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or studies on technology predictions attempted to predict the emergence and spread of emerging technologies
through the analysis of correlations and changes between data using objective data such as patents and research
paper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predicted future technologies only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technical forecas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er by using keyword
search frequency of search portals such as NAVER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healthcare technologies into three types : measurement technology, platform technology,
and remote service technology. And for the keyword analysis on the healthcare, we converted the classification of
technology perspective into the keyword classification of consumer perspective. (Blood pressure and blood sugar,
healthcare diagnosis, appointment and prescription, and remote diagnosis and prescription) Naver Trend is used to
analyze keyword trends from a consumer perspective. We also used the ARIMA model as a technology prediction model.
Analyzing the search frequency (Naver trend) over 44 months, the final ARIMA models that can predict three types
of healthcare technology keyword trends were estimated as "ARIMA (1,2,1) (1,0,0)", "ARIMA (0,1,0) (1,0,0)", "ARIMA
(1,1,0) (0,0,0)".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ues predicted by the time series prediction model and the
actual values for 44 months were moving in almost similar patterns in all intervals.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is time series prediction model for healthcare technology is very 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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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 예측을 위한 연구방법은 다양하지만주로특

허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술 관점의 키워드 서지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분석하는 방법이

주류를이루고 있다. 그리고기술의발전이 진행됨에

따라관련산업의기술거래량자료를여러수리모형

에 적용하여 기술의 발전방향이나 예상수준을 추정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발전 방향이나 확대 가능성

을 추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주로 기술

발전 관점에서만 미래 기술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해당 기술을 사용할 잠재적 고객의 Needs,

즉 수요자 관점이 기술예측을 위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기술예

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기술 자체의 특성이

나 성장성,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한 기술예측 분석

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필요한 고객관

점에서 기술의 방향성이나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

여 기술예측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

고 있다(정기철 외, 2017).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

게 발달된 시대에서 온라인상의 소비자들이 신흥

기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호감도 등은 기업

입장에서 기술예측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

로 이러한 요인들은 신흥기술 도입에 따른 해당

시장진출 가능성 및 해당 기술의 확산 속도에 매

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신흥기술 도입 전후에 있어

검색 포탈의 키워드 검색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수요자 관점의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기업 입

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의사결정 수단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신

흥기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

는 기술 중 헬스케어 기술을 중심으로 포털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여 수요자 관점의 기술 확산 속도

및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기술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연구 내용

기술 예측 및 이를 위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신흥기술, 파괴적인 기술/혁신 및 기술진

화에 대한 기술 확산 속도, 가능성 및 범위를 다루

고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특허 및 연구논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신흥기술 및 파괴

적인 기술의 등장 전후에 특허 및 연구논문의 연

관 관계 및 변동량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Bibliometrics 기법 및

다양한 수리 모형 등을 통해 기술 확산 과정과 수

요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추세나 방향을 예측하

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학술 논문 및 특허 데이터

가 활용되어왔다. 반면에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예 : Twitter 데이터)는 학술연구에서는 상

대적으로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러나 Li et al.(2019)은 특허 및 트위터 데이터의 텍

스트 마이닝을 통해 신흥 기술의 출현을 모니터링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기술의 변화 추세를

파악했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기술 사례 연구로

perovskite 태양 전지 기술을 선정하여 특허 데이

터 분석을 통해 태양 전지 기술의 진화 경로를 모

니터링했다. 그리고 Twitter 데이터로부터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반응 및 기대 사항을 마이닝하

여 관심 주제의 변동 사항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또한 태양 전지 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와 트위터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비교 분석했

다. 이처럼 최근 학술연구 트렌드에서도 소셜 네트

워크 및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

2.2 헬스케어 기술 동향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 중 헬스케

어기술은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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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의

발전과 함께 의료서비스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종전의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점차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의료, 복지 및 의료 안전 등

이 융합되면서 지능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승환

등, 2014).

