명사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미터 

iteration, windows size, dimension 각각을 , 

 , 로 설정하여 학습한다[18, 21]. 다음으로 토

픽정보를 시각화하여 가시화 하기 해 color 

embedding 모델을 구축하 다. Color embed-

ding 모델은 word embedding 모델과 동일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하 으며, 라

미터 iteration, windows size, dimension 각각

을 , , 로 다르게 설정하여 학습하 다. 

기업인 의 토픽정보는     ⋯   토픽 

벡터는 , 토픽의 컬러 벡터는    , 업종별 

특성 정보는     ⋯   업종의 특성 정보

의 벡터는 로 정의한다. 를 들어, 토픽정보

는 ‘블라인드, 린트, 소 트웨어’ 등이 있고 업

종별 특성 정보는 ‘기계장비, 숙박업, 교육’ 등이 

있다. 식 (3)은 기업인 를 나타내는 토픽정보

에 한 토픽 컬러 벡터의 계산을 나타낸다. 

  





⋅
  



   



(3)

여기에서 는 반올림을 나타내고 
  





 의 벡터 값의 범 는 -1에서 1사이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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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3)의 계산은 RGB 값으로 표 하기 

한 계산을 나타낸다. 

식 (4)는 기업인 간의 토픽 유사성 계산을 나

타낸다.

(4)
    

  



∥∥∥∥
⋅









  



 
 × 



  



 



  


 × 

여기에서 분자는 벡터의 내 을 뜻하며, 분모

는 두 벡터의 크기를 각각 구해서 곱한 값을 

뜻한다. 

식 (5)는 식 (4)를 기반으로 에 한 토픽 

유사성 수 계산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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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에서 
  



는 에 한 토픽 유사성 

수의 총합을 나타내고, 

′

  





′

는 체 기업인   가장 높은 토픽 유사성 값을 

나타낸다.

식 (6)은 기업인의 업종별 특성을 악하기 

한 계산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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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기에서 분자는 식 (4)와 같이 벡터의 내 과 

두 벡터 크기의 곱셈을 뜻 하며,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업종정보를 기업인 의 업종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식 (3)은 토픽정보를 컬러로 표 하여 시각

화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되고 식 (4), 

식 (5)는 기업인 간의 주제 네트워크 형성 정도

를 악하는데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식 (6)은 

업종별로 특성을 악하는데 활용된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환경

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해 인맥정

보를 사 에 수집하 다.    모델에서 

기업인 토픽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인 간의 토

픽 유사성을 분석하기 해 Word Embedding 

모델을 구축하 다. 데이터는 <Table 2>과 

같이 한국 키피디아, 나무 키, 소기업뉴

스, 소기업 웹사이트 문서를 이용하 으며 

1,392,523개의 문서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

집하 다.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들은 사용자 

사 을 포함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명사 데

이터만을 추출하 다. 추출된 명사 데이터는 

,  ,   각각은 5, 10, 250으로 설정하여 학습

하 다. 토픽정보를 RGB 컬러로 가시화하기 

한 Color Embedding 모델은 Word Embed-

ding 모델을 구축하기 해 사용 했던 텍스

트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 ,   각각은 5, 10, 3으로 설정하여 학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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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s Numbers

Wikipidia 395,937

Namu Wiki 501,686

business news 44,900

Web documents 450,000

Total 1,392,523

<Table 2> Datasets for Learning Color 

and Word Embedding Models

기업인의 인맥 네트워크에서 hop의 수를 나타

내는 는 3hop보다 큰 hop에 해당하는 인맥은 

연 성이 다고 단하고 3으로 설정하 다. 

기업인의 업종별 특성 정보 는 표  한국 산업

분류표 정보를 기반으로 <Table 3>과 같이 30종

의 업종정보를 사용하 다. 기업인의 토픽정보 

는 기업인이 활동하고 있는 웹사이트 문서에

서 토픽 추출 기법[18]과 Bizok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토픽정보를 사용하 다[2]. 기업인을 

나타내는 토픽정보의 개수는 토픽 추출기법에 

따라 추출된 결과 값과 Bizok 웹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토픽정보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 있다.

