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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합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의 산업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융합은 다수 동인에 의해 여러 형태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의 특성을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융합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활용
하여 이종 분야 간 지식의 흐름을 분석하여 기술의 융합 형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문서의 토픽모델링을 통해 핵심 융합 기술분야를 도출한다. 둘째, 해당 기술분야를 구성하는
이종기술별 특허 건수와 이들 간 특허 인용 분석을 통해 융합과정에서의 지식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규모와 흐름에 따라 융합의 유형을 상생융합, 부분융합, 흡수융합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술분야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제안된 접근법은 이종 기술간 융합이 활발한 의료기기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
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기업에서 융합 기반의 신사업 기회 창출이나 정부 등 여러 기관에서
융합을 토대로 한 정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기술융합, 융합 유형, 토픽모델링, 인용 분석, 의료기기

Abstract  Industrial convergence is manifested in various forms by various drivers, and understanding 
and categorizing the direction of convergence according to the factors in which the convergence 
occurs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s customized convergence 
strategy and the government's corporate support policy. In this study, the type of convergence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flow between heterogeneous technologies, and for this 
purpose, the result of topic modeling of the text information of the patent and the citation information 
of the corresponding patent allocated for each topic are used. The methodology presented through 
case studies in the medical device field is verified. Through the proposed methodology, companies can 
predict the flow of convergence and use it as decision-making data to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ions will be usefully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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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 기반의 산업 융합은 새로운 역량의 융합기술을 
창출하여 제품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제품과 시장의 경
계를 병합시키고 있다. 융합은 최소 두 개 이상의 분리된 
기술, 시장, 산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으로 정의
되며[1], 세계 각국에서는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
기 위해 융합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기술
발전의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새
로운 차원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
다[2].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융합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선제
적 대응이 중요하다. 융합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른 융합 흐름의 형태가 유형화되어 있으면 기존의 유
사한 형태를 보인 융합 분야의 트렌드를 참고하여 기업
이 속한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기업에서
는 분석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
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유형의 구분
은 정책적 측면에서 융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관련 지원사업 등에 있어 융합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안으로서도 활용 가능하다[3].

그러나 융합에 관한 기존 연구는 동인 요소, 융합 효
과, 융합범위 관점에서 주로 수행[4]되었으며 융합 기술 
관련한 초기 연구들은 기술의 예측 및 평가를 위한 전문
가 의견 기반의 정성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5]. 설문조
사에 기반한 정성적인 연구는 고비용，장시간이 투입되
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를 보완한 보다 효과적인 탐색 
및 예측 방법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최근에는 특허 데
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허정보를 활용
한 정량적인 연구 또한 융합의 동향 분석이나 융합의 정
도를 측정하는 수준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융합의 특성
을 유형화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기반의 융합산업 내 트렌드를 보
기 위해 이종 기술 분야 간의 지식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
다. 융합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지식융합(Knowledge 
Convergence),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 
응용융합(Applicational Convergence), 산업융합
(Industrial Convergence)의 네 가지로 단계로 구분하
며[6]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단
계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융합 혁신은 두 기술의 
기능 간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
서 지속적인 불균형 형태[7]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 기
술과 매칭 기술 사이의 융합 동인에 의한 지식의 흐름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 내 존재하는 융합기술의 지식 흐름을 보기 위해

서는 기술을 유사도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술의 융합도를 
분석해야 한다. 특허의 텍스트 정보(초록)를 토픽모델링
하여 토픽별로 할당된 기술을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유사
군 내 존재하는 특허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융합도를 
측정한다. 특허의 출원 정보, 인용 정보를 분석하면 지식 
규모 및 융합 동인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 기술 
분야 간 지식 흐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지식 규모 및 융합 동인을 변수로 하는 기술융합 
유형화 방법을 제시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적 요인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비롯하여 기술
간 융복합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성 (소형
화, 무구속, 최소침습, 비침습)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사회 도래와 더불어 만성질환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조기진단, 예방, 개인 맞춤형 진료 및 
관리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소득증가와 
삶의 질 추구,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
가에 따라 비용효율적인 방법과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
서 이러한 여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ICT와의 융합은 
필수적이다[8].

