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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망 기술의 성숙도(maturity)와 시장의 기대(expectation)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은 대부분의

기술 발달 과정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발달 과정 중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에 대한 대중의 가시성(visibility)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단계의 설명력을 극대화하고자 제안된

것이 Gartner사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이다. 많은 연구들이

하이프 사이클을 실증적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표와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IT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노 기술과 같이 높은 파급성을 띄고

대중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여타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 별 특성을 고려한 하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제시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6가지 유망 신기술 분류를 활용하여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ET)의 4가지 기준을 정한 뒤, 116가지 기술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기술들을 대상으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하고, 기술의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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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속도 및 과대성, 그리고 하이프 사이클의 외형적 특징을

정리하여 기술 분야 별로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유형화된 하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각 기술 분야 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IT 분야에 한정되어 사용되던

하이프 사이클을 타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함으로서, 추후 하이프 사이클의 응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형화된 하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기술

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석을 제시함으로서 다양한 기술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하이프 사이클, 계량서지학적 분석 섹터, 데이터 기반 접근, 

첨단기술, 가시성

학   번 : 2016-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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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망 기술의 성숙도(maturity)와 시장의 기대(expectation)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기술 개발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Linden and Fenn, 2003). 이미

발전이 대부분 이루어진 기술에 투자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행위는 기업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Dedehayir and Steinert, 2016). 

따라서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기술 수용 라이프사이클(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 TALC),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등이

있다. 기업은 이러한 유형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미래의 기술 전망에

대해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Meade and Rabelo, 2004).

기술이 아직 걸음마를 때는 초기 단계에는 기술의

하이프(hype)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Fenn and Raskino, 2008). 

하이프 현상이란 ‘Boom-burst’ 현상이라고도 불리우며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상승하다가 현실 인식에 따른

실망으로 기대가 붕괴하며 일정 수준으로 다시 수렴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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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김상욱, 2011). Gartner사는 이러한 하이프 현상을

기술의 수명 주기와 접목시켜 1995년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이프 사이클은 신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사라지며

사용되는지를 기술의 가시성(visibility)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기술의 가시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기술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대중의 기대와 기술의 성숙도의 괴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 

하이프 사이클은 실제 사용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관리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Dedehayir 

and Steinert, 2016). 많은 기존 연구들이 하이프 사이클을

실증적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사용한 연구가 존재한다(Konrad, 2006; Järvenpää and 

Makinen, 2008; Alkemade and Suurs, 2012; Jun, 2012; van 

Lente et al., 2013). 하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지난 연구들은 기술

수명 주기 지표를 활용하여 기술의 성숙도와 가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Watts et al., 1998), MP3, 블루레이, DVD, 천연가스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다양한 기술을 통해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술의 성숙도를 가늠하기 위해 저널에 실린 논문이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수집하여 계산한 논문들이 있는

반면(Konrad, 2006; Järvenpää and Makinen, 2008; Reuf and 

Markard, 2010; Alkemade and Suurs, 2012; Konrad et al., 2012; 

Rachul and Zarzeczny, 2012), 주가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술의

가치 변화를 추적하여 성숙도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었다(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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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다수의 연구는 기술에 관련된 기사의 개수를

계산함으로써 가시성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서비스되기 시작한

구글의 구글 서치 트랜드(Google search trend)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검색량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시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존재한다(Jun, 2012).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적게는 한 가지 기술을, 많게는 3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하이프 사이클의 모습을 연구하였는데, 사례

연구로 적용한 기술들이 IT 분야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상의 모든 곳에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는 오늘날, IT 기술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분야 역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속도 역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기술의

전체적인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며, 기술의 초기

발전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대중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할 기회가 잦아지게 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면서 환경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명과학기술의 경우 질병·환경·식량·에너지 등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안중기, 2016). 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과의

연계가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높은 파급성을 의미한다(유선희, 2016).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초기 분석이 중요해짐에 따라 IT 분야에

국한된 기존의 하이프 사이클 연구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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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의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기존 IT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되었던 하이프

사이클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이프 사이클을 유형화한 뒤 각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틀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 분야를 설정한 뒤, 각 분야 별로

미성숙한 유망 신기술을 선별한다.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의 초기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데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기술을

선별한다. 둘째, 기술에 대해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한다. 작성된 하이프 사이클은 본문에 제시한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술 분야

별로 그려진 하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사용자인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위와 같은 연구 범위에 따라 본 논문은 [그림 1-1]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기술 예측 및 기획의 보조

도구(supporting tool)로서 활용되어온 하이프 사이클에 관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과거 연구에서 하이프 사이클을

실증하고자 사용하였던 지표와 데이터 기반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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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3장에서는 앞선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 별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분류체계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 정리한다. 그 뒤,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을 위한 뉴스 데이터 기반 접근과 유형화를 위한

기준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 별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하여 유형화한 뒤, 각 분야 별 특성에

기반한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1-1] 연구 구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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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 과정을 일반화한 기술 수명

주기(Technology Life Cycle) 모델 중 한 종류인 Gartner사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존 하이프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정보 기술 분야(Information Technology: 

IT)의 유망 기술들을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기술 수명 주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들에 비해 기술 발달 초기 단계의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인 하이프

사이클은 실제 활용 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및 예측을

다루는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관련 연구 역시 풍부한

분량으로 존재한다. 먼저 하이프 사이클의 학술적 정의와 고유한

특성에 대해 정리한 뒤,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과거에 행해진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제 1 절 하이프 사이클의 정의 및 특성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이란 기대주기 모델이라고도

불리우며, 기술의 성숙도(maturity), 수용도(adoption), 그리고

사업화 수준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도구이다. 1995년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인 Gartner사에 의해 제시된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Linden 

and Fenn, 2003). 기존의 기술 수명 주기 모델은 판매,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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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등 생산자 관련 지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생산자

중심적으로 결과론 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기술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의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를 대중의

기대치(expectation)라는 새로운 요소를 더하여 소비자 또는

시장의 감정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기술 주기 모델에서

부족했던 기술의 초기 발전 단계의 설명력을 보완한 것이 하이프

사이클이다(Jun, 2012).

