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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ed reality (AR), which is a live direct or indirect view of a real-world environment combined with virtual 
objects, has grown rapidly owing to its wide application potential. Despite the growth of AR technology and its 
increased attraction,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identifying sub-technologies of this technology and 
their evolving trends based on the data encompassing industrial competition. In the present study, therefore we 
collect AR-related patents granted until 2015 and then identify technology topics constituting AR technology by 
applying topic modeling to the patents’ textual data. Subsequently, this study determines dynamic evolving trends 
with respect to those identified technology topics using indicators and maps based on the technology topics’ 
patents and citation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it provides an overall understanding of AR 
technology’s evolving trends based on text mining of AR patents and will assist technology experts in academia 
and industry in determining further R&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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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란 사용자가 존재하고 경험하

는 현실세계 위에 가상요소를 합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사용자가 가상의 환경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환경을 볼 수 없

는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그 위에 가상의 요

소를 합성하여 현실세계를 보강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기술적 차이점은 증강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사용자에게 보

다 나은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Milgram and Kishino, 
1994). 따라서, 증강현실은 원격의료, 방송, 건축설계, 제조공

정관리 등과 같은 산업뿐만 아니라 게임 및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증강현실 산

업 관련 조사에서는 증강현실 시장이 2020년에 이르면 약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Tabusca, 
2015). 이와 같은 증강현실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현
재 여러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증강현실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계량적 

접근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의 세부 기술요소들을 파악하고 이

에 대한 발전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

다. 특히, 증강현실과 같은 이머징 기술은 다양한 기술들의 융

합을 통해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즉, 증강현실 기술을 구성하

는 세부 기술들은 복잡하게 얽힌 채로 변화화는 모습을 보이

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급변하는 세부 기

술 요소들의 변화동향을 관찰하는데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한

계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증강현실의 발전동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A1A1A05027889).
†연락저자：윤장혁 교수,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Tel : 02-450-0453, Fax : 02-450-3525, 

E-mail : janghyoon@konkuk.ac.kr
2017년 1월 10일 접수, 2017년 2월 14일 수정본 접수, 2017년 3월 8일 게재 확정.



214 오승현․최하영․윤장혁

연구이슈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Sielhorst et al., 2008; 
Van Krevelen and Poelman, 2010; Zhou et al., 2008), 따라서 기

업을 포함한 산업적 측면에서 증강현실 기술의 개발동향을 포

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증강현실에 

대한 산업적 관점의 개발동향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문서들을 

활용하여 세부 기술요소들과 이들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것

은 증강현실 관련 연구자들과 기업에 있어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의 세부 기술 요소를 파악하고 각 요소에 

대한 발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한다. 특허는 하

나의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및 과학 정보를 담고 있는 문

서로, 크게 서지 자료와 텍스트 자료로 구성된다(No and Lim, 
2009). 특허의 서지정보는 해당 특허의 출원인, 등록일, 인용문

헌 등과 같은 자료를 담고 있으며, 텍스트 자료는 발명의 상세, 
청구항과 같이 하나의 특허가 담고 있는 발명의 내용과 법적으

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한, 기업들은 상업화 잠재성 또는 기술장벽 형성 능력을 지니

는 가치 있는 기술들을 특허제도 하에 보호받고자 하며, 이로 

인해 특허는 산업적 관점의 기술개발 동향이 반영된다는 특징

을 지닌다. 이 같은 특징들로 인해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자료로 특허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

다(Kim et al., 2016; Kim and Lee, 2016; Kyoo and Park, 2006; 
Yoon and Kim, 2011; Yoon et al., 2015; Yo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미국 특허청(United State Trademark and Patent 

Offic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증강현실 관련 특허자료를 활

용하여, 증강현실 기술의 개발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절차로, 수집된 증강현실 특허들의 텍스트자료에 대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적용

하여 증강현실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요소들을 추출한 후, 각 

세부 기술요소들에 속하는 특허들의 문서등록 건수(Stock), 피
인용(Citation) 횟수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를 파악하여 세부 기

술요소에 대한 기술수준 분석과 변화추세 및 앞으로의 발전동

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단순 서지정보의 분석이 아닌 토픽

모델링을 통한 특허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증강현실 분야의 

기술주제에 대한 동향을 객관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니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증강현실 분야의 관

련 연구자들과 기업이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

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증강현실 기술 소개

증강현실은 혼합현실의 한 분야로 현실환경에 가상의 사물이

나 정보 등을 합성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증강현실 기술은 

1990년 보잉사의 777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전선 조

립과정에 대한 가상 이미지를 HMD(Head-mounted display) 화
면에 실제 환경과 합성 시켜 기술자의 작업을 돕기 위해 개발

되었다(Caudell and Mizell, 1992). 이와 같이 현실과 가상의 요소

가 합성된 공간을 혼합현실(Mixed reality)로 통칭하며, <Figure 
1>과 같이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요소의 조합 수준에 따라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 현실환경(Real environment), 증
강현실(Augmented reality), 증강가상(Augmented virtuality)으
로 구분된다(Milgram and Kishino, 1994). 이 중 가상환경은 가

상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며, 사용자에게 실제 환경과 관

련된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 환경을 

기반으로 가상요소를 합성하며, 증강가상은 가상 환경 기반에 

현실요소를 합성하여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혼합환경 중 증강현실은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필요목적에 따라 가상요소를 조합하여 표현함으로

써 가상환경과 증강가상에 비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현실감

을 제공할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

본에서 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Azuma et al., 2001), 최
근까지 관련 특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Figure 1. Reality-Virtuality Continuum

증강현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들의 융합 및 결합을 통

해 구현된다. 일반적으로 복합기술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파

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

능하다. 하지만 복합기술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는 접근을 통

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를 파악 할 수 있

다. 증강현실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크게 주변의 환경을 파

악하는 기술(Tracking)과, 사용자에 의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

는 기술(Interface), 그 결과를 HMD(Head-mounted display)와 

같은 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Display)의 조합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

한 세부 기술들은 Display, Tracking, Interface와 관련된 필수 구

성요소들과 그 외 부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게 된다(Van 
Krevelen and Poelman, 2010).
우선 Display란 사용자에게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output)을 제공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로 단순히 시각

