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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특허Report

Intelligent Robot

IP Reportswithin Your Grasp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로 부상한 지능형 로봇은 일반 생활서비스를 넘어 에너지, 도시·안전, 헬스·의
료, 자동차·교통, 제조, 축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화•플랫폼화•서
비스화를 통해 제조, 의료, 유통 등 전체 산업 확산으로 우리 삶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분석한다. <편집자>

 로봇공통기술은 여러 로봇제품에 직간접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기술로 로봇지능, 부품,
플랫폼 등이 해당되며, 로봇화 기술은 무인차,
CCTV 등과 같은 타제품에 적용되는 로봇화
(Robotization) 기술을 포함
 과거의 로봇이 극한지역이나 산업용 도구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무선조정 자동 기계의 성
격이 짙었다면, 지능형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기계인간(휴머노이드)을 의미
 지능형 로봇은 ①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② 스
스로 상황을 판단해, ③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의 총칭

인간과 기계의 만남, ‘로봇’

 제조업용 로봇은 구조화된 환경, 예측된 상황

 로봇(Robot)은 인간이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변화에 맞춰 로봇이 해야 할 일을 미리 프로그

하거나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행하

래밍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지능형 로봇은 변

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로봇산업은 로봇 완성

동성이 큰 환경 하에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

품 및 로봇 관련 부품·소재·SW를 제조·판매

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하는 산업을 의미

로봇의 기본 임무를 달성해야 함

 로봇 기술은 인간을 모방하는 공통기술에서
각 산업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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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기술 동향

지능형 로봇

글로벌 로봇 특허 동향
 로봇 산업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

 로봇 산업의 구간별 한국국적 출원인의 점유
율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국국적

체적으로 꾸준히 특허출원이 되고 있는 산업

출원인의 출원 건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

분야이며,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특

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허출원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

한국의 특허경쟁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

있는 것으로 분석됨

화되는 시기인 2010년 무렵에 오히려 특허출
원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로봇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해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됨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
며, 미국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전체적으로
출원건수가 높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

[표] 연도 구간별 국가 점유율 동향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 ICT 표준화 전략맵)

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 동향
 특허 출원 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점유율에서
미국이 10,360건으로 49%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지능형 로봇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출원 동향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한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
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 (삼성전자, LG전자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 증가)

유럽
2,040…
[표] 주요 출원국 연도별 출원동향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로봇산업 동향 및 기술전략)

일본

 로봇 산업의 구간별 상위출원인 점유율 동향
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위출원인 20인의
출원 비중이 약 26%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으
로 나타나 관련 산업 분야의 주요 출원인 기술

5,009
23%

한국
3,857
18%

미국
10,360
49%

점유도는 높지 않은 편인 것으로 분석됨
[표]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청별 출원점유율(출처: 특허청, 국가
특허전략청사진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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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특허활동 분석

 모든 명령들은 작업장 내에 위치한 무선

 아마존은 2015년에 ‘이동주행장치(Mobile

AP(Access Points)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관

Drive Unit, MDU)가 달린 지상 무인기에게 작업

리모듈에서 작업지시가 떨어지면 가장 가까

지시와 위치와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과 시스템

운 지상 무인기를 선정해 작업장으로 보내 작

(System and method for positioning a

업을 수행

mobile drive unit, 9,087,314, 21 Jul 2015)’
이라는 특허를 등록
 3대의 지상 무인기들 혹은 로봇들은 관리모듈의
명령에 따라 재고용기 혹은 박스들을 작업장에
서 각각 지정한 포인트들(Points) 사이로 실어
나르고 각각의 재고용기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들이 들어 있음

<도면> 지상 무인기 경로계획모듈

 아마존은 2016년에 ‘지상 무인기를 이용한 재
고관리시스템 내의 무선통신 트래픽을 비주얼
인터페이스로 제 공해 네트워크 효율화
(Wireless
autonomous

visualization
ground

interface
vehicle

for
signal

coverage(9,260,244, 16 Feb 2016)’라는 특
허도 등록

<도면> 지상 무인기 경로시스템 특허

 재고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고, 입력,
프로세싱,출하등의작업을수행
 관리모듈은 작업장의 일부분을 지상 무인기들을
위한 파킹장소로 할당하고 지상 무인기들은 작
업장내의 트랙(tracks), 전원을 공급하는 레일
(rails) •케이블(cables) •크레인(cranes)을 따라
움직임

<도면> 재고관리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도

드론 핵심 특허 2018

차세대 배송용기와 재고·물류·창고관리

IP인사이트

사람과 협업하는 지상 무인기, Kiva 로봇

아마존이 지난 2012년에 7억7,500만 달러의 거액

근무한 인력은 23만 명이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은

에 인수한 6), 사람과 협업하는 코봇(Co-Bots)인, 물

3만 대이며, 2016년 8월 2일의 미 연방정부의 드론

7)

로봇이 실제 비용절감 효과를 내

완화정책으로, 조만간 물류센터에서 사람과 함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6년 6월15일자 비

작업하는 드론(UAS)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

류자동화 Kiva

8)

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 이 보도는 아마존

다 9).

의 글로벌 영업 및 고객서비스 부문 수석부사장

와이어드는 홀리데이(Holiday, 추수감사절과 연말

(SVP)인 데이브 클락(Dave Clark)의 발언을 인용

연시) 기간에 미국 내 배송을 위해 12만명의 임시

해, 아마존이 Kiva 로봇을 통해 약 20%의 영업비

직원을 고용했으며(Holiday workers), 이들이 물

용을 절감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물류센터 1개당

류센서(Fulfillment Centers), 분류센터(Sortation

비용 절감 액으로 환산하면 약 2,200만 달러에 이

Centers), 고객 서비스 사이트(Customer Service

른다. 또한 아마존이 아직 Kiva 로봇을 갖추지 않은

Sites)에서 새롭게 일을 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에

107개 물류센터에도 해당 로봇을 활용하면, 약 8

는 100,000명의 홀리데이 노동자를 임시 채용했었

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데, 이중 14,000명이 정규 직원으로 전환했으며,

고 추산했다. 아마존은 현재 13개 물류센터에서만

2016년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아마존은

Kiva 로봇을 활용한다.

