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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patents for unmanned technology used in agriculture.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survey of patent data were Korea, the USA and Japan as well as the 

countries in Europe. The indices us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patents were the CPP 

(Cites Per Patent), PII (Patent Impact Index), and PFS (Patent Family Size). The total 

effective patents for unmanned technology used in agriculture were 1,080 cases. The 

number of patents in the USA, Japan, Europe, and Korea were 541, 326, 128 and 85 cases, 

respectively. Among the total effective patents, the evaluation scores for selected important 

patents were calculated by applying commonly used weights to each index, and the top 10 

patents were selected as important patent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the top ten patents 

are own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United States is an advanced country in the 

field of unmanned technology used in agriculture. The evaluation score of the important 

patents using the existing method was biased toward the PII index among the three patent 

evaluation standards, an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claims and the PFS were relatively 

small. Therefore, a reliable patent analysis in the field of unmanned technology used in 

agriculture needs to reflect the overall evaluation facto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cope of the evaluation factors.

Keywords: agriculture, patent, patent analysis, unmanned technology

Introduction

최근 농업은 기후 변화 및 글로벌 식량 위기에 따라 곡물가격의 급등, 농업생산성 한계, 국내 

농업경영 환경의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Lee, 2016; Lim and Park 2017). 또한, 농

업 기계는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른 차량 대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Choi et al., 2017; Hong et al., 2017). 하지만 최근 국내 

농가는 농업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 및 여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

안이 필요한 실정이다(Lee et al., 2010; Chung et al., 2016; Han et al., 2017). 농업 무인화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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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성의 극대화, 농기계 사고 위험의 대비,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자동차와 같은 

선진 기술분야에서는 무인화 기술에 대한 전 세계 각 국의 특허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피 전

략 등을 수립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무인화 기술은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고 비정

형 환경에서의 기술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계로 이에 대한 특허 분석은 상대적으

로 미비한 수준이다(Park and Kang, 2017).

Kang (2016)은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특허동향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술의 흐름 및 방향성을 분석

하였으며, 한국, 미국, 유럽 등의 특허제도에 대해서 특허동향분석을 수행하여 미래지속기술의 다양한 분석지표

를 제시하였다. Kim et al. (2009)은 네트워크 중심전(NCW)에서의 정보보호기술과 관련한 특허데이터를 수집하

였으며, NCW를 구현하는 한국군에 있어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Kang (2007)

은 특허 분석을 통한 유망 융합 기술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허 분석 전문 프로그램인 Aureka를 이용

하여 특허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유망 융합 기술을 예측하는 융합지수와 유망지수 산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Kim 

et al. (2015)은 농작업자의 개인보호구 개발을 위하여 일반산업분야의 개인보호구 특허기술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보호구별, 농작업 관련 기술분야별에 따른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를 볼 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특허동향분석을 통

해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성과 분석지표들을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농업 무인화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분석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업 무인화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 및 자료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1) 농업 무인화 기술에서 특

허분석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 2) 주요 국가의 농업 무인화 기술 분야 특허 동향 분석, 3) 특허의 정량 분석을 

통한 중요특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중요특허는 좁은 경작지 등 열악한 국내 농업환경에 맞는 농업 무인화 기술

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aterials and Methods

특허 분석 지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허 분석 지표 중 인용도지수(Cites Per Patent, CPP), 특허영향지수(Patent Impact Index, 

PII), 시장확보지수(Patent Family Size, PFS)를 대표적인 지표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용도지수는 식 (1)과 같이 

등록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 등록특허 건수의 비율로 정의하며, 특정 등록 특허가 다른 특허들에 의해 인용된 횟수

를 나타내어 인용도지수가 클수록 질적 수준이 높은 핵심특허 또는 원천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Kang, 2007). 특허영향지수는 식 (2)와 같이 분석대상주체의 인용도지수와 전체 인용도지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특허의 피인용 횟수를 특정 기술분야 내에서의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시켜 특정 국가 또는 기업

이 보유한 특허의 질적 수준의 상대적 평가에 활용한다(Moon et al., 2012). 시장확보지수는 식 (3)과 같이 해당출원

인(소유권자)의 평균 Patent Family 수와 전체 평균 Patent Family 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상업적 이익 또는 기술경

쟁이 있을 때에만 해외 특허를 출원하므로 시장확보지수 수가 많을 때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시장확보력의 지표로 사용된다(Moon et al., 2012). 이때, Patent Family 는 한 발명에 대해 각 국가마다 출원된 특허

를 의미한다.

