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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e-내비게이션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국제적인 시행을 목표로 도입한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시스템이다. 각종 해상·운항정보를 디지털화 해 선박 운항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육상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을 운항하는 데 운

항항로, 날씨, 돌발 변수 등을 제공하면서 선박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크루즈와 같은 

큰 선박부터 작은 낚시용 선박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2020년 이후 약 1,000조원

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입 장벽이 높은 해상장비 시장에 우리나라도 ICT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로 변화하는 이 시장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하여 

e-내비게이션 분야의 미국 특허정보를 확보하여 DB화 하고, DB에서 제공하는 특허적 행위

(M&A, 특허 매입, 신규 R&D 등)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기술예측 분석틀을 활용하여 유망기

술을 발굴하고자 한다. 미래기술예측 분석틀은 미래기술예측의 3대 주제를 ① 미래 기술의 

대상과 범위, ② 미래 기술의 주인과 수혜자, ③ 미래 기술로의 투자 시점으로 설정하고, 3∼

10년까지의 근미래(Near Future Only), 측정 및 검증 가능한 미래(Data Oriented), 미래를 

만드는 힘 있는 주체에게만(Activity Oriented)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Keyword :  e-내비게이션, 키워드별 특허분석, AI 기반 미래유망성 예측, 웨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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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

본 연구는 미래 먹거리 해양산업분야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역

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IP 선점 가능한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특허전략을 반영한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 필요성에 입각하

여, 연구개발 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특허분석 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며, 테스트베드 대상 기술 분야로서 UN 산하 해사안전 분야 전문기구

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2020년부터 국제표준기술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e-내비게이션’을 선정하였다.

2. 선행연구 조사

특허에는 막대한 양의 구조화 된 데이터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지능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특허 분석을 위해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정해진 분류는 없다. 그러나 특허 분석에 관한

방대한 문서는 특허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시각화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은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기반기법, 속성-기능(Property–function)기반기법, 규칙(Rule)기반기법,

시맨틱분석(Semantic analysis)기반기법, 신경망(Neural networks)기반기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각화 기반 접근법은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특허 정보 및 결과

분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특정 도메인의 기술 동향을 이해하려면 특허맵 또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유사하게 특허 네트워크라고 하는 다른 시각화

방법은 특허를 분석하여 유사점이나 침해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시각화 기술은

특허에서 추출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지만 특허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특정 텍스트 마이닝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텍스트 마이닝 방식을 사용하는 시각

화 기법은 텍스트 마이닝 방식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Assad Abbas, Limin

Zhang, Samee U. Khan, 2014).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예측방법론은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이 많이 사용된다. SNA 방법론에는 인용관계(Citation)를

이용한 방법, 국제특허 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한 방법,

키워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용관계(Citation)와 키워

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먼저 인용(citation)이 높은 특허를 선별해 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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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다. 국제특허분류는 기술의 융복합화 현상을 파악하고

최근의 부상기술 분야와 하강기술 분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이지만 분

류코드에 익숙하지 않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김주환, 2015).

본 연구와 같이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을 활용하여 유망기술을 도출

한 기존 연구로는 사례로는 나노기술을 대상으로 미국의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허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과 지

식 흐름 패턴 식별을 위한 특허 컨텐츠 매핑 및 시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

(Zan Huang, Hsinchun Chen, Zhi-kai Chen, Mihail C. Roco, 2004). 탄소나노튜브

전계방출디스플레이(CNT-FED)기술에 대해 Byungun Yoon & Yongtae Park

(2004)이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Pao-Long Chang, Chao-Chan Wu,

Hoang-Jyh Leu, 2010),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의 고분자 전해질막 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석 연구(Sungchul Choi, Janghyeok Yoon, Kwangsoo Kim, Jae Yeol Lee,

Cheol-Han Kim, 2011),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SIPO(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특허DB 1,389건을 분석한 연구(Charles

V. Trappey, Hsin-Ying Wu, Fataneh Taghaboni-Dutta, Amy J.C. Trappey, 2011),

유기광전지(organic photovoltaic cells)기술을 대상으로 한 연구(Janghyeok Yoon,

Kwangsoo Kim, 2012), 전기화학적 포도당 바이오센서에서 전자전달메커니즘 기술

을 대상으로 한 연구(Junegak Joung & Kwangsoo Kim, 2017) 등이 있다.