기대했다고 보도했다 10).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6년 11월 28일인 사이

6) The New York Times - Amazon.com to Acquire Manufacturer
of Robotics(19 Mar 2012).

https://dealbook.nytimes.com/2012/03/19/amazon-com-buyskiva-systems-for-775-million/

Techrunch - Amazon To Look Into Deliveries By Self-Driving
Car(03 Dec 2013)

https://techcrunch.com/2013/12/03/self-driving-drone/
아마존이 13개 물류센터에 투입한 인간과 협업하는 코봇인 Kiva(지
상무인기 혹은 이동주행장치). Image Credit: Business Insider(15
Jun 2016)

2016년 10월 29일자 시애틀타임즈는 보다 업데이
트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코봇인 Kiva 로봇 직원이, 전 세계 120여
곳의 물류센터 가운데 20곳에 4만5000대가 투입되
었으며,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아마존에서

7) https://www.amazonrobotics.com/#/

8) Business Insider - Amazon's $775 million deal for robotics
company Kiva is starting to look really smart(15 Jun 2016).
http://www.businessinsider.com/kiva-robots-save-money-foramazon-2016-6

9) Seattle Times - Amazon deploys many more orange robots

at warehouses(29 Dec 2016, Updated on 30 Dec 2016). http://

www.seattletimes.com/business/amazon-deploys-many-moreorange-troops-at-warehouses/

10) Wired - Looking for a job? Amazon's hiring 120,000 holiday
workers(13 Oct 2016)

http://www.usatoday.com/story/money/2016/10/13/lookingjob-amazons-hiring-120000-holiday-workers/919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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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표] 지능형 로봇 분야 인튜이티브 서지컬 미래 제품 시나리오 (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Google 특허 활동 분석
 구글은 휴먼 로봇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휴먼 로봇 대신 비

이는 대신에 창고 자동화 로봇 분야에 주목하

교적 가까운 시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창고

고 있으며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Boston

자동화 로봇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Dynamics), 샤프트(Schaft) 등 휴먼 로봇 전

분석됨.

문기업 매각을 추진하면서 로봇 사업 철수론
까지 나옴.

[표] 로봇 분야 Google 특허 출원 흐름도(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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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IP Reportswithin Your Grasp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로 부상한 인공지능(AI)은 일반 생활서비스를 넘어 에너지, 도시·안전, 헬스·의
료, 자동차·교통, 제조, 축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화•플랫폼화•서
비스화를 통해 제조, 의료, 유통 등 전체 산업 확산으로 우리 삶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
지능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분석한다. <편집자>

인간 지능과 학습을 구현하는 ‘인공지능(AI)’

 자연어질의응답,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동통역, 제스처 및 동작인식, 웨어러블 제스처

인간의 인지능력(언어, 음성, 시각, 감성 등)과

인지, 비주얼 검색, 지능형 영상정보 인식, 머

학습, 추론 등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정의되

신러닝 데이터 및 모델 표준, 클라우드 기반 지

며, 인공지능 SW/HW, 기초기술 (뇌과학, 산

능형 인프라 관리표준, 빅데이터 연동 지능형

업수학 등)을 포괄함

서비스 분야 표준화 추진

 단기적으로는, 인간 친화적 인공지능 체계, 사
용자 정보 서술체계, 실세계 이해

 중·장기적으로는, 타 산업과 연계된 고도의 융
복합 지능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식추
론, 학습 적응, 행위 생성 및 지식 아키텍처 및
플랫폼 기술, 상황이해, 음성 및 언어 이해, 시
각 및 영상이해 및 인지컴퓨팅 기술을 포함
 특히 디지털 어시스턴트(Digital Assistant)는
개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대
신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머신러닝, 음성
인식, 문장분석, 상황인지 등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지시사항을 수행
 금융 서비스, 교육, 정부, 헬스케어, 쇼핑, 여행,
유틸리티, 통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PC, 스마트홈,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됨

[표] 인공지능 기술 개요도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 전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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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주목받는 디지털 비서 기술

핵심 기술 트렌드

 구글은 지능형 검색, 지능형 개인비서, 자연어

 머신러닝/딥러닝 기반의 언어처리의 어휘와 문

질의응답, 전문가 시스템 등 인공지능기술 개

장의 문법분석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연어

발을 위해 양질의 지식베이스인 지식그래프

질의응답 기술이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높아 활

(Knowledge Graph) 구축에 투자

발히 연구되고 있음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2010년대 중반 이전까
지 스마트폰 중심(모바일 시대)에서 2010년

 애플은 개인용 가상비서인 시리를 사용자가
입력한 빅데이터 로그를 분석해 지속적인 성
능개선을 추진하여 기술 고도화 추진

대 중반 이후 다양한 기기로 확장(초연결 시대)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를 생성하며, 빅데이터

 2010년 Google 음성검색 서비스를 필두로

와 소셜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1년 Apple ‘시리’, 2012년 삼성전자 ‘S보이스’, Google ‘Google 나우’ 등 글로벌 IT
업체의 디지털 비서 관련 제품이 쏟아져 나옴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사용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초 인공지능 서비
스 ‘테이’를 공개했으나 통제되지 않은 학습과

 Google과 Microsoft, Baidu 등 거대 인터넷

대화 품질 문제로 서비스 중단. 2016년 AI 리

기업도 인공지능 투자 경쟁에 돌입해 인재를

서치 그룹 신설과 새로운 인공지능서비스인

영입하고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분

조(Zo) 발표 및 코그너티브 서비스 프레임워크

야에서 경쟁이 고조됨

를 개방하는 등 독자 생태계 확보에 노력함

 IBM은 자연어 처리, 질의응답 기술개발을 위
해 슈퍼컴퓨터 왓슨에 10억달러(약1조2000
억원)를 투자해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
(2011년) 한 이후에 금융, 의료, 법률 등분야
의 전문가 시스템 개발에 집중적 개발을 추진

[표] 디지털 어시스턴트 관련 제품 서비스 발전 흐름도(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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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pple 특허활동

 지난 2011까지는 사용자의 자연어 명령을 인식해

 딥러닝 기능이 적용된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이를 단말기에 적용하는 ‘음성인식’ 기반 디지털비

‘Siri’를 제공하는 Apple은 아이폰을 출시한

서특허(US9,318,108)가Apple핵심특허로꼽힘

2007년 이후 꾸준히 지능형 인터페이스 관련 특

 Apple은 딥러닝 기능이 적용된 음성인식 비서 서
비스 ‘Siri’를 선보인 후 본격적인 특허 정교화에 나

허 출원에 주력

섬

[표] 디지털 어시스턴트 분야 Apple특허 출원 동향(출처: 특허
청, 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사업)

