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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산업혁명과 함께 기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술패권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좌우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혁신과 기술연대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 속에서 적극적인 R&D 연구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의한 기

술 탈취나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산업기술 보호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선제

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을 적절히 식별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호수단을 이행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

의 시작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식그래프와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

1. 서론

4차산업혁명과 함께 기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

화하고 기술패권주의가 심화되되면서,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좌우된

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혁신과 기술연대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 속에서 적극적인 R&D 연구 투자와 정

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

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의한 기술

탈취나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산업경쟁

력 상실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산

업기술 보호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선제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을 적절히 식별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호수단을 이행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의 시작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식그래프와 임

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수

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지식맵

지식맵(Knowledge Map)은 논문, 책, 보고서 등의

지식을 수학적, 통계적 방법으로 시각화한 것을 말

하며, 분야에 따라, 지식지도, 지식매핑, 과학기술맵,

토픽맵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1]. 지식관

리 측면에서 지식관리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 내부 지식 및 처리, 구조화 목적이나

사용자가 지식을 네비게이션하기 위해 지식을 가시

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2]. 지식맵은 지식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관계를 표현하여 지식의 탐색이나

추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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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서 중요도 기반 수직적 분류 방안

2.2 임베딩 모델

임베딩은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0과

1의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계적 모델인

TDM(Term-Document Matrix),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수

준의 모델로 Word2Vec, FastText, ELMo 등이 있

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문장 수준 모델이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들이 활용되고 있다[3]. 통계적

모델이나 단어 수준의 모델을 이용하여, 단어의 통

계적 수치나 유사도, 동시출현 관계 등을 분석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수치화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임베딩 모델과 지식

맵 분석을 활용하여 기술정보 등급모형에 따른 반도

체 기술문서 중요도 분류 방안을 설계하였다. 반도

체 기술 분야 논문, 연구보고서, 신문 데이터를 수집

하고, 통계적 기반 임베딩 모델과 단어수준의 임베

딩 모델을 활용하여 기술문서들의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수치화한 뒤 지식그래프를 생성한다. 기업이

나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단어사전을

설정한다. 임베딩 모델을 통해 생성된 지식맵을 기

반으로 수집된 문서들에서 등장한 중요단어를 분석

한다. 등장한 중요단어에 기초하여 문서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통계적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단어 노드의 크

기를 표현하고, 단어수준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동

시출현 관계, 유사도 등을 반영하여 개별단어 간의

간선을 연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로 선정

된 반도체 기술 분야(10개)에서 중요단어사전을 설

정하여 수집된 문서데이터별로 중요단어사전 기반

TDM을 생성한다. 생성된 TDM과 지식그래프를 활

용하여 등장한 단어의 계층점수, 동시출현점수, 등장

빈도점수를 합산하여 문서별 중요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산출된 문서 중요도의 분포를 통해 수직적 문

서 분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문서의 중요

도 기반 수직적 분류 방안을 설계하였다. 향후 연구

로는, 제안한 중요도 기반 분류 방안에서 계층점수,

동시출현점수, 등장빈도점수 산출 방안을 구체화하

고, 실험을 수행하여 중요도 분류 가능성에 대해 탐

색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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