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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인화 기술은 기, 자, 기계, 인공지능 기술과 ICT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융 복합하는 표 인 기

술이다. 이러한 무인화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 많은 연구 개발과 발 을 이루고 있으며 활용 역을 확

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 분석 방법에 따라 지상분야 무인화 기술을 세부 으로 분류하고, 특

허지수인 CPP와 IPC 코드 연결성 분석을 통해 지상 무인화 기술의 핵심기술 분야와 핵심특허를 추출

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서론

무인화 기술은 기, 자, 기계, 인공지능 기술과 ICT 기

술 등이 다양하게 융 복합하는 표 인 기술이며, 융 복합의 

범 는 차 확 되고 있다.[1] 이러한 무인화기술은 다양한 

특허로 등록되고 있다. 특허는 발명의 보호를 통해 연구자의 

이익을 실 하고 이용을 통해 기술발 을 진하여 산업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특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기술추세를 이해하고 발  방향을 

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  특허가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 정

보를 분류하고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상 무인화기

술 특허정보에 용하여 분석사례를 제시한다. 지상 무인화기

술은 주요 기술요소로 4족로  기술, 동시 치인식 기술, 지

도형성 기술, 로 이동 기술, 치인식 기술, 통합자율주행 기

술로 세부 분류될 수 있다.[2] 이러한 분석은 해당 분야의 트

랜드와 발 방향을 망하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2. 특허정보와 분석 방법

   특허정보는 발명자와 출원일 등과 같은 발명 외 인 

서지정보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  등과 같이 

발명에 해당하는 실제 내용 정보를 나타내는 원문정보로 

구분된다. 한, 특허정보가 가지고 있는 인용수, 피인용

수, 패 리 특허수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특허의 ‘총 출원건수’, 특정 특허가 다른 특허에 

얼마나 참고 되었는지 보여주는 ‘인용도지수’ 등의 특허지

수를 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정보는 피 인용지수, 상

 반감기 평가지수, 특허 활용 통합지수 등 새로운 특

허 지수를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3] 그  특허의 인용정도를 통해 기술의 질  

수 을 평가하는 특허 인용지수(CPP: Citation per 

Patent)가 많이 이용될 수 있다. CPP가 높다는 것은 특정 

기술이 다른 기술에 미치는 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다른 요소로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가 있다. IPC 코드는 발명 내용에 따

라 련 기술내용은 1개 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기

술내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가장 심이 되는 기

술 내용을 주분류(Main Category)로 하고 그 외의 다른 

기술내용을 부분류(Sub Category)로 한다.[4] IPC 코드를 

융 복합 코드와 문 코드로 분리하여 융 복합성에 따른 

국제특허분류 기술유형을 분류도 가능하다.[5] IPC 코드의 

상호 연결성을 분석하면 핵심기술 분야  핵심 특허를 

악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의 망을 알 수 있다. 

   특허정보 분석 방법은 먼  상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기술에 한 세부 기술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분석할 기술에 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기술 

분야의 특성에 따라 분석 기법을 선정하고 분석하면 된다.  

3. 무인화기술 특허정보 분석

  특허정보 분석을 해 지상 무인화 기술을 상으로 정

하고 2005년∼2015년 사이에 출원된 특허를 분류하 다. 

그리고 CPP와 IPC 코드 분석방법을 지상 무인화 기술 특

허에 용하여 분석하 다. 지상 무인화 기술은 4족로  

기술, 동시 치인식 기술, 지도형성 기술, 로 이동 기술, 

치인식 기술, 통합자율주행 기술로 분류하 다. 

  먼  CPP를 분석해 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치인식 

기술의 CPP가 가장 높은 것은 무인화기술  치인식 

기술이 비교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7회로 가

장 인용횟수가 많은 기술은 ‘상향 상을 이용한 이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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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추정  지도 생성장치  방법과 그 장치를 제어하

는 컴퓨터 로그램을 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이다. 4족로  기술에서 가장 많은 인용수를 가

진 특허는 ‘벽면 이동 보행로 의 마그네트 휠 어셈블리

(MAGNETIC WHEEL ASSEMBLY FOR ROBOT OF 

CLIMBING TYPE)’ 이며 각 기술별 인용수가 높은 핵심 

특허를 추출할 수 있다. 

지상

무인화 

기술

4족

로

동시 치

인식

지도

형성

로

이동

치

인식

통합

자율주행

특허

건수(A)
40 18 20 16 34 51

인용

횟수(B)
21 13 10 6 13 26

CPP(C) 0.525 0.722 0.5 0.375 0.832 0.510

<표 1> 무인화기술 특허인용 지수

   * C = B/A

  다음은 IPC 코드를 이용하여 기술의 상호 연결망을 분

석하여 핵심 IPC 코드를 악하여 기술의 핵심분야를 

악하 다. IPC 코드 연결망 분석은 주분류와 부분류 계

를 시각 으로 표 한 것으로 주분류 IPC 코드에서 화살

표가 나와서 부분류 IPC 코드로 들어가도록 그린다.[6] 화

살표의 방향과 빈도수를 분석하여 기술의 융 복합 정도와 

핵심기술을 악할 수 있다. (그림 1)은 무인화 기술분야

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B25J 5/00을 심으로 주분류와 

부분류 련 IPC 코드의 상호 연결성을 분석하 다. 

(그림 1) 지상무인화 기술 IPC 상호 연결성

   (그림 1)에서 보듯이 B25J 5/00은 6개의 IPC 코드 부

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9개의 다른 IPC 코드의 부분류로 

연결되어 있다. IPC 코드 B25J 5/00와 더불어 강한 연결

성을 보여주는 B25J 9/16은 단독기술로 1건의 특허를 가

지고 있으며, 6개의 IPC 부분류를 가지고, 3개의 다른 

IPC 부분류에 해당한다. B25J 5/00는 ‘차 는 휠에 설치

되어 있는 메니 이터’ 에 해당하고, B25J 9/16는 ‘ 로

그램 제어’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IPC 코드 연결성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의 융 복합성을 악할 수 있다. 

B25J 13/08은 B25J 5/00, B25 9/16, B25J 9/10, B25J 9/06, 

B25J 17/00 등 여러 IPC 코드와 연결되어 있어 지상 무인

화 기술에서 다른 기술과 융복합성을 악할 수 있다. 

   CPP와 IPC 코드 연결망 분석을 통해 공통 으로 복

되어 나타내는 특허를 핵심특허로 도출하 다. IPC 코드 

B25J 5/00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CPP를 나타내는 2개의 

특허를 핵심특허로 추출했다. ‘벽면 이동 보행로 의 마그

네트 휠 어셈블리’에 한 특허로, 한 의 휠디스크 사이

에 설치되는 자기장 발생수단을 포함하며 로 에 용하는 

기술이다. 다른 핵심기술은 ‘이동로 의 라미터 보정방법’

으로, 이동로 의 라미터 보정방법에 한 기술이다.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CPP와 IPC 코드 연결성 분석을 통해 

지상 무인화 기술의 핵심기술 분야와 핵심특허를 추출하

다. 특히 IPC 코드연결성 분석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의 

융 복합 상태를 시각 으로 악하여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술의 동향을 악하고 향후 

연구개발  략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다.  향후에는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특허지수를 개발하고 분석 

방법을 표 화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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