<사진>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Siri’

[표] 디지털 어시스턴트 분야 Apple특허 출원 흐름도(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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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IP Activity

인공지능(AI)

[도면] IoT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사, 복약 등 생활 안내를 서비스하는 특허

 IoT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상태를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사, 복약 등 생활 안

특허(공개번호 US20150348554)는 인공지

내를 서비스하는 특허(공개번호

능과 IoT, 디지털비서 기술의 총체로 웨어러블

US20140108303)

기기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명령어로 전

 웨어러블 기기에서 특정 동작을 통해 디지털
비서를 활성화시키는 특허(공개번호
US20160260436)

환, 복수의 IoT 기기에 데이터를 전송.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웨어러블 기기와 디
지털비서 서버, IoT 기기들은 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긴밀히 연결됨

Apple 특허 분석

인공지능(AI) 칩
Artificial Intelligence chips
P1806PA01B

손에 잡히는특허Report

IP Reportswithin Your Grasp

인공지능(AI) 분야에서 Apple은 on-device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에 적용했
다는점에서구글을능가한다.블록체인개념의Cloud형Edge시대가이미도래
했기때문이다.실제로Apple은2017년에자체개발한뉴럴엔진기반의인공지
능칩(A11BionicChip)을iPhoneX에탑재했다.이처럼AI칩설계는물론독자적
인OS플랫폼까지구축한Apple의특허기술전략을분석한다.<편집자>
저자: 차원용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뉴럴엔진의 인공지능 칩(A11 Bionic
Chip) 개발 배경

재 아마존의 에코를 비롯 구글의 홈 등 AI 스퍼

기존 APU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형화

(Cloud)로 보내 답변을 찾은 뒤(이를 Edge to

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했지만, 인공지능 칩은

Cloud라 함) 다시 스피커로 전송하는 방식(이

기기(Edge) 내의 이미지처리, 음성인식 등 다양

를 Cloud to Edge라 함)을 채택하고 있다, 그

한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현

결과 음성인식 AI 비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커들은 AI 스피커에 입력된 음성을 클라우드

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AI칩이다. AI칩이 발전
할수록 기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량
이 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져 사용자 만
족도도 올라간다.
이러한 개념은 자동차와 드론 관련 컨설팅 업체
들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 이동한다
(the shift is moving back from the cloud
to on premise)’는 것이다. 이때 ‘on-prem’

Apple 특허 분석

인공지능(AI) 칩

2016년에 Apple은 이모티언트(Emotient)와 리

고(Provisional application, 61/504,026),

얼페이스(RealFace)라는 두 개 기업을 인수했는

2011 년 5 월 12 일 에 다 시 가 출 원 하 고

데, 기존의 이 얼굴인식 기술이 향후 대단할 것으

(61/485,610), 2011년 8월 26일에 이를 개

로 판단해 청구항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문

량 출원하고(13/219,573), 2017년 2월 28

인식과 함께 얼굴인식이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를

일에 이를 개량 출원해(15/445,623), 마침내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특히 청구항 24번

2017 년 7 월 6 일 에 출 원 서 가 공 개 됐 다

을 보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등장하고 하나

(20170193282)5).

이상의 센서가 등장하며 하나 이상의 이미지가

특히 Apple은 카메라와 근접 센서 등 센서 융합

나타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잠근다고 기술하고

(Sensor fusion) 알고리즘과 감지(검출) 로직

있는데, 이는 센서 융합 알고리즘이다.

(detection logic)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벡터 머신(vector machines)과 알고리즘
베이스의 확률적 기계 학습을 지원해 사람이 출
현했는지를 결정하는데, 컴퓨터와 사람의 출현
거리인 한계거리(Threshold distance)를 정해
이 한계거리 내에서 센서들이 인식이 되면 컴퓨
터를 자동적으로 켤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트루뎁스(TrueDepth) 적외선 카메라
Face ID의 핵심은 트루뎁스(TrueDepth) 적외
<그림> Apple의 공개된 출원서의 Fig.1 & 2(20170076077,
16 Mar 2017). Image: USPTO

선 카메라인데, 이는 Apple이 2013년 11월
17일에 이스라엘 기업인 프라임센스
(PrimeSense)를 3억4천500만 달러에 인수

■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 + 출
현인식(Presence Recognition) + 모션
인식(Motion Recognition) + 근접인식
(Proximity Recognition) + 뉴럴 네트
워크

(Patently Apple, 17 Nov 2013)6) 한 결과로,

Apple은 더 나아가 사람의 얼굴인식+출현인식

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

5.

Tilted 3D Space(9,851,866, 26 Dec 2017 <- 23
Nov 2010 with 27 Claims & 18 Drawing Sheets)
6.

r=1&f=G&l=50&s1=9,851,866.PN.&OS=PN/9,8

Mac이 절전모드(Reduced power mode)에
을 개발하고 있다. 본 기술도 2011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2011년 7월 1일에 ‘출현 센싱
(Presence Sensing)’이라는 특허를 가출원하

http://patft1.uspto.gov/netacgi/nph=1&u=%2Fnetahtml%2FPTO%2Fsrchnum.htm&

+모션인식에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융합해
있을 때 사용자가 출현하면 자동으로 켜는 기술

Apple - Presenting and Browsing Items in a

51,866&RS=PN/9,851,866
6.