Gartner사는 전통적인 기술 수용 주기 모델인 기술 S-

곡선(Technology S-curve)과 사람들의 기대가 과장(hype)되는

모형이 합성되어 형성된다(Fenn and Raskino, 2008). 기술 S-

curve는 기술의 성능의 개념에 기반한 기술 성숙도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기술이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성장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혁신자(innovator)와 초기

채택자(early adopter)에게 우선적으로 수용된 뒤,

주류(mainstream)에게로 확대되면서 수용도가 급격히 상승하다가,

상승률이 점점 정체하기 시작하며 쇠퇴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기술의 성장 과정은 대체로 정확히 기술 S-곡선에서 나타나는

성장 추이를 따르게 되지만, 기술 성장의 초기 단계는 예외적으로

곡선의 모습과는 다른 추이를 띄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S-곡선의 x축을 기술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라고

착각하는 큰 문제가 있었다. 대중 매체는 높은 잠재력을 보이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급격히 상승시키지만 현실 인식에 따른

실망으로 기대에 대한 붕괴 과정을 거쳐 일정 수준의 사회적

수용으로 수렴하는 하이프(hype) 현상을 이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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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사 결정권자는 신중하게 잠재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대중

매체에 의해 부풀려진 기술의 추세를 믿게 될 수 있다.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대에 반해, 첫 번째 세대의 시제품의 결과가

대중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 대중이 크게 실망하게 되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술이 될 수 있다(Dedehayir 

and Steinert, 2016). [그림 2-1]에 나타나 있듯이, Gartner사는

신기술의 시장 수용도와 관심도가 서로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였다(Linden and Fenn, 2003).

[그림 2-1] 하이프 사이클과 기술 S-곡선(Linden and Fenn, 

2003)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술은 총 5가지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성숙도를 시각화하여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림 2-2]는 하이프

사이클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y축은 기술에 대한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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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expectation) 혹은 가시성(visibility)를 나타내고 x 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하이프 사이클 상의

기술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술이 어느정도 개발이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 수명을 전부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며, 시장의 수용도가 20% 이내로 나타나는

초기 시장만을 설명하고 20% 이상의 수용이 진행된 뒤에는

일반적인 기술 S-곡선을 따라 성장하게 된다(Linden and Fenn, 

2003; Fenn and Raskino, 2008).

[그림 2-2] 하이프 사이클의 5단계

하이프 사이클은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Technology 

Trigger(여명기, 기술 발생 단계),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버블기,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Troug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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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illusionment(환멸기, 현실적인 재조정기), Slope of 

Enlightenment(안정기, 각광기), 그리고 Plateau of 

Productivity(성장기, 상용화 단계)의 5 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Fenn은 2003년 하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각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하이프 사이클의 단계별 현상(Linden and Fenn, 

2003)

I. Technology Trigger(여명기):

하이프 사이클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신기술에 대한 대중과 업계의 관심을 유발하는 기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공개 시연 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계의 연구와 실험용

프로토타입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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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대중매체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이 시장과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 기술의 가시성이 증가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 벤처 투자자들은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IT 분야처럼 기술의 선두주자에게 큰

보상이 돌아가거나 기술의 발전이 빠른 경우에는 한발

앞선 투자라는 전략적인 선택지로 제시된다.

II. Peak of Inflated Expectation(버블기):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1세대 제품의 등장과 함께 기술의

버블기가 시작된다.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등장함으로서 대중과 미디어는 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지만, 1세대 제품은 일반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이며, 기업은 투자한 기술개발 비용을 회수하고자 매우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 모두 대중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기술의 기대치가

피크(peak)에 다가갈수록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 업체가

신생 기업 및 소규모 공급 업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1 세대 제품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지만 기술은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디어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기술의 기대치는 완전히 붕괴되며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술의

기대치와 곧이어 뒤따르는 기대의 붕괴는 얼핏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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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

전인 2단계가 좋은 투자 시기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시기에 기술에 대한 사전 연구를 시작함으로서 해당

기술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여 미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III. Trough of Disillusionment(환멸기):

버블기를 지나,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붕괴되며 기술은

하이프 사이클의 세번째 단계인 환멸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기술은 관련 제품들이 실패를 겪게 되면서 기업

및 미디어의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언론의

부정적인 반응 역시 점점 줄어들어 기술의 관심도 자체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관련 기업 및 업체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적절한 기회의 순간으로 고려된다.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는 상황에서도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유지된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일어나는 기술 분야의

경우, 환멸기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비용 효율적이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Fenn은

하이프 사이클의 환멸기 단계가 Geoffrey Moore의 의

저서 ‘Crossing the Chasm’에서 주장한 기술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Chasm’과 같은 의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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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다(Linden and Fenn, 2003). 1단계인 여명기에

이루어진 1차 벤처 투자에 이어, 2, 3차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며 1세대 제품의 개선을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성공적인 2세대 제품이 나타나며 환멸기가

끝나고 다음 단계인 각광기에 진입하게 된다.

IV. Slope of Enlightenment (안정기):

다양한 기업에 의해 집중적인 실험과 그에 따라 축적된

경험은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위험성, 그리고 이점에 대한

더 나은 이해라는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강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1세대 제품의 문제점들을 수정 및 보완한 2세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게 되는데, 2세대 제품의 출시는

기술이 하이프 사이클의 네번째 단계인 안정기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2세대 제품은

기술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미디어에 점차

노출시키게 되며, 이 시기에 기술의 시장 수용도는 잠재적

시장의 5% 가량을 차지한다. 초기 채택자와 혁신자들에

한정되어 있던 전세대 제품과는 달리, 2세대 제품은

주류(mainstream) 고객에게도 수용되기 시작한다.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인데, Gartenr사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각광기에서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혁신적인 성향이 강한 A 타입 기업은

기술을 채택하여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보수적인 성향의 C 타입 기업은 이 시기에도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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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V. Plateau of Productivity(성장기):

2세대 제품의 출시가 각광기의 시작을 나타낸다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방법론 등의 지식을 활용한 3세대 제품의

출시는 기술이 하이프 사이클 상의 마지막 단계인

성장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기술이 가진

실질적인 이점이 입증되고 받아들여지면서 주류 고객들의

채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소수의 보수적인 C 타입의

기업들도 기술을 채택하여 시장 진입을 고려한다. 기술이

안정적으로 성숙하며, 20% 가량의 시장 수용도를 달성하는

시점부터는 수천 개의 기업과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이프 현상은 사라지게 된다.

각각의 단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상욱, 2011). 기술별로 각 단계를 거치게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거나 느릴 수 있는데, 이는 각 기술의 성능적

제약이나 복잡성, 그리고 시장 침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Fenn 

and Raskin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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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하이프 사이클의 단계별 현상 및 원인

하이프 사이클 현상 및 원인

Technology 

Trigger(여명기, 기술

발생 단계)

신기술의 출현이 언론 등 각종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사회의 관심을 얻기

시작한다.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버블기,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일부의 성공

사례와 함께 과도하게 증가하여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빈도로 일어난다.