적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요소가 현실 이미지 위에 

합성되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스크린, 사용자에게 경고와 같

은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각을 활용하는 스피커 혹은 촉

각을 활용하는 햅틱시스템이 등의 하드웨어 기술과 가상요소

를 덧입히기(Overlay) 위한 영상합성 기술 역시 Display 기술로 

분류된다. Tracking은 현실환경을 인식 및 파악하기 위한 기술

로 증강현실 시스템 내부로 각종 정보들을 입력(input)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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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을 의미한다. 증강현실 시스템의 작동 원리상, 현실환

경의 다양한 요소들이 파악되어야 올바른 상황분석과 자연스

러운 가상요소 합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로나 건물의 정

확한 위치를 파악하거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

는데 활용되는 카메라 및 각종 센서들과 관련된 기술이 Tracking 
기술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Interface(UI 혹은 Interaction)는 

입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Tracking과 다소 비슷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목적이 증강현실 시스템 내부로 사용자

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현실환경 파악이 목적인 

Tracking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Interface의 예시로는 사용자

의 손짓이나 음성 명령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증강현실 

시스템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조작하기 위한 기술이 있다. 이 

외에 부가적인 세부 기술요소로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제작, 모바일, 3D 모델링과 같은 일반적인 기술요소들

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가요소들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

을 통해 분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구성요소와 부가 구성요소를 통합적으

로 인식하고,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각 특허 문서에서 나타

나는 주제들을 각 세부 기술요소로 다루게 된다. 즉 특허 관점

에서 비중 있는 세부 기술요소를 파악하여, 이들을 증강현실

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요소로 정의하고 앞으로의 분석을 진행

하고자 한다.

3. 데이터 수집, 전처리, 키워드 추출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 데이

터를 활용한다. 특허는 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신뢰성을 지닌 구조화된 문서로 기술의 포

괄적 특성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특허정보는 USTPO 
(http://patft.uspto.gov), KIPRIS(http://www.kipris.or.kr), WIPSON 
(http://www.wipson.com) 등 특허검색 웹서비스를 이용해 수집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미국 특허청 USPTO(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단순 출원상태의 특허와 기술적 특

성을 담고 있지 않는 디자인 특허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특허의 수집항목으로는 특허의 등록 시기와 특허에 대한 

키워드 및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는 텍스트 정보인 제목과 초

록, 전체 청구항 및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인용/
피인용 횟수와 그 시점을 포함한다. 증강현실 분야에 대한 동

향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수집 항목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특

허가 USPTO에 처음 등록된 1976년부터 수집 기준일인 2015
년 6월까지 총 1,722건의 유효 특허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특허 데이터에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를 추출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 정보를 담고 있는 

제목, 초록, 전체 청구항 및 상세한 설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관련 키워드를 추출한다. 키워드 추출을 위해 단어 빈도분석, 
동시 출현 분석, 머신러닝과 같은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Lee and Kim, 2008; Zhang, 2008), 다양한 패키지들이 개발되

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키워드 추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Alchemy 
API(www.alchemyapi.org)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키워드 추출

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초기 키워드 집합은 기술적으로 관련 없는 불용어 및 

중복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이전에 키워드 집합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invention’, 
‘system’과 같이 기술적 의미가 없는 불용어들을 제거하며, 
‘display’-‘displays’와 같은 단수, 복수 표현 통합 및 ‘Head-mounted 
display’와 ‘HMD’와 같은 동의어를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토

픽 모델링 과정에서 기술적 관점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키워드만 선별하여 최종 유효 키워드 집합을 

구성한다. 
본 과정을 통해 각 유효 특허를 기술적 구체성을 가진 키워

드의 조합으로 구성된 벡터 형태로 구 조화하여 토픽 모델링

을 실시하기 위한 투입자료로 활용한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구성

하고 있는 세부 기술요소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각 세부 기

술요소들에 속한 특허문서 등록 건수와 등록연도, 피인용 횟

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즉, 양적인 수준의 분석을 통

해 현재까지의 동향분석 및 앞으로의 추세 예측을 실시하고, 
질적인 수준의 분석을 통해 세부기술 별 기술수준 및 영향도 

분석을 실시한다. 본 장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에 대

해 기술한다. 

4.1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반 세부 기술요소 추출

토픽 모델링이란 문서의 주제를 찾기 위해 활용되는 통계추

론 모델이다. 문서의 주제를 찾는 문제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문서의 분류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Lee and Sohn, 2015; Yoon et al., 2016). 
이러한 토픽 모델링을 위한 기법에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등이 존재한다. 그 중 LDA 기법은 

기존 pLSA 기법에서 문서 집합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오버피팅

을 유발하는 문제점과 학습 범위 밖의 문서에 대해 토픽 할당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된 기법으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Blei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A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216 Seunghyun Oh․Hayoung Choi․Janghyeok Yoon

LDA 모델은 디리클레 분포에 기반한 확률적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각 문서는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는 토픽들의 확률적 

조합이며, 각 토픽들 역시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는 키워드들

의 확률적 조합이라는 관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DA는 식 (1)과 같은 생성모델(Generative topic model)을 따르

고 있다. 생성모델에서 N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M개의 문서와 

K개의 토픽이 있을 때 은 문서 m을 구성하는 토픽 분포를 

의미하고 φ는 토픽 k를 구성하는 키워드 분포를 의미한다. 각 

분포는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며, 와 에 의해 결정된다. 수
집된 다양한 문서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통해 와  를 추정

하고 각 문서들의 토픽 분포인 를 결정한다. 는 벡터로써 문

서들 간의 유사도 계산과 같은 작업에 용이해 이를 활용하여 

토픽 기반의 문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Figure 2>
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1. Choose ~ , where ∈ ⋯  
2. Choose φ~ , where ∈ ⋯  
3. For each word position i, j, where ∈ ⋯ , and (1)

∈ ⋯ 

A. Choose a topic ~Multinomial( ).
B. Choose a word ~Multinomial(φ

),

Figure 2. Plate Notation Representing the LDA Model

LDA를 활용하여 문서-토픽 매트릭스와, 토픽-키워드 매트

릭스를 얻을 수 있다. 문서-토픽 매트릭스는 M개의 문서에 대

해 각각 K개의 토픽에 대한 확률분포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이며, 토픽-키워드 매트릭스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각 토픽에 

대한 키워드들의 확률분포이다. 
본 논문은 앞선 제 3장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생성된 유효 

특허들에 대한 특허-키워드 벡터들을 활용하여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토픽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토

픽들을 토픽-키워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세부 기술요소로 정

의한다.