3. 분석 목적

본 연구는 e-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의 핵심

기술 관련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을 보완함은 물론 IP 선점 가능한 미

래유망기술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e-내비게이션 시스템분야의 특허정보를 확보하여 DB화하고,

DB에서 제공하는 특허적 행위(M&A, 특허 매입, 신규 R&D 등)를 중심으로 하는

AI(인공지능) 기반 미래유망기술예측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미래유망기술예측 분석틀은 미래기술예측의 3대 주제를 ①미래 기술의 대상과 범

위, ②미래 기술의 주인과 수혜자, ③미래 기술로의 투자 시점으로 설정하고, 3∼10

년까지의 근미래(Near Future Only), 측정 및 검증 가능한 미래(Data Oriented), 미

래를 만드는 힘 있는 주체에게만(Activity Oriented)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4. 분석 범위

1) 분석 대상 특허 검색 DB 및 검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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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특허는 한국의 PatentPia가 보유한 1974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대상 기술 및 검색식 도출

(1) 분석 대상 기술의 구성

본 분석에서는 K-ICT 표준화전략맵 Ver.2016의 10대 분류 체계 중 ‘융합서비스’

분야의 전체 중점기술 25개+2 중에 하나인 ‘e-내비게이션’을 대상으로 기획범위 내

의 기술을 2개의 대분류, 8개의 소분류를 설정·분류하여 특허 분석을 실시하였다(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

<표 1> 분석 대상 기술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e-내비게이션
시스템

선박교통관제

e-내비게이션
통신인프라

선박장비네트워크
전자해도

선박무선통신국가재난시스템인터페이스

선박자동식별
광대역해상통신

조난 및 수색구조

분류 기준은 ①특허가 풍부한 기술 분야를 추출하고, ②“(직접적인)통신 기술” vs.

“직접적인 통신 기술 제외한 others”으로 구분하였고, ③others는 e-내비게이션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것이므로 e-내비게이션 시스템 기술로 명명하였다.

특허기술 분류는 특허 분석을 위한 분류이며, 표준기술 분류는 표준의 확정을 위

한 분류체계이므로 양자 간에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일치하

지 않는 부분도 있다.

(2) 핵심 키워드 도출 및 검색식

해당 기술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얻어진 기술 분류를 바탕으로 기술의

본질 및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검색식은 한글과 영문

키워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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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검색식

대분류 소분류 한글 키워드 검색식 영문 키워드 검색식

e-내비
게이션
시스템

선박 교통
관제

(선박 near2 교통) (선박 near2
교통관제) (운항 near2 관제) (선박
near2 관제) (선박 near2 운항관제)

({(traffic|voyag*|sail*)(ship|vessel|cruis
e|maritime|sea|ocean|seashore|boat)}^5)
(control*|administ*|manag*)

전자 해도 전자 near3 (해도 차트) {(maritime|nautical|digital|electronic)
chart}^5 (display|information)

국가 재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선박 해양 바다 해상) and (연동
중계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interface
프로토콜)).CLA. AND ((국가 near5
(재난 방재 재해))

({(distress|rescu*|collision|collid*|emerg
en*|alarm*|warn*|accident)(ship|vessel|
cruise|maritime|sea|ocean|seashore|voya
g*|boat|sail)}^5)(nation*|country|admini
st*|agenc*) (protocol|interface|relay*
|monitor*|communicat*)

선박 자동
식별

(선박 해양 바다 해상) near5 (식별
인지 추적 탐지 탐색 모니터링)

{(identif*|recogni*)
(vessel|boat|ship)}^5

조난 및
수색 구조

(((조난 사고 재난 충돌) near3 (신호
정보 데이터)) and (선박 해양
운항체 해양구조물 바다 해변 해상))
((조난 재난 충돌) near1 (방지 예방
모니터링)) and (선박 해양 운항체
해양구조물 항구 해상)

{(distress|rescu*|collision|collid*|emerge
n*|alarm*|warn*|accident)(ship|vessel|c
ruise|maritime|sea|ocean|seashore|voyag
*|boat|sail)}^5

e-내비
게이션
통신
인프라

선박 장비
네트워크

((장비 기구 장치) near3 (선박 해양
운항체 해양구조물 바다 해변 해상))
and (네트워크 네트웍 network)

({(ship|vessel|cruise|maritime|sea|ocean|
seashore|boat)
(device|apparatus|equipment)}^5)
(network)

선박 무선
통신

((선박 해양 바다 해상)).AB. AND
(((무선 디지털 모바일 CDMA VHF)
near2 (통신 데이터)) and (선박
해양 바다 해변 해상 선상 어선
유람선))

({(wireless|mobile|data)
(telecommunica*|communica*|exchang*
)}^3)
(ship|vessel|cruise|voyag*|maritime|boat
)

광대역
해상 통신

(선박 near3 통신) (선박 near3
안테나) (선박 near3 지향성) (선박
near3 기지국) (선박 near3 네트워크)
(해상 near3 통신) (해상 near3
안테나) (해상 near3 지향성) (해상
near3 기지국) (해상 near3 네트워크)