Trough of 

Disillusionment(환멸기, 

현실적인 재조정기)

신기술의 성과가 대중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붕괴하기

시작하여 저점에 이르게 된다.

Slope of 

Enlightenment(안정기, 

각광기)

일부의 성공 사례와 함께 실패를 보완하여

기술에 대한 현실 인식이 기술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Plateau of 

Productivity(성장기, 

상용화 단계)

가시화된 신기술의 가치의 정도에 따라 현실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의 응용분야가

확대되며, 사회적 수용이 안정화되는 단계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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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이프 사이클에 관한 기존 연구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기획, 연구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적 프레임과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Jun, 2012).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하이프

사이클을 실증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하였고, 대표적인

연구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Dedehayir and 

Steinert, 2016).

[표 2-2] 하이프 사이클 관련 기존 연구 정리

저자 저널명 출판년도 분석 주제 기용 데이터 y축

Konrad

Techon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006

e-Commerce

주요 뉴스

(Mainstream 

newspaper)

출판물

개수

Interactive 

TV

주요 뉴스

출판물

개수

Järvenpää

&

Mäkinen

International 

Engineering 

Management 

Conference

2008 DVD

영어 뉴스

출판물

개수

주요 뉴스

출판물

개수

전문 잡지

출판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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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ärvenpää

&

Mäkine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anagement

2008

MP3

영어 뉴스

출판물

개수

특허

출판물

개수

Bluetooth

영어 뉴스

출판물

개수

특허

출판물

개수

Blu-ray

영어 뉴스

출판물

개수

특허

출판물

개수

Ruef & 

Markard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010

Stationary 

fuel cell

주요 뉴스

출판물

개수

Alkemade &

Suurs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012

Biofuels 뉴스 및 저널

출판물

개수

Hydrogen 뉴스 및 저널

출판물

개수

Natural gas 뉴스 및 저널

출판물

개수

Konrad et 

al.

Technological 

Forecasting & 

2012

Stationary 

fuel cell

주요 뉴스

출판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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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hange

Rachul &

Zarzeczn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012

Neuro-

imaging

저널

출판물

개수

Ju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012 Hybrid car

구글 트렌드

(Google 

trends)

검색

트래픽

(Search 

traffic)

van Lente 

et al.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013

VoIP 주요 뉴스

출판물

개수

Gene 

therapy

주요 뉴스

출판물

개수

High-temp 

supercond.

주요 뉴스

출판물

개수

Jun et al.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014 Hybrid car 구글 트렌드

검색

트래픽

하이프 사이클을 실증하고자 하였던 연구 중 많은 연구가

기술의 가시성에 대한 지표로 뉴스 기사를 사용하였다. 하이프

사이클을 정량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초기 시도는 핀란드 출신의

Järvenpää와 Mäkinen에서 시작된다. 두 사람은 2008년에 DVD와

MP3, 블루투스(Bluetooth), 그리고 블루레이(Blu-ray)에 대해

실제 데이터와 하이프 사이클 사이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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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이 기술들의 가시성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Watts와

Porter가 제시한 ‘기술 수명 주기 지표’를 참고하여 기술과

관련된 뉴스 기사와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DVD에서 확인된

결과는 뉴스 기사보다 특허 데이터에서 기술의 가시성의 피크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진행된 3가지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는 반대로 특허 데이터보다 뉴스 기사에서 피크가 더 먼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이후 연구자들에게

출판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수가 기술의 가시성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게 되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하이프 사이클의 실증을 위한 자료로서 뉴스

기사를 채용하는 경험적 연구(empirical study)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단순히 기사의 개수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서

내용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기사의 성향이나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Alkemade와

Suurs(2012)는 세 가지 기술인 바이오 연료, 수소 및 천연 가스와

관련된 기대치를 분석하였는데, LexisNex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세 가지 기술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동시에 저자는 기사의 성향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확인하고, 기대감이 일반적인지(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능력) 또는 구체적인지(예: 기술 성과에 관한

진술) 등 각 사건의 핵심 특성을 확인하였다. Konrad 외

3인(2012)은 고정식 연료 전지(stationary fuel cell)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기대치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민감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Rachul과 Zarzeczny(2012)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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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저널에 발표된 논평 및 리뷰 기사를 통해 기능 신경 이미징

분야에서 하이프 사이클의 존재를 연구하였다.

한국의 연구자인 전승표는 가시성에 대한 지표로 구글

트렌드(Google Trend)를 통해 도출된 검색 트래픽을 사용하였다. 

2012년에 연구한 첫 논문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검색

트래픽과 함께 WTI(West Texas Intermediate) 유가,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 기술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행위자, 즉 사용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보

배포자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을 연구하였다. 저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검색 활동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며, 이는 부분적으로 하이프 사이클 현상에

기인한다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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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앞선 기존의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하이프 사이클이 IT 외의 타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크게 대상 기술 선정, 데이터 수집, 그리고 하이프 사이클

유형화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이를 요약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설계

첫 번째 단계는 최우선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될 기술의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가 가진 특성을 정리한다. 그 뒤, 과거에 작성되었던

기술 관련 미래 연구 리포트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기술분야에서 21세기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유망기술들을

문서화하여 나열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하이프 사이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전 단계에서 정리된 유망기술들을 대상으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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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연도별 기사를 수집한다. 검색된 데이터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 가시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이 흐려지게 되므로, 검색의 대상은 기사의 헤드라인과

도입부에 한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미디어 매체들이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뉴스만을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만큼 기사의 키워드가 비교적 명확히

서술되어 있으므로 대표성과 검색의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기술 별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한 뒤, 기술 별

관찰 요소들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이는 마지막 단계인 하이프

사이클의 유형화를 위한 사전 작업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4가지

관찰 요소인 발전속도, 가시성, 과대성, 그리고 외형을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술 분야에 따른 하이프 사이클의 특성을

분석한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분야 별로 작성된 하이프

사이클을 유형화하는 단계이며, 그 뒤 패턴의 모양에 대해 기업의

기술 개발 계획에 활용 가능한 해석을 제시한다.