Patently Apple - Apple Acquires Israeli 3D

7.

http://www.patentlyapple.com/patently-

Sensing Company PrimeSense(17 Mov 2013)
apple/2013/11/apples-acquires-israels-3dsensing-company-primesen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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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칩

출기(emitter)인데, 적외선(IR), 가시광선, 극자
외선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객체가 손
이나 얼굴이므로 적외선을 사용한다. 46은 빔을
날카롭게 만드는 빔 샤퍼(Beam Shaper)로 빔을
균질하게(homogenizes) 만들고 초점을 맞추도
록 하며 넓은 영역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 빔은
48의 패터닝 요소(patterning element)를 지나
가는데, 사전에 정의된 패턴이 빔에 적용되도록
한다. 패터닝 요소는 비-균일적인 마이크로렌즈
어레이(non-uniform microlens array)로 구성
되는데, 각각의 마이크로렌즈는 패턴 속에서 각
각의 스폿(respective spot)을 만들어 낸다. 36
은 프로젝션 렌즈(projection lens)로 패턴화된
빛(빔)을 출구인 50의 눈동자(exit pupil)를 통해
손의 표면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림> Apple 특허의 Fig.1(8,908,277, 9 Dec 2014).
Image: USPTO

Fig.1은 20의 3D 매핑 시스템의 측면도(side
view)로 시스템 20은 30의 투영 어셈블리
(projection assembly)로 구성되는데, 투영 어
셈블리는 패턴화된 빔(patterned beam)을 38
의 각도로 28의 사물(손, 얼굴, 사물, 장면 등) 표
면으로 투영한다. 34는 광학 패턴 생성기
(optical pattern generator)로 패턴화된 조명
빔을 방출하는데, 36의 투영 렌즈를 통해 28의

<그림> Apple 특허의 Fig.2(8,908,277, 9 Dec 2014).
Image: USPTO

손으로 투영(주사) 된다.

차원 맵을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를 프로세스한다.

■ 광학 프로젝션을 위한 통합 포토닉스
모 듈 (Integrated photonics module
for optical projection)

40은 광학 객체(objective optics)이고 42는 이

프라임센스의 해당 기술은 도트 프로젝터의 핵심

미지를 센싱하는 이미지 센서이다.

원천기술로 2010년 2월 2일에 가출원하고

Fig.2는 30의 투영 어셈블리(projection

(61/300,465), 2010년 4월 19일에 개량 출원

assembly)의 측면도로 44는 빔을 방출하는 방

하고(12/762,373) 그 다음 포기 했으며

32는 이미징 어셈블리(imaging assembly)로
손에서 반사되어 오는 빔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3

Apple 특허 분석

인공지능(AI) 칩

얼굴인식인 페이스ID를 이용한 것이 3D 애니모
지(Animoji)이다. 본인의 얼굴을 등록할 때 트루
뎁스(TrueDepth)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이미
지를 인식해 점 패턴(dot pattern)으로 읽어 이
데이터를 A11 Bionic Chip으로 보낸다. 이 때 적
외선 대량 조명 장치는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의
이미지를 잘 인식한다. 그리고 도트 프로젝터는
이렇게 기 등록된 얼굴의 이미지들을 리얼 타임
으로 매치 혹은 매핑시키기 위해 30,000 개 이상

<그림> Apple의 아이폰 8/8 플러스/X에 탑재된 A11 Bionic
Chip을 가능케 하는 하드웨어 구성요소들. 왼쪽부터 트루뎁스
적외선 카메라, 근접 센서, 적외선 대량 조명 장치, 주위(부변)
빛 센서, 스피커, 마이크로폰, 700메가 픽셀 카메라, 도트 프로
젝터. Image: Apple Insider(16 Sep 2017)18)

의 점(Dots)을 투영하고 인식 분석해 페이스
ID(잠금과 해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뉴럴 엔진은 애플이 새롭게 선보이는
(1) 적외선 트루뎁스(TrueDepth) 카메라와 도트
프로젝터를 이용해 (2) 얼굴인식 기능인 페이스
ID(Face ID)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3)
ID(잠금과 해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림> 애플 iPhone X의 3D 애니모지(Animoji) 기능(12 Sep
2017). Image: Apple20)

동시에 도트 프로젝터는 50개 이상의 각기 다른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용자의 세밀한
표정을 16개의 애니모티콘에 투영해 자신의 얼
굴 표정을 기반으로 맞춤형 3D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 50개 얼굴 근육 움직임을 인식해 팬더곰,
여우, 외계인 등 캐릭터 얼굴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새로운 형태(3D Avatar 등)의 커
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으며, 사용자들은 수정/편집/생성을 통해 다양한
3D 애니모지를 만들어, 1인 가구 시대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5개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경우, 내 개성과 목소리와 감정을 지닌 맞춤식
3D 애니모지나 3D 아바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이다(이를 Face Message하고 함).
20) iPhone X – https://www.apple.com/iphone-x/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가상•증강현실(VR/AR)

Virtual • Augmented Reality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로 부상한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향후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비약적 파급이 예
상된다. 또 스마트화•플랫폼화•서비스화를 통해 제조, 의료, 유통 등 전체 산업 확산으로 우리 삶의 일대 변혁
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상•증강현실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
을 분석한다. <편집자>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가상·증강현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정보
통신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현실적 경험의 제
공이 가능해 사용자에게 초융합적 가치 제공
이 가능함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핵심은 O2O (Online 2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

Offline)융합이며, 이러한 O2O 융합의 최종

고 글로벌 사용자들과 디지털 공감과 소통을

결정판이 가상·증강현실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촉진과 확산을 이끌 핵

 가상·증강현실은 사용자와의 접점에 있는 기

심기술로 부상함

술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신체적/상황적 제약

[표] 4차 산업혁명과 가상•증강현실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주요 기업 IP Activity

가상증강현실(VRAR)

삼성전자 특허활동 분석

 지난 2008년부터 다각 촬영을 통한 영

 삼성전자는 스마트콘텐츠 ‘서비스’와 ‘제품’ 개발

상 확보 및 가공 관련 한국특허

양쪽에 매진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주도권

(KR958,425)를 확보하며 기술 고도화

경쟁에 돌입함

에 주력하던 삼성전자는 결국 전방위 촬

 지난 2014년 북미와 한국에 동시에 선보인 음원·

영이 가능한 ‘기어360’을 출시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가 대표 사례. 또

 2단으로 구성된 렌즈단을 조절해 360도

360도 화면 획득이 가능한 카메라 ‘기어360’과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촬영장치 관련 한

이를 구현할 디스플레이 장치 ‘기어VR’을 연달아

국특허(공개번호 KR1020160003484)

내놓으며 하드웨어 분야 입지를 구축

가 대표 기술

 삼성전자 스마트 콘텐츠 서비스 관련 특허 활동은
콘텐츠 획득 장치, 즉 카메라 등 영상 입력장치가
뼈대임

[표] 콘텐츠 획득 장치 기술 흐름도(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주요 기업 IP Activity

가상증강현실(VRAR)