4.2 Stock-Citation 기반 추세 분석-활성도 및 우수성 중심

본 논문은 기존 출원인-특허 관계에서 출원인의 평가를 위

한 정량적 특허 지표 중 특허 등록 건수와 인용 정보를 기술영

역-특허 관계에 적용하여 세부 기술요소에 대한 연구 활성도 

및 기술수준 중심의 추세 분석을 진행한다. 
특정 기술 내의 특허 등록 건수는 기술 분야의 기초적 동향

을 분석 및 파악 할 수 있는 양적 지표이다. 등록된 특허는 신

규성 또는 진보성을 통해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출원 특

허에 비해 활용의 가능성이 크며 특허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Yoon et al., 2012),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정도와 활동

량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등록 건수가 높다면, 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특허의 등록 건수가 

낮다면 해당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구 

결과가 특허로 인정 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허 등록 건수를 활용하여 각 세부 기술

요소에 대한 활동성 분석을 통해 양적 추세를 파악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허 인용정보는 선행 특허가 다른 후발 특허들로

부터 인용된 횟수를 의미한다. 다른 특허에 의해 인용된 특허

는 후발 특허의 발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특

허로 인식되며, 따라서 특허의 피인용 횟수를 통해 해당 특허

의 기술적 우수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Albert et al.,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인용 정도를 특허의 우수성 및 

기술적 재창출 정도로 인식하고, 세부 기술요소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추세를 분석한다. 특정 세부 기술요소가 높은 피

인용 횟수를 보이면, 기술이 질적 측면에서 높은 기술적 우수

성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낮은 피인용 횟수는 낮은 기술적 우

수성과 기술적 재창출 정도를 의미한다. 
증강현실과 같은 이머징 기술은 최근 주목 받으며 급성장하

는 기술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근래의 특허 데이터의 규모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머징 기술에 대

한 동향 분석을 위해 시간 흐름을 고려한 동적 분석이 필요하

다. 본 논문은 시기 별 특허 데이터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분석 

구간을 설정하여, Stock-Citation 기반의 동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정 구간 내 상대적 스톡(Relative Stock; RS) 및 상

대적 인용수(Relative Citation, RC)의 개념을 도입하며 이는 식 

(2)와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  
 

 (2)

                        ∑  
 

 (3)

RSi,j와 RCi,j는 각각 세부 기술요소 i에 대한 j시기에서의 상

대적 스톡과 상대적 인용수를 나타내며, Stocki,j와 Citationi,j는 

각각 j시기 동안 세부 기술요소 i와 관련된 특허의 등록 수와 

피인용 횟수를 의미한다. 즉, RS는 특정 시기 동안 증강현실의 

등록 특허 대비 세부 기술요소의 특허 수의 비율이 되며, 따라

서 RS는 전체 기술분야 내에서 특정 세부 기술요소의 비중을 

의미하므로 각 시기 별 RS를 비교하여 세부 기술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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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ock-Citation Map(SCM)

연구 활성도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다. RC는 특정 시기 내의 전

체 피인용 수 대비 해당 세부 기술요소의 피인용수의 비율로, 
각 시기에 세부 기술요소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우수성 및 기

술 재창출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 특허 수와 피인용 수를 이용해 연도 구간 별 

Stock-Citation Map(SCM)을 생성해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SCM에 나타나는 세부기술들은 <Figure 3>과 같이 특정 

위치에 밀집되어 구역(Field)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분석을 통해 각 연구분야에 맞는 구역을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

할 수 있다. 이때 각 구역들은 Stock과 Citation의 정도에 따라 대

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Stock과 Citation이 높은 

구역에 위치한 세부기술들은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지고 

있으며, 높은 기술적 수준과 기술적 재창출 정도를 보인다. 반
면, Stock과 Citation이 모두 낮은 구역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연

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낮은 Stock과 높은 

Citation을 갖는 경우, 축적된 연구개발로 인해 이미 높은 기술

적 수준을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기술로의 활발한 재창출

이 이루어지고 있어 낮은 Stock을 상회하는 높은 Citation을 지

닌다. 이러한 구역별 특징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부기술의 구역 변화를 분석하여 특징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

고, 이는 앞으로의 동향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RS, RC, Stock-Citation Map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시

간 흐름에 따른 세부 기술요소들의 활성도와 우수성 관점에서

의 분석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을 각 기술요소들의 관점에서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4.3 CII(Current Impact Index) 기반 기술영향도 분석

증강현실 기술은 최근에 주목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기술로 

최근 5년간의 기술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주요 기

술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시점 관점에서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 하는 지표

인 CII(Current Impact Index)분석을 적용하여 세부 기술들의 

최근 기술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CII는 현시점에서 출원인의 기술적 영향력, 성과, 혁신을 나

타내는 지표이다. CII 값은 특정 출원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최근 5년간 타 특허로부터 인용된 횟수에 대한 상대적 지수로, 
해당 분야의 평균적 기술 수준에 비해 해당 출원인이 어느 정

도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CII 값은 1을 기

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기술영향력이 평균수준임을 의

미하고, 1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높은 기술 영향력을 의미하며, 
1보다 낮을 경우 평균보다 기술영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CII가 가지는 특성을 기술영역-특허 관계에 동일

하게 적용하여 세부 기술요소에 대한 CII 분석을 통해 각 세부 

기술요소에 대한 현재 기술의 영향도를 분석한다. CII는 식 (4)
와 같이 산출되며, Stockt와 Citationt는 각각 세부 기술요소 t에 

대해서 5년간 등록된 특허 수와 피인용 수를 의미하며 n은 세

부 기술분야의 개수를 의미한다.