환자들은 이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요구하

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편안하게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다

(장성희 외, 2011).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트렌드

는 이처럼 환자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 중심

의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과 경쟁우위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헬스케어 기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객관점에서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최

근 헬스케어 기술분야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서도

사용자나 고객 중심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정기

철 외, 2017).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

업의 확장과 미래 선도기술 선점을 위하여 R&D

활성화 및 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

나, 국내 실정에 적합한 R&D 방향이나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술적 수요에 반해 이에 따른 전략은 부재한 경우가

많다(김도성 외, 2018). 따라서 환자나 고객과 같은

기술의 수요자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기술을 중심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주로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검색

엔진에 모바일 이용자들의 소셜데이터들이 많이 축

적되어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잠재

적 사용자들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

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

2.3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분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

고 그 범주가 매우 넓어 연구자 및 연구기관별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

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다양한 해석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연

구원(2014)은 15대 국가 전략 융합기술로 선정된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의 핵심기술로서, 1) 비침습

무구속 무자각 건강정보 측정 기술과 2) 맞춤형

진단 및 현장진단 기술, 3) 개방형 건강관리 플랫

폼 기술과 4) 맞춤형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로 선정하고, 각 세

부기술별 기술수준을 조사하였다.

이진수(2014)는 헬스케어가 ICT와의 융합에 따

라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기

술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

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범위를 ICT 관점에서 1) 개인의

생채정보를 수집하는 개인건강기기, 2) 건강관리어

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집된 개인겅강정보를 저

장․관리하는 플랫폼, 3)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ICT 기술

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허

분석을 위한 기술분류체계는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건강정보 측정기술(A),

건강관리 플랫폼 기술(B), 건강관리 원격서비스 기

술(C)로 구분하였다(김도성 외, 2018).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를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분

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관점의 분석을 보다 확장된 범주에서 실시하

기 위하여 “특허분석을 통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

어 분야 경쟁력 분석연구”(김도성 외, 2018)의 기준

체계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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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RIMA 모형

ARIMA 모형은 시계열 예측 모형으로서 회귀식

내에서 자기회귀와 시점차이, 그리고 시차의 이동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로 미래 기술 수요를 예측하기에 유

용한 모형이다. ARIMA 모형의 추정은 다음과 같

은 단계적인 분석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2.4.1 평균과 분산의 정상성 확인

ARIMA 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서 시계열 자료

에 대해서 반드시 시계열의 안정성(Stationary)을

점검하여야 한다. 만약, 비정상성의 시계열 자료일

경우에는 모형을 통한 예측치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

어지기 때문에 변수변환을 하거나 차분을 통해서 정

상적 데이터로 가공한 후에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즉,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에앞서 원시계열의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도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는 시계열의 안정성 가정의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예비단계로서 시계열도표와 자기상관함수의 그래프

를 참고하여 시계열의 성분이 추세, 계절, 분산 변화

등에있어분석에문제가없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2.4.2 모형식별

ARIMA(p, d, q)에서 p는 자귀회귀, d는 차분, q

는이동평균을의미하며 p, d, q는 2 이상을넘지않아

야 한다. ARIMA 모형에서는 자기상관함수(Auto-

cor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를 비교․분석하

여 그 패턴에 의해서 p, d, q 값을 구하고 최종적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2.4.3 모수추정

모형 식별 단계에서 선택된 모형의 계수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는 단계로서 추정된 모수 p, d, q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2차

모형 선택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시차별로 추정된 각

각의 계수들에 대해서는 부호가 반복되는 패턴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시계열의 안정성 범위 안에 들

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2.4.4 모형진단 및 선택

모수추정을 통하여 선택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단계로서 제시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

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의 검

증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검증에 부합하는 모형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식별 및 추정을 통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2.4.5 예측

선택된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

로서 실제의 과거의 시계열 자료들로부터 반복 추

정된 ARIMA 모형 중에서 하나의 모형을 최종적

으로 확정하고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

값을 추정한다. ARIMA 모형은 과거의 수요량 패

턴이 미래에도 그러한 패턴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

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선택된 모형을 기반으로

미래의 헬스케어 기술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3. 분석 방법

3.1 소비자 관점의 헬스케어 기술의 분류

헬스케어 기술을 다루고 있는 연구에서는 헬스케

어 기술을 건강정보 측정기술(A), 건강관리 플랫폼

기술(B), 건강관리 원격서비스 기술(C)로 구분하였

다(김도성 외, 2018).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 유형에

대한 분류방법은 특허 등 기술 관점으로만 분류하고

있는방법으로써소비자관점의분류체계를위해서는

보다 세부 항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헬스케어에 관한 다양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술관점의 분류체계를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시켜

야 한다. 소비자관점의기술분류체계란 관련기술에

대해소비자가 SNS 등일상에서활용하고쉽게이해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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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건강정보 측정 기술
Health Information

Measurement Technology

Biometric Information measurement technology
심전도, 혈압, 맥박, 혈당, 체중, 체온, 체지방,
혈액검사 등

