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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융합맵 생성  국가 로 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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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 고로 발된 인공지능에 한 국민의 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한 기술

융합 맵  국가 로 일에 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허와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융합 상을 밝히고,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로 일을 분석하고자 하 다. 특허와 논문에서 인공지능 분

야 데이터를 추출한 후 기술융합 맵을 작성하 다. KISTI가 보유한 SCOPUS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 로 일 

분석에 필요한 지표를 구했다.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은 융가격결정, 이미지분석, 수술 등 

분야와 기술융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학문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분야는 컴퓨터 과학 하  분야에서 주

로 연구되고 있지만 기 자공학, 바이오 공학, 의학 등 분야와 융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공

지능 분야에 한 연구 성장도가 세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집 도, 향력 등 측면에서는 주요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interest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the AlphaGo Match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o far, very little has been done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technology convergence and to assess the country profile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convergence map was created after extracting USPTO patent grants and Web of Science data and generating matrics in the field of AI. Several 

Indicators were obtained by extracting and calculating SCOPUS Data that KISTI has. According to USPTO patent grants, it shows that AI technology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several sectors such as cost/price determination, image analysis, and surgery, etc. Also, AI has a active convergence with some 

field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BioTechnologies, and Medicine etc. According to country profile analysis, Korea  reaches a global average 

growth index. However, in terms of specialization index (SI) and average of relative citations (ARC),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Korea and research 

lead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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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기술의 발 이 사회 신을 불러일으키고, 기존 

산업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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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 인 

진화는 인간의 일자리 쟁을 앞당길 것으로 여겨지

며, 융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  제조업 시

장에서도 인공지능 로 이 인간을 체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산업  분야에 걸

쳐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이 침투한다면 새로운 일자

리가 창출되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2013년 국 옥스퍼드 학교의 

Cral Frey교수와 Michael Osbourne 교수는 향후 20

년 이내에 일자리 가운데 47%정도가 자동화와 로

의 등장으로 사라질 것으로 상했다. 미국 포 스터 

리서치의 J.P. Gownder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2270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새로 창출될 일자리를 감안하면 실제로 없어질 

일자리는 910만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신과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

로 다분야 기술융합이 사회․경제  차원에서 범

하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1], 미국, 유럽, 일본을 시

한 선진국은 기술융합이 차세  주요 기술 신을 주

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인공지능은 기 심에서부터 기술의 한계성

으로 인해 침체기와 발 기를 거듭했으나, 최근에는 

딥러닝(Deep learning)의 등장과 ICT 기술의 비약  

발 으로 인해 인공지능에 한 기 치가  증가

하고 있으며[2], 다양한 분야로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컴퓨 , 데이터, 알고리즘의 한계가 차

례로 극복되면서 인공지능은 그 향력이 제조, 융, 

의료,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3].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 비 기술격차 2

년, 기술수  73.1%(KEIT, 2013)∙75% (IITP, 2015)

로 낮은 수 이며, 문가 언어∙시각 지능은 연구개

발(R&D)은 기단계 수 이고 산규모도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상을 논문과 

특허를 이용해 학문분야와 기술측면에서 분석하고, 인

공지능 분야에 해 집 도, 향력과 같은 주요 지표

를 이용해 경쟁력 맵을 작성하고, 국가 로 일  분

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Ⅱ.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

경쟁력 맵은 지식맵의 여러 유형  하나에 속한다. 

이 맵을 작성하는데 여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 인 데이터는 특허이다[5]. 인공지능의 기

술융합을 분석하기 해 KISTI가 구축한 특허 데이

터베이스  미국특허 데이터를 이용하 다. 미국특허

청에서 공개하는 특허에는 미국특허분류정보가 수록

되어 있다. 미국특허분류체계에는 Class 706: Data 

Processing –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항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등록특허 에서 706 클래스에 속

하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된 특허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기술융합맵 작성하기 해 WoS데이터 

1986년부터 2015년까지를, 국가 로 일 분석을 해 

SCOPUS 데이터 1996년부터 2015년까지를 이용했다. 

국가 로 일 분석에 사용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Specialization 

Index(SI) = 
(Xs/Xt)
(Ns/Nt)           (1)

Average of
Relative Citations
(ARC) = 

(Xcs/Xct)
(Ncs/Nct)           (2)

식 (1)에서 Xs는 어떤 분야에서 X 국가가 발표한 

논문수, Xt는 X국가가 발표한 체 논문수, Ns는 어

떤 분야에서 발표된 세계 논문수, Nt는 세계에서 

발표된 체 논문수를 나타낸다.

