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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기술 동향 정보는 정부/공공 정책과 산업계의 R&D의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술 동향 정보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정

부 부처와 공공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기술 동향정

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성숙도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 성숙도 

진단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 저장, 최적화된 서비스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 구성 방법과 

ITFIND 서비스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성숙도 수준 진단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보정을 통해 더 정

확한 수준 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T is the information in government/public policy and technological trends in the industry's R&D has a direct impact 
on its investment decision making of the very important inform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in this 
technical trend because essential information on open public data the technology by government depart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on an ongoing basis. 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experiment that the method and the possibility to integrate the technology tre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various 
agencies can be diagnosed as a maturity level. Also we propose a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storage, optimized 
service for technical maturity of diagnostic methods. The proposed method determines the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and service data ITFIND overall maturity level diagnosis is enabled by leveraging the collected. In 
addition, through the compensation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ceed to a more accurate diagnost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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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 나라의 과학기술산업부문 지식정보센터의 발전 

수준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산업 수준과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술 동향 정보는 공공

기관 및 산업체에서 연구 개발의 수준이나 역량에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1순위 정보로 제시될 만큼 매

우 중요한 정보이다[1,2]. 정보 기술 분야에서 기술 동

향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 중 Gartner의 Hype Cycle 모

델로 전 세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매 1년마다 Gartner 

Press를 통해 발행된다[3,4]. 신뢰성이 높고 다양한 연

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준이지만 실시간 의사 결정을 

요구하거나 변화를 감지해야 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특

성을 반영하기에는 조사 방법 등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5]. 기술 동향 정보를 얻기 위한 또 다른 방

법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동

향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특정 기술에 대해 구체적

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반면 전반적인 기술의 

성숙도나 모든 기술이 분석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6].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 

동향 분석정보를 활용하여 Hype Cycle과 같은 기술 성

숙도 수준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동향 정보는 

전문가의 의견, 뉴스, 각종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빅 데이터 기술에 활용하면 해당 기술의 성숙

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안하는 방안

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현재 기술 동향의 기초 정보인 

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FIND 서비스

(www.itfind.or.kr)의 문헌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

행하였다.

Ⅱ. 빅 데이터 기반의 기술 동향 예측

본 논문에서는 ITFIND와 같이 기존 정부 및 공공 기

관에서 제시하는 많은 기술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종합

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참조할 수 

있는 빅 데이터 기반의 기술 동향 예측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빅 데이터 기반 기술 동향 예측 방법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분석 모델에 사

용되는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 

분석 모델에 데이터 실행 과정, 실행 과정을 통해 산출

된 값을 이용하여 성숙도 수준 단계를 정의하는 과정, 

생산된 기술 동향 예측 정보와 기존에 발표된 정보와 

비교를 통해 성숙도 수준 단계를 보정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진다. 기술 동향 분석 방법에 대한 개념적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Fig. 1 Conceptual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Technology 
Trend Forecasting Method

2.1. 데이터 수집 및 적재

데이터 수집 및 적재 과정은 기술 동향 정보를 예측

하기 위한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 동향 분석을 

위한 통합 저장소에 적재하는 과정이다. 기술 동향 정

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Fig. 2 Data Collec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Trends 
Predict

우선 기술 동향 정보 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

해서는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 수집 장소와 주기, 데이

터 연계를 위한 기술적 방법과 프로토콜을 선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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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다.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는 우선 수집 저장소에 저장 된

다. 수집 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수집된 데이터가 적절

한 데이터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 · 수정

하는 것으로 품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수

집된 데이터 자체를 무효화하기도 한다.

수집된 데이터가 적정 품질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기 위해서는 수집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이전

에 데이터 품질 정보를 저장한 메타 데이터에 대한 정

의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수집될 때에는 품질 정보를 

기록한 메타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최소한의 품질 수

준을 보장한다. 

2.2. 기술 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 모델

데이터 수집 및 적재 모델을 통해 확보된 기술 동향 

데이터로부터 IT 기술 성숙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

술 동향 예측을 위한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분석 모델 

작성을 위해 기술의 성숙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Table. 1 Variable Definitions for Technology Trends Analytic 
Model Creation

Argument subordination variable

Technical 
keyword impressions

Technology 
maturity level

Technology 
keyword exposure media

Information 
providers expertise

산출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특정 기술의 성숙도 수

준이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기술 키워드의 노출 

수, 노출된 매체의 유형,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으로 선

정하였다. 노출 수, 매체,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이 기술 

성숙도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해당 모형의 

전제이다. 독립 변수 중 기술 키워드의 노출 수를 산정

하는 방법은 수집 문서에 해당 기술 키워드의 포함 여

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목, 요약, 키워드 등 주요 메타 데이터에 포함 여부 : 

기술 문서의 제목이나 요약문, 키워드 등은 문서에 대

한 대표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문서의 내용에 포함 여부 : 문서 내부에 기술 키워드

가 포함되는 것은 노출 횟수나 키워드와 동시 출현 

비율, 문서에 나타난 위치 등을 고려한 후 노출 수에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Text Mining의 영역

이다.