영상 화각 자동 조절 특허(삼성전자)
 ‘기어 360’을 내놓은 삼성전자는 사용자 개입 없이
피사체선택하고촬영환경을최적화하는기술에매
진중으로사용자위치에따라최적화된영상을촬영
할 수 있도록 화각을 자동 조절하는 한국특허 ‘영상
촬영 장치 및 의외 촬영 방법’(공개번호
KR1020160111757)이대표적인특허기술
 사용자가 촬영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기존 촬영
장치와 다르게 이 특허는 촬영장치와 피사체 사
이 거리를 자동 계산. 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피사체의 위치를 판단해 위치와 거리,

 사용자가 촬영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기존 촬영

이에 따른 화각을 도출해 화각에 따라 두 대의 카

장치와 다르게 이 특허는 촬영장치와 피사체 사

메라를 회전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이 거리를 자동 계산. 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피사체의 위치를 판단해 위치와 거리,
이에 따른 화각을 도출해 화각에 따라 두 대의 카
메라를 회전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그림(왼쪽)과 같이 피사체 거리를 측정한 촬영
장치는 그림(오른쪽)의 형태로 영상 내 피사체
위치 등을 계산, 양 카메라가 각각 아래 그림의
영상을 획득함

카메라 설정 방법 및 장치 특허(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시각 기술을 활용해 영상 내 피사
체 위치를 자동 판단하는 기술을 넘어 움직임,
소리 등 주변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
발중으로 2015년 출원한 ‘카메라 설정 방법
및

장치’

한국특허(공개번호

1020160121145)가 대표 사례

KR

Apple 특허 분석

3D 아바타와 AR/VR
3D Avatar & User Interface
P1806PA02B

손에 잡히는특허Report

IP Reportswithin Your Grasp

Apple은앞으로3년내에뉴럴엔진•AI칩기반의트루뎁스카메라기술과도트
프로젝트기술을활용해3D애니모지(Animoji)를3DAvatar/Model로업그레이
드해출시할것으로예측된다.또다양한콘텐츠와서비스(Mac,TV,전기차(EV),
자율차(AV)등)중심의3DUI/UX기반AR/VR로확대출시할전망이다.3D아바
타와 UI/UX구현을위한Apple의특허기술전략을분석한다.<편집자>
저자: 차원용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Apple의 3D Avatar/Model
Apple의 아바타 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앞으

■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반영한 아바타

로 3년 이내에 Apple은 뉴럴엔진•AI칩 베이스

(Avatars Reflecting User States)

의 트루뎁스 카메라 기술과 도트 프로젝트 기술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반영한 아바타 기술은

을 활용해 현재의 3D 애니모지(Animoji)를 3D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6월 1

Avatar/Model로 업그레이드해 출시할 것으로

일에 출원하고(12/791,643), 2011년 12월

예측된다.

1일에 출원서가 공개되고(20110296324),
2014 년 4 월 8 일 에 특 허 를 획 득 하 고
(8,694,899), 2014년 1월 24일에 다시 개량
출원해(14/163,697), 2014년 5월 22일에
공개되고(20140143693), 2017년 5월 16일
에 특허를 획득하고(9,652,134), 2017년 5월
10 일에 다 시 개 량 출원해 (15/591,723),
2017 년

12 월

14 일 에

공개됐다

(20170357417)1)
1)

Apple - Avatars Reflecting User States

Apple 특허 분석

3D 아바타와 UI/UX

<그림> Apple 특허의 Fig.5A~5C(9,576,400, 21 Feb
2017). Image: USPTO

Fig.5A~5C는 사용자가 직접 큐레이션할 수 있
는 매뉴얼 수정(Manual editing) 환경을 제공
하는 그림으로 500a와 500b는 사용자가 직접
눈의 크기를 동그란 원 안에서 조절하고
(resize) 늘피고(stretch) 방향을 설정할 수
(orienting) 있으며, 500c는 직사각형 안에서
코를, 500d는 직사각형 안에서 입을 큐레이션
할 수 있다.
<그림> Apple 특허의 Fig.2A & 2B(9,576,400, 21 Feb
2017). Image: USPTO

Fig.2A는 116의 요소 픽커를 사용해 큐레이션
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116을 터치
하면 200처럼 요소 픽커가 9개의 그리드(gird)
로 나타난다. 이 경우 사용자는 110의 카테고
리 픽커에서 112의 ‘Hat’ 카테고리를 선택한
경우이다. 9개의 그리드 셀들은 3차원 효과를
내기 위해 빛과 그림자 등의 3차원 모델의 스냅
샷을 포함할 수 있다. Fig.2B는 114의 칼러 픽

<그림> Apple 특허의 Fig.6A~6B(9,576,400, 21 Feb
2017). Image: USPTO

커를 사용하는 예의 그림이다. 칼러 픽커를 선
택하면 9개의 기본 색들이 그리드로 204와 같

Fig.6A와 6B는 아바타를 애니매이션할 수 있

이 나타난다. Fig.2B의 경우 사용자가 ‘Black’

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그림이다. Fig.6A의

을 선택한 경우인데, 그러면 Fig.2A의 200의

602 아바타의 눈동자는 606a의 커서를 내려

그리드에는 서로 다른 검은색의 모자들이 디스

다보고 있는데 아바타 애니매이션 엔진

플레이된다. 눈, 코, 입에 따라 실제 사람의 특

(Avatar animation engine)에서 제공하는 눈

징처럼 서로 다른 색의 그리드가 나타난다.

동자 혹은 눈썹 요소를 이용해 애니매이션 할
수 있다. Fig.6B의 602 아바타는 오른쪽의 커
서(606b)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림처럼 애니매

Apple 특허 분석

3D 아바타와 UI/UX

3D UI/UX의 AR/VR for Mac/TV
Apple과 프라임센스의 3D AR/VR 관련 특허

Fig.1은 22의 사용자가 3D UI(20)로 26의 컴

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3년 이내에 Apple은 뉴

퓨터를 제어하는 그림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

럴엔진•AI칩 베이스의 트루뎁스 카메라 기술과

는 핵심 기술은 24의 3D 센싱 디바이스 혹은

도트 프로젝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

별도의 카메라로,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포함

(게임, 영화, 교육, IoT, IIoT, IoB 등)와 서비스

한 장면을 센싱한다. 따라서 수집한 이미지는 사

(Mac, TV, 전기차(EV)/자율차(AV) 등) 중심의

진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다. 컴퓨터(26)

3D UI/UX의 AR/VR로 확대 출시 될 것으로

가 3D 센싱 디바이스(24)로 수집한 정보들을

예측된다.