인용도지수 
특허건수

피인용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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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향지수 
전체인용도지수

특정인용도지수
 (2)

시장확보지수 
전체평균특허수

해당출원인평균특허수
 (3)

특허 분석

농업 자동화 기술 특허 자료 조사를 위한 특허 검색식은 Table 1과 같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분류되었다. 키워

드는 무인 인프라 구축(Build an unmanned infrastructure), 지능형 농작업 기계(Intelligent agricultural machine), 스

마트 농작업 기술(Smart farming technology)로 분류되었으며, 각 키워드 별로 검색식을 이용하여 특허 조사를 수

행하였다. 농업 무인화 기술 관련 특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대상으로 2014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기준으

로 조사하였다. 유효 특허는 전체 검색 데이터로부터 특허 제목과 요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Table 1. Search formula for patent used in the study.

Classification Search formula

Build an 

unmanned 

infrastructure

(agricultur* or rice* or paddy or farm* or plant or crop* or upland or dryland) AND ((soil adj analy*) or (soil 

adj mesur*) or (soil adj recogni*) or (soil adj percept*) or (soil adj environment) or (soil adj condition) or (soil 

adj status) or (soil adj sensor) or (soil adj strength) or (soil adj water) or (soil adj organic) or (soil adj nutrient) 

or (plant adj recogni*) or (plant adj percept*) or (plant adj analy*) or (plant adj growth) or (plant adj 

information) or (plant adj detect*) or (plant adj status) or (tree adj detect*) or (environment adj analy*) or 

(environment adj measur*) or (environment adj recogni*) or (environment adj percept*) or (disease adj 

detect*) or (disease adj sensing) or (disease adj monitor*) or ((harvest or ingather*) adj3 monitor*) or (detect 

near10 (growth adj status))) AND (unman* or manless or automation or automated)

Intelligent 

agricultural 

machine

(agricultur* or rice* or paddy or farm* or plant or crop* or upland or dryland) AND (road or ground or 

farmland or argicultural*) AND ((course or path*) near10 (creat* or generat* or form* or search* or track* or 

explor* or investigat* or observat* or seek* or trace* or plan* or follow*))

Smart farming 

technology

(agricultur* or rice* or paddy or farm* or plant or crop* or upland or dryland) AND (((autonomous or 

intelligence) adj5 (control or system)) or navigat* or landmark or GPS) AND (vehicle* or (harvesting adj 

machine) or combine* or planter or cultivator or harvester or seeder or tractor or (planting adj machine) or 

transplanter)

중요 특허 선정 방법

중요 특허는 선정된 유효 특허를 대상으로 청구항 수(Number of claim), 특허영향지수, 시장확보지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점수(Evaluation score)를 계산함으로써 선정하였다. 가중치는 사전 자료 조사를 통해 국

내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분석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청구항 수, 특허영향지수, 시장

확보지수에 대하여 각각 10, 70, 2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는 상위 10개를 중요 

특허로 선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특허 동향 분석

특허 검색식을 이용하여 농업 분야 무인 자동화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조사한 결과 1,080건의 유효 특허가 조사 

되었으며, 유효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동향과 중요 특허를 분석하였다. 