제 1 절 기술 분야 별 특성 분석 및 대상 기술 선정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 분야 별 특성을 하이프 사이클 패턴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기술 분야 별로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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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을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에서의 한계점인 하이프 사이클의 타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분석

대상의 뼈대가 되는 기술 분야를 정한다. 기술 분야를 나누는 기술

분류는 기술의 동질성 및 이질성의 표현 방식과 과학기술활동의

본질 파악 수단의 두 차원을 통해서 설명된다. 전통적인 학문

분류는 기본적인 원리와 연구대상이 유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대상의 동질성이나 원리의 동질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 분류는 기술개발활동의 통계작성 등에

활용되므로 기술 융합과 학제 공동연구, 새로운 기술분야의 출연, 

기술진보의 속도 증가 등 기술의 변화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가 기술분류체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기술 분류 체계는 원리나 대상 모두에서 명확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기술개발활동의 변화패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강희동, 2004). 기술의 분류는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2001년에 정부에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에서 제시된 6T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6T 분류란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분류되어 정부의 중점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었던 미래유망

신기술들로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ET), 

항공우주기술(Space Technology: ST), 문화기술(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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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CT)이 6T의 구성 요소이다. 앞서 분류된 6가지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은 기타 분야로 포함시켜 총 7개의

대분류 및 22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각각의 분류를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1] 6T 분류

대분류 중분류

IT(010000) 핵심부품(010100)

차세대네트워크기반(010200)

정보처리시스템및S/W(010300)

기타정보기술(010400)

BT(020000) 기초기반기술(020100)

보건의료관련응용(020200)

농업해양환경관련응용(020300)

NT(030000) 나노소자및시스템(030100)

나노소재(030200)

나노바이오 보건(030300)

나노기반공정(030400)

ST(040000) 위성기술(040100)

발사체기술(040200)

항공기기술(040300)

기타(040400)

ET(050000) 환경기반(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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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050200)

청정생산(050300)

해양환경(050400)

CT(060000) 문화컨텐츠(060100)

생활문화(사이버커뮤니케이션등)(060200)

문화유산(060300)

기타(070000) 기타(0701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고서에

서술된 6T 기술 분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l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분류 상의 정보통신에 해당되는 기술과 전기 중

반도체 기술

바이오컴퓨팅기술, 신체내장형 컴퓨터기술 등 정보기술

위주의 융합기술

l BT(Bio-Technology):

기술 분류 상의 생명공학에 해당되는 기술

농수산, 보건의료 분야 등 응용분야

생명공학기술(바이오신약, 의료생체공학, 뇌과학, 

유전자치료,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체이용 육종기술, 

식품생명공학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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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T(Nano-Technology):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소재, 나노공정기술, 나노

측정기술, 나노모사기술, 나노바이오보건기술 등

l ST(Space Technology):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관제기술, 위성 탑재체기술, 

추진기관기술, 발사체설계 및 개발기술, 발사운용 및

관제기술, 항공기 설계 및 개발기술 등

l ET(Environmental Technology):

기술 분류 상의 환경에 해당되는 기술

기술 분류 상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기술 중

대체에너지기술

기술 분류 상의 해양에 해당되는 기술 중 해양환경기술

l CT(Culture Technology):

디지털 컨텐츠 제작편집기술, 디지털 데이터

가공/처리/유통/활용 기술,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문화원형 복원기술 등

6T는 유망 신기술에 대한 한국의 분류 기준이며, 국외 역시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분류 기준은 OECD의

Frascati Manual, UNESCO의 Manual for Statistics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미국 상무부 NIS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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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일본 경제산업성의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TII(Techonlogy Innovation Information), 영국의 Link scheme, 

캐나다의 NSERC(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호주의 ARC(Australian Research Council) 등 각 나라와

단체마다 다양한 기술 분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강희동, 2004).

그러나 국내의 6T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 기준들은 유망

신기술의 분류가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과학기술 학문분야를

통틀어 분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신기술의 초기 성장 단계를

유형화한 하이프 사이클을 나타내기 위해선 신기술만을 위한 분류

기준인 국내의 6T 기술 분류가 적합하다고 고려하여 이후 본

연구에서는 6T 기술 분류를 사용한다. 그러나 6T의 6가지 신기술

분류 중, 우주기술(ST)과 문화기술(CT)을 제외한 4가지 분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우주기술과 문화기술은 두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 분야와 혼합되어 성장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특히 우주기술의 경우 특수성이 매우 높고, 기술 개발의 참여가

대부분 정부에서 정한 특정 기업 및 정부 출연 대형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하이프 사이클을 활용하는 빈도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기술 분야의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정리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BT의 경우, R&D 투자액은 타 기술에 비해

미미한 편이며, 기업체가 아닌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부문 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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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BT 기술의 복잡성, 수익

모델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수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전황수, 2006). BT 기술에 대한 투자는

창업 중, 후기의 기업에 집중되게 되며 이는 앞서 서술한

불확실성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창업 직후에는 이익 발생이 상당히

어려우며 기간 역시 오래 소요되지만, 이익 발생이 발생하고 원금

회수단계에 진입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특성 역시 큰 영향을

끼친다(안중기, 2016). 그러나 2012년부터는 초기 단계의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점점 활발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제 2 절 뉴스 데이터 수집

두 번째 단계는 하이프 사이클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대상

기술들에 대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뉴스 데이터베이스로 LexisNexis Academic을 사용하였다.

LexisNexis는 세계 최대 법률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Lexis(1973년, 

법률정보 중심)와 Nexis(1979년, 뉴스, 비즈니스정보

중심)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법령·판례·특허·법률 및

관련 문헌 등을 제공하는 웹 기반의 법률정보시스템이다. 검색

과정에서 검색된 데이터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다면

가시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게 되고,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을

흐려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의 대상은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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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과 도입부에 한정하였다. 기사의 헤드라인 및 도입부는

기사의 내용을 압축하여 담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사의 중요한,

혹은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키워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설정하기에 적절한 제한장치이다. 실제로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지를 설명하는 가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뉴스

기사의 구독자 입장에서 헤드라인 및 도입부를 봄으로써 기사의

내용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고 난 뒤에 내용을 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므로 헤드라인 및 도입부를 보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방법이다. 기사를 다루는 다양한 국적의 미디어 매체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뉴스만을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타 국적의 미디어 매체들 역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만큼

기사의 키워드가 비교적 명확히 서술되어 있어 대표성과 검색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집 대상을 미국의 뉴스에 한정하였다.