프로세싱해 28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객체들
을 매치시켜 3차원 인터페이스로 제어하는 것
이다. 사용자(22)는 손을 X-Y-Z 방향으로 움직

■ 3 차 원 UI(Three-dimensional
user interface)

이면 3D 센싱 디바이스(24)가 이를 잡아내고

프라임센스의 기술로 2008년으로 거슬러 올

컴퓨터(26)가 프로세싱해 디스플레이(28) 위에

라 가 , 2008 년 1 월 14 일 에 가 출 원 하 고

나타난 객체들(게임, 음악, 영화, 사진, 슬라이드,

(61/020,754, 61/020,756), 2008년 2월

워드, 한글 등)을 선택하고 줌인(확대)-줌아웃

28 일 에 개 량 가 출 원 하 고 (61/032,158),

(축소) 제스처로 제어한다.

2009 년

출원해

3D 센싱 디바이스(24)에는 트루뎁스 적외선

(12/352,622), 2009년 7월 16일에 공개되

카메라가 있어 스폿(spot) 혹은 도트(dots) 패

고(20090183125), 2012년 4월 24일에 특

턴을 읽어 낼 수 있다. 그러면 컴퓨터(26)가 삼

허를 획득했다(8,166,421)9)

각측정법으로 사용자 몸 표면의 포인트들의

1월

13 일 에

정식

3D 좌표를 프로세싱해 3D map으로 생성하고
이를 제스처 3D UI로 사용한다.

9)

Apple

-

Three-dimensional

user

interface(8,166,421, 24 Apr 2012 <- 13 Jan
2009 with 19 Claims & 4 Drawing Sheets)
10)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
=1&u=%2Fnetahtml%2FPTO%2Fsrchnum.htm&
<그림> Apple 특허의 Fig.1(8,166,421, 24 Apr 2012).
Image: USPTO

r=1&f=G&l=50&s1=8166421.PN.&OS=PN/816
6421&RS=PN/816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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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아바타와 UI/UX

3D UI/UX의 AR/VR for Car/EV/AV
■ 자동차 환경에 따라 스스로 구성하는
자 율
최 적 화 (AUTOMATIC
CONFIGURATION
OF
SELFCONFIGURABLE ENVIRONMENTS)

Fig.1은 승객이나 운전자가 응시와 제스처로 자
율차의 경로를 변경하는(trajectory changes)
운행상의 시스템 환경 100을 설명하는 그림이
다.

- 순수 Apple의 기술로 Apple은 운전자에게
본인 자동차나 렌터카의 좌석, 거울, 기후 관리,
라디오를 환경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적화해 구
성해주는 시스템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데,
2012년 1월 30일에 출원하고(13/361,277),
2013 년 8 월 1 일 에 출 원 서 가 공 개 됐 다
(20130197674)16)
Fig.2와 Fig.3는 사용자의 키, 다리의 길이, 눈
의 위치에 따라 좌석이 앞뒤로 움직이고 거울의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
이다.
<그림> Apple의 공개된 출원서의 Fig.1(20180079427, 22
Mar 2018). Image: USPTO

16) Apple - AUTOMATIC CONFIGURATION OF SELFCONFIGURABLE
ENVIRONMENTS(20130197674, 1 Aug 2013 <30 Jan 2012 with 14 Claims & 7 Drawing Sheets)
17)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G01&p
=1&u=%2Fnetahtml%2FPTO%2Fsrchnum.html
<그림> Apple의 공개된 출원서의 Fig.2 & 3(20130197674,
1 Aug 2013). Image: USPTO

&r=1&f=G&l=50&s1=%2220130197674%22.P
GNR.&OS=DN/20130197674&RS=DN/201301
97674

□ 자율차를 응시와 제스처로 제어하기
(GESTURE BASED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

17) Apple

순수 Apple의 기술로 2016년 9월 21일에 가

18) http://appft1.uspto.gov/netacgi/nph-

출원하고(62/397,805), 2017년 9월 19일
에 정식으로 출원하고(15/709,389), 2018
년 3 월 22 일 에 출 원 서 가 공 개 됐 다
(20180079427)17)

-

GESTURE

BASED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20180079427, 22
Mar 2018 <- 19 Sep 2017 with 20 Claims & 11
Drawing Sheets)
Parser?Sect1=PTO1&Sect2=HITOFF&d=PG01&p
=1&u=%2Fnetahtml%2FPTO%2Fsrchnum.html
&r=1&f=G&l=50&s1=%2220180079427%22.P
GNR.&OS=DN/20180079427&RS=DN/201800
79427

Apple 특허 분석

3D 아바타와 UI/UX

Fig.2는 승객이 HMD 착용 없이 똑같은 216의

Fig.8은 자동차 안의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과

버추얼 콘텐츠를 220의 프로젝터를 통해 자동

버추얼 시스템이 융합해 승객에게 동조화 물리

차의 유리창인 208로 투영해 290의 승객이 보

효과(Synchronized physical effects)를 제공

면서 사용자 디바이스를 이용해 멀미 없이 작업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자동차 안의 물리

(일)을 하는 것이다. 이때 투영의 해상도나 질을

적인 시스템으로 706의 오디오 708의 공조

높이기 위해 208의 창문은 파장 가이드 기술 혹

(HVAC,

은 홀로그래픽 기술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conditioning), 730의 액티브 시트, 702의 브

heating,

ventilation,

air

레이킹/가속페달/조향장치 등을 제어하는 자동
차제어시스템, 그리고 버추얼을 제공하는 710
의 VR 콘트롤러와 720의 HMD가 있다. 그리고
이때 710의 VR 콘트롤러와 자동차 안의 물리
적인 시스템들은 신호를 주고받는다. 따라서 승
객들은 동조화 물리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속이 되면 의자가 뒤로 제처지고 속
도가 줄면 앞으로 제처진다. 가속에 따라 중력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 버추얼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공조시스템이 동조화 작동할 수 있고 오디
오시스템도 동조화 배경 음악 등을 제공할 있다.
Fig.11B는 VR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승객과 옆
에 앉은 가상의 저자 혹은 토크 쇼 진행자이다.
승객은 HMD를 쓰고 가상의 저자를 불러내 책
에 관한 내용을 토론할 수도 있고 책을 읽어 줄
수도 있다. 가상의 토크 쇼 진행자와 토크 쇼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림> Apple의 공개된 출원서의 Fig.8 &
11B(20180089900, 29 Mar 2018). Image: :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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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GUI 기반 OS/App/Safari
Multi-dimensional GUI
P1806PA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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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분명3년내에기존의2D의MacOS/iOS를3DGUI의OS/App/Safari
로업그레이드될것으로예측된다.이미iPhone5S부터3D같은(2.5D)사파리가
탑재되어있다. 또다양한콘텐츠와서비스(Mac,TV,전기차(EV),자율차(AV)등)
중심의 3D UI/UX 기반 AR/VR로 확대 출시할 전망이다. 3D GUI 구현을 위한
Apple의특허기술전략을분석한다.<편집자>
저자: 차원용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Apple의 3D GUI의 OS/App/Safari
Apple의 3D Avatar/Model과 3D UI/UX의