({(communic*|telecommunic*|network)
(wireless|antenna|satellite}^10)
(ship|vessel|cruise|maritime|sea|ocean|s
eashore|voyag*|boat|sail)

3) 유효특허 선별 기준 및 결과

e-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기술의 Raw Data(표 3 참조)에 대한 유효특

허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유효특허 선별 결과 총 678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유효특허 선별 결과

대분류 소분류 출원건수 대분류 소분류 출원건수

e-내비게이션
시스템

선박교통관제 94

e-내비게이션
통신인프라

선박장비네트워크 136
전자해도 125

선박무선통신 151
국가재난시스템인터페이스 29

광대역해상통신 83선박자동식별 57

총계 678조난 및 수색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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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선정 체계

1. 미래유망기술 선정의 필요성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필요성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며, 포트폴리오

에는 금융자산 투자, R&D, IP(특허) 자산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 투자 재조정은 유망기술 보유 강소기업 발굴과 투자(M&A,

지분 확보 등), 투자 포트폴리오에 유망기술 보유 기업 비중 조정을 위해 유망기술

을 선정하고, R&D 재조정은 유망기술을 반영한 R&D 투자 조정(신규 R&D 기획,

기존 R&D에 유망기술 융합・편입), 유망기술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대학의 핵

심 연구자의 영입과 자사 연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IP 자산 재조정은 유망

기술과 관련된 자사의 IP 자산 실사 및 행위(보유 IP, IP 매입, 신규 IP 확보, M&A

한 기업의 IP 등), 유망기술과 관련된 경쟁사의 IP 자산 실사 및 행위를 위해 필요

하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관점에서는 R&D에 초점을 맞춘 미래유망기술 선정

이 필요하며, 특히 유망 키워드를 통해서 신규 R&D의 발굴 및 기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규 R&D 기획에 활용되기 위하여 각 기술 키워드별 연관 키

워드의 제시가 중요하다.

<그림 1> 미래유망기술 선정의 일반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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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D에 초점을 맞춘 미래유망기술 발굴의 필요성

2. 특허 정보를 활용한 미래유망기술 선정의 장점

특허 정보는 어떠한 정보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기술분야에서 가

장 객관적인 데이터 중의 하나이다. 한편, 특허 데이터는 논문 등의 데이터와는 달리

거래, 분쟁, 패밀리, 권리자 등과 같은 각종 메타데이터가 풍부하여 다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특허는 명예를 추구하는 논문과는 달리, 독점 배타권이 유혹하는 기술

적 욕망이 결집해 있는 데이터이다.

<그림 3> 특허 정보를 활용한 미래유망기술 선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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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유망기술 예측의 전제

특허 정보를 활용한 미래유망기술의 예측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부가된다.

특허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 인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 기술 지성을 신

뢰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특허데이터는 지금까지의 기술 집단

지성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 매입이나 글로벌 특허 패밀리 구축 등과 같은 다량의 비용을 지출하

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한다. 비용 지출의 합리성은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형 기업이나 기관

의 행위에도 주목해야 한다.

4. 미래유망기술 예측 방법론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예측 방법론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NA 방법론에는 인용관계(Citation)를 이용한 방법, 국제 특허 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한 방법, 키워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를 활용한 미래유망기술 예측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미래

유망기술의 예측을 위해서는 단일의 방법이 아닌 융합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융

합적 접근의 핵심은 ① 미래유망성 모델을 사용하는 관점, ② 특허 투자 관점, ③

특수 상황적 관점이 있다. 미래유망성 모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

키워드마다 미래 부상성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특수 상황적 관점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난 사고나 비상 상황에서의 인명 피해

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국가의 투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4> 융합적 접근 방법의 체계

1) 김주환, 2015, “특허를 활용한 기술예측 방법론(SNA를 중심으로)” 「고무기술」, 16(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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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미래 부상성

키워드별 유망성 예측 모델은 근 미래에 부상할 소수의 유망기술 키워드를 오늘 기

준으로 통계학적 방법으로 예측 및 발굴하고, 상세하고 체계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근 미래 부상성은 향후 n년 동안에 특정한 기술 키워드(키워드 그룹이나

기술 그룹)가 등장할 특허의 개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유망성 예측 척도는 향후 n년

동안 등장할 특허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식이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식은 키워드가 현재까지 등장한 특허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미래 등장할 특허수를 잘 반영하여 부상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키워드의 유망성 예측 척도 =

키워드 가 현재까지 등장한 특허 수    향후 년 동안 등장할 특허 수 

향후 년 동안 등장할 특허 수 

∙ 기술 키워드에 대해,  와  는 1:1로 대응됨. 따라서, 예측 ⇒ 예측되고, 

예측 => 예측됨
∙ 예측 모델링의 본질은 향후 n년 동안에 키워드가 등장하는 특허의 개수()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 1, 2,�) 및 인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하는 것임
∙ 키워드 의 유망성 예측 척도가 높을수록 그 키워드는 유망한 키워드임
∙  = 3이면, 향후 3년까지의 유망성 예측임. 이 달라지면, 키워드의 유망성 예측
점수/등급이 달라짐

