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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가트너(Gartner), 구글(Google), IBM 등 많은 기

업에서 이미 미래의 유망 기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특히, 가트너에서는 매년 약 2,000개 정도의 유망 기

술들을 발표하고, 이러한 유망 기술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 회사들을 ‘쿨벤더(Cool Vendor)’라는 이름으로 발표

하고 있다. 쿨벤더 중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

은 곳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알파고로 

떠오르고 있는 ‘딥마인드(Deepmind)’는 2012년에 쿨벤더

로 선정되어 2014년에 구글에 인수되어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2016년에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쿨벤더로부터 나오는 키워

드를 이용해 미래유망기술을 예측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측하는 과정에서 온톨로지를 이용한다. 이에 대한 개

념적인 그림을  [그림 1]에 간단히 표현하였다.

▶▶ 그림 1. 쿨벤더-기술 연결 개념도

Ⅱ. 관련 연구

1. 쿨벤더(Cool Vendor)

  쿨벤더는 매년 가트너에서 선정하는, 미래 기술을 이

용한 혁신적인 경영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다. 가트

너는 쿨벤더를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쿨벤

더에 대한 모든 것은 가트너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2015년에 선정된 쿨벤더는 총 99개 분야에서 

516개 이다. 이 중에는 다른 분야에서 중복되어 선정된 

쿨벤더가 포함된다.

▶▶ 그림 2. 가트너 쿨벤더 2015

 우리는 여기에서 쿨벤더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

출된 키워드로부터 미래유망기술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여 [그림 3]에 보인다.

  

▶▶ 그림 3. 쿨벤더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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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많은 기업 중에서 가트너는 매년 미래유망기술과 쿨벤더를 발표한다. 우리는 쿨벤더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들을 분석하여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찾고 이것을 실제 기술명과 연관짓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의 전체적인 그림이 온톨로지 모델에 

담긴다. 이 연구는 향후 어떤 집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찾고자 하는 결정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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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에 있는 쿨벤더에 대한 정보의 종류에는 분야

(Field), 날짜(Date), 이름(Name), 위치(Location), 쿨벤더 

선정이유(Why Cool), 벤더가 직면한 과제(Challenges), 

해당 벤더를 누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Who Should 

Care)가 있다. 여기에서 Why Cool, Challenges, Who 

Should Care를 이 글에서는 벤더에 대한 ‘정보’라 한다. 

크롤링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서는 쿨벤더에 대한 정보와 이것을 기술과 

연결시키기 위해 가트너 웹페이지에 있는 기술 단어

(Technology Glassary)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크롤링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후에, 쿨벤더 텍스트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

고, 주요 키워드와 기술 단어를 연결함으로써, 쿨벤더와 

기술을 연결한다.

2. 기술 키워드(Technology Keyword) 추출

  기술 키워드라는 것은 쿨벤더 정보의 내용에서 기술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가트너 기술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 키워드를 추출하기 전에, 일단 가트너 정보를 모

두 파싱(Parsing)하여 그 중에서 명사구를 찾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의 결과에는 it, this와 같은 불용어

(Stopword)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명사구에 대한 카운트

를 [그림 4]에 내림차순으로 상위 10개 키워드만을 나열

하였다.

▶▶ 그림 4. 쿨벤더 정보 키워드

  사실, [그림 4]의 키워드는 모두 기술 키워드가 아니므

로 불용어이다. 우리는 이 키워드들 중에서 기술 단어만

을 찾아 기술 키워드를 추출한다. 최종 결과물의 상위 10

개 키워드를 [그림 5]에 보인다(* 표시는 하나의 쿨벤더에

서만 나오는 키워드임).

▶▶ 그림 5. 쿨벤더 정보 기술 키워드

  [그림 4]와 [그림 5]의 실험 결과는 스탠포드 파서

(Stanford Parser)를 이용한 결과이지만, 파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기대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

다. 예를 들면, Machine Learning은 하나의 기술 키워드

이지만 파서는 Machine과 Learning을 분리하여 추출한다.

3. 온톨로지(Ontology)

  온톨로지 모델에 정의된 클래스는 크게 Field, Date, 

Vendor, Location, VendorInformation, GartnerTechnology 

이다. 온톨로지 모델에 정의된 주요 클래스들의 상속관

계를 그래프구조로 나타낸 것이 [그림 6]에 나와 있다.

▶▶ 그림 6. 쿨벤더 온톨로지 모델

  [그림 6]에서 Field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로 

Technology, Region 클래스를 가지며, Location 클래스

는 하위 클래스로 Continent, Country, City 클래스를 가

지며, VendorInformation 클래스는 WhyCool, 

Challenges, WhoShouldCare 클래스를 가진다. 마지막으

로, Date 클래스는 Year, Month, Day 클래스를 하위 클

래스로 가진다.

Ⅲ. 결론

  본 논문은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쿨벤더의 여러 정보로

부터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실험에서 쿨벤더 정보를 파싱(Parsing)

함으로써 기술 관련 키워드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기술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파서를 개발하고, 워드넷(Wordnet)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를 도입하여 기술 동의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

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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