Life Information Pattern Measurement
Technology 운동량측정,열량소모량, 보행거리,음식섭취량등

건강관리 플랫폼 기술
Healthcare Platform
Technology

Health information building, sharing, and
utilization technologies

의료정보시스템(EMR, PACS, OSC, FHIR),
헬스 블록체인, 의료클라우드 등

Health Information Big Data Technology 애플 헬스킷, 어플리케이션 헬스 전자건강기록,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의료진단시스템 등

Mobile Healthcare Service Platform Technology MS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등

건강관리 원격서비스 기술
Healthcare Tele-service

Technology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Dexcom, Medtronic, Honeywell Life Sciences,
Philips Healthcare, ResMed, Senseonics 등Customized remote care technology

Customized remote treatment technology

<표 1> 기술 및 소비자 관점의 헬스케어 기술분류체계

※ 출처 : 특허분석을 통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 분석연구(김도성 외 2018) 및 헬스케어 저널, 논문
등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위하여 김도성 외(2018)연구를 참조하여 기

술 관점의 분류체계를 소비자 관점의 키워드 분류

체계로 변환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헬스케어 측정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키워드

검색 영역으로서 혈압, 혈당, 맥박 칼로리 소모, 비

만, 체중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압 및 혈당 두

키워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헬스케어 플

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용어들은 정보공유, 빅데이

터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 3개 유형으로 분

류하고 있다. 소비자 관점의 키워드로써 헬스케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예약 및 처방 등

과 같은 실제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를 키워드 분류체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원격 서비스는 원격 모니터링 기

술, 원격 관리 기술, 맞춤형 원격 처리 기술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격 진단 및 처방 등과

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원격서비스 용어들을 소비

자 관점의 키워드로 정의하였다. <표 1>은 본 연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헬스케어

기술 키워드들의 분류체계이다.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먼저,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트

렌드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네이버 트렌드 분

석은 키워드 주제와 그 주제로부터 파생된 연관어

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oogle

트렌드와 기타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트

렌드 분석은 주제 하나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케어와 관련된 연관어 검색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트렌드를 통하여 헬스

케어의 주제어와 이에 연관된 세분류 용어들을 동

시에 검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포탈검

색을 통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헬스케어 관

련 키워드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과정은 먼저,

헬스케어 관련된 사용자 관점의 키워드들은 크게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두 개의 세 분류 항목들을 사용하여 키워

드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최근 44개월 동안

검색되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키워드 분석

을 실시하여 트랜드 분석과 기술 예측 모형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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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계열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통

한 기술 예측 모형으로서 ARIMA 모형을 사용하고

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데이터는 최근 44개월 동

안의 시계열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의 정상성 확인을 통해 시계열의 안정성

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모수 추정에 있어서 시

차별로 추정된 각각의 계수들에 대해서는 부호가 반

복되는 패턴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시계열의 안정성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검증

에 부합하는 모형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식별

및 추정을 실시하였고,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4. 분석 결과

4.1 헬스케어 측정 기술(혈압/혈당)

4.1.1 시계열 그래프와 자기상관

먼저 헬스케어 측정 기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헬스케어 측정 기술

에 대한 연관어로써 혈압과 혈당이라는 두 개의 항

목을 사용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로

써 헬스케어 측정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혈압과 혈

당에 대하여 44개월간의 검색 빈도수를 기준으로

원시계열을 도표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시차에 따라 검색 수가 비교적 불안정하게 나타나

고 있어 정상시계열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1] 헬스케어 측정기술 검색 빈도수 원시계열
그래프(비정상시계열)

원시계열은 비정상 시계열로서 예측 모형을 추정

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정상시계열로 전환하기 위

하여 1차 차분을 실시하였다([그림 2] 참조). 원시

계열에 대한 1차 차분을 실시한 결과 정상시계열로

전환되었고 그 시계열 패턴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헬스케어 측정기술 검색 빈도수 원시계열
1차 차분 그래프(정상시계열)

4.1.2 자기상관(AR) : 1차 차분

1차 차분한 결과로서 정상시계열을 보여주는 자

기 상관성을 분석한다. 자기 상관성이란 이전 시점

의 키워드 빈도수가 현재 및 미래의 키워드 빈도수

를 결정하는 시차 간의 자기 상관성을 의미하며 이

러한 자기 상관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시계열 예측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1차 차분한 정상시계열의 자기 상관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Box-Ljung 통계량의 유의 확률이 0.1