 ∑  
 ∑  

 

               (4)



218 오승현․최하영․윤장혁

Table 1. Trend of Patent Registrations by Year

Year
# of

patents
Cumulative

# of patents 
% of 

patents(%)
Cumulative % 

of patents
Year

# of
patents

Cumulative
# of patents 

% of 
patents(%)

Cumulative % 
of patents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
4
2
2
1
2
0
3
5
5
4
1
6
7
4
8
8
5

14
17

3
7
9

11
12
14
14
17
22
27
31
32
38
45
49
57
65
70
84

101

0.17
0.23
0.12
0.12
0.06
0.12
0.00
0.17
0.29
0.29
0.23
0.06
0.35
0.41
0.23
0.46
0.46
0.29
0.81
0.99

0.17
0.41
0.52
0.64
0.70
0.81
0.81
0.99
1.28
1.57
1.80
1.86
2.21
2.61
2.85
3.31
3.78
4.07
4.88
5.87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26
25
65
37
39
24
65
41
56
42
48
36
53
58
70
49
83

240
395
168

1,721

127
152
217
254
293
317
382
423
479
521
569
605
658
716
786
835
918

1,158
1,553
1,721

1.51
1.45
3.78
2.15
2.27
1.39
3.78
2.38
3.25
2.44
2.79
2.09
3.08
3.37
4.07
2.85
4.82

13.95
22.95

9.76

7.38
8.83

12.61
14.76
17.02
18.42
22.20
24.58
27.83
30.27
33.06
35.15
38.23
41.60
45.67
48.52
53.34
67.29
90.24

100.00

세부 기술요소의 CII 값이 1보다 높을 경우 이는 전체 세부

기술에 대한 평균 인용 건수 보다 세부 기술요소의 인용 건수

가 높다는 의미로 최근 5년 동안 다른 세부기술에 비해 높은 

기술 영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반면 CII 값이 1보다 낮은 값

을 갖는 경우, 해당 세부기술 요소가 최근 5년 동안 다른 세부

기술요소에 비해 낮은 기술적 영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CII 
지수는 해당 세부 기술분야가 현재에 미치고 있는 기술적 영

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부 기술분야 별 최근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혁신과 같은 기술적 파급성을 분석할 

수 있다.
제 4.2절의 RC 지표와 CII 모두 기술 수준을 분석하기 위

해 특허의 인용 수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두 

지표의 차이점은 RC지표의 경우, 피인용 수에 대한 절대적 

비율을 통해 양적 수준에서 세부기술의 우수성을 분석하지

만 CII는 특허 등록 건수를 고려한 피인용수에 대한 비율을 

통해 질적 수준에서의 세부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이다. 

5. 분석 결과 

본 연구는 USPTO에 등록되어 있는 증강현실 관련 특허들을 

활용하여 분석방법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5.1 증강현실 특허등록 동향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위해 특허등록 동향을 

분석한 결과, USPTO에 등록되어 있는 증강현실 특허는 1976
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집 기준일인 2015년 6월까

지 총 1,721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연도별 

등록 특허의 수와 비율 및 누적비율의 추세는 각각 <Table 1>
과 <Figure 4>와 같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1993년까지 연간 평균 3.8건 정

도의 특허 등록 경향을 보이며 1995년에서야 누적 등록 특허 

건수가 101건에 이른다. 이는 1976년 증강현실 특허가 처음 등

장하기 시작 한 후 20년 동안 등록된 특허의 비율이 전체 특허

의 5.87%에 불과하여 20년 동안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및 집중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96년 

등록특허 수 26건, 1998년 65건 등 2000년대 전후로 본격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누적특허의 

수가 53.43%에 이르며 전체 등록 특허의 절반 이상에 도달하

였다. 2013년을 기점으로 2013년 240건, 2014년 395건, 2015년 

6월까지 168건에 이르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이 기간 동

안 등록된 특허는 전체 등록 특허의 46% 비중을 차지한다. 이
는 2013년부터 분석 특허의 수집 시점인 2015년 6월까지 전체 

등록특허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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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umulativ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 by Year

   

Figure 5. Average Cosine Similarity by the Number of Topics

수집된 특허들의 살펴보면, 증강현실과 관련하여 1976년 처

음으로 등장한 5개 특허는 ‘Optical scanning systems’, ‘Optical 
display systems utilizing holographic lenses’, ‘Rotatable head up 
display with coordinate reversal correctives’, ‘Display systems’, 
‘Toric reflector display’로 대부분 Display 기술 관련 특허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집된 특허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5개 특허

는 ‘Virtual reality display system’, ‘Processing of gesture-based 
user interactions activation levels’, ‘Tracking system calibration 
using object position and orientation’, ‘Markers to implement 
augmented reality’, ‘Virtual image device’로 다양한 분야의 기

술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2 토픽 모델링을 통한 세부 기술요소 파악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세부 구성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

된 특허의 텍스트 정보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한 후 생성된 특허-

키워드 벡터들에 대해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각 토픽을 세부 기술요소의 관점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기법 중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Netminer 4 솔루션을 활용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LDA 결과인 토픽-키워드 매트릭스로부터 측정된 토픽 간 유

사도가 가장 낮은 토픽 수를 선택할 수 있다(Wang et al., 2014). 
본 연구는 최적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제 2장에서 다루어진 

증강현실 분야의 대략적인 세부구성요소를 참고하여 토픽 수

를 5부터 20까지 설정한 후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 각 토픽 수에 따라 도출된 토픽-키워드 매트릭스

에 대한 토픽 간 평균 코사인 유사도는 <Figure 5>와 같이 나타

났다. 평균 코사인 유사도는 토픽 수 9개에서 0.0015로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토픽 수 9에서 토픽 분류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할 토픽 모

델링의 최적 토픽 수를 9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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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ywords and Description by Topic

Topic Labeling Keywords and Description

1
Virtual     

modeling
virtual object, display screen, virtual reality, virtual space, real object

Technology for creating virtual objects to be combined into AR

2 HMD
head-mounted display, right eye, wearable computing device, left eye, lens elements

Technology to make a screen wearable in which virtual objects is displayed

3 LCD
virtual image, liquid crystal display, headmounted display, beam splitter, image source

Technology related to the screen field such as LCD among display related technologies

4 Display 1
image display device, image display apparatus, image display, optical axis, display apparatus

Technology for providing virtual elements and information to users mainly through visual methods