3D GUI의 OS/App

AR/VR이 3년 내에 출시되려면 기본적인 OS가

Apple의 3D OS/App의 기술 개발은 2007년

3D OS가 되어야 한다는 가설 아래 Apple의 관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허분석 결과 5개의 특

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Apple은 분명 3년 내에

허로 구성된다.

기존의 2D의 Mac OS/iOS를 3D GUI의

(1) 2007년 6월 8일에 '다차원 데스크탑

OS/App/Safari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측

(Multi-dimensional desktop)'이란 특허를

된다. 이미 iPhone 5S부터 3D같은(2.5D) 사

출원하고(11/760,595), 2008년 12월 11일

파리가 탑재되어 있다.

에 출원서가 공개되고(20080307360), 2014
년 6월 3일에 특허를 획득했다(8,745,535)1).
1)

Apple - Multi-dimensional desktop(8,745,535,
3 Jun 2014 <- 8 Jun 2007 with 25 Claims & 31
Drawing Sheets)

2)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
=1&u=%2Fnetahtml%2FPTO%2Fsrchnum.htm&
r=1&f=G&l=50&s1=8,745,535.PN.&OS=PN/8,7
45,535&RS=PN/8,7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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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A는 시각화 객체 용기(1802), 즉 아이

FIG.21A는 시각화 모델을 위한 선택 표시를 나

콘 저장소와 표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1806

타낸 것으로, Stack 요소들인 2104, 2106,

의 아이콘이 선택된 경우 1820처럼 발광하는

2108, 2110, 2112, 2114가 시각화 모델에

색을 주어 선택됐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

의해 매트릭스 배열로 디스플레이 된다. 그리고

고 1821처럼 상태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선 택된 Stack 요소 들인 2100과 2110의

Fig.18D도 마찬가지로 1830은 선택이 안 됐다

2109와 2111의 영역이 링(ring) 형태로 반짝

는 첫 번째 색으로, 1832는 선택이 됐다는 두번

인다. 또한 키보드에 'c'라 입력하면 Clock의

째 색으로, 1834는 런칭 앱으로 세 번째 색으로

2109와 Calculator의 2111과 같은 링이 생성

나타낼 수 있다. Fig.19A는 1804의 시스템 파

되어 반짝거린다.

일 아이콘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업데이트가

FIG.21B는 커서 포지션에 따라 Highlight

가능함을 1900의 색과 1902의 알림으로(！)

indicator가 표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

알

.

우스 커서(2120)가 2110을 포인팅하면 2111

FIG.19B는 시스템 파일 아이콘 1804의 알림

처럼 반짝이다가, 커서를 2108로 이동하면 사

(！)이 뜨는 경우 이를 클릭하면 1910처럼 화

라진다.

려

면 을

주

는

띄 워 주 는

것

이

다

것 이 다 .

<그림> Apple 특허의 Fig.21A/21B(8,381,122, 8,473,859, 8,745,535. Image: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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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의 객체 전환을 설명하는 스크린 샷이다.
Fig.3A에서 일단 사용자가 225f의 앱을 선정
하면 OS(Fig.1의 125)가 데이터 스토(Data
store, Fig.1의 120)에서 관련 앱을 불러오고,
프로세싱 디바이스(Fig.1의 105, 디지털 프로
세서)에게 앱을 실행하도록 명령한다. 앱이 실
행되면 사용자는 앱의 이미지(그림)를 Zoom
Effect로 관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Zoom
out으로 원래의 포지션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데, 이를 ‘Cross fading effect’라고 하고
Apple은 특허에 ‘Transition Effect’라 기술하
<그림> Apple 특허의 Fig.3A & 3B(8,127,239, 28 Feb
2012). Image: USPTO

고 있다.
Fig.3B는 305의 스택 아이템 중 제일 앞에 있

Fig.3A는 객체 전환(object transition), 즉 앱

는 308의 사진을 선택했을 때의 객체 전환 환

전환(app transition)을 설명하는 환경 200의

경으로 310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되는

스크린 샷이고, Fig.3B는 스택 아이템(Stack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Apple 특허의 Fig.3C(8,127,239, 28 Feb 2012). Image: USPTO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사물인터넷(IoT)

P1805DB10A

손에 잡히는특허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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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로 부상한 사물인터넷(IoT)은 스마트홈을 넘어 에너지, 도시·안전, 헬스·의료,
자동차·교통, 제조, 축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화•플랫폼화•서비
스화를 통해 제조, 의료, 유통 등 전산업 확산으로 우리 삶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
넷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모든 사
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기
술 및 서비스로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 3가
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의미함
 사물은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
화재,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사물, 사물-사물을
잇는 M2M(Machine to Machine) 개념은 인
터넷을 통해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IoT 개념으로 진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정보
통신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 융합에 기반한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핵심은 O2O(Online 2
Offline) 융합이며, 이러한 O2O 융합의 최종
결정판이 사물인터넷(IoT)임

을 포함

[표] 인간과 사물,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주요 기업 IP Activity

사물인터넷(IoT)

[표] 사물인터넷 분야 Apple특허 출원 흐름도(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자동화모드 제어 위치기반 특허(Apple)
 이동통신 단말기가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
는지 거리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화 모드
를 제어하는 위치기반 특허(US 9,071,453)

 특허 도면에 묘사된 바와 같이, 실내 자동화 시
스템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이동통신 단
말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함
 단말기가 특정 영역(R1, R2)에 진입하면 시스
템은 상응하는 자동화 모드에 돌입. 이 때 시스