이상일 경우 자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 모든 시차(2시차 제외)에서 유의 확률이 0.1 이

상이므로 각 시차간의 자기상관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관점의 키워드는

2개월 이전의 검색어 빈도수가 현재 월의 키워드

빈도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IT 관리 방법론이자

조직의 IT 자원관리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혁신도구인 EA를 도

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원시계열에 대한 1차

차분을 실시한 결과 정상시계열로 전환되었고 그

시계열 패턴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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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유형

모형ID 검색수 모형_1 ARIMA(1,2,1)(1,0,0)

예측자
수

모형 적합
통계량 Ljung-Box Q(18)

이상값
수정상

R-제곱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0 0.524 7.950 15 0.926 0

<표 3> 헬스케어 측정기술의 ARIMA 모형 추정

　모형 추정값 SE t 유의확률

상수항 0.011 0.096 0.116 0.908

AR 시차 1 -0.176 0.178 -0.989 0.329

차분 2

MA 시차 1 0.996 2.128 0.468 0.643

AR, 계절 시차 1 0.383 0.168 2.284 0.028

<표 4> 헬스케어 측정기술 ARIMA 모형의 적합도

시차 자기
상관

표준화
오차a

Box-Ljung 통계량

값 자유도 유의확률b

1 -0.232 0.147 2.478 1 0.115

2 -0.224 0.146 4.838 2 0.089

3 -0.050 0.144 4.958 3 0.175

4 -0.104 0.142 5.498 4 0.240

5 0.133 0.140 6.393 5 0.270

6 0.005 0.138 6.394 6 0.381

7 0.068 0.136 6.644 7 0.467

8 -0.142 0.134 7.754 8 0.458

9 0.077 0.133 8.087 9 0.525

10 -0.036 0.131 8.162 10 0.613

11 -0.086 0.129 8.610 11 0.658

12 0.224 0.127 11.755 12 0.466

13 -0.159 0.125 13.384 13 0.419

14 0.046 0.122 13.528 14 0.485

15 -0.027 0.120 13.577 15 0.558

16 -0.055 0.118 13.792 16 0.614

<표 2> 헬스케어 측정기술 정상시계열의 자기 상관 현황

4.1.3 시계열 예측 모형

시계열 예측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ARIMA 모형

을 추정하였다. ARIMA 모형을 추정할 때 모형의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기회귀(AR), 차분, 이동

평균과 같은 3개 요인이며 이 3개 요인을 통하여 최

적의 예측 모형을 도출하게 된다. 시차별로 추정된

각각의 계수들에 대해서 시계열의 안정성 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헬스케어 측정 기술에

대한 혈압과 혈당 키워드 트렌드를 가장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은 ARIMA(1,2,1)(1,0,0) 모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는 Box-Ljung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확률이 높을수록 시계열 예측 모

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수 있다. 현재 유의 확

률은 0.926으로서 혈압, 혈당 키워드가 트렌드 예측

모형으로서 ARIMA(1,2,1)(1,0,0) 모형이 매우 적합

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표 4>는 시계열 예측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 회귀(AR)는 유의 확률이 0.329로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 평균(MA)은 0.643으

로써 모형 추정이 매우 적절하다고 분석되었다. 그

러나 계절성 자기회귀(AR)는 0.028로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비 계절적 요인보다는 적합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시계열 예측 모형으로 예측한 값과

44개월의 실제값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빨간

색 그래프는 실제 관측값이고 파란색은 시계열 모

형에 의한 추정값인데 모든 구간에서 실제 값과

모형의 예측값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 측정 기술을

구성하는 혈압과 혈당의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이

러한 시계열 예측 모형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헬스케어 측정기술 ARIMA 모형의 예측 값
및 실제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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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진료/예약/처방)

4.2.1 시계열 그래프와 자기상관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키

워드는 헬스케어 진료/예약/처방이라는 3개의 항목

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44개월간의 검색 빈도수

결과이다. 시차에 따라 검색 수가 비교적 불안정하

게 나타나고 있어 정상시계열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4]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검색 빈도수 원시계열
그래프(비정상시계열)

[그림 5]는 원시계열에 대한 1차 차분을 실시한

결과이다. 원시계열에 대한 1차 차분을 실시한 결

과 정상시계열로 전환되었다.