뉴스(News) : 기술 전문 뉴스인지 대중적 뉴스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중적 뉴스에 언급되면 기술

적 위험도가 일정 수준이상 제거된 경우나 성공 사례

가 도출된 이후에야 논의되기 때문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경우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나 기관에서 제공

하는 SNS와 기술의 사용자가 제공하는 SNS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 

저널(Journal) : 저널은 학문적 가치를 기반이기  때문

에 최소 2~3년 이상 지속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Issue Report) : 기술 보

고서의 경우 여러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결과이기 때

문에 신뢰성이 높고 기술수명주기 전반에 대해 다루

기 때문에 성숙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세미나(Seminar) : 세미나의 개최목적이 학술/정책/산

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와 구분에 따른 다른 영향력

이 고려되어야 한다.

2.3. 기술 동향 분석 서비스 모델

기술 동향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

술 동향 정보를 제공 받는 정보 활용자(또는 사업자)에 

맞춰진 개인화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기술 동향정보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는 정보 활용자가 현재 어떤 기술 

분야와 제품에 관여되고 있는지, 어떤 기술에 대해 관

심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산출

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자의 현재 어떤 기술 기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규모와 제품, 지역 등과 

같은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개인화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

요 구성요소는 개인화 엔진과 추천 서비스로 이루어지

며 그림 3과 같다.

기술 동향 정보 프로파일 : 기술 동향 예측을 위해 기

술 개발 시기, 분야, 관련 기술 등 메타 데이터를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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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sonalize Component for Technology Trends 
Service

군집, 추천 목록 : 기술 프로파일과 활용자 프로파일

을 각각 군집 분석한다. 대표적인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 방법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프

로파일에 대한 벡터 값을 생성한다. 

개인화 추천 에이전트 : 기술 군집과 활용자 군집, 연

관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 기술 동향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한다. 

Ⅲ. 기술성숙도수준 진단을 위한 실험 및 결과

분석

3장에서는 제시한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중 기술 동

향 정보를 종합하여 기술 성숙도 수준을 진단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해 검증한다.

3.1.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ITFIND에 저장된 기술 동향 정보의 메

타데이터 중 ‘빅 데이터’ 키워드를 포함한 문서를 추출

한 후 실험 데이터를 생성한다. 키워드는 형태소 분석

을 실시하여 추출된 결과이므로 영/한, 띄어쓰기 등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실험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원문 출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ITFIND의 서비스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실험 데이터에 대해 기술 키워드를 포함한 문서의 수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매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매년도/월

별 분석 그래프를 도출하여 Gartner에서 제공한 Hype 

Cycle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년도(또

는 월)에 성숙도 수준 단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를 분석 한다. 그림 4는 ITFIND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

술 성숙도 수준 진단을 위한 절차도이다.

Fig. 4 Experimental Procedure

3.2. 실험 결과 및 분석

ITFIND의 ‘빅 데이터'를 포함한 문서 생성연도별로 

구분하면 그림 5와 같다. 빅 데이터를 기술 키워드로 포

함한 문서는 2011년 최초 출현 했으며 꾸준히 출현 횟

수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에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조사 시점이 

2015년 11월 24일 이므로 약 한 달의 보정을 거친다 하

더라도 감소 추세는 발생된다). 

Fig. 5 Including Big Data documents Generating annual 
Status

실험 과정은 Gartner에서 직접 제공한 7단계 상세 모

형을 적용한다. ITFIND를 통해 산출된 기술 키워드 노

출 빈도 그래프를 이용해 Hype Cycle 단계 성숙도 수준

을 진단해 보았다. Gartner에서 제공한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를 통해 ITFIND 수집 결과를 

이용한 성숙도 수준과 일치하는 지를 검증한다. 지속적

으로 상승하다 2014년 정점을 지난 것으로 제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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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숙도 단계와 별도로 Hype Cycle에 Gartner의 

발표와 ITFIND 조사 자료를 비교 대입하면 그림 6과 

같다.

Fig. 6 Gartner and ITFIND History Hype Cycle Substituting

두 Cycle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지만 기술의 출발점

이 ITFIND의 경우 Technology Trigger에서 출발하였다

면 Gartner의 경우 On the Rising의 후반부에서 출발한 

상이점이 존재한다. 이 출발점을 Gartner의 내용으로 동

일하게 맞춘다면(보정 단계) 그림 7과 같이 두 Cycle의 

패턴이 보다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Synchronize the Starting Point of Technology Result

위 그림에서 두 그래프의 가장 상이한 지점은 정점

(Peak)으로 Gartner의 제공 자료에는 별도로 Peak 지점

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왜곡이다. ITFIND의 

Graph를 분기별로 재구성 해보면 이는 뚜렷하게 나타

난다. 2014년 4/4분기에서 이미 하강곡선이 발견되었으

므로 Peak 지점을 지난 것을 알 수 있다. Peak 지점을 보

정해 주면 보다 정확한 성숙도 수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적용시킨 그래프는 그림 8과 같다.

Fig. 8 Quarterly ITFIND Exposure Frequency

Ⅳ. 결  론

기술 동향 정보는 정부/공공 정책과 산업계의 R&D

의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

보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술 동향 정보는 공공 데

이터 개방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기술 동향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성숙도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

인하였고 기술 성숙도 진단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 저장, 최적화된 서비스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수집된 각 기술 동향 

정보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성숙도 수준 진단이 가능

한 것을 확인하였고 보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준 진

단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SNS 등 다양한 빅 데이터 채널로부터 

의견을 종합하여 성숙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기술 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인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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