∙ 단순 빈도를 예측의 척도로 할 경우의 문제점 : 키워드가 향후 n년 동안 등장할
특허 수를 척도로 하면, 대형 키워드(특허 수가 많은 키워드)가 무조건 유망성이

높게 나오게 되며, 부상성 내지는 성장의 속도를 반영 못함)

2) 미래유망기술 키워드 예측 변수

미래유망기술 키워드를 예측하기 위해 특허 및 논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변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수 계열별로 상세한 변

수로 나타내었다.

<표 4> 미래유망기술 키워드 예측 변수

변수 계열 변수

특허 관련
변수()

•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특허의 개수에 대한 연도별 추이
•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특허들의 forward citation에 대한
종합적 정보

•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특허들의 권리자에 대한 종합적 정보
•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특허와 관련된 특허 거래 및 소송에
대한 종합적 정보

•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특허들의 국내/해외 패밀리 특허에
대한 종합적 정보

•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특허들의 청구항에 대한 종합적 정보
논문 관련
변수() •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논문의 개수에 대한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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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유망기술 예측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미래유망기술 예측을 위해 딥러닝과 부스팅알고리즘을 하이브리드

한 기계학습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모델은 예측 모델이므로, 과거 특정 시점까지의

변수를 기반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수치를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Xi는 독

립변수 계열이며, Yi는 종속변수 내지는 반응변수가 된다.

<그림 5> 미래유망기술 예측 모델

수립된 예측 모델은 일종의 공식 내지는 수식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키워드마다

생성되는 변수를 오늘 시점에서 생성하여, 예측 모델에 투입하면, 그 키워드의 향후

n년 후의 예측 결과 값이 생성된다. 이러한 예측 결과값을 처리하여 아래 <표 5>

와 같이 유망성 점수 및 등급을 생성하였다.

<표 5>  유망성 등급 기준(비율은 상위기준 %임)

등급 비율 등급 비율 등급 비율 등급 비율 등급 비율

S 상위
1%

A+ 2.5% B+ 17% C+ 70% D+ 95%

A0 5% B0 30% C0 83% D0 98%

A- 10% B- 50% C- 90% D- 100%

키워드별 유망성 예측 모델은 근 미래에 부상할 소수의 유망기술 키워드를 오늘

기준으로 통계학적 방법으로 예측 및 발굴하고, 상세하고 체계적인 근거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상위 1%에 속하는 기술 키워드를 오늘 시점

에서 과학적 및 통계학적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키워드의 추출 및 정제, ② 키워드별 예측 변수의 수립, ③ 부상성 예측 모델의 수

립 및 검증 등의 전제 작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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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워드별 미래유망기술 예측 모델 검증

검증 방법은 민감도를 사용하며,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n% 안에 유망한 키워드

100개 중 몇 개를 포함하는 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래 <표 7>의

예와 같이 3년 전에 상위 1%에 드는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으로, 3년 후 상위 1%

내에 드는 유망 키워드의 약 50% 이상을 발굴할 수 있으며, 5%만 살펴보면 80%

이상을 알 수 있다.

<표 6> 키워드별 유망성 예측 모델 검증 예시

알고리즘 A 알고리즘 B

simulation 상위 1% 상위 5% 상위 10% simulation 상위 1% 상위 5% 상위 10%

1 49.33% 84.01% 93.47% 1 49.96% 84.32% 92.95%

2 49.92% 82.87% 93.31% 2 50.28% 82.07% 92.16%

* 2012년 기준으로 “Yj = (2009~2012년까지의 특허수) / (2012년까지의 특허수)”가 2015년 말 기준의 유망성에 미

치는 영향은 약 15%로 분석됨. 예를 들면, 2015년 말 기준 상위 1%에 드는 유망 키워드 중 약 15%가 2012년 말 기

준 Yj 값 상위 1%에 드는 키워드였음

<그림 6> Top 1% 범위 내에서의 미래 유망 기술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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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투자 기반의 유망기술 발굴

특허 투자 기반의 유망기술 발굴은 대표적인 특허 투자 지표인 특허 매입, 해외 특

허 패밀리 확대, 특허 소송 등과 관련된 기술요소를 발굴하는 것이다.