기술의 명칭은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다. 대표적인 예로

드론(Drone)을 들 수 있는데, 드론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의어로는 Unmanned Aerial Vehicle이 있으며, 이 단어의 약자를

사용한 UAV 역시 표현된 단어는 다르나, 같은 기술을 나타낸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이러한 특이점을

고려하여 모든 동의어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술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기사에 사용된 키워드가 조금씩 다를

경우, LexisNexis가 자동적으로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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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 분야 별 하이프 사이클 유형화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술 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하이프

사이클을 개별로 작성함으로써 기술 분야에 따른 하이프 사이클의

특성을 분석한다. 기술 분야 별로 작성된 하이프 사이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형화하게 되며, 유형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찰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실제로 기술 분야별로 유형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1. 관찰 요소의 정의

우선 수집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이프 사이클을 그린 뒤, 

각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관찰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의한다. 기존 Gartner사에서 제시한 하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의 가시성이 너무 낮게 나타나는 경우

아직 기술이 하이프 사이클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들은 전문가들의 상의 하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하고 남은 기술들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는데, 하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요소를 정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관찰 요소를 [표 3-2]에 정리하였으며, 각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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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하이프 사이클 유형화를 위한 관찰 요소

의의 판단 기준

가시성 해당 기술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정도

평균 기사의 개수

발전 속도 하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가

넘어가는 속도

피크의 넓이

과대성 기술이 미디어 매체에 의해

과대해 지는 정도

트러프(trough)의

크기

외형 하이프 사이클의 외형 피크의 개수

l 가시성(visibility)

하이프 사이클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며, 이를

확인함으로써 기술이 대중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특수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술처럼

대중에게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 낮은

가시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뉴스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기사를 내보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의 기사 개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가 어느정도 대중에게 노출되는지, 즉

대중의 관심을 어느정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후에 유형화 과정에서 외형의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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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때 사용한다.

l 발전속도(development speed)

기술이 성장하는 속도는 정부나 국가의 해당 기술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전문성 및 복잡도, 타 기술과의 학제간

연결 정도 등의 기술이 갖는 고유한 성질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모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경우,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기술 자체의 고유 특성 역시

비슷하게 나타난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해당 기술이

기술 수명 주기를 얼마나 빠르게 거쳐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하이프 사이클 역시 기술 수명 주기 중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 별 발전 속도를

살펴봄으로써, 기술이 하이프 사이클 내에 얼마나

머무르는지, 즉 하이프 사이클의 기간을 확인하고자

한다.

l 과대성(media hype rate)

피크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대중의 기대감이

최대치에 다다르는 지점이고, 이는 기술의 성공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열된 시장 예측과 실제 결과물의

실망감이 겹쳐지면서 뒤따르는 관심의 붕괴가 이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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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기대감의 붕괴는 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지게 만들지만, 이 시기가 실제로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가장 적절한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대감의

붕괴가 일어나는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미디어에 의한

대중의 기대감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측정한다.

과대성이 클수록, 해당 기술은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l 외형(appearance feature)

일반적으로 하이프 사이클의 외형은 Gartner사의

하이프 사이클이 갖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다양한 모양의 하이프 사이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 기술들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피크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몇

개인지, 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의 형태와 어느정도

동일한지 등의 외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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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요소의 측정

하이프 사이클의 분석을 위한 관찰 요소가 정해진 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4가지 관찰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가시성의 측정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량서지학적(bibliometric) 분석을 활용하여 가시성을 측정하였다.

계량서지학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와 정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많은 양의 기록 데이터를 탐색 및

분석하고, 숨겨진 패턴을 식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Watts and 

Porter, 1998). 이러한 의미에서 계량서지학적 접근은 하이프

사이클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다음은 각 관찰 요소에 대한 측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l 가시성(visibility)

기술이 대중의 관심을 어느정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술의

기사 개수를 확인한다. 그 뒤 각 분야 별 기술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몇 개의 기사가 나왔는지 확인하여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가시성도 도출한다.

l 발전속도(development speed)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해당 기술이 하이프 사이클 내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찰 요소이다.

이를 위해 기술에 관련된 첫 기사가 생겨난 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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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피크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술의

발전속도를 계산한다. 첫 기사는 기술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노출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와 피크에

도달하는 시간과의 차를 계산하면 기술이 하이프

사이클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l 과대성(media hype rate)

과대성은 미디어에 의한 대중의 기대감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확인하는 요소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대감의 과대성 대신 기대감의 붕괴가 일어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는 피크의 왼쪽, 즉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는 실제 기술의 성장과 대중의 가시성이 같이

합쳐져서 나타나므로 정확한 과대성이 어느정도인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피크의 높이와 그

뒤 나타나는 첫번째 저점, 즉 트러프의 높이 차이를

계산하여 과대성을 측정하였다.

l 외형(appearance feature)

외형은 단어 그대로 그려진 하이프 사이클의 외형을

뜻하지만, 본 연구에서 특히 집중하는 것은 피크의

개수이다. 하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실제로 도출된 하이프 사이클의 모습에서 다중

피크(multiple peaks & troughs)가 종종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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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의 측정은 가시성을 기반으로 그려진 하이프

사이클에 대해 피크와 트러프 등을 측정하게 되며, 각각

국소 최대점과 최소점(local maximum and minimum 

point)를 통해 측정한다.

3. 유형화 과정

도출된 하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관찰 요소를 기준으로

관찰값들을 정리한 후, 해당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 뒤, 계산된 평균값을 사용하여 유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유형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하이프

사이클의 모양이 각 기술 분야의 기술들에 대하여 대표성을 띄고

있는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를 진행한다.

각 기술 분야에 대해서 유형화가 진행된 후, 해당 기술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해석을 제시한다. 특히, 해당 기술 분야의 주요 목표

시장 및 고객층, 기술의 복잡성, 초기 발전 과정에서의 투자 및

개발 경향, 그리고 타 분야와의 학제간 교류가 일어나는 빈도 등을

고려한다. 해석된 결과는 기업과 벤처 투자자가 특정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다양한 기술을 채택하거나 투자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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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기술 분야에 따른 하이프

사이클의 유형화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다양한 미래 연구

리포트와 전문가의 의견을 조합하여 도출된 기술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취득한 후, 실제 하이프 사이클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한다. 나아가 기술 분야 별로 하이프 사이클을

유형화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절 실험 설계

1. 대상 기술 설정

가장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인 분야 별로 하이프 사이클이

나타나는 패턴이 어떠한 유형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3장에서

정해진 BT, NT, IT, 그리고 ET의 4가지 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기술 리스트를 작성한다. 기존의 하이프 사이클은 수용의 20%

이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시장 침투가 20%가량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는 매출 데이터 등의 시장

침투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인데,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초기 시장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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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다고 고려되는 기술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부적인

대상 기술은 과거에 작성된 기술 관련 미래 연구 리포트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21세기의 유망 신기술들을

선별하였다. BT, NT, IT, ET에 대하여 각각 34개, 19개, 50개,

그리고 13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총 116개의 유망 기술 리스트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 수집 단계 이후 확인해본 결과,