또한 의료기기는 환자에 대한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
기 때문에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9]. 기존 유선에서 무선통 신으로 전송되는 대량의 데
이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도 보안의 중
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10]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융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ICT 기반 융합 분야인 의료
기기 분야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시사점을 찾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활용방안으로는 기업에서 
융합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전략을 수
립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지원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연구의 방법 및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협업 파트너는 지식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융합의 방향
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업의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
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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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융합의 유형에 관
한 연구(산업 레벨)와 특허정보를 활용한 융합 연구(기술 
레벨),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융합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 융합의 유형
융합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형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유형화하고 있다. 
융합산업의 창출 원천 유형에 관한 연구[4]는 크게 학문
분야에 따른 산업융합 유형, 산업부문에 따른 산업융합 
유형, 사용자 경험요소에 따른 산업융합 유형으로 구분
하고 유형에 따른 시장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산업 융합의 발생 방식에 관한 연구[11]에서는 산업 융합 
성공 사례 100 건을 조사하여 입출력 관점에서 클러스터
링을 통해 기술 강화, 정책 중심 환경 강화, 서비스 통합 
소셜 비즈니스, 기술 중심의 새로운 가치 4가지 산업 융
합 유형을 파악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융합연구개발 
성공사례를 분석한 연구[12]에서는 중소기업 융합을 기
술개선-시장확대형, 기술개선-시장창출형, 기술창출-시
장확대형, 기술창출-시장창출형 4가지로 나누고 중소기
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융합 유형을 분류하였다.

기존의 융합 유형에 대한 연구는 융합산업의 발생 및 
확산 요인 분석,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성공적인 시장 
구축을 위한 시사점은 제시하였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이므로 융합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의 흐
름까지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데이
터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 기준 제시
하고 융합의 형태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2.2 특허기반 융합연구
특허는 기술 경쟁력과 트렌드를 분석하기에 유용한 정

보이기 때문에[13]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14]. 산업융합에 있어 신기술은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15] 기술개발의 결과물인 특허를 분
석함으로써 융합 현상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방법이 융합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융합 연구들은 주로 기술의 융합 
정도를 측정하거나 융합 가능성과 융합 가능 분야를 도

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허 분
류 코드 및 특허 간 인용 관계를 활용한 융합기술 분석 
연구가 있었으며[16,17]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토픽모델
링 기반의 기술 동향 및 예측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18,19]. 

특히 최근에는 텍스트마이닝 분야의 방법인 토픽모델
링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융합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0]. 토픽 모델(Topic model)이란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 중 
하나로, 텍스트 정보에 숨겨진 주제들을 추론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적 추론 기법이다. 일종의 통계 알고리즘으
로써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서 집합(빅데이터)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21].  토픽모델링과 
비슷한 기법으로 pLSI(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가 존재하지만 pLSI의 경우 직접 확률모델을 
도출해내야 하므로 문서의 양이 증가할수록 변수도 증가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22]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
을 활용한다.

토픽 모델링의 과정은 토픽별 단어의 분포와 문서별 
토픽의 분포를 추정하고, 주제 간의 연관도 분석과 시간
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이후의 세부적인 전개는 (1) 
빅데이터(Big Data)에서 특정 주제를 찾아내고, (2) 검색
된 주제에 따른 특정 주석을 표기하고, (3) 문헌의 주석
을 중심으로 문서를 예측, 정리해 주는 단계를 거친다. 
토픽모델링 기법 중 확률 모형을 기반으로 문헌의 특정 
주제를 찾아내는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23].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은 기
술융합을 분석하는 선행 연구[24,2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연구 분야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융합기술의 유망가능성 판단 및 
융합 가능성 판단과 같이 예측 측면에서의 정확도 관점
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종 기술 간의 지식의 흐름을 
분석하고 융합의 동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 수준의 산업 융합 분석보다 융합의 트렌드를 
기업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융합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며 사례연구를 통해 융합의 유형화를 적
용해보고자 한다.

2.3 의료기기 산업 융합연구
ICT와 의료기기와의 융합 분야는 목적에 따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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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ss

치료, 의료정보시스템, 건강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8].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각 융합 분야(의료 빅데이
터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의 ICT 
기반 의료기기 동향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26-28]. 또한 바이오 헬스 분야의 특허 데이터를 기반
으로 기술의 융합과 트렌드 연구에서도 특허 동시 분류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기술융합 클러스터의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29]. 선행 연
구들은 주로 관련 산업의 국내외 이슈 점검, 의료기기의 
기술 소개, 활성화 방안, 정책 제언 등을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미 완성된 융합 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동향을 분석하였기 때문
에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은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융합 기술 내 기준 기술과 매칭 기술 간의 지식 흐름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 방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는 이종 분야 간 지식의 흐름 관점에서 산업융