1. Precision equipment 6. Professional services

2. Machine equipment 7. Metal

3. Wholesale․Retail 8. Minerals

4. Textile․Leather
9. Business support․ 

Facility management

5. Financial․Insurance 10. Minerals

<Table 3> Top10 Industrial Fields based 

on the Numbers of Data 

Collected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

하기 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의 기업인  

을 3,515명  605명을 무작 로 선택하여 실험데

이터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들

에 따라 3가지 측면에서 기업인 네트워크를 분석

한다. 첫 번째, 제시한 모델들에 따라 체 기업인

들에 한 네트워크 분석과 그  각각의 모델에 

한 차이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에 해 네트

워크를 분석한다. 두 번째,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

로 비율에 따른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수 변화 

 분포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특성과 

토픽분석을 기반으로 토픽정보를 RGB 컬러로 

표 하여 업종에 따라    모델 기반으

로 분석한 결과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네트

워크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4.2 실험 평가  분석

<Figure 4>는      각각의 모델 

수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다. 먼     

  모델에서는 수가 증가할수록  분포

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모델에서는 낮

은 수에서는 격하게 증가하고 수가 증가할

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높은 수에서 다시 

격하게 증가하 다. 반면에    모델에 

해서는  분포가 격하게 증가하 다. 이

를 통해    모델에 해서는 높은 수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인이 많아 인맥을 많이 형성

하고 있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델에 해 높은 수에 형성되

어 있는 소수 으므로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은 소수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한     모델 수에 비해    

모델에 한 수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인

은 다수 고 소수의 기업인들이 높은 수에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맥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기업인에 비해 유사한 토픽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는 기업

인은 소수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a) 

 

(b)  

 

(c) 

<Figure 4> The Results of Cumulative Distribution According to Proposed Models

(a)  (b) 

(c) 

<Figure 5> Network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Propos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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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0.952) (1.000)



(0.983) (0.856) (0.322)



(0.658) (0.676) (0.813)

<Figure 6> Examples of Performance Differences the Results According to Proposed 

Models (Bold and underline means the highest value across models)

<Figure 5>는 제시한 모델들에 따른 체 네

트워크 시각화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Figure 

6>은 그  모델에 한 차이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에 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  

<Figure 5>를 보면    모델에서는 

체 기업인 간의 hops에 따른 인맥 형성 네트워

크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에서

는 인맥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체 기업인들 

 기업인 간의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 키 

이어 는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인을 원의 크기의 가 치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모델에서는 인맥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

들의 토픽정보를 기반으로 RGB 컬러로 시각화

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체 기업인에 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식 (2)를 

통해 원의 크기가 클수록 기업인 간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식 (3)을 통해 비슷한 RGB 컬러일수록 

유사한 토픽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인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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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yer S-Layer T-Layer Ratio

 1 0.952 1 10%

 0.918 0.761 0.452 20%

 0.816 0.712 0.865 30%

 0.683 0.650 0.609 40%

 0.658 0.676 0.813 50%

 0.571 0.625 0.689 60%

 0.440 0.600 0.252 70%

 0.413 0.582 0.465 80%

 0.299 0.557 0.330 90%

 0.009 0.019 0.017 100%

 <Table 4> The Results of Proposed Model Score and Upper Ratios based on 

다음으로 <Figure 6>을 보면 은 원의 

크기가 큰 기업인과 유사한 토픽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어, 

제시한 모든 모델들에 해 수가 높았다. 