기사의 개수가 100개 미만인 기술들이 발생하였고, 해당 기술들은

낮은 가시성으로 인하여 분석 의미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61개의 기술을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각 분야별로

선정된 대상 기술들은 아래의 [표 4-1]에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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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각 분야 별 분석 대상 기술

BT NT IT ET

Gene therapy

Liquid biopsy

Internet of dna

Brain mapping

Genome editing

Memory implants

Cancer genomics

Single-cell 

analysis

Epigenetics

Metabolomics

T-Rays

Synthetic Biology

RNA Interference

Brain-Machine 

Interface

Quantum 

computers

Graphene

Nanomedicine

Silicon 

Photonics

Microfluidics

Nanowires

Fullerene

Self-driving car

Face detecting 

systems

Wireless power

Car to car 

communication

Mobile payment

Blockchain

Virtual Reality

Smart watches

Deep learning

3-D printing

Industrial robotics

A faster fourier 

transform

Social tv

Intelligent software 

assistant

Software-defined 

networking

Smartphone

DVD

Cognitive radio

Desalination

Photovoltaic energy

Solarthermal energy

Geothermal energy

Wind energy

Biomass

Biofuel

Natural gas

Bioplastic

HEV

Hydro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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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authentication

Diffusion tensor 

imaging

Smart grid

Electrical grid

Biometric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Digital Rights 

Management

Data Mining

Distributed Storage

Drone

2. 검색 키워드 설정

선정된 기술들은 명칭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신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기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하기 전,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키워드로 서술되어 검색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기술의 동의어를 정리하였다. 검색 쿼리에서 동의어를 or 

연산자로 입력함으로써 검색 결과의 풍부함은 증진시키고, 누락

가능성은 낮추었다. 실제 검색에서 사용한 키워드 세트는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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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정리하였다.

[표 4-2] 기술 별 검색 키워드

기술 검색 키워드

Gene therapy gene 

therapy

Liquid biopsy liquid biopsy fluid biopsy fluid phase 

biopsy

Internet of 

dna

internet of 

dna

dna database dna network

Brain mapping Brain 

mapping

brain atlas

Genome 

editing

CRISPR Genome 

editing

Gene modifying gene editing

Memory 

implants

Memory 

implant

Memory 

implantation

brain implant

Cancer 

genomics

Cancer 

genomic

cancer 

genome

cancer gene

Single-cell 

analysis

Single cell 

analysis

single cell sequencing

Epigenetics Epigenetics

Metabolomics Metabolomic

s

T-Rays T-Rays T-waves Terahertz 

Radiation

Synthetic 

Biology

Synthetic 

Biology

Synthetic Bioengineering

RNA 

Interference

RNA 

Interference

Brain-

Machine 

Interface

Brain-

Machine 

Interface

Brain-Comput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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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computers

quantum 

computer

quantum 

computing

Graphene Graphene carbon 

nanotube

Nanomedicine Nanomedicin

e

Silicon 

Photonics

Silicon 

Photonics

Microfluidics Microfluidics nanofluidics nanoscale biomechanics

Nanowires Nanowire nanotube

Fullerene Fullerene

Self-driving 

car

self-driving 

car

Autonomous 

car

driverless car autopilot

Face 

detecting 

systems

face 

detecting 

systems

face 

recognition 

system

face detection

Wireless 

power

power from 

the air

RF 

harvesting

Wireless power 

transfer

wireless power

Car to car 

communicatio

n

car to car 

communicati

on

Vehicular 

communicatio

n system

Vehicle-to-

vehicle

V2V

Mobile 

payment

Mobile 

wallet 

payment

apple pay samsung pay digital wallet

Blockchain blockchain cryptocurren

cy

cryptography bitcoin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VR Augmented 

reality

AR

Smart 

watches

Smart watch

Deep learning Deep 

learning

deep 

structured 

learning

hierarchical 

learning

3-D printing Additive 3d printing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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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

g

Industrial 

robotics

Industrial 

robotics

Industrial 

robot

A faster 

fourier 

transform

faster 

fourier 

transform

fast fourier 

transform

FFT

Social tv Social tv Social 

television

Intelligent 

software 

assistant

Intelligent 

software 

assistant

Virtual 

assistant

Automated 

Personal Assista

nts

Intelligent Personal Assist

ants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Smartphone smartphone smart mobile 

phone

DVD DVD digital video 

disc

digital versatile 

disc

Cognitive 

radio

Cognitive 

radio

Universal 

authentication

Universal 

authenticatio

n

SSO Single sign-on

Diffusion 

tensor 

imaging

Diffusion 

tensor 

imaging

DTI

Smart grid Smart 

transformer

smart grid

Electrical grid Power Grid Electrical 

grid

Electrical power 

grid

Biometrics Biometric

Natural 

Languag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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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Digital Rights 

Management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Data Mining Data Mining knowledge-discovery in 

databases

Distributed 

Storage

Distributed 

Storage

Distributed Data Store

Drone UAV Drone Unmanned Aerial Vehicle

Desalination desalination

Photovoltaic 

energy

solar cell solar panel solar electric Photovoltaics

Solarthermal 

energy

Solar 

thermal 

collector

Solar 

thermal ener

gy

Solar thermal 

systems

Solar thermal electricity

Geothermal 

energy

geothermal 

energy

Geothermal 

Electricity

Geothermal Heat Pumps

Wind energy wind power 

generator

wind energy wind farm Wind Turbines

Biomass biomass bioenergy

Biofuel biofuel biodiesel biobutanol

Natural gas natural gas Shale gas

Bioplastic bioplastic

HEV Hybrid car HEV Hybrid electric 

car

Hybrid vehicle

Hydropower Hydropower Tidal power

3. 데이터 수집

전 단계에서 작성된 검색 키워드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1년부터 2016년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을 시행하였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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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출처는 미국의 잡지 및 미디어 매체로 한정하였으며, 각

연도별 기사 개수를 합산하여 총 기사 개수를 정리하였다. 앞서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16년간의 기사 개수의 총 합이 100개

미만인 기술들은 가시성을 통해 분석하여 해당 기술 분야의 패턴의

대표성을 띄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분석 대상에서 제거하였다.