아래 예시처럼, 선박자동식별 기술분야에서 Exactearch사는 최근에 Com Dev

Internation사로부터 특허를 매입(특허 투자)했는데, 이 특허는 충돌 방지와 관련된 기

술요소를 가지고 있다. 매입한 특허에 포함된 키워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처럼 특

허 투자가 발생한 e-내비게이션 기술요소는 유망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분야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 정보를 활용하여 신호를 overlapping하는 요소기

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7> 특허 투자 기반의 유망기술 발굴의 예시

분석 특허 매입 연도
소분류/특허매입자/특허매각자/기술요소/키워드 2012 2014 2015 총합계

선박자동식별 1 2 5 8
  EXACTEARTH 3 3
    COM DEV INTERNATIONAL 3 3

      Anti-collision systems 2 2
        decoded message 2 2
        overlapping signal 2 2
        employing phase shift 2 2
        orbiting satellite 1 1
        time estimate 1 1
        digital input 1 1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1 1
        low earth orbiting satellite 1 1
        low earth 1 1

6) 연관기술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

미래유망기술의 선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유망성 모델을 사

용하는 관점, 특허 투자 관점, 특수 상황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융합적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망기술 키워드는 관련 기술의 기술수명주기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 분야의 적정 미래(3년, 5년, 10년 등)에 부상할 키워드를 선정하여야 하

며, 관련 키워드들은 기계학습을 통한 주기적인 update를 실시함으로써 최신의 정

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미래유망기술 선정을 위한 프레임은 개별적인 기술 키워드 및 그 키워드와 연관

성 높은 연관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관기술 키워드를 통해서, 유망기술 키워

드와 밀접하게 관련성 높은 키워드를 유망성 점수별로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적용・응용 및 이종 기술분야의 융합 관점에서도 연관기술 키워드를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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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망기술 키워드와 연관기술 키워드는 네트워크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가지

는 데이터 구조로서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탐색할 수 있으며, 연관 관계를 빠르

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연관 관계에 대하여 조건 필터링과 재시각

화를 통해서 각종 조건에 부합하는 키워드 간의 연관 관계 결과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

Ⅲ. 분석 결과

1. 유망성 예측 기반 e-내비게이션 분야의 유망기술 키워드

1) 웨이포인트(waypoint)

e-내비게이션 분야의 유망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래유망기술 키워드로 웨이포

인트(waypoint)가 선정되었으며, 웨이포인트 관련 e-내비게이션 세부 기술분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8> 웨이포인트 기술 유망성 평가 점수 및 등급

기술유망성 점수 기술유망성 등급

98.7 S

<표 9> 웨이포인트 관련 e-내비게이션 기술분야

기술 상위분류 기술 하위분류

e-내비게이션 시스템

선박교통관제

선박장비네트워크

전자해도

e-내비게이션 통신인프라 선박자동식별

웨이포인트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지정된 경

도 및 위도와 UTM 좌표로 고정된 위치를 말한다. 이는 항법사가 육지 또는 해상

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식별할 수 있는 유용한 모든 매핑된 참조점이

다. 자연 웨이포인트는 자연 암석, 샘 및 오아시스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인공 웨이

포인트에는 부표, 등대 및 무선 표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2)

웨이포인트는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항공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

다. 특히,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자율주행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

2) 출처 : http://www.ebay.com/gds/GPS-What-is-a-waypoint-/10000000001605796/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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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이 다른 여러 분야에 확산되거나,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항법기술과 최적경로 설계 등은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기술이다.

웨이포인트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선박 자율운항시스템과 선박의 항적기반알

고리즘(Trajectory Base Algorithm, TBA) 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의 핵심 키워드이다. TBA DSS는 선박이 운항 중에 정적 및 동적 장

애, 해상 교통 규제 및 선박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하고 최적의 항적

계획 및 충돌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선박용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서, 충돌 회피 경로 계산 알고리즘 개발이 중요한 작업이다3).

<그림 7> 웨이포인트 이미지(예시)4)

2) 웨이포인트 유망성 예측 변수 및 진단 값

(1) WIPO 표준 산업 분류 관련성

웨이포인트 관련 전체 특허군중에 35개 WIPO 산업분류5) 중 Measurement 분야가

가장 관련성이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Control 분야가 관련 비중이 높았다.

3) TBA DS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gnieszka Lazarowska, 2017, “A new deterministic approach 
in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ship’s trajectory planning”,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참조 바람.