합의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 프로세
스를 정의하였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산업의 특허 데이터를 수
집하고 정제한다. 정제된 데이터를 매크로 관점(산업 레
벨)에서 분석한다. 산업 내 존재하는 구성 요소(제품, 품

목, 플랫폼, 제조 방법 등)들을 기술유사도 관점에서 분
류하기 위해 산업 레벨에서 분석한다. 기술유사도를 기
준으로 분류된 분야 내의 구성 요소들은 요소별로 각각 
다양한 기술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준 기술과 매칭 
기술의 속성을 마이크로 관점(기술 레벨)에서 분석한다. 
분야별 융합도를 파악하고 이종 기술 간 지식의 흐름 파
악한다. 지식의 흐름은 기술의 지식 규모 및 기술 간의 
융합 동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허 데이터를 활
용하여 사전에 정의한 지표의 결과 값을 통해 도출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 규모와 융합 동인 방향성을 기
준으로 융합 형태를 유형화한다.

연구 프로세스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융합 분야를 선정하
고 검색식을 통해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대상  기
간(10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한다. 

Step 2.에서는 분석대상 산업 내 구성 요소들을 기술
유사도 관점에서 분류하기 위해 수집된 특허의 초록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다. 최적 토픽 수를 산출
하고 토픽별로 할당된 주요 특허들 및 기술과 관련된 키
워드를 분석하여 토픽명을 선정한다.

유사 분야(토픽)에 할당된 특허의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협력적 특허분류, 이하 CPC) 데
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의 융합도를 분석한다. 이종 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인 CPC Section 레벨에서 Hershman- 
Herfindahl Index (이하 HHI)[30] 개념을 사용하여 융
합의 정도를 산출한다. HHI 값이 낮을 수록 다양한 이종 
기술이 반영된 분야로써 융합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
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체계로는 한국연구재단의 자료
를 참고하여 CPC 체계와 매칭되는 분류 속성을 활용하
였다. 서로 다른 대분류에 속한 세부 학문에서 파생된 기
술 간의 융합을 이종 기술융합이라고 구분하였다.

Step 3.에서는 이종 기술 간의 지식 규모 및 융합 동
인을 분석하고 유사 분야 내에서 지식의 흐름을 파악한
다. 해당 토픽에 할당된 특허를 2기간으로(출원일 기준, 
각 5년) 분류한다. 지식 규모는 기간별 특허출원성장률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해당 분야의 출원성장률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지속성과 진행 발전성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출원성장률이 클수록 해당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
게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식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31]. 산출 방법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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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ent application growth rate

융합 동인은 기술지식흡수강도지수를 활용하여 기술 
간의 인용 관계를 분석한다. Fig. 3과 같이 기술지식흡수
강도지수는 해당 분야 특허의 후방 인용 수를 전체 특허 
수로 나누어 특허 당 앞선 특허를 어느 정도로 인용하였
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해당 분야의 특허가 타 분야
의 특허를 어느 정도로 인용하여 발전하였는가를 나타내
기 때문에 해당 특허들이 받은 영향의 강도를 나타내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18].







Fig. 3. Technical knowledge absorption strength index

지표 값이 클수록 전방 특허를 인용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즉, 전방 특허를 활용하여 새로운 특허를 개발
하고 후방 특허의 인용에 대한 지식의 흐름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tep 4.에서는 지식 규모 및 융합 동인 각 
변수의 방향성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융합의 형태를 정
의하고 유형화하는 단계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기술융합 유형화
융합산업은 산업 융합의 결과가 시장에 수용되어 새롭

게 형성된 산업이다. 기업은 융합시장의 잠재적인 요구
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 요구를 예견한 장기적인 연구 
사업화 개발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4] 융합산업의 발전
은 해당 산업의 지식 규모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이는 기
업들의 연구 결과물인 특허 출원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술(A, B) 간의 지식 규모 및 융합 동인의 방
향성(증감)을 고려하면 기술융합 유형화 형태를 16가지
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기술 간의 융합이 발생하
여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종 기술의 지식을 
흡수(인용)하여 관련 산업 분야의 지식 규모가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Table 1과 같이 기술융합의 유형화
를 상생 융합(지식 규모가 증가하고 지식 흐름이 양방향
으로 증가), 부분 융합(두 분야 모두 지식 규모가 증가하
지만, 지식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증가나 감소), 흡수 융
합(지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방향으로 지식의 
흐름도 발생하는 유형) 3가지로 정의하였다.