무인 자동화 기술에 대한 세계 특허는 Fig. 1과 같이 유효 특허 1,080 건 중 미국이 541건(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326건(30.1%), 유럽 128건(11.9%), 한국 85건(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전체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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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어 무인 자동화 기술 분야의 강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전체의 30%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보다는 낮지만 세계 2위 수준의 농업 무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유

럽과 한국은 10% 전 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무인 자동화 기술 특허는 총 8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은 Fig. 2(a)와 같이 1998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1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무인 자동화 기술 관련 총 541건으로 다

른 주요 국가에 비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다. 미국의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은 Fig. 2(b)와 같이 1973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된 199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일본의 무인 자동화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은 총 326건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연도별 특허 출원 현

황은 Fig. 3(a)와 같이 1990년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 유럽의 경우 특허 출원은 총 128건으로 나타났으며, Fig. 3(b)와 같이 198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후 

2000년대에 진입하며 평균 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Trends of patent for by major countries in agricultural unmanned technology.

(a) Trends of patent application in Korea     (b) Trends of patent application in USA

Fig. 2. Trends of patent application by year in Korea and USA.

(a) Trends of patent application in Japan (b) Trends of patent application in Europe

Fig. 3. Trends of patent application by year in Japan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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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특허 분석

선정된 상위 1,080개의 특허 중 상위 10개의 중요 특허는 Table 2와 같다. 상위 10개의 중요 특허의 출원 국가는 

모두 미국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이 무인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상위 10개의 특허 문헌은 청구항 수가 9개에서부터 59개까지 넓은 범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청구항의 수가 평가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순위 5위의 특

허 문헌은 청구항 수와 시장확보지수가 상위 10개 특허문헌 중 최하위 수준으로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영

향지수가 18.12로 높게 나타나 전체의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위 6위의 특허 문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

장확보지수가 20.4로 전체 순위 1위의 특허 문헌 시장확보지수인 1.974 보다 약 10배 이상 높지만 특허영향지수가 

10.488로 낮은 수치를 보여 전체 순위 6위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특

허 평가 방법은 세 가지 특허평가 기준 중 청구항 수와 시장확보지수보다 특허영향지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평가 요소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하여 특허영향지수와 시장확보지수 간의 평가요소 범

위를 고려하여 전체 평가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특허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Table 2. Evaluation of top 10 major patents.

Ranking Country
Patent application 

number

Number of 

claim

Reference 

document
PII

Number of 

family 
PFS

Evaluation 

score

1 US 1997-861077 21 184 33.273 3 1.974 25.786

2 US 1998-116312 40 131 23.689 3 1.974 20.977

3 US 1995-436870 47 124 22.423 3 1.974 20.791

4 US 1997-892789 59 107 19.349 2 1.316 19.708

5 US 2000-611510   9 135 24.41 1 0.658 18.120

6 US 1994-276002 53 58 10.488 31 20.40 16.721

7 US 1997-941863 27 102 18.445 1 0.658 15.743

8 US 2003-644553 43 85 15.371 5 3.290 15.717

9 US 1999-337162 36 92 16.637 1 0.658 15.377

10 US 2000-595286 18 106 19.168 1 0.658 15.349

PII, Patent impact index; PFS, Patent family size.

Conclusion

본 연구는 농업 무인화 기술 분야의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특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를 

분석하고 중요특허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특허는 2014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허 분석을 위한 지표는 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시장확보지수를 이용

하였으며,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평가점수 상위 10개의 특허를 중요 특허로 선정하였다. 농업 무

인 자동화 기술에 대한 전체 유효 특허는 1,08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은 각각 541건

(50%), 326건(30.1%), 128건(11.9%), 85건(8.0%)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한국은 1990년대 이후 특허 출원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럽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지 않고 유사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특허로 선정된 상위 10개의 특허는 모두 미국에서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전체

의 50% 특허 출원 및 상위 10개의 중요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 무인 자동화 분야의 절대적 강국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 특허의 평가 점수는 특허영향지수에 편향되어 상대적으로 청구항 수와 시장확보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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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평가 요소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하여 평가요소의 범위를 고려

하여 전체 평가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특허 분석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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