5 Tracking
image data, display unit, image capture device, input image, target object

Technology for grasping the situation and for the naturalization of virtual elements by analyzing the 
changing environment in real time

6
Video

Process
video camera, video image, real world, real time, video signal

Technology for inputting and analyzing the real environment visually

7 Display 2
display device, light source, liquid crystal, light sources, visual field

Technology related to application improvement of device itself among display related technologies

8
Motion 

recognition
capture device, depth image, input device, depth camera, dep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behavior recognition using Depth camera, which is used for tracking and UI

9 Portable
mobile device, computing device, user interface, location information, mobile computing device

Techniques for application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nd securing mobility and applied for various 
services

토픽 모델링 결과 증강현실기술과 관련한 9개의 토픽과 각 

토픽에서 높은 확률 값을 갖는 상위 키워드에 대해 <Table 2>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후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상위 키

워드들과 해당 토픽으로 분류된 특허문서를 참고하여, 각 토픽

이 어떤 세부 기술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토픽 1번의 경우 ‘virtual objec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display screen’, ‘virtual reality’, ‘virtual space’, 
‘real object’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인 ‘Virtual modeling’으로 정의하였다. 동일

하게, 토픽 9의 경우 ‘mobile device’, ‘UI’, ‘location information’, 
‘mobile computing device’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Portable’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증강현실과 관련된 세부 기술영역은 ‘Virtual model-

ing’, ‘HMD’, ‘LCD’, ‘Display 1’, ‘Tracking’, ‘Video process’, 
‘Display 2’, ‘Motion recognition’, ‘Portable’로 구성되며, 9가지 

세부 기술영역은 제 2장에서 분석한 증강현실의 핵심 요소인 

Display, Tracking, Interface 세 가지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Display 영역에 대해 ‘Display 1’과 ‘Display 2’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특허를 살펴 본 바 ‘Display 
1’은 디스플레이 장치와 같은 기초적인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

가 비교적 많았으며, ‘Display 2’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응용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가 비교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두 기술분야를 ‘Display 기초’와 ‘Display 응용’으로 볼 수 있으

나, 이를 명확히 구분 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Display 1’, ‘Display 2’로 명명했으며, 이는 증강현실 분야에 

있어서 Display와 관련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5.3 세부 기술요소 동향 및 수준 분석

(1) 통계 수치  분석

증강현실 기술의 9가지 세부 기술요소에 대해 연구 활성도 

관점에서 특허 등록 건수를 이용한 기술 동향을 분석한다. 토
픽 모델링 결과 하나의 특허는 다수의 토픽으로 구성되기 때문

에, 본 연구는 특허 문서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토픽, 즉 해당 문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토픽을 선택하

여 해당 문서가 다루고 있는 세부 기술요소를 결정한다. 본 연

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머징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체 분석 기간 및 시간 흐름에 따른 단위기간 관점에서 <Table 
3>에 나타난 세부 기술요소에 속한 특허 등록 건수를 통해 동

향을 분석한다. 단위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2000년 이전에

는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76년부터 2000년까

지를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분석 기간 동안 등록된 특허 수를 살펴보면 ‘P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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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ent Registration Trend by Topic

Topic Labeling Total 197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1 Virtual modeling 233 19 29 57 128

2 HMD 135 19 14 15 87

3 LCD 219 81 40 35 63

4 Display 1 205 91 40 25 49

5 Tracking 161 7 15 18 121

6 Video Process 225 43 40 46 96

7 Display 2 184 31 34 41 78

8 Motion recognition 117 2 5 10 100

9 Portable 242 0 11 18 213

- TOTAL 1721 293 228 265 935

242건, ‘Virtual modeling’ 233건, ‘Video Process’ 225건 순이며, 
‘Motion recognition’이 117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특히 

‘Portable’ 기술의 경우, 2010년까지 총 29건의 특허가 등록되었

으나, 최근 5년간 213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5년 간 ‘Display 1’과 ‘LCD’ 기술

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등록 특허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어 최근까지 증강현실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 ‘Display 1’과 ‘LCD’ 기술의 경우 2000년 이전에 등록된 특

허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2000년 이후에 특허가 

밀집되어 있는 다른 세부기술과는 명확히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는 두 세부기술이 2000년 이전에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

졌음을 시사하며, 감소세의 원인은 증강현실 분야의 추세와 상

관 없이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보인다. 두 세부기술 역시 2011~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Table 3>에 나타나듯 증

강현실 분야의 총 특허 수가 2006~2010년도 265건에서 2011~ 
2015년도 935건으로 3.5배 증가하며 기하급수적인 규모의 증

가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시기 ‘Display 1’과 

‘LCD’ 기술은 관련 특허 수 증가 비율이 전체 평균인 3.5배보

다 낮은 약 1.9배 수준으로 사실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전체 특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기 때문에, ‘Display 1’과 ‘LCD’의 사례와 같이 이를 고려

하지 않은 단순 양적 수치 비교 분석은 이머징 기술인 증강현실 

기술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시기별 

특허 등록 규모를 보정하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 (2)와 식 

(3)로 정의되는 RS와 RC 개념을 활용한다.

(2) RS(Relative Stock) 기반 분석 

<Figure 6>은 각 구간 별 RS를 나타낸 차트이다. RS는 특정 

세부 기술이 증강현실 분야 내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세부 기술별 활성도를 파악

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현재 활성도가 상승 추세에 해당하는 

토픽은 ‘Tracking’, ‘Motion recognition(M/R)’, ‘Portable’로 나

타난다. 분석기간 초반인 2000년 이전에는 총 합 9%의 낮은 수

치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

작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은 최근 5년간 그 비중이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며 현재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승세에 있는 세부

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개선 

혹은 응용과 관련된 기술들로, 이는 과거 증강현실의 구현 자

체에 목적을 두는 것과 달리 증강현실의 성능과 응용성을 높

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Tracking’과 ‘Motion recognition(M/R)’은 증강현실 기술의 성

능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이며 ‘Portable’은 기존 증강

현실 제품에 이동성 혹은 편리성을 추가하여 증강현실 제품의 

응용성을 부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반면 활성도가 하락하고 있는 토픽들은 ‘LCD’, ‘Display 1’, 