Division
Knowledge scale Convergence drivers Type

nameA B A B

Type
1 ↑ ↑ ↑ ↑ Win-win

Type
2

↑ ↑ ↑ ↓ Partial

↑ ↑ ↓ ↑ Partial

Type
3

↓ ↑ ↓ ↑ Absorption

↑ ↓ ↑ ↓ Absorption

Table 1. Types of technology convergence

3.3 기술융합 유형별 시사점
Type 1의 경우 이종기술 각각이 모두 지식 규모가 크

며 상호지식의 흐름 또한 활발하여 활발한 융합이 일어
나는 기술분야이다. 이러한 기술분야의 경우, 산업자체
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의 가치사슬, 
경쟁구도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융
합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산업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이종기술 모두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
할 것이다. 

Type 2의 경우 이종분야 각각이 모두 지식 규모가 큰 
만큼 기술발전이 모두 활발히 일어나지만, 융합의 경우 
두 분야 중 한 분야에 의해 주도되는 산업으로 판단된다. 
즉, 한 분야는 독자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
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융
합을 촉진 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분야의 역할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Type 3의 경우 이종분야 중 한 분야만 지식 규모가 
크고 지식 규모가 큰 분야 방향으로 지식 흐름이 향하고 
있다. 융합의 경우 한 분야가 성장하면서 다른 분야의 영
향을 받는 형태로써 Type 2와 유사하지만 

영향을 받는 분야의 성장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향을 주는 기술 분야가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
적인 분야라면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학문 단계에서부터 
지식 규모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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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ber Field

Topic 1 Organs and nervous tissue

Topic 2 Medical connector

Topic 3 Medical textile material

Topic 4 Medical system platform

Topic 5 Joint device and method

Topic 6 Implantable medical device

Topic 7 Surgical equipment

Topic 8 Medical system and data communication method

Topic 9 Network-based disease management system

Topic 10 Telemedicine communication parts

Topic 11 Personal information authentication and recording

Topic 12 Laser equipment

Topic 13 Polymer manufacturing method

Topic 14 Cell culture

Topic 15 Treatment evaluation and management

Topic 16 Heart disease measurement

Topic 17 Pharmaceutical packaging and delivery equipment

Topic 18 Equipment operation

Topic 19 Medical fluid delivery device

Topic 20 Medical power converter and battery

Table 2. Topic name

4. 사례연구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결
합한 융합산업이며 최근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가치가 뛰어나고 산업의 유망성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
기 분야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4.1 기술유사도 및 융합도 분석
특허 데이터베이스(Wisdomain)에서 검색식((medical 

or medicinal) and (device or equipment), 
AD(Application Date, 출원일)>2000)을 통해 44,979
건의 데이터 수집하였다. 44,979개의 데이터 중 출원년
도(2006∼2015) 기준으로 필터링한 30,476개 데이터를 
Python의 nltk packa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제하
였다. (stopwords 제거, 특수문자 제거 등)

산업관점에서 유사 분야별 분류를 하기 위해 30,476
개의 특허 데이터의 초록을 대상으로 Python의 genism 
package를 사용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Perplexity와 coherence 점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토픽 
수는 20개로 선정하였다. 토픽별로 할당된 주요 특허를 
분석하고 토픽 키워드 중에서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만을 

고려(예: 도출된 키워드 중 method, include와 같이 기
술과 관련 없는 키워드는 고려하지 않음)하여 아래 
Table 2과 같이 토픽명을 선정하였다. (토픽별 키워드는 
Appendix 참조)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기술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특
허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CPC를 집계하고 분류한다. (예
를 들어 1개의 특허가 10개의 CPC를 보유하고 있다면 
10개 모두 집계) 단, 토픽 내 주요 기술 분야 간의 지식
의 흐름을 보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라 집계된 상위 10개
의 CPC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토픽별 세부 CPC 정보
는 Appendix 참조)

의료기기 특허 데이터의 CPC를 분석한 결과 CPC 체
계의 Section 레벨 기준 총 5개(A, B, G, H, Y), 
Subclass 레벨 기준으로는 A Section 6개, B Section 
1개, G Section 8개, H Section 5개, Y Section 2개의 
세부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토픽별 CPC는 아래 
Fig. 4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HHI 지표를 사용하여 기술의 융합도를 산출하고 융합
도가 높은(HHI 점수가 낮은) 토픽 중 분석대상을 선정하
여 이종 기술 간 지식의 흐름을 확인한다. Chapter 3. 
연구방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이종 기술 구분의 기준
(Section 레벨)에 맞춰 HHI 결과 값을 산출한다. 토픽 9
의 HHI 지표 값은 Table 3과 같다. (전체 토픽 HHI 지
표 산출 결과는 Appendix 참조)