[그림 5]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검색 빈도수 원시계열
1차 차분 그래프(정상시계열)

4.2.2 자기상관(AR) : 1차 차분

<표 5>는 1차 차분한 정상시계열의 자기 상관

성을 나타낸다. Box-Ljung 통계량의 유의 확률이

1시차만 0.1 이상이므로 1시차만 자기상관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 자기
상관

표준화
오차a

Box-Ljung 통계량

값 자유도 유의확률b

1 -0.162 0.147 1.216 1 0.270

2 -0.415 0.146 9.327 2 0.009

3 0.002 0.144 9.327 3 0.025

4 0.299 0.142 13.751 4 0.008

5 0.033 0.140 13.805 5 0.017

6 -0.384 0.138 21.529 6 0.001

7 0.066 0.136 21.764 7 0.003

8 0.232 0.134 24.752 8 0.002

9 -0.009 0.133 24.756 9 0.003

10 -0.369 0.131 32.749 10 0.000

11 -0.024 0.129 32.784 11 0.001

12 0.433 0.127 44.511 12 0.000

13 0.050 0.125 44.670 13 0.000

14 -0.293 0.122 50.388 14 0.000

15 -0.069 0.120 50.717 15 0.000

16 0.278 0.118 56.255 16 0.000

<표 5>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정상시계열의 자기 상관
현황

4.2.3 시계열 예측 모형

시계열 예측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ARIMA 모

형을 추정하였다. 시차별로 추정된 각각의 계수들에

대해서 시계열의 안정성 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진료/예

약/처방 키워드 트렌드를 가장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ARIMA(0,1,0)(1,0,0) 모형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은 Box-Ljung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는

데 유의 확률이 0.242으로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구성하는 진료/예약/처방에 대한 키워드 트렌드 예

측 모형으로서 ARIMA(0,1,0)(1,0,0) 모형이 매우

적합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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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유형

모형ID 검색수 모형_1 ARIMA(0,1,0)(1,0,0)

예측자
수

모형 적합
통계량 Ljung-Box Q(18)

이상값
수정상

R-제곱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0 0.282 20.660 17 0.242 0

<표 6>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의 ARIMA 모형 추정

<표 7>은 시계열 예측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

고 있다. 계절성 자기회귀(AR)는 0.000으로서 유

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추정값 SE t 유의확률

상수항 0.728 1.507 0.483 0.631

차분 1

AR, 계절 시차 1 0.600 0.145 4.128 0.000

<표 7>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ARIMA 모형의 적합도

[그림 6]은 시계열 예측 모형으로 예측한 값과

44개월의 실제값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빨간

색 그래프는 실제 관측값이고 파란색은 시계열 모

형에 의한 추정값인데 모든 구간에서 실제 값과 모

형의 예측값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

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헬스케어 측정 기술을 구

성하는 혈압과 혈당의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이러

한 시계열 예측 모형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림 6]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ARIMA 모형의 예측
값 및 실제값 비교

4.3 헬스케어 원격 기술(원격진료/상담)

4.3.1 시계열 그래프와 자기상관

헬스케어 원격 기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키워

드는 원격진료/상담이라는 두 개의 항목을 사용하

였다. [그림 7]은 44개월간의 검색 빈도수 결과이

다. 시차에 따라 검색 수가 비교적 불안정하게 나

타나고 있어 정상시계열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7] 헬스케어 원격 기술 검색 빈도수 원시계열
그래프(비정상시계열)

[그림 8]은 원시계열에 대한 1차 차분을 실시한

결과이다. 원시계열에 대한 1차 차분을 실시한 결

과 정상시계열로 전환되었다.

[그림 8] 헬스케어 원격 기술 검색 빈도수 원시계열
1차 차분 그래프(정상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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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자기상관(AR) : 1차 차분

<표 8>은 Box-Ljung 통계량의 유의 확률이

0.1 이상이므로 각 시차간의 자기상관이 매우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관점의 키워

드는 모든 검색어 빈도수가 현재 월의 키워드 빈도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차 자기
상관

