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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술에 대한 선점이 기업 경쟁의 핵심이 되는 현 시점에서 관심 있는 기술의 경제성, 발전 가능성과 같은 기술 가치를 판단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기술에 진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
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므로, 가장 대표
적인 기술 가치 평가 소프트웨어인 미국 NTTC의 TOP INDEX에서 사용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 진입 가능 지수를 개발
하였고, 계산된 지수 값에 의해 기술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추후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I. 서론

  기술의 위협 요인을 감지하고 기회를 탐색하여 선점하
는 것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이 되면서, 최근 테크놀
로지 인텔리전스(기술 지능; Technology Intelligen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기술 간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
출하는 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
에서, 과연 어떤 기술을 연구 개발 혹은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의 가장 중요한 기
능이다. 기술에 대한 진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수립이나 연구개발 기획,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판단이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현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검색
하고 이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도메인 전문가 중심의 질적 
연구 기법을 통해 행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
단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어떤 
기술에 진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기술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의 가치를 판단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기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는 유사한 평가 척도를 사용한다.
  그 중 미국 국가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하여 지적 자산 
상태, 잠재 확인 기술의 신규성, 사업화 장벽, 예상 수익 
등의 항목을 먼저 검토하여 초기 상업화 가능성을 진단한
다[1]. NASA의 기술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
으로서 개별 기술에 대한 주관적인 편견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NTTC TOP(Technology Opportunity Potential) 
INDEX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NTTC에서는 기술 전문가 및 산
업 전문가들이 각 기술들의 우선순위를 결정(Screening 
for Prioritization) 하기 위하여 선별 작업을 수행하는데 
각 기술들을 아래 <표 1>과 같이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선별한 후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 여기서 사용된 
평가 기준은 여타의 기술 가치 평가에서 사용되는 기준들
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기술 자
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 제품 포지셔닝, 경쟁 환
경과 같은 평가 항목 일부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표 1. NTTC에서 제안하는 TOP INDEX의 평가 항목

(＊: 모델에서 활용 가능한 항목)

평가 항목 세부 내용

기술적 장점

신규성/독창성＊
기술적 내용
학습 용이성
기술의 확장성/ 응용 가능성＊
제품화의 복잡성
발전 속도＊

제품 포지셔닝
(전용 사용권)

지적 자산의 등급
특허의 형태
특허 가능성
현재 특허 상태＊
특허 주기＊
기대되는 특허의 클레임 강도
파생 특허 출현 가능성
특허 범위(국가 및 지역)
상대적 특허 환경
우월성
침해 가능성

경쟁 환경

유사한 기술의 존재
기술의 장점
관심 기업의 존재
경쟁사와 가격 경쟁

시장성, 기술적 장애 요소, 제조 능력, 규제 요구, 제품 시판 
시기, 조직의 수준, 투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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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 420

1.  기술 진입 가능 지수 개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진입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지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수는 앞서 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술 가치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기술 진입의 여부도 결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 가치 평가 연구에서 사
용되었던 평가 항목 중에서 기술 진입 이전 단계, 즉 기획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이면서 논문, 특허 및 기타 
웹 데이터로부터 기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세부 항목을 
선정한다. 논문과 특허 데이터는 특정 기술 영역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장기간 누적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활
동의 경향을 내는 기술 변화의 선도 지표이기 때문에 기술 
예측의 중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 
문헌은 기술 개발 종료된 시점에서 공개되는 시간까지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기술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뉴스나 매거진과 같은 웹 데이
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아래에
서 제시하는 기술 수명 주기, 기술의 신규성, 기술의 확장
성 및 융합 가능성, 그리고 동향과의 부합성과 같은 지수
들을 계산한다.

1.1 기술 수명 주기

  기술이 수명 주기 상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앞으로 유효
수명이 얼마나 되는 지와 같은 정보는 기술 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기술의 수명 주기는 논문 및 특허
의 구성 요소로부터 추출된 자질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하
고, 시계열에 따른 수명 주기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2]. 논문과 특허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자질 값에 기반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도입기(Introduction) - 성장기(Growth) - 성숙기
(Maturity) - 쇠퇴기(Decline) 중 해당 기술의 수명 주기 
상 단계를 판단할 수 있다[3]. 또한 현재 기술의 단계를 기
점으로 최근 3년간의 발전 속도에 기반하여 최종 성숙 단
계 즉,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
다[4]. 이것은 기술의 유효 수명 혹은 기술의 잔존 가치 등
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근거가 된다.

 ▶▶ 그림 1. 기술 수명 주기(Technology Life Cycle)

1.2 기술의 신규성  

  과학 기술 문헌에서 최근 특정 기간 동안의 등장 빈도가 
높은 기술은 대중들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미 개발 및 상품화가 된 지 오래된 기술은 연구 및 투자의 
가치가 최신 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최근에 출현 횟수가 급성장한 기술 및 현재 시점에서의 주
요 유망 기술과 공기(Co-occurrence) 빈도가 높은 기술들
을 추출한다.

1.3 기술의 확장성 및 융합 가능성

  최근 동 분야 및 다른 주제 분야의 기술들과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기술들이 많다. 어떤 
한 기술이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된다면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고 융합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논문의 주제 분야나 수록저널, 그리고 특허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통하여 분석 
가능하다. 특정 기술이 포함된 논문의 주제 분야 개수 및 
수록 저널 개수, 그리고 출원된 특허가 속한 IPC의 개수를 
카운팅 함으로써, 기술의 파급도를 예측한다.

1.4 동향과의 부합성

  기술이 현재 대중들이 추구하는 트렌드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뉴스나 매거진과 같이 최신성이 높은 
웹 데이터가 필요하다. 논문이나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하
여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수(기술 수명 주기, 신규성, 
확장성 및 융합 가능성)를 계산하고, 웹 데이터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기술이라면 가중치를 부여한다.

2. 기술 진입 여부 판단

  특정 기술이 입력되면, 기술 수명 주기, 신규성, 확장성 
및 융합 가능성, 그리고 동향과의 부합성까지 총 네 개의 
지수에 대한 값을 계산한다. 각 지수에 대한 중요도에 따
라 비율을 적용하여 지수 값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기술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일정한 체계 없이 전문가들에 의
한 분석으로 행해지던 기술 진입 여부 판단의 한계를 인식
하고,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통하여 의사 결정을 지
원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기술에 대한 연구나 투자
를 결정하는 것은 곧 그 기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가치 평가 모델로 인
식되고 있는 미국 NTTC의 TOP INDEX의 주요 평가 항목
을 활용하여 지수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지수 값은 논문, 
특허와 같은 과학 기술 문헌과 뉴스나 매거진과 같은 웹 데
이터를 활용하여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된 각각의 지수 값
은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기술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
다. 기술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를 추가하고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정확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데이터에 대
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1] NTTC: http://members.iquest.net/~jaeger/index.htm 
[2] Lee, J., Kim, J., Lee, S., Seo, D., Jung, H., and 

Sung, W. “Towards Discoverying Emerging 
Technologies Based on Decision Tree,” TFWS2011 in 
IEEE CPSCom 2011, Vol.4580, pp.529-532, 2011

[3]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structure :  
http://open.jorum.ac.uk/xmlui/bitstream/handle/
123456789/715/Items/DD202_3_section9.html 

[3] 김진형, 이진희, 이미경, 정한민, 성원경 “TOD 모델 : 
대표 자질과 의사 결정 트리를 활용한 기술 기회 발굴 
모델”, 2011 한국정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
문집, 제38권, 제2(B), pp.69-72.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