CPC
Section CPC(count) Share(%) HHI

A 6,835 57 3245

G 5,164 43 1852

Total 11,999 100 5097

Table 3. HHI results for topic 9

Table 4에서와 같이 토픽 9(네트워크 기반 질병 관리 
시스템)은 Subclass 기준으로 A61B(진단; 수술; 개인 식
별), A61M(인체의 안으로 또는 표면에 매체를 도입하는 
장치), A61N(전기 치료;  자기 치료;  방사선 치료;  초음
파 치료), G06F(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 
G06Q(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
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G08B(신호 또는 호출 시스템; 지령발신장치; 경보시스
템), G16H(의료 또는 건강 관리 데이터의 취급 또는 처
리에 특히 적합한 의료 정보학, 즉. 정보 및 통신 기술
[ICT])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의료, 디지털,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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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pic CPC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토픽별 CPC 
설명은 Appendix 참조)

4.2 지식 규모 및 융합 동인 분석
네트워크 기반 질병 관리 시스템 분야(토픽 9)의 메인 

Section 2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기술 간의 지식 흐름
을 보기 위해 Subclass 기준으로 지식 규모와 융합 동인
을 분석한다. 해당 분야에 할당된 특허를 출원일 기준으
로 (1기간: 2006년∼2010년, 2기간: 2011년∼2015년) 
분류하고 특허 출원 수의 증감을 파악한다. 또한 특허 인
용 관계를 분석하여 기간별 인용 수 증감을 파악한다. 
Table 5는 각 CPC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출원된 수
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CPC A61B를 보유한 특허는 1
기간 175건 출원 → 2기간 200건 출원되어 해당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Period 1), Table 7(Period 2)은 각 CPC를 
기준으로 다른 특허를 인용한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Table 6 첫째 줄의 A61B-G06F 인용 수 11은 A61B를 
보유한 특허가 G06F를 보유한 특허를 11번 인용했음을 
나타내며 세로축의 CPC가 인요하는 주체로 표현하였다. 
단, 이종 기술 간의 지식 흐름을 보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라 Subclass 기준의 동일 CPC 간의 인용 관계를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CPC
Patent applications

(count)

Period 1 Period 2

A61B 175 200

A61M 26 32

A61N 29 33

G06F 82 63

G06Q 133 53

G08B 16 35

G16H 45 94

Table 5.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61B A61M A61N G06F G06Q G08B G16H

A61B 46 12 5 11 2 5 0

A61M 3 11 0 0 0 1 0

A61N 1 0 1 0 1 0 0

G06F 14 1 3 18 2 1 0

G06Q 4 0 0 10 31 1 0

G08B 0 0 0 0 1 0 0

G16H 10 1 1 6 4 6 0

Table 6. Number of patent citations (Peri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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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A61B A61M A61N G06F G06Q G08B G16H

A61B 82 3 1 13 12 14 16

A61M 4 10 1 3 3 1 0

A61N 2 0 5 0 0 0 0

G06F 0 1 0 5 0 0 0

G06Q 0 0 0 1 4 0 2

G08B 3 6 0 6 0 11 3

G16H 17 5 0 12 4 11 7

Table 7. Number of patent citations (Period 2)

출원 수 및 인용 수 정보를 특허출원성장률, 기술지식
흡수강도지수에 각각 활용하여 지식 규모 및 융합 동인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아래 Table 8과 같이 토픽 내 주요 
기술에 대한 지식 흐름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No. CPC Knowledge 
scale Drivers Knowledge 

flow Type

1
A61B 14.29 0.01 ↑ ↑

3
G06F -23.17 -0.17 ↓ ↓

2
A61B 14.29 0.05 ↑ ↑

3
G06Q -60.15 -0.03 ↓ ↓

3
A61B 14.29 0.04 ↑ ↑

1
G08B 118.75 0.09 ↑ ↑

4
A61B 14.29 0.08 ↑ ↑

2
G16H 108.89 -0.04 ↑ ↓

Table 8. Knowledge scale and Drivers of convergence

토픽 9의 경우 A61B의 분야가 G06F, G06Q, G16H 
분야의 지식을 흡수하며 발전하는 형태(Type 2, Type 
3), A61B 분야와 G08B 분야가 서로 지식을 교류하며 
발전하는 형태(Type 1)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3 기술융합 유형화의 시사점
의료기기 산업의 전체적인 융합의 흐름을 CPC Class 

