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융
합해 스마트 디바이스화된 ‘첨단 기술의 집합체’[1]
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기술이다. 지금까
지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2, 운전자보조 
단계에 머물렀으나, 최근 기술의 진보와 각국의 규
제완화로 인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전
망[2]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 개발의 현황과 산업발전을 예측하기 위
해 특허나 논문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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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많이 활용된다[3]. 특허 데이터는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성숙도, 분야별 집중 정도, 
기술 발전 정도를 분석할 수 있기에, 분석 대상 기
술을 모니터링 하고 기술 개발 전략을 세우는 근
거자료가 된다[4]. 특허지표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
하여 출원인의 특허 데이터 간 유사점 및 특정 역
량을 산출한 정량적 지표로써, 연구 목적에 따라 
특허 출원 동기, 기술사업화 전략, 가치 평가 지표
로 분류된다[5].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대상으
로 자율주행의 세부기술인 인지, 판단, 제어, 도로
시설물, 노변센서, 교통센터와 통신에 대한 특허분
석을 진행하였다. 자율주행기술의 특허에 대해 주
요 국가별, 세부기술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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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까지의 출원 공개 및 등록된 한
국, 미국, 일본 및 유럽의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특허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집중해야 할 세부 기술을 파악하고 한국의 국가 경
쟁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ABSTRACT

Autonomous-driving is a major technology that leads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ue to recent advances in 
autonomous-driving technologies and deregulation, it is expected that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with 
level 3 or higher will begin in earnest.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hrough patent 
analysis in autonomous driving field. In this study, patent trends were analyzed and patent indicators were analyzed for 
paten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that were published and registered until July 2021. Through 
this, it is going to identify detailed technologies that need to be focused on in order to be competitive i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diagnose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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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집중해야 
할 세부 기술을 파악하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Ⅱ.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율
주행 기술 분류를 기반으로 차량의 “인지”, “판
단”, “제어” 기술과 인프라 관련 “도로시설물”, 
“노변센서”, “교통센터”, “통신” 기술로 분류[6]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별로 분류하기 위해 출원된 
특허들에 대한 국제특허분류 코드(IPC: Internatio
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활용하였다. 

구분 기술분류 정의 및 요소기술

차량

인지

차량, 보행자, 운전자, 도로,

장애물 등의 데이터를 수집

하여 주행환경을 인지하는

기술

판단

주행환경에 따른 주행상황을

인식하고 최적의 주행조건

(경로, 속도 등)을 결정하는

기술

제어
차량 주행 및 움직임과 관련된

구동계 등을 제어하는 기술

인프라

도로시설물

자율주행차량의 인지성능 향

상과 사고위험 감소 등을 위

해서 도로시설물에 적용되는

기술

노변센서
도로 내외의 물체와 환경을

감지하는 기술

교통센터

차량과 도로시설물, 노변센

서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

는 기술

통신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차량-차량간 또는 차량-인

프라간에 송수신하는 기술

표 1. 자율주행 기술분류 및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허정보는 특허청 KIPRIS
에서 2021년 7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한
국, 미국, 일본, 유럽의 자율주행 특허분석을 수행
하였다. 최초로 추출한 전체 특허 수는 20여만 건
이었다. 중복 데이터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없는 
노이즈 데이터들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26,834
건의 특허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율주행 특허 기술의 국가별, 기술별 현황을 파
악하고 양적 지표인 특허활동도와 특허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Ⅲ. 본 론

3.1 국가별 자율주행 기술 특허 현황
자율주행 기술별 특허건수는 제어 특허가 10,231

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지 특허가 9,089건
(34%), 판단 특허가 4,201건(16%)를 차지하였고, 
통신 특허가 2,650건(10%), 노변센서 특허가 437건
(1%), 교통센터 특허가 200건(1%), 도로시설물 특
허는 26건(0%)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 참고). 

그림 1. 자율주행 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그림 2. 국가별 자율주행 기술 특허출원 동향

국가별 자율주행 기술의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차량 관련 기술 특허
가 인프라 기술 관련 특허보다 더 많이 출원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교통센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40% 이
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 미국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하였
다. 모든 기술 분야에서 비교적 고른 출원 동향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제어기술과 도로시설물 
관련 특허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출원은 상
대적으로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교통
센서의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차량 인지와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74 



판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활동은 취약한 편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3.2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현황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양적
지표인 특허활동도와 특허집중도 특허지표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특허활동도(Activity Index)는 출원특허 건수를 
기반으로 특허의 양적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이
다[7]. 특정 연구주체가 전체특허건수를 대상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특
허 건수가 많을수록 특허활동력이 높다. 한국 특허
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국외대비 국내 R&D 역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3]. 자율주행 기술별 한국 특허
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인지, 도로시설물, 판단 
순서로 경쟁력이 높았다(표 2 참고). 

특허집중도(Patent Intensity Index)는 특정국가
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 기술 
분야에 기술혁신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8]. 그 값이 1보다 크면 특허집중
도가 높고 1보다 적으면 특허집중도가 낮음을 의
미하며 값이 높을수록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인지, 도로시설물, 판단과 통신 분야에 
대해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기술분류 한국 출원 건수 전체 특허건수 특허활동도

차량
인지 2658 9089 0.29 
판단 1064 4201 0.25 
제어 1109 10213 0.11 

인프라

도로시설물 7 26 0.27 
노변센서 46 437 0.11 
교통센터 29 200 0.15 
통신 650 2650 0.25 

표 2. 한국의 자율주행 특허활동도

기술분류 한국 출원 건수 전체 특허건수 특허집중도

차량
인지 2658 9089 1.41
판단 1064 4201 1.22
제어 1109 10213 0.52

인프라

도로시설물 7 26 1.30
노변센서 46 437 0.50
교통센터 29 200 0.70
통신 650 2650 1.18

표 3. 한국의 자율주행 특허집중도

특허활동도와 특허집중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

면 인지, 도로시설물, 판단, 통신, 교통센터, 제어, 
노변센서 순으로 전체 특허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국가별 특허출
원 동향과 기술별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자율주행 기술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특허 출원 
건수를 파악하여 특허활동도와 특허집중도의 특허
지표를 산출하였다. 

특허현황 분석 결과, 차량 기술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인프라 관련 특허 출원은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국가별 특허동향 분석 결과, 미국이 교통센터
를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40% 이상의 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활
발한 자율주행 특허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으로 고
른 출원을 하였으나, 노변센서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지표 분석 결과, 특허활동도
와 특허집중도의 순위가 동일하여 인지, 도로시설
물, 판단, 통신, 교통센터, 제어, 노변센서 순으로 
전체 특허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분야별 집중 정
도와 기술 발전 정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해보았다. 산업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차량이 본격적
으로 상용화되기까지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인
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위한 방향을 설정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스마트시티
로의 전환의 핵심은 모빌리티로 그 중에서도 자율
주행으로 인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
행의 활성화로 주차 문제 해결이나 탄소중립 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내
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술 성숙
도가 높지 않은 분야인 차량 제어 기술 분야의 기
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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