식 (2)에서 Xcs는 어떤 분야에서 X국가가 발표한 

논문의 피인용횟수, Xct는 X국가가 발표한 체 논문

의 피인용횟수, Ncs는 어떤 분야에서 발표된 세계 

논문의 피인용횟수, Nct는 세계에서 발표된 체 

논문의 피인용횟수를 나타낸다[6].

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 으로 표 하기 해 네트

워크 분석툴인 Gephi와 Pajek, VOSviewer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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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Class 
No.

co-o
ccurr
ence

Class Title

1 707 1663
Data processing: database and  
file management or data structures

2 700 1085 Data processing: generic control  
systems or specific applications

3 382 707 Image analysis

4 702 688 Data processing: measuring,  
calibrating, or testing

5 709 653
Electrical computers and digital  
processing systems: multicomputer 
data transferring

6 705 640
Data processing: financial,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or 
cost/price determination

7 703 586
Data processing: structural  design, 
modeling, simulation, and emulation

8 715 582

Data processing: presentation  
processing of document, operator 
interface processing, and screen 
saver  display processing

9 704 547

Data processing: speech signal  
processing, linguistics, language 
translation, and audio  
compression/decompression

10 714 398 Error detection/correction and  fault 
detection/recovery

Ⅱ. 인공지능의 기술융합 상

2.1 특허에서 본 인공지능의 기술융합

인공지능의 기술융합 상을 악하기 해 미국특

허분류(USPC) 706 클래스를 이용했다. 미국특허분류

는 기술정보를 450개 이상의 클래스, 150,000개 이상

의 하 클래스로 구분된다. 미국 특허분류체계는 각 

기술마다 고유한 식별자로서 클래스 코드를 부여하며, 

기술발 에 따라 분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지속 으로 확장, 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미국특허에 부여된 USPC를 기 으로 인공지능 기

술분야와 동시 출 하는 분야를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표 1]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처

리, 이미지분석, 융가격결정, 구조설계와 같은 분야

에서 기술융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내비게이

션, 교육, 수술, 정보보안 등의 역과도 기술융합이 

나타났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IT 분야를 비롯해 

의료, 농업, 에 지, 자동차, 로 ,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분야 등  산업에 걸쳐서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2.2 논문에서 본 인공지능의 기술 융합

학문분야간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상을 악하기 

해 Wo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검색식을 

“artificial OR machine learning”으로 작성하여 1986

년부터 2015년까지 WoS를 검색하여, 32,608건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인공지능분야에서 학문분야간 기술융

합을 악하기 해 검색결과 문헌에 수록된 참고문

헌 데이터를 이용하 다. 

참고문헌의 학문분야를 악하기 해 참고문헌의 

명을 추출하여 WoS 카테고리를 부여한 후 매핑

테이블을 생성했다. 문헌의 주제분야 정보를 이용 하

여 Co-Classification Network를 Pajek으로 작성했다. 

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Gephi를 이용해 시각 으로 표

하여 네트워크 맵을 생성했다.

1)  USPTO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Development.

http://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

tent-search/classification-standards-and-development

그림 1. 미국특허에서 인공지능의 기술융합 맵 
(1991-2015)

Fig. 1 Technology Convergence Map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USPTO Patents (1991-2015)

표 1. 미국특허에서 인공지능과 기술융합이 많은 
특허분류

Table 1. Highly Coupled USP Clas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USPTO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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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01 349
Data processing: vehicles,  
navigation, and relative location

12 717 314
Data processing: software  
development, installation, and 
management

13 708 216 Electrical computers: arithmetic  
processing and calculating

14 434 210 Education and demonstration

15 600 183 Surgery

16 345 178
Computer graphics processing and  
selective visual display systems

17 340 163 Communications: electrical

18 370 148 Multiplex communications

19 726 141 Information security

20 716 120
Computer-aided design and  
analysis of circuits and 
semiconductor masks

그림 2. 인공지능 학문분야간 융합맵
Fig. 2 Knowledge Convergence Map in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그림 2를 보면 인공지능에 한 연구는 컴퓨터 과

학분야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과학 분야

에서 AI의 이론  측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 트

웨어, 학제간 응용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 자공학, 바이오화학, 바이오기술, 생물학분야와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네트워크 

맵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성능을 결정짓는 3  핵심기술 요소는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  워이다[4]. 인공지능의 성