4) 출처 : http://dreamtimesail.blogspot.kr/2015/08/crossing-wide-bay-bar.html.
5)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117672 중 Annex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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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웨이포인트의 WIPO 표준 산업 분류 관련 비중

관련성이 가장
높은 WIPO
Industry

관련성이
가장 높은
WIPO

Industry의
비중

관련성이
두번째로 높은
WIPO
Industry

관련성이
두번째로 높은
WIPO

Industry의
비중

관련성이
세번째로
높은 WIPO
Industry

관련성이 세번
째로 높은 WIPO
Industry의
비중

Measurement 40.5% Control 19.3% Transport 11.7%

(2) 특허 출원 및 공개 동향

웨이포인트 관련 공개된 특허수는 782건으로 전 기간 공개된 특허수 대비 최근 1

∼3년 사이의 특허수 비율이 45.8%에 달할 정도로 최근의 특허 관련 부상성이 아주

높은 기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웨이포인트의 특허 출원 및 공개 동향

총 공개된
특허수

1～3년
동안
공개된
특허수

비율 :
1～3년/전
기간 공개된
특허수

비율 :
1년/1～3년
공개된
특허수

1년전
공개된
특허수

2년전
공개된
특허수

3년전
공개된
특허수

4년전까지
공개된
특허수

782 358 45.8% 41.6% 149 121 88 424

(3) 피인용 동향

웨이포인트 관련 특허들의 총 피인용 수는 21,595건이며, 전 기간 피인용 수 대비

최근 1∼3년간의 피인용 수 비율이 42.6%로 최근 특허군의 피인용 비율이 높은 수

준이며,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기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표 12> 웨이포인트의 특허 피인용 동향

합계 :
피인용수

합계 : 1～3
년간 피인용수

평균 : 피인용수
(>=1인 특허만)
(과거～4년전까지)

비율 : 1～3년/전
기간 피인용수

비율 :
1년/1～3년
피인용수

21,595 9,209 24 42.6% 35.3%

(4) 특허 거래 속성

웨이포인트 관련 총 특허 거래건수는 158건으로 전 기간 특허가 거래 회수 대비

최근 1∼3년간의 거래건수 비율이 38.6%로 최근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며, 이는 동 기술분야의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3> 웨이포인트의 특허 거래 속성

합계 :
특허가

거래된 회수

합계 : 1～3 년간
특허가 거래된

회수

평균 : 특허가 거래된
회수(>=1인 특허만)
(과거～4년전까지)

비율 : 1～3년/전
기간 특허가
거래된 회수

비율 :
1년/1～3년
특허가 거래된

회수
158 61 1 38.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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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패밀리 투자 속성

웨이포인트 관련 특허들 중 미국 내의 패밀리를 가지는 특허들의 평균 패밀리수는 6

건, 해외 패밀리를 가지는 특허들의 평균 패밀리 국가는 7개국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표 14> 웨이포인트의 특허 패밀리 투자 속성

평균 : US 패밀리
특허수(>=1)

비율 : US 패밀리
특허수 not 0/전체

특허

평균 : 해외
패밀리

특허수(>=1)

비율 : 해외 패밀리
특허수 not 0/전체

특허

6 36.9% 7 68.3%

(6) 특허 소송 속성

웨이포인트 관련 특허들 중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17건으로 다소 낮은 건수이지만,

전 기간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회수 대비 최근 1∼3년 사이의 특허들이 소송에 사용

된 비율은 41.2%로 최근 특허들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표 15> 웨이포인트의 특허 소송 속성

합계 :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회수

합계 : 1～3
년간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회수

평균 :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회수
(>=1인 특허만)
(과거～4년전까지)

비율 : 1～3년/전
기간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회수

비율 :
1년/1～3년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회수

17 7 2 41.2% 0%

(7) R&D 연속성 속성

웨이포인트 관련 특허들의 전체 특허 대비 자기(self) 피인용이 있는 특허가 40.9%로

R&D 연속성은 높은 편이며, 전 기간 자기 피인용수 대비 최근 1∼3년의 피인용수가

48.8%로 역시 R&D 연속성은 아주 높은 편임을 나타낸다.

<표 16> 웨이포인트의 R&D 연속성 속성

평균 : 자기 특허
피인용수(>=1)

비율 : 자기 특허
피인용수이 있는
특허/전체 특허

평균 : 심사관 자기
특허 피인용수(>=1)

비율 : 심사관 자기
특허 피인용가 있는
특허/전체 특허

4 40.9% 2 22.2%

합계 :
자기

피인용수

합계 : 1～3
년간 자기
피인용수

평균 : 자기 피인용수
(>=1인 특허만)
(과거～4년전까지)

비율 :
1～3년/전 기간
자기 피인용수

비율 :
1년/1～3년 자기
피인용수

1,655 807 5 48.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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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이포인트의 유망성

(1) 경제적 의미

효율적인 항로관리를 통한 STM(Sea Traffic Management)의 효과는 트래픽 예

측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로서 발틱해(Baltic Sea) 및 북해

(North Sea) 지역의 항해 선박 거리 1% 감소가 연간 76.1백만 유로의 경제적 효과

가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6)

(2) 특허 지표적 의미

웨이포인트 관련 특허는 총 공개 특허 중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비중이 45.8%에

이를 정도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피인용도 최근 3년 비중이 42.6%에 이를 정

도이며, 특허가 거래된 회수도 150여 회가 넘고, 최근 3년 동안 거래된 회수도 60여

회가 넘고 있다.