는 많은 인맥과 원의 크기가 큰 기업인과의 네트

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어   에 해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유사한 토픽컬

러를 가진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지 못해    모델에 해서는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기업인   유사

한 토픽정보를 가진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어    모델에 해서는 높

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은 많은 

인맥,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 유사한 

토픽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과의 이상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에 은 

인맥 형성 시 유사한 토픽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집 할 

필요가 있고 는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과의 인맥을 형성하여 인맥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Table 4>는 식 (1), 식 (2), 식 (5)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기 으로 기업인

들에 한 수 변화 비율을 나타내며, <Figure 

7>은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로 <Table 5>에 

나타난 비율에 따른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수 

변화와 분포를 나타낸다.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이 비율  측면에서는 상  30, 50% 

해당하는 기업인은     모델에 비해 

   모델의 수가 높았다. 상  10, 40, 

60, 80% 해당하는 기업인은 모든 모델에 한 

수가 평 화 되어 있었고, 나머지 기업인들은 

    모델에 비해    모델의 

수가 낮았다. 체 기업인에 한 비율  측면에

서는    모델에 한    모델의 

수의 분포는 비례하는 반면에    모델

에 비해 부분    모델의 기업인의 수

는 낮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모델

의 수가 모든 높은 기업인의 분포는 소수

다. 이를 통해 체 으로 많은 인맥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기업인 간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한 토픽정

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는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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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Results of Proposed Model Score Change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Proposed Models

마지막으로 <Figure 8>은 업종에 따라 

   모델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한 것을 나타낸다. 원의 크기가 클수

록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는 기업

인을 나타내며, 집의 정도가 높을수록 업종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먼  정 기기(Precision equip-

ment)를 다루는 업종 분야에서는 다수의 기업인

들이 분포되어 있었고     네트워크가 

모두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계장비(Machine equipment), 도․소매(Who-

lesale․Retail), 섬유․가죽(Textile․Leather), 

융․보험(Financial․Insurance) 분야를 순

서로     모델의 수가 높아 네트워크 

잘 형성되어 있었으나 순서가 뒤로 갈수록  

  모델의 수가    모델의 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Education), 부동산(Real estate), 식료품(Gro-

cery) 등의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업인들이 분포되

어 있었고,    모델의 수 모두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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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cision equipment (2) Machine equipment (3) Wholesale․Retail

(4) Textile․Leather (5) Financial․Insurance (6) Professional services

(7) Metal   (8) Business support․Facility 

management

(9) Minerals

(10) Restaurant․Accommodation (11) Electricity․Gas (12) Petrochemical

(13) Education (14) Real estate (15) Grocery

<Figure 8> The Visualization Results of Top15 Industrial Fields based 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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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모델의 

수가    모델의 수보다 낮을 경우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맥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인 간의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을 악하여 이러한 

기업인들을 확산시키거나 연결시켜  수 있는 

모임의 장을 만들어  필요가 있다. 한 

   모델의 수가 낮을 경우에는 인맥 

네트워크를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력에 

기반을 둔 융합 활동으로 기술 강화  고도화, 

신기술 개발  창출 등의 효과를 내기 해 주제 

기반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수직  산업(Vertical Industry)별로 모임을 강화 

할 수 있는 모임 정책 강화에 집 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인의 인맥정보와 토픽분

석 기반의 기업인 네트워크 계층 분석을 제안

하 다. 먼       각각의 모델에 따

라 체 기업인들에 한 네트워크 분석과 각 

기업인의 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각각의 모

델에 한 차이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에 

해 네트워크를 분석하 다. 다음으로는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수 변

화  분포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는 업종

별 특성과 토픽 분석을 기반으로 토픽정보를 

RGB 컬러로 표 하여    모델 기반

으로 분석한 결과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업종에 따른 기업인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평

가하 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

과 비즈니스간의 업을 잘하기 해서는 인맥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맥 네트워

크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

인들은 상호 력에 기반을 둔 융합 활동으로 

기술 강화  고도화, 신기술 개발  창출 등의 

효과를 내기 해 주제 기반의 네트워크를 강

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수직  산업별로 모

임을 강화 할 수 있는 모임 정책 강화가 필요하

다는 것을 확인하 다.

향 후 연구에서는 인천, 부천, 서울 등의 지역

뿐만 아니라 국의 기업인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융합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인 추천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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