표준화
오차a

Box-Ljung 통계량

값 자유도 유의확률b

1 -0.092 0.147 0.390 1 0.532

2 -0.153 0.146 1.498 2 0.473

3 -0.052 0.144 1.631 3 0.652

4 0.036 0.142 1.696 4 0.792

5 0.089 0.140 2.096 5 0.836

6 -0.369 0.138 9.227 6 0.161

7 0.047 0.136 9.346 7 0.229

8 -0.014 0.134 9.356 8 0.313

9 -0.152 0.133 10.673 9 0.299

10 0.220 0.131 13.502 10 0.197

11 -0.086 0.129 13.948 11 0.236

12 0.153 0.127 15.408 12 0.220

13 -0.051 0.125 15.578 13 0.273

14 0.014 0.122 15.592 14 0.339

15 0.021 0.120 15.623 15 0.408

16 0.017 0.118 15.643 16 0.478

<표 8> 헬스케어 원격 기술 정상시계열의 자기 상관
현황

4.3.3 시계열 예측 모형

시차별로 추정된 각각의 계수들에 대해서 시계열

의안정성범위안에들어있는지를판단한결과, 헬스

케어 원격 기술에 대한 원격진료/상담 키워드 트렌

드를 가장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ARIMA

(1,1,0)(0,0,0) 모형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는Box-Ljung 통계량의유의확률이 0.762

로서 ARIMA(1,1,0)(0,0,0) 모형이 원격진료/상담

키워드 트렌드 예측 모형으로서 매우 적합한 모형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형 유형

모형ID 검색수 모형_1 ARIMA(1,1,0)(0,0,0)

예측자
수

모형 적합
통계량 Ljung-Box Q(18)

이상값
수정상

R-제곱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0 0.065 12.602 17 0.762 0

<표 9> 헬스케어 원격 기술의 ARIMA 모형 추정

<표 10>은 시계열 예측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

주고 있다. 자기 회귀(AR)는 유의 확률이 0.097로

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분은 1의 시차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추정값 SE t 유의확률

상수항 -0.276 1.703 -0.162 0.872

AR 시차 1 -0.256 0.151 -1.700 0.097

차분 1 　 　 　

<표 10> 헬스케어 원격 기술 ARIMA 모형의 적합도

[그림 9]는 시계열 예측 모형으로 예측한 값과 44

개월의 실제값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

그래프는 실제 관측값이고 파란색은 시계열 모형에

의한 추정값인데 모든 구간에서 실제 값과 모형의

예측값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 원격 기술을 구성하는

원격진료/상담의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시

계열 예측 모형이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9] 헬스케어 원격 기술 ARIMA 모형의 예측 값
및 실제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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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기술 예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특허 및 연

구논문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등

장 전후에 특허 및 연구논문에 의한 기술의 관련성

및 변동량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Bibliometrics 기법 및 다양한 수리 모형을 통해 기

술 확산 과정과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기술 발전 관점에서만 미래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흥기술 도입 전후에 검색 포탈

의 키워드 검색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자

관점의 기술 예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헬스케어 분야를 분

석하기 위해 헬스케어 기술을 측정 기술, 플랫폼 기

술 및 원격 서비스 기술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위하여

기술 관점의 분류를 소비자 관점의 키워드 분류체

계로 변환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첫

번째, 헬스케어 측정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 관점으

로 혈압 및 혈당 두 키워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예약 및 처방 등과 같은

실제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키워

드 분류체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원격 서비스는 원격 진단 및 처방 등과 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원격서비스 용어들을 소비자 관

점의 키워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헬스케어에 대한 소

비자 관점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네이버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트렌드 분석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트렌드 분석은 키워드 주

제와 그 주제로부터 파생된 연관어를 동시에 검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술 예측 모형으

로서 ARIMA 모형을 활용하였다. ARIMA 모형

은 시계열 예측 모형으로서 회귀식 내에서 자기회

귀와 시점차이, 그리고 시차의 이동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로 미래 기술 수요를 예측하기에 유용한 모형

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44개월

간의 검색 빈도수(네이버 트렌드) 분석 결과 헬스

케어 측정 기술(혈압, 혈당), 플랫폼 기술(헬스케어

진료/예약/처방) 및 원격 서비스 기술(원격 진단 및

처방)의 키워드 트렌드를 가장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은 각각 ARIMA(1,2,1)(1,0,0), ARIMA

(0,1,0)(1,0,0), ARIMA(1,1,0)(0,0,0)로 최종 모형이

추정되었다. 그리고 시계열 예측 모형으로 예측한

값과 44개월의 실제값이 모든 구간에서 거의 유사

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헬스케어에 대한 시계열 예측 모형이 수요자

관점의 기술 예측모형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

저, 기술의 발전과 확산의 관점이 아닌 기술 수요자

의 관점에서 미래 기술의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기

술관점 분류와 모형을 각각 고려한 부분은 향후 연

구방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ARIMA 모

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관점의 기술 예측모델

연구에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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