한편, 특허당 US 패밀리 특허가 6회 정도로 이 기술분야의 권리자들이 촘촘한 특

허망 형성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패밀리 특허수의

평균도 7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사가 자사의 특허를 인용하는 자기 피인용의 평균값도 4 정도이며, 자사가 자사

의 특허로부터 인용을 받는 self forward citation의 평균값도 5로 아주 높아, 이 기

술은 기술 개발의 연속성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2. 특허 투자 기반 e-내비게이션 분야의 핵심기술 키워드

특허 투자(특허 매입 등)의 관점에서는 e-내비게이션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기술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ICT나 Bio 등과는 다르게 특허 매입이 상대

적으로 적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했

다는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한 특별한 투자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특허 매입 기

업이 그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논리로, 특허 투자가 활발한 영역은 미래 유망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1) 선박자동식별

(1) EXACTEARTH사의 매입 특허에 포함된 핵심 키워드

선박자동식별 기술분야에서 2015년도에 EXACTEARTH사가 COM DEV

INTER- NATIONAL사로부터 ‘Anti-collision systems’ 기술요소 관련 특허 2종과

6) Peter Andersson 외, 2015, “Cost-Benefit Analysis of the Effects of Implementing Sea 
Traffic Management in the Northern Parts of the EU”,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TEN-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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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marine crafts; between marine crafts and fixed obstacles’ 기술요소 관련

특허 1종을 매입하였다.

‘Anti-collision systems’ 기술요소에는 ‘decoded message’ 등 9개의 핵심 키워드

가 포함되어 있으며, ‘between marine crafts; between marine crafts and fixed

obstacles’ 기술요소에는 ‘different phase’ 등 14개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2) THALES사의 매입 특허에 포함된 핵심 키워드

THALES사는 선박자동식별 기술분야에서 2012년도에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사로부터 ‘Arrangements for the joint estimation of

multiple sequences’ 기술요소 관련 특허 1종을 매입하였으며, 기술요소에는

‘function of difference’, ‘time division’ 등 24개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3) BLUEBURG OVERSEAS사의 매입 특허에 포함된 핵심 키워드

동 기술분야에서 BLUEBURG OVERSEAS사는 2015년도에 FLIR

SYSTEMS||MARINE AND REMOTE SENSING SOLUTIONS사로부터

‘Combinations of radar systems with non-radar systems, e.g. sonar, direction

finder’ 기술요소 관련 특허 1종을 매입하였으며, 동 기술요소에는 ‘sonar sensor’와

‘potential impact’ 등 18개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2) 선박교통관제

선박교통관제 분야에서는 THALES사가 2012년도에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사로부터 ‘Arrangements for the joint estimation of

multiple sequences’ 기술요소 관련 특허 1종을 매입하였으며, 동 기술요소에는

‘function of difference’ 등 24개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3) 광대역해상통신

광대역해상통신 분야에는 PARALLEL사가 2014년도에 ALTOBRIDGE로부터

‘with satellite system used as relay, i.e. aeronautical mobile satellite service’ 기술

요소 관련 특허 1종을 매입하였는데, 동 기술요소에는 ‘public announcement

system’ 등 위성을 사용하여 네트워킹하는 기술 키워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3. 유망기술별 연관키워드 분석

1) 웨이포인트와의 유망성 높은 고도 연관키워드 분석

앞에서 설명한 유망성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웨이포인트와 유망성이 높은 연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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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분석한 결과, 상위 1% 내에 들어가는 S등급의 연관키워드는 aerial vehicle,

unmanned aerial vehicle,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12개로 나타났으며, 상위

2.5%의 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등 3개, 상위 5%의 A0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등 3개로 조사되었다.

<표 17> 웨이포인트와의 유망성 높은 고도 연관키워드 분석 결과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 
유망성 
점수

연관 
키워드 
유망성 
등급

연관 
키워드 
포함 
미국 

특허수

연관성 
점수

연관성 
등급

동시 출현 
미국 

특허수
(A)

3년간 
동시 출현 

미국 
특허수(B)