능향상을 해 컴퓨터 과학 분야의 하  세부분야에

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해 주로 연구되

고 있지만 기 자공학, 바이오 공학, 의학 등 분야

와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로 일 분석

3.1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별 연구 황

미국, 일본, 국 등에서 인공지능 연구는 주로 정

부 주도 혹은 로벌 기업의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는 국외 기업들과의 기술격차를 이기 

해 정부 주도로 장기간의 국책사업이 시작단계에 

있다[7].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로 일을 분석하기 해 

KISTI가 보유한 SCOPUS 데이터를 이용하 다. 인

공지능과 련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주제분야

를 SCOPUS의 ASJC 세부주제분야를 이용해 살펴보

면, Artificial intelligence (1702), Computer Science 

(1700),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2614), 

Software (1712),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 

(1706)로 컴퓨터공학 련 분야 다. 이것은 WoS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문분야간 융합맵(그림 2)과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3. 인공지능 분야별 논문수 (2011-2013)
Fig. 3 Number of Pap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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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별 집 도, 향력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별 연구 집 도(SI, 

Specialization Index)와 향력(ARC, Average of 

Relative Citations)을 살펴보았다. 연구 집 도는 어

떤 연구분야에 해 다른 국가와 비교시 해당 국가의 

연구 강도를 보녀주는 지표이다. 해당 국가가 특정 연

구분야를 으로 연구할수록 다른 분야에서 연구

강도는 낮아지게 된다. 집 도 지수값이 1보다 크면 

비교 상인 세계 집 도에 비해 연구집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 도가 1보다 작으면 세계 수 에 

비해 연구집 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력은 

해당 국가가 발표한 논문의 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다. 

연구집 도가 높은 국가는 미국, 국, 캐나다 순으

로, 논문수에 비해 상  향력이 큰 국가는 네덜란

드, 이탈리아, 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향력과 집 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경

쟁력 맵이다.

그림 4. 인공지능의 국가별 경쟁력 맵
Fig. 4 Country Competency Map in Artificial 

Intelligence

국가별 경쟁력 맵을 작성할 때는 일반 으로 한국

을 심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맵을 작성한다[8-9].

인공지능과 련된 5개 분야(Artificial intelligence 

(1702), Computer Science (1700),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2614), Software (1712),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 (1706))를 심으로 

미국, 일본, 국, 국, 독일, 한국의 집 도(Average 

of Relative Citations, ARC), 향력(Specialization 

Index, SI)을 비교했다. 

Artificial Intelligence (1702) 분야에서 미국, 국, 

한국, 일본, 국은 세계 평균 이상의 향력을 가지

며, Theoretical Computer Science(2614) 분야에서 

국은 집 도에 비해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Computer Science Application (1706) 분

야에서 집 도에 비해, 그리고 다른 국가에 비해 향

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2614) 분야에서는 집

도에 비해 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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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공지능의 분야별 국가집 도/ 향력
Fig. 5 Country's SI/ARC by Fields in AIrtificial 

Intelligence

3.3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국 지표별 비교

연구 심국가인 미국, 국, 독일과 함께 한국, 

국, 일본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황을 성장도

(GI), 집 도(SI), 향력(ARC), Q-Factor, Crown 

Indicator, IO-FNCS라는 6개 지표를 이용해 살펴보았

다. 주요 지표값들은 1을 기 으로 1 이상이면 세계평

균보다 높은 수 이며, 1보다 낮은 값은 세계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 독일은 집 도와 향력을 비롯해 다른 

지표들에서도 1이상으로 인공지능 연구의 선도주자임

을 보여주었다. 

그림 6.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요국의 지표별 비교
Fig. 6 Comparative Analysis of Countr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은 집 도, Q-Factor, Crown Indicator, 

IO-FNCS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을 보 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 한 

연구 성장도가 세계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집 도, 향력 등 측면에서는 주요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기술의 융복합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바이오․

나노․항공우주과학 기술의 발달, 환경오염․기후변

화․자연재해, 세계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

력 이동이 증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변화하는 환

경에 따라 직업도 새롭게 탄생하거나 소멸, 는 세분

화, 복합화, 융합화 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비약  진화는 융투자시장 뿐만 아니

라 노동집약  제조업 시장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

져올 것으로 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래사회 요구  쟁  하나인 인공지

능 기술의 융합 상을 특허와 논문측면에서 분석하

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한 국가 로 일 분석

을 수행했다.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연구역량을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국가 집 도와 향력을 

심으로 경쟁력 맵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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