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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국가 R&D 기획은 국가의 과학 기술력을 진보시켜 국
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
로 정확하게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R&D 분
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주요 기술 개발을 선점하여
야 한다. 빠른 기술 수명 주기가 특징인 ICT 분야는 신속
하고 정확한 연구 개발 분야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
를 위해 많은 국가와 기관들은 다양한 미래 기술 예측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미래 기술이나 트랜드 등
을 발표하고 있다. 
  매년 기술들의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나타낸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은 많은 관심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
다. 가트너는 시장이나 기술적 투자 가치에 있어 주목할 
만한 기술들을 추린 것들을 매년 약 30~40개를 
Emerging Technology로 발표한다. 하지만 이 하이프 사
이클은 기술의 시장의 위치나 변화 등은 알 수 있으나 
그것들이 국가별로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지만 다
른 국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기술은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 경쟁력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에서 쓰이고 있거나 사용하
려고 예정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특허이다. 
특허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기업 혹은 개인이 
앞으로 사용할 기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제
도이다. 이러한 특허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로의 사용이 증가되어 왔
다.[1]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특허데이터에 텍스트마
이닝을 적용한 공백기술 탐색 방법[2], 특허 정보를 이용
한 미래유망 기술 후보군 도출 방법[3]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특허 데이터는 분석하는데 시
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특허가 갖는 다중적 특징과 맥락을 반
영하기 위해 온톨로지 기술을 사용하여 특허 데이터를 
온톨로지 DB로 구성 하였고 특허 기술의 예측을 위한 
시장성, 잠재성, 확장성, 감소성을 요소로 하는 사분면 
형식의 프레임을 설계하고 그 프레임의 요소 기준에 따
라 기술의 상황이 출력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제안된 프레임에 시각화 하여 2014년의 
Emerging Technology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분석
하였다. 변화를 출력한 결과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감지되었고, 이를 통하여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미래 
R&D 투자 방향을 먼저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Ⅱ. 본론

2.1 모델 설계

  본 논문은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
장성, 잠재성, 확장성, 감소성 4가지의 요소로 분석을 하
였다. 각 요인들은 특허 내에 있는 데이터와 구글에 기술
을 검색하여 나왔을 때 나오는 기사를 가져와 그것을 긍
정, 부정 단어 비율에 따라 긍정 기사, 부정기사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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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매해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Emerging Technology’들 중 최근 5년간의 하이프 기술들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주요 국

가의 연구 문헌과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별 기술 경쟁력 평가 지표에 대한 다면적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급변하는 IT 기술 

환경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기획에 있어 더욱 면밀하고 창의적인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다양

한 산업 분야 중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는 ICT 분야에 있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고도의 R&D 투자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많은 방법들 중 세계 기술 성숙도를 다루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과 연구·개발·투자가 집중되는 특허 정

보 다면적 요소들을 통합 분석한 후, 국가별 기술 경쟁력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시장성, 잠

재성, 확장성, 감소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기술들의 포지셔닝의 움직임과 다면적 분석 결과 변화가 유

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ICT 기술 변화와 경쟁력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국가 R&D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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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장성은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에 대한 지표이고, 잠재성은 현재는 시장에서 쓰이지 않
지만, 앞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지표이다. 
확장성은 기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나를 판단하
는 지표이며 감소성은 그 기술이 특정 때에만 사용되었
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시장성 요인, 잠재성 요인, 확장성 요인들은 수식(1), 
(2), (3), (4)와 같은 수식을 얻었다. 각 요인들은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0,1] 사이의 좌표를 얻었다.
             (1)
* 해당 년도 시장성을 구하는 식
             (2)
* 해당 년도 잠재성을 구하는 식
                    (3)
* 해당 년도 확장성을 구하는 식
              (4)
* 해당 년도 감소성을 구하는 식

  수식(1), (2), (3), (4)에 들어간 변수는 그림[1]에 정의
되어 있다.  

▶▶ 그림1. 수식에 나타난 변수 정의 

2.2 실험

  제안된 프레임을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CT와 
관련된 특허 데이터 326,933개를 가지고 온톨로지 DB를 
구축하였다. 표[1]은 실험할 때 사용한 사용 언어 및 툴에 
대한 정리표이다. 그림[2]은 구축된 온톨로지 UML이다.

표1. 사용 언어 및 툴

구분 환경
온톨로지 모델링 툴 TopBraidComposer 2.0
온톨로지 모델 언어 RDF
온톨로지 쿼리 언어 SPARQL

▶▶ 그림 2. 특허 온톨로지 UML 

  전체 특허에서 ‘Internet of things’에 관련된 특허를 추
출하여 위의 수식에 따라 계산을 한 후, 이를 y축에는 (시
장성+잠재성)을, x축에는 (확장성+감소성)으로 나타냈다.  

  이를 시각한 결과가 그림[3]이다. 그림[3]는 ‘Internet of 
things’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 5개 국가에 대하
여 시각화한 것이다. 
  

▶▶ 그림 3. ‘IoT’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다면적 분석

  또한 그림[4]은가트너에서 ‘Internet of things’를 2010
년부터 2014년까지의 포지셔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3]
과 그림[4]을 분석하여 보니 년도 별 포지셔닝의 변화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4. ‘IoT’를 시각화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Ⅲ.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특허와 기사를 통하여 가트너가 2014년
에 제시한 Emerging Technology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기술 경쟁력 평가 지표에 대한 다면적 분석 방법을 제안
하였고 특허 내에 있는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기사의 긍
정, 부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성, 잠재성, 확장성, 감소
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가트너에
서 제시한 하이프 사이클의 기술 성숙도의 위치 이동과 
특허 다면적 분석 결과의 움직임이 유사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계속 생성되는 특허 데이터와 기사 데
이터들을 모아 온톨로지 러닝을 통하여 매년 가트너가 
발표하는 2000여개의 기술 중에서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R&D 투자를 받지 않은 기술의 약한 신호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술 수명 주기가 짧은 ICT 분
야에서 정확하고 빠른 R&D 투자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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