‘Video Process(V/P)’, ‘Display 2’와 상승세를 유지하다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Virtual Modeling(V/M)’으로 나타난다. 
해당 세부기술은 2000년대 이전 증강현실 기술의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당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 지속

적으로 연구개발 비중이 감소해 현재는 3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락세에 있는 세부기술의 기술적 특징은 하드

웨어 중심의 기초적인 기술이라는 점이다. ‘LCD’, ‘Display 1’ 
같이 Output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하드웨어 기술과 

‘Video’라는 외부환경을 카메라와 같은 매체를 통해 파악하

고 이를 분석하여 증강현실 시스템에 반영하는 Input에 해당

하는 기술로 증강현실의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 

분류된다.
그 밖에 ‘HMD’ 기술은 전 구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의 활성

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HMD’ 기술이 과거부터 증강현실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응용과 개선의 측면에서 지속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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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ve Stock of Technology Topic by Period

(3) RC(Relative Citation) 기반 분석 

다음으로 <Figure 7>은 각 구간 별 RC를 나타낸 차트이다. 
RC는 특정 세부 기술이 증강현실 분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용수의 비중을 통해 산출되는 수치로, 세부 기술의 우수성 

및 신기술로의 재창출 정도를 보여주는데 활용 할 수 있다. 기
본적으로 기술의 우수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며, 신기술로의 재창출 정도는 해당 시기의 주요 기술

수요와 관심 정도에 따라 상승과 하락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증강현실 초기 소수의 기술분야에 연구개발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에는 소수의 기술분야가 대부분의 RC 값을 차지하기 때문

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기술분야가 본격적

으로 등장하기 전인 2000년 이전의 데이터는 비교적 큰 의미

를 갖지 못한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특정 세부기술의 이전 구

간 대비 증감의 정도로 기술의 수준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우

므로, 각 구간에서의 정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RC의 전반적인 흐름은 증강현실 초기 ‘LCD’, ‘Display 1’, 

‘Video Process’, ‘Virtual Modeling(V/M)’, ‘Display 2’가 대다수

의 RC 값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술분야는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기술로 재창출 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

라 ‘Tracking’, ‘Motion recognition(M/R)’, ‘Portable’의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동시에 ‘LCD’, ‘Display 1’, ‘Video 
Process’, ‘Virtual Modeling(V/M)’, ‘Display 2’의 RC 수치는 감

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RC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모든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이후, 증강현실 초기 

높은 RC 수치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던 

‘Video Process’, ‘Virtual Modeling(V/M)’ 기술이 더 이상 감소하

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LCD’, ‘Display 1’ 기술은 최근 5
년 사이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당 기술들이 과

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개발이 진행되며 기술적 우수성

을 확보하였다는 사실과, 증강현실 구현에 있어서 기초기술에 

해당된다는 특징으로 인한 높은 기술적 재창출성에 기인한다.
그 밖에 특징적인 세부 기술분야로 ‘HDM’와 ‘Portable’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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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lative Citation of Technology Topic by Period

수 있다. ‘HMD’ 기술의 경우 RS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RC
값이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RC 수치의 정체가 ‘HMD’ 기술이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다는 의미가 아닌 다른 기술로의 재창출이 가능성이 낮은 응

용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Portable’ 기
술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초기 등장이 늦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 5년간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이며 현재 15%의 가장 높

은 RC 값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Portable’ 기술분야

의 압도적으로 높은 23%의 RS 값과 맞물린 결과로, 높은 활성

도로 인해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 자기 스스로의 기술 재창출

을 이루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RC 수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인 기술적 우수성과, 재창출성이 동시에 증가하

며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4) Stock-Citation Map 기반 분석

다음으로 세부기술의 동향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

기별 Stock-Citation Map(SCM)을 생성하여 상대적인 Stock과 

Citation의 위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세부기술들이 보

이는 움직임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을 

활용하여 각 세부기술들의 분류 기준이 되는 구역(Field)을 설

정하고 패턴의 흐름과 Stock, Citation 수치를 활용하여 각 구역

을 정의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증강현실분야의 세부기술은 

<Figure 8>에 나타난 구역 A~구역 D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각 구

역의 설정은 증강현실 관련 세부기술들의 분석 결과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세부기술의 생명주기 시나리

오를 가정하였다. 생명주기는 각 세부기술들은 연구개발이 이

루어지지 않았거나, 미미한 상태(구역 A)에서 시작하여 평균수

준에 연구개발 상태(구역 B)를 거쳐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 정도

와 기술적 재창출 정도를 보이는 시기(구역 C)를 지나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기술적 수요가 감소하여 연구개발의 활성도는 낮아

졌지만 누적된 연구개발에 기인한 높은 Citation 수치를 보이는 

상태(구역 D)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를 가진다. 이러한 생명주기

는 세부기술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대부분 구역 

A에서 구역 D로 이동하는 시나리오의 일부를 통해 설명이 가능

했다. 증강현실관련 세부기술들의 시기별 구역은 <Table 4>와 

<Figure 9>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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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tock-citation Map Trend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able 4. Classification of Technology Topic by Year and Field

Year Field A Field B Field C Field D

1976~2000
M/R, Tracking, 

Portable
V/M, Display 2, 

V/P, HMD 
LCD, Display 1 -

2001~2005
M/R, Tracking, 
Portable, HMD

V/M, Display 2 LCD, Display 1, V/P -

2006~2010
M/R, Tracking, 
Portable, HMD

LCD, Display 1, 
Display 2

V/P, V/M -

2011~2015 - M/R, Tracking, HMD Portable
LCD, Display 1, 

Display 2, V/P, V/M

각 구역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우선 구역 A는 상대적으로 낮

은 Stock과 Citation을 보이며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

은 기술들을 포함한다. 증강현실 초기(1976~2000) 본격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Motion Recognition(M/R)’, ‘Tracking’, 
‘Portable’ 기술이 구역 A로 분류되었으며, 연구개발은 일찍 시

작되어 초기 구역 B에 속했던 ‘HMD’ 기술이 정체된 연구개발 

활성도로 인해 2001~2005년 구역 A로 분류되었다. 이후 2006~ 
2010년에는 구역 A에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1~ 
2015년 증강현실 관련 연구개발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구역 A로 분류되었던 기술들이 구역 B와 구역 C로 이