(A) 중 
3년간 

동시 출현 
비중

(B) 중 
1년간 

동시 출현 
비중

(A) 중 
5년간 동시 
출현 비중

aerial vehicle 100 S 1,172 185 5 20 14 70.0% 21.4% 75.0%
uav 99.8 S 617 110 1 22 9 40.9% 22.2% 50.0%

unmanned aerial 
vehicle 99.8 S 752 163 4 17 11 64.7% 27.3% 70.6%

global positioning 
system 99.5 S 11,445 278 7 47 16 34.0% 37.5% 46.8%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99.4 S 970 113 2 6 5 83.3% 60.0% 100.0%

point of interest 98.8 S 2,553 198 5 24 11 45.8% 45.5% 54.2%
interest point 98.5 S 2,735 183 4 24 11 45.8% 45.5% 54.2%

navigation device 98.4 S 3,466 130 2 25 9 36.0% 22.2% 44.0%
estimated location 98.3 S 1,043 156 4 4 4 100.0% 100.0% 100.0%

weather 
information 98.2 S 972 133 3 15 6 40.0% 33.3% 60.0%

global positioning 97.2 S 8,842 183 4 35 10 28.6% 40.0% 51.4%
navigation route 97.2 S 313 103 1 9 5 55.6% 40.0% 66.7%

estimated time of 
arrival 96.7 A+ 437 107 1 12 7 58.3% 14.3% 83.3%

gps 95.9 A+ 16,296 230 6 77 22 28.6% 36.4% 45.5%
positioning system 92.3 A+ 17,225 226 5 50 18 36.0% 22.2% 58.0%

navigation 84.7 A0 8,339 417 8 74 31 41.9% 35.5% 50.0%
road segment 84.4 A0 807 135 3 6 3 50.0% 100.0% 66.7%

multiple waypoint 81.7 A0 12 183 4 7 4 57.1% 100.0% 57.1%
lane information 78.7 A- 127 133 2 5 3 60.0% 100.0% 100.0%
electronic map 78.1 A- 688 119 2 13 5 38.5% 60.0% 46.2%
interactive map 66.8 B+ 305 106 1 7 5 71.4% 60.0% 85.7%
candidate route 65.5 B+ 140 139 3 3 3 100.0% 100.0% 100.0%

flight plan 64.3 B+ 598 549 10 82 34 41.5% 29.4% 57.3%
navigation 
information 64 B+ 1,311 103 1 20 6 30.0% 33.3% 45.0%

travel route 62.9 B+ 1,160 135 3 21 7 33.3% 42.9% 52.4%
flight planning 62.3 B+ 34 109 1 4 4 100.0% 75.0% 100.0%

2) 특수 상황(세월호 사고) 관점 e-내비게이션 분야의 핵심 기술키워드

(1) Distress의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핵심 키워드 distress는 distress message와 함께 GPS 등의 위치 정보관련 키워드

및 communication protocol 등이 주요 연관 키워드로 등장한다. 특히, distress의 연관

키워드 중 wristband가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흥미롭다.

(2) Emergency의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키워드 emergency의 관련 핵심 키워드들은 emergency message와 emergency

signal을 기준으로 위치정보(GPS, global positioning)와 mobile device와 emergency



5-2. 미국의 e-내비게이션 특허정보를 활용한 AI(인공지능) 기반 미래유망기술 탐색

348 • • •  기술혁신연구 20년 : 회고, 성찰 그리고 새로운 도전

contact 등이 주요 연관 키워드로 등장한다.

(3) Collision Avoidance System의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키워드 Collision Avoidance System은 위치정보(GPS, positing system, global

positioning)와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찰(interior rearview mirror

assembly, rearview mirror assembly) 및 센싱(light sensor, rain sensor) 등의 키

워드 역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Ⅳ. 결론

e-내비게이션 분야의 미래유망기술 키워드로 웨이포인트가 선정되었으며, 웨이포인

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항법기술과 최적경로설계 등 자율운항기술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기술이다. 이는 웨이포인트와 최근에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는 키워드인 multiple

waypoint, optimal route, estimated waypoint 등과 같은 지능화 기술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율주행기술이 해양분야에 적용될 때, autonomous sailing 또는 autonomous

sailing vessel 등과 같은 키워드로 표현되며, 롤스-로이스(Rolls Royce)사는 2015년부

터 선박에 대한 원격 및 자율운항을 현실화하여 운송업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AAWA(Advanced Autonomous Waterborne Applications Initiative) 프로젝

트를 주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박의 자율운항기

술에 대한 대대적인 R&D가 필요하다.

항법기술에 있어서, 최적경로 설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선박은 경로의

설계에 따라 에너지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충돌 방지를 포함하여,

해저 지형 및 주변의 타 선박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는 기술

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최적경로 설계는 차세대 AIS(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와 아주 잘 부합되는 기술이며, 차세대 AIS에서는 근해 등에서 다른 선박간

의 대량의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차세대 AIS와 최적

경로 설계의 결합은 웨이포인트 기술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예측 방법론 중 가장 많이 이용

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의 하나로서 키워드를 이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e-내비게이션 기술 분야의 미래유망기술 핵심키워드로서

웨이포인트를 선정하였으나, 웨이포인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기술분야, 출

원인, 유망 사업군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유망 R&D 아이템 발굴, IP 전략기술로드맵 구축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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