4.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기술 별 하이프 사이클을 그린

뒤, 설계 부분에서 고려한 내용들을 실제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도출된 하이프 사이클들은 Gartner사에서 제시한 하이프 사이클의

외형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림 4-1]처럼 피크가 여러 번

나타나거나, 피크의 넓이가 굉장히 넓은 경우 등 일반적인 하이프

사이클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기술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피크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multiple peaks)는 기존의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다루지 못한 상황이지만, 과거에 시행된 관련

연구에서는 종종 관찰되었던 패턴이다. 또한 피크의 넓이가 굉장히

넓은 기술들 역시 기존의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단순히 ‘기술의

성장이 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러한 특수한

패턴은 기술이 속한 분야의 수익성과 복잡성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Gartner사의

하이프 사이클에 국한된 기존의 해석 역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과도하게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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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을 제거한 뒤, 남아있는 기술들에 대하여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유형화된 각 기술분야의 패턴에 대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특성과 함께 각각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였다.

[그림 4-1] 관찰 가능한 하이프 사이클의 유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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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분석

수집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기술에 대하여 하이프

사이클을 그린 뒤, 분야 별로 하이프 사이클의 패턴을 통해

유형화한다. 모든 기술을 분야별로 나누어 그린 결과는 아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4가지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패턴들

1. B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총 14가지 유망 기술들이 BT 기술 분야에 속해 있으며, 각

기술 중 대표적인 패턴을 보이는 5가지 기술을 나타낸 하이프

사이클은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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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BT 분야에 속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3번의 피크와

트러프(multiple peak & trough)를 경험하게 되며, 각 피크가

유지되는 평균 기간은 5.4년, 3.2년, 그리고 2.8년으로 나타났다.

기술 관련 기사 개수의 총합은 평균적으로 각 기술 당 1116개

가량 확인되었으며, 매년 평균 70개 가량의 관련 뉴스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2. N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총 7가지 유망 기술들이 NT 기술 분야에 속해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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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 대표적인 패턴을 보이는 6가지 기술을 나타낸 하이프

사이클은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N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NT 분야에 속하는 기술들은 초기에 강한 진동(fluctuated)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2번의 피크를 나타내며,

각 피크가 유지되는 평균 기간은 4.3년과 3.6년으로 나타났다.

피크를 뒤따르는 기대치의 붕괴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 피크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술 관련 기사 개수의 총합은

평균적으로 각 기술 당 954개 가량 확인되었으며, 매년 평균 60개

가량의 관련 뉴스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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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총 28가지 유망 기술들이 IT 기술 분야에 속해 있으며, 각

기술 중 대표적인 패턴을 보이는 9가지 기술을 나타낸 하이프

사이클은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I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IT 분야에 속하는 기술들은 대다수가 꾸준한 증가 수치를

보이며, 기술의 발전이 느린 경우 피크가 1번 나타나기도 한다.

기술 관련 기사 개수의 총합은 평균적으로 각 기술 당 11600개

가량 확인되었으며, 매년 평균 725개 가량의 관련 뉴스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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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총 13가지 유망 기술들이 ET 기술 분야에 속해 있으며, 각

기술 중 대표적인 패턴을 보이는 5가지 기술을 나타낸 하이프

사이클은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ET 기술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

ET 분야에 속하는 기술들은 전체적으로 한번의 피크를 나타낸

뒤 꾸준히 감소하는 종 모양의 패턴을 나타내며, 평균적인 피크의

지속 기간은 8.3년이다.. 기술 관련 기사 개수의 총합은 평균적으로



52

각 기술 당 29500개 가량 확인되었으며, 매년 평균 1840개 가량의

관련 뉴스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5. 하이프 사이클 유형화

4가지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이프 사이클의

특징을 분석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4-3]과 같이

나타난다.

[표 4-3] 기술 분야 별 하이프 사이클 관찰값

BT NT IT ET

패턴 다중 피크

(multiple 

peak)

다중 피크

(multiple 

peak)

Gartner사

하이프

사이클

종 모양

(bell-

shaped)

피크

개수

3 2 1 1

피크

붕괴

정도

강 중 약 강

피크

넓이

5.4 4.3 2.7 8.3

3.2 3.6

2.8



53

기사

평균

개수

1116 

(70/year)

954

(60/year)

11600 

(725/year)

29500

(1840/year)

우선 BT 분야는 피크가 3번이나 나타나며, 기대의 붕괴 역시

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난다. 기대치의 피크가

여러 번 일어나는 것과 BT 분야의 특수성을 연관지어 살펴보면

기술의 복잡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기술의 발전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피크의 넓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게 넓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3개의 피크의 총 넓이는 다른 기술에 비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크의 붕괴 역시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하이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시성이 NT 분야와 비슷하게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느리게 나타나는 수익성과 그에 따른 빈약한 초기 투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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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액체생체검사(liquid biopsy)의 하이프 사이클

실제로 2012년 이후 각광받기 시작한 액체생체검사(liquid 

biopsy)의 경우, 위의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기사의

개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NT 분야의 기술 역시 BT처럼 여러 개의 피크를 나타내지만,

BT는 3번의 피크가 관찰되는 것에 반해 NT는 2번의 피크를 겪게

된다. 기사의 개수 역시 평균 954개로 평균 1116개의 기사가

수집된 BT 분야와 비슷하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며, 하이프가

유지되는 기간 역시 4.3년과 3.6년으로 BT의 하이프 유지 기간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NT의 높은 학제적 특성, 특히 BT 

분야와의 학제간 교류가 매우 활발한 점이 NT의 하이프 사이클이

BT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원인이다.

IT 분야에 속하는 기술들은 충분한 성숙기를 지나면 다른 기술

분야와 다르게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게 되며, 이는 일정

성숙단계에 도달한 기술들의 기사 개수에서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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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꾸준한 증가가 일어나며, 중간에 한번 작은

피크를 그리는데 기술의 발전이 느린 경우 피크가 2번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다른 분야의 기술에 비해 기술의 발전과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특히, 피크 이후에 일어나는 트러프의

넓이가 굉장히 작아 피크와 트러프의 시점을 확인하기 힘든데, 이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타 기술 분야에 비해 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러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제품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해야 하는데, 기술을 공급하는

다수의 업체가 빠르게 대체 제품을 내기 때문에 제품의 세대

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기술 관련 기사 개수의 총합은 평균적으로

각 기술 당 11600개 가량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중의 가시성이

매우 높은 기술 분야라는 것을 의미한다. 