동하며 더 이상 구역 A에 해당하는 세부기술들은 나타나지 않

게 된다. 이는 2011년 이후 모든 세부기술에 대해 일정 수준 이

상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역 B는 평균수준의 Stock, Citation 수치를 가지는 세부기

술을 포함한다. 대다수의 세부기술이 구역 B에 속했으며, 해
당 구역은 구역 C, 구역 D로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정체할 수도 

있어 분석을 위해서는 전후 시기와 연계된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6~2010년에 구역 B에 속한 ‘LCD’와 ‘Display 1’
은 이전시기 구역 C에 속했던 세부기술들로, 앞으로 구역 C로
의 회귀보다는 구역 D로의 이동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구

역 B에 속한 세부기술들의 동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대부분 거쳐 가는 수준에 불과해 분석에 있어서 비교적 큰 의

미를 갖지 못하는 구역이다.
구역 C는 세부기술 중 Stock과 Citation이 가장 높은 기술이 

속하며 이는 가장 높은 연구 활성도 및 기술수준을 의미한다. 
2000년 이전에는 ‘LCD’, ‘Display 1’과 같이 하드웨어 관련 기

술들이 구역 C에 위치했으며, 2001~2005년에 ‘Video Process 
(V/P)’가 포함되었고, 2006~2010년에는 ‘LCD’와 ‘Display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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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Position of Technology Topics in Stock-Citation Map by Period

사라지고 ‘Virtual Modeling(V/M)’이 속하게 되며 증강현실 관

련 연구의 초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가장 최근인 2011~2015년에는 기존 구역 A에 

머물러 있던 ‘Portable’ 기술이 급격한 성장으로 압도적인 Stock
과 평균 이상의 Citation을 보여주며 유일하게 구역 C에 위치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Portable’ 기술이 응용 측면이 강하다

는 점에서 증강현실의 기초적인 구현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하

락세에 접어들었으며 응용 관련 기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구역 D는 축적된 연구개발을 통해 높은 기술적 

수준을 달성한 기술분야가 위치하게 된다. 구역 D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더 이상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낮은 

Stock을 보이는 동시에 높은 Citation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

다. 이는 축적된 기술적 결과물이 다른 영역에서 새로이 재창

출 되고 있어 낮은 Stock를 상회하는 높은 Citation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충분한 기술적 수준이 확

보되지 못한 1976~2010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2011~2015년
에 접어들어 ‘Display 1’, ‘Display 2’, ‘LCD’, ‘Video Process 
(V/P)’, ‘Virtual Modeling(V/M)’이 구역 D에 위치하게 된다. 이
는 앞선 분석에서 살펴 본 바, 해당 기술들은 2000년 이전부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높은 기술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고, 증강현실의 구현에 있어서 기초기술에 해당되는 

만큼 높은 기술적 재창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중 ‘Video Process(V/P)’, ‘Virtual 
Modeling(V/M)’ 두 기술은 구역 D의 다른 기술에 비해서 비교

적 높은 Stock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기술보다 늦게 등장

하였고 그만큼 누적된 연구개발이 적다는 점에서 이들은 구역 

C에서 구역 D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 상태로 판단

된다. 
각 시기 관점에서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1976~2000년에는 

‘LCD’와 ‘Display 1’이 압도적으로 높은 Stock과 Citation을 보

이며 구역 C에 위치하며, 뒤를 이어 ‘Video Process(V/P)’가 구

역 B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기는 증강현실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로, 증강현실 구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기술분야에 연구가 집중 되어있다. ‘LCD’와 ‘Display’ 기
술은 증강현실에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Display 
영역에 해당되며, ‘Video Process’는 영상을 처리하고 분석하

여 현실세계를 파악하는 필요한 기술로 Tracking 영역에 해당

한다. Display와 Tracking은 증강현실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2000년대 이전 증강현실 기술의 동태기로써 

증강현실의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밖의 ‘Portable’ 
혹은 ‘Motion Recognition(M/R)’과 같이 활성화되지 않은 세부

기술이 존재하며 기타 기술영역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구역 A 혹은 구역 B에 간신히 위치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포지션을 살펴보면 Stock과 Citation이 

비례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 수와 피인용 수가 비례하는 당연

한 결과로 기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HMD’ 기술은 모든 기간의 걸쳐 구역 A와 구역 B에 머무르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선 Relative 
Stock 및 Relative Citation 수치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

과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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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II (Current Impact Index) by Technology Topics

이후 2001~2005년도는 이전 구역 B에 위치해 있던 ‘Video 
Process(V/P)’가 성장을 이루며 ‘LCD’, ‘Display 1’과 함께 구역

C에 위치하게 되며, 그 뒤를 이어 Display의 응용에 해당하는 

‘Display 2’와 증강현실의 컨텐츠 구현을 위한 기술인 ‘Virtual 
Modeling(V/M)’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구역 B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춘 기초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이 

진행되던 2000년대 이전과 달리 컨텐츠 및 응용기술에 해당하

는 세부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타 세부기술들은 큰 두각을 나타내

지 않지만 구역 A에서 구역 B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6~2010년도는 처음으로 ‘LCD’와 ‘Display 1’ 기술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며 구역 D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

으며 ‘Video Process(V/P)’와 ‘Virtual Modeling(V/M)’이 가장 높

은 수준으로 구역 C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LCD’와 ‘Display 1’
과 같이 기초적인 하드웨어 관련 연구가 충분히 성숙하여 하락

세에 접어들었고 소프트웨어 및 응용과 관련된 연구가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Display 2’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밖의 

‘Motion Recognition(M/R), ‘Tracking’, ‘Portable’ 기술들은 아직 

구역 A에서 온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비교적 높은 Citation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가장 최근인 2011~2015년도에는 과거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

의 수준을 보여주었던 ‘LCD와 ‘Display 1’, ‘Display 2’, ‘Video 
Process(V/P)’ 기술들이 구역 D의 위치하며 하위 수준의 Stock
을 보여준다. 동시에 ‘Display 2’의 경우 이전 시기의 정체에 이