수준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의료기술(A61)을 기반으로 정
보통신 기술(G06, G16)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해왔다. 
Subclass 기준에서의 융합 흐름은 의료기기 세부 분야별
로 융합의 정도 및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기반 질병 관리 시스템 분야는 데
이터 처리 시스템(G06F, G06Q) 기술 분야의 지식을 흡

수하여 진단, 수술 기기(A61B)를 개발하는 유형(Type 
3), 개인 식별(A61B)과 신호시스템(G08B)이 서로 기술
을 응용하는 유형(Type 1), 의료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정보 및 통신 기술(G16H) 분야의 발전을 기반으로 진단, 
수술 기기(A61B) 기술 분야에 융합하는 유형(Type 2)과 
같이 세 가지 융합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융합의 형태를 유형화하는 것은 크게 두 가
지 의미가 있다. 기업은 융합 흐름을 예측하고 신사업 기
회를 창출하는 의사결정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기
술로드맵 작성 시 기업이 속한 분야의 융합 형태에 따라 
기술융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신제품 개발 시 지식 규모가 감소하고 융합 동인이 감
소하는 분야(Type 3)의 지식을 응용해야 하는 경우 다른 
융합 형태를 가진 산업에 비해 지식재산의 이전이 용이
하기 때문에 특허 거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생하는 분야(Type 1) 간의 기술교
류가 필요한 기업은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비즈니
스 에코시스템 내에서 우수한 협력 파트너를 찾는 방안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Type 2의 
경우에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종 분야의 협력 파트너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영향을 주는 분야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우수한 파트너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
력을 위한 전략을 수립과정에서 주요 기업과의 지속적인 
기술 및 지식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융합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융합산업 내 지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요기술이 많은 분야의 바탕이 되는 학계를 통해 융합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5. 결론

융합의 특성을 이종 분야 간 지식의 흐름 관점에서 유
형화하기 위해 특허의 텍스트 정보를 토픽모델링하고 인
용 정보를 활용하여 융합 동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 규모 및 융합 동인을 측정하
는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융합의 형태를 유형화하는 방
법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융합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례연구로 네트워크 기반 질병 관리 시스템 분야
의 지식 흐름을 살펴보고 제시한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
행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융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토픽모델링과 인용 분석에 기반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융합 유형 연구 215

산업 간 융합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효과적인 파급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정부 및 연
구기관에서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시한 융합분석 방법론
을 통해 기업에서는 융합 흐름을 예측하고 신사업 기회
를 창출하는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융합 산업인 의료기기 분야 1
개만을 선정하여 사례연구 진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
로 타 산업 분야를 함께 비교 분석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토픽별 기술 분
야를 정의할 때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식 규모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표준화가 가능한 
특허출원성장률을 활용하였으나 절대 건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출원인 정보를 기업정보 DB와 연계하
면 융합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의 액터들이 실
제 움직이는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적합
한 협력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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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otal Topic keyword

2. Total Topic CPC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218

3. Total Topic 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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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PC definition – Subclas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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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ber Field

Number of Patent
(count)

Period 1 Period 2

Topic 1 Organs and nervous tissue 626 789

Topic 2 Medical connector 603 762

Topic 3 Medical textile material 546 640

Topic 4 Medical system platform 1,062 1,224

Topic 5 Joint device and method 568 605

Topic 6 Implantable medical device 1,046 1,435

Topic 7 Surgical equipment 728 921

Topic 8 Medical system and data communication method 319 334

Topic 9 Network-based disease management system 609 631

Topic 10 Telemedicine communication parts 593 844

Topic 11 Personal information authentication and recording 1,032 1,518

Topic 12 Laser equipment 493 526

Topic 13 Polymer manufacturing method 1,441 1,389

Topic 14 Cell culture 468 560

Topic 15 Treatment evaluation and management 399 426

Topic 16 Heart disease measurement 905 859

Topic 17 Pharmaceutical packaging and delivery equipment 577 640

Topic 18 Equipment operation 264 356

Topic 19 Medical fluid delivery device 866 1032

Topic 20 Medical power converter and battery 808 1032

5. Total number of patents by top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