ET 분야에 속하는 기술들은 기술 발전의 견인력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뉴스

기사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다. 2000년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대체 에너지의 개념과 개발

상황에 큰 관심이 몰리게 되었는데, 이는 그래프에서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하이프 사이클의 모양보다는 종

모양(bell-shaped)의 패턴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관련 기사 개수의 총합은 평균적으로 각 기술 당 29500개 가량

확인되었으며 4가지 기술 섹터 중 가장 높은 가시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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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기술 섹터 별 하이프 사이클을 유형화하면 [그림

4-8]과 같이 그려진다. BT의 경우 Gartner사의 하이프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각각의 피크를 여명기, 버블기, 환멸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이프 사이클의 설명을 빌려오면, 기업은 BT 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2번째 피크와 3번째 피크 사이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기술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번의 피크만 나타난

상황이라면 되도록 투자를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기업의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는 3번째 피크가 관찰되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추천된다. BT 섹터의 하이프 사이클은 피크 간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이프 사이클의 후반

기간에 기업의 지속적인 매체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NT 섹터의 하이프 사이클은 피크가 1개 더 적게 관찰되는

점을 제외하면 BT의 하이프 사이클과 매우 비슷하다. 다만, 각각의

피크가 일반적인 하이프 사이클의 유형에 대응되지 않으며, BT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크의 넓이가 짧아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NT와 BT 섹터의 학제간 교류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보면 BT에서 생겨난 지식이 NT로 이동하는

지식 이전(knowledge transition)이 활발히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NT의 피크 넓이가 BT의 2번째, 3번째 피크 넓이와

비슷하다는 점은 위의 근거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NT 분야의

기술에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은 기술 자체의 가시성 뿐만 아니라

해당 NT 기술과 연관된 BT, 혹은 다른 분야의 기술에 대한

가시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NT 분야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시성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분야의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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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가시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IT 섹터의 하이프 사이클은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기대의 붕괴를 나타내는 트러프의 크기가 매우 작아

관찰하기 힘들지만 Gartner사의 하이프 사이클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IT 섹터에 속하는 기술은 공급의 측면에서는

노동량이 증가할수록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확체증 현상을

띄는데, 다른 기술 섹터에 비해 기술의 공급자가 많아 결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산출량이 굉장히 높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현상이 일어나는 점

역시 다른 분야의 기술에 비해 기술의 발전과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원인일 것이다. 즉, 짧은 주기를 갖고 출시되는 각각의

제품들이 저마다 작은 하이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하이프들이

지속적으로 겹쳐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을 전체적으로 볼 때 기대의

붕괴 현상이 매우 작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작은

하이프의 개수 역시 점점 많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상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연 평균 1000개 이상

나타나는 기사의 개수 역시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ET 섹터에 속한 기술들은 거대한 종 모양(bell-shaped)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ET

섹터의 분석 대상 기술에 다양한 종류의 대체 에너지를 넣었는데,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2002년, 혹은 2003년부터 급격하게

가시성이 증가한 뒤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가시성이 피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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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은 뒤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NASA에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린

사실에 대해 발표한 뒤,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만연해지게 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대체 에너지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주요 기술로 생각되었고, 이는 대체

에너지들의 가시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계기일 것이며, 2010년

즈음 피크를 찍고 서서히 붕괴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이 차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들의 소득 향상과 환경에 대한 인식 구조의 변화를 통해

수요가 시장에서 발생되도록 하거나, 기업의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을 생산비용에 추가하도록 하는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한

외부적인 시장조성에 의해 환경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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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각 분야별로 하이프 사이클이 나타나는 패턴을

유형화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서 IT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되었던 하이프 사이클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크게

대상 기술 선정, 데이터 수집, 그리고 하이프 사이클 유형화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IT, BT, NT, 그리고 ET의 총 4가지 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리포트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116가지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각 기술 분야마다 가진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타 기술 분야의 기술 성장 과정 해석을

도와준다. 그 뒤 IT 섹터 외의 3가지 섹터에서 나타나는 하이프

사이클을 유형화하여 나타냄으로써, 기술 섹터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패턴과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중심으로 기술 수명 주기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하이프 사이클의 개념을

타 기술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과거

기술경영과 기술예측 학계에서 이루어진 하이프 사이클 관련

연구는 정보 기술, 즉 IT 분야의 기술들을 통해 하이프 사이클을

분석하고 실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IT 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하이프 사이클을 타 분야로 확장시켜 분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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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두번째 기여로는 기존 하이프 사이클의

일반적인 활용 방안을 결과 해석에 적용하여, 기술의 도입을

고려중인 기업이나 새로운 기술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준비중인 벤처

투자자들에게 실용적인 활용 방안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된

의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산재하는 신기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벤처 투자가에게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 기여는 본 연구가

하이프(hype)라는 대중의 입소문과, 실제 시장에서의 기술의 확산

패턴 간의 차이점을 확인한 시도라는 점이다. 대중이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기술의 확산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하지만, 실제로 이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하이프 사이클을 구성하기 위해

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시성을 측정하여 많은 양의 기술에 대해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으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BT와 NT 같은 높은 전문성을 지닌 기술 분야의 경우,

뉴스 기사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의미 해석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결론지어지게 되는데, 이 때는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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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해석에 유리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특허 데이터 및

관련 산업의 매출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뉴스 기사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줌으로서 기사의

성향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뉴스 기사는 온전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반대로 해당 기술에 대한 우려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기사의 성향을 고려하여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한다면 한층

더 정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감성 분석과 같은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서 본 연구보다 한층 더 정밀한 하이프 사이클을

작성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계점은

분석 대상이 다소 제한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4가지 기술 분야와 116가지 기술들을 설정하였는데, 

다양한 기술 분류와 더 많은 개수의 기술들을 동시에 분석한다면

유형화된 결과가 더 큰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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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Technology Diffusion Hype 

Cycle Patterns in High-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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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maturity and expect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factors for future 

marketing strategies. To this mean, previous studies have 

empirically and quantitatively categorized the patterns of 

technologies, and these models had a high explanatory power in 

most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cess. However, there 

has been limitation when observing the early stages of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In response, Gartner proposed Hype 

Cycle to conceptualize the early stage of those technology 

developments based on the public's visibility. Recent studies

have tried to analyze the hype cycle in an empirical way by 

utilizing numerous indicators; nonetheless, one limitation that 

should be emphasized is that these case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ly on IT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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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ecting other promising technologies, such as 

nanotechnology. 

  In order to overcome previous limitations, this study presents 

a framework that analyzes hype cycles in four high-tech 

industries: Information Technology (IT), Nano Technology 

(NT), Bio-Technology (BT),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ET). First, we collect news data for the selected technologies 

to create a hype cycle and classify them based on the visibility, 

speed and excess of technology, and the external features of 

the hype cycle. Finally, we analyze the classified hype cycl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ical field. In 

result, we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expanding the hype 

cycle to other fields, and also expect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hype cycle will be greatly expanded.

Keywords: Hype cycle, Bibliometric, Technology field, Data 

based approach, High-tech,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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