어 결국 구역 D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Display 1’의 구역 D 진

입과 함께 증강현실 분야에서 Display 기술 영역의 기술적 중요

도가 하락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주목할 변화가 ‘Portable’
기술에서 나타난다. ‘Portable’은 압도적으로 높은 Stock과 가

장 높은 Citation을 보이며 함께 구역 A에 위치해 있던 기술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구역 C에 위치하게 된다. ‘Motion Recognition 
(M/R)’과 ‘Tracking’ 기술분야 역시 규모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

지만 ‘Portable’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잡지 못해 구역 B에 머물

러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Stock 측면에서는 약간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Citation 측면에서는 정체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진행되지만 기술적 수준이 이를 뒷

받침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술적으로 재창출되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두 기술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

하는데 첫째는 ‘HMD’와 같이 해당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며, 둘째는 ‘Portable’과 같이 구역 C로 이동하는 시나리오

가 있다. 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움직임을 파악해서 앞으

로의 동향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5) CII 기반 기술수   향도 분석

지금까지 RS(Relative Stock), RC(Relative Citation), Stock- 
Citation Map을 통해 각 세부 기술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실시

했다. 이어서 CII(Current Impact Index) 지표를 통해 각 기술분

야의 질적인 수준 및 영향력을 분석한다. CII는 단순히 등록 특

허의 수 및 피인용 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앞선 분석과 달리 문

서수 대비 피인용 수를 이용한 비교분석을 진행하며, 이를 통

해 기술분야의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

해 산출한 각 세부기술 별 CII 값은 <Figure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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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와 ‘Display 1’ 두 기술분야의 CII 수치는 약 2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증강현실 분야의 평균 기술수준

보다 약 2배 정도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두 

분야가 증강현실 초기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만큼 당연

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서 ‘Video Process’와 ‘Display 2’는 약 

1.4의 수준으로 뒤를 잇는다. ‘Display 2’는 ‘Display 1’에 비해 응

용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으로 볼 때 ‘Display 1’보다 낮은 수치

를 보이고 있음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Virtual 
Modeling’이 1수준으로 증강현실 분야 평균적 기술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HMD’는 약 0.78로 평균을 밑도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Motion Recognition’ 0.68, ‘Portable’ 0.65, ‘Tracking’ 
0.5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러한 낮은 수치는 해당 기술분야가 

비교적 늦게 등장하였고, 그만큼 ‘LCD’, ‘Display 1’과 같은 기

술분야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Portable’의 경우 앞선 양적 분석에서 나타난 높은 ‘RS’, ‘RC’ 수
치와는 달리 CII 수치는 9개의 분야 중 8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Portable’ 분야가 최근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양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지

만, 아직 질적인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II 값이 1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4가지 분야 중 ‘Tracking’, 
‘Motion Recognition’, ‘Portable’은 양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인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CII
값이 1수준 혹은 그 이상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6. 결  론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증강현실 기술은 교육, 원격의료, 모바일 솔루

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잠재성에 주목을 받으며 활발

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성장

에도 불구하고,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기술동향을 분석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은 Display, Interface, 
Tracking 기술들 등 다양한 세부기술들이 복잡하게 융합되어 

실현되기 때문에 증강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기술요소 관

점에서의 분석이 필요로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적 관점

의 기술자료인 특허를 활용하여 증강현실 기술분야에 대해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기술요소를 파악하고, 각 기술요소 

관점에서 기술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6월까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1,721개의 

증강현실 특허를 대상으로, 키워드 추출 및 토픽 모델링을 통

해 9가지 세부 기술분야를 도출하였다. 추출된 세부 기술분야

에 속하는 특허 등록 건수, 피인용 횟수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여 Relative Stock, Relative Citation 및 Stock-Citation Map
의 개념을 수립하고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양적인 

분석하였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기술로서 최

근 5년 동안의 연구개발 동향이 앞으로의 기술방향성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시점 관점에서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CII(Current Impact Index)를 통해 질적인 측면의 분석

을 실시하여 근래 5년간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증강현실의 세부 기술요소로서, ‘Virtual modeling’, 

‘HMD’, ‘LCD’, ‘Display 1’, ‘Tracking’, ‘Video process’, ‘Display 2’, 
‘Motion recognition’ 및 ‘Portable’을 도출하였다. 증강현실 기

술은 과거 ‘LCD’ 및 ‘Display 1’과 같은 증강현실 구현에 있어

서 기초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시작으로 발전해왔으며, 
현재는 ‘Portable’ 기술을 필두로 기타 응용적 측면의 기술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5년간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증강현실 기술의 큰 동향은 ‘LCD’, ‘Display 
1’, ‘Display 2’, ‘Video Process’의 5가지 기술분야는 완연한 성

숙기에 접어들어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 보다는 축적되

어 온 기술들이 다른 세부기술 분야로 응용적 측면에서의 기술 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Motion Recognition’, 
‘Tracking’, ‘HMD’ 3가지 기술분야는 비교적 평균수준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진행을 통해 살펴 

본 바, ‘HMD’ 기술은 현재의 연구개발 수준이 유지 될 것으로 

기대되며, ‘Motion Recognition’과 ‘Tracking’ 기술은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연구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최

근 가장 활발한 기술분야로 ‘Portable’ 기술을 필두로 증강현실

기술의 응용 및 편의성 증대와 관련된 영역이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적인 분석 외에 CII를 활용한 질적인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과거 가장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성

숙기에 위치한 기초기술 및 하드웨어 관련 기술들이 가장 높

은 CII 수치를 보였다. 이는 해당 기술들의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교적 등장 

시기가 늦은 증강현실의 응용적 측면의 기술들은 1 미만의 낮

은 CII 값을 보이며, 현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짧

은 연구개발 기간으로 인해 아직 높은 기술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증강현실 기술동향은 

사용자의 편의성 및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향으로 연구개발의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증강현실 기술에 세부 기술요소에 

대한 분류 및 동향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개별 연구자들과 기

업의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절대적 특허 규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5년 단위 구간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규모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연도구간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연구는 2015년까지의 등록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

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신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

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강현실 분야에서 새로 등록된 특

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발전동향을 분석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 절차는 데이터 중립적인 접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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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외의 다양한 분야의 동향 분석 연구에 활용 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프로세스가 적용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동향을 모니터링을 효율화 하여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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