가 대표적

템 의사결정 구조는 특허 도면과 같음

음성 인식 디바이스 제어 특허(Apple)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특허(공개번호 US20150348554)는 인공지능
과 IoT, 디지털비서 기술의 총체로 웨어러블 기
기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명령어로 전환, 복
수의 IoT 기기에 데이터를 전송

FIGURE A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푸드테크〮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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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는 농산물 생산, 식품 공급, 제조 및 관리, 식품 및 식당 관련 검색, 주문 및 배달, 소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특히 과학적 요리법의 재조명, 식품의 안전도
검사를 위한 기기 개발, 식생활의 효율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방기기의 스마트화와 로봇 쉐프까지 등장하
면서 식생활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구증가 및 식량 문제 해결과 함께 향후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 특허를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목받는 푸드테크 기술

 음식의 주문/배달/검색/추천 등과 관련된 서비

 푸드테크(Food Tech )는 식품(Food)산업과

스의 기술적 발전 외에 바이오에너지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으로

(bioenergy), 생체재료(biomaterial), 기능성 식

식품의 생산, 보관, 유통, 판매 등 관련 분야의

품(alicament), 대체식품 개발 등도 포함
 식생활과 관련하여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기술적 발전을 의미
 농산물 생산, 식품 공급, 제조 및 관리, 식품/식

한 지능화된 농장을 의미하는 스마트팜(Smart

당 검색, 주문 및 배달, 소비, 소프트웨어/하드

Farm), IOT와 주방이 접목된 스마트 키친

웨어 등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

(Smart Kitchen)등이 포함됨

를 포괄

[표] 푸드테크 카테고리 (출처: KB지식비타민, 푸드테크 진화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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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기술 동향

푸드테크

기능성 식품 특허 동향

 TOP 출원인은 스위스 Nestle, 미국 The

 기능성 식품 특허는 비만, 미용, 동물·펫의 3가

CocaCola, 마루젠제약, 카오, 환켈, 가네카, 메이

지 기능 영역을 중심으로 다수 출원되고 있음

지그룹, 아사히그룹, 칼피스 등이며 앞으로도 지

 출원인 연차추이를 보면, 연간 출원건수는 2005

속적으로 참여 기업이 늘어날 전망

년 약 400건을 기점으로 감소경향에 있고, 4년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Nestle는 스위스에 본사

후인 2009년에는 약 220건까지 떨어졌는데 이

가 있는 식품·음료 회사로 출원수는 전체의 3%

는 4년간 약 45% 축소된 것임

수준임

 2012년에는 약 210건의 출원이 있었고, 2013

 2번째 The Coca-Cola의 출원수가 전체의 2%

년 이후에는 미공개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이며, 3번째 이후 여러 출원인(마루젠 제약,

실제는 같은 수 정도로 추산됨

카오, 칼피스 등)이 전체의 95%를 차지함

[표] 기능성 식품 연도별 특허 출원인 현황 (출처: 이모티, 특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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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스마트팜

P1805DB008A

손에 잡히는특허Report

Smart Farm

IP Reportswithin Your Grasp

농업+ICT융합 기술은 타 산업보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추진되
는 분야가 스마트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
롯한 일본이 자체 개발 시스템을 적용해 재배작물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팜 관련 특허 동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목받는 스마트팜 기술

 더 넓은 의미의 스마트팜은 노지 농업, 시설원

 스마트팜은 온실의 환경과 작물의 생육상태

예, 축산 등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생산·유통·

에 대한 실시간 센싱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

소비의 전주기적 과정을 농업ICT융합 기술 적

의 환경조건 유지 및 양액 제어를 통해 작물

용을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

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농업

업 형태까지 포함

ICT융합 기술

<그림> 스마트팜 시스템 기본 구성도 (출처: ETRI 스마트팜 기술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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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스마트팜 분야 주요 글로벌 출원 동향
 일본 후지쯔는 생산자와 농업 관련 기업들과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독자적으로도 스마트

주요 기업 IP Activity

 반도체 제조에서 축적된 로트 관리, 품질 관리,
원가 관리 방법을 농업에 적용해 고품질, 고수
익 생산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함

농업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이 분야의 정보분
석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점이 특징
 후지쯔가 출원한 인증방법, 인증시스템 및 그
태그 장치, 정보 참조 클라이언트, 인증 서버,
정보 서버 및 태그 관리 서버 관련 특허(출원번
호: 특원 2007-552823)은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에 있어서의 보안 관련 출원으로 농작
물 생산시의 위장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임
[사진] 후지쯔의 Akisai 야채공장 (출처: 홈페이지)

 베지테리아는 스마트 농업에 필수적인 센서와
그곳에서 얻은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제공하
는 농업 정보분석서비스 사업자로 품종 개량,
농약,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농작물이 가
진 본연의 영양가, 맛,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안
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재배법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는 식물 생육, 병해충 발생의 매커
니즘,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토
양 미생물의 다양한 균형 등 과학적 연구성과
와 IoT에서 얻은 일사량, 온도, 습도, 토양 수분,
[도면] 후지쯔의 스마트팜 관련 특허 (출원번호: 특원 2007552823)

양분 등의 환경 정보, 수액류 등의 생체 정보,
시비 관리와 작업 기록 등 재배 정보를 AI로 분
석해 최적의 재배법을 찾음

 후지쯔는 누마즈(沼津) 공장 부지내에 설치한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로 구성된 『Akisai 농
장』에서 양배추와 무를 재배하고, 하우스재배
로는 토양에서만 재배하던 케일의 연중재배가
가능한 수경재배에 도전함
 후지쯔 와카마츠(若松) 공장의 반도체 생산용
클린룸을 전용한 『Akisai 야채공장』은 아키타
(秋田)현립대학의 특허와 이즈후지(会津富士)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저칼륨 야채를 생산
[사진] 베지테리아의 농업용 IoT 단말 『필드서버』 (출처: 홈페
이지)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Smart Healthcare
세계경제포럼(2016)은 4차 산업혁명에서 ICT, 인공지능기술과 함께 바이오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ICT)을 융
합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와 경제 성장 효과
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바이오기술과 ICT의 만남, ‘스마트 헬스케어

 통신사·병원 등을 중심으로 건강 관리·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업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는 ‘바이

및 기관이 참여함

오와 ICT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

 의료와 ICT의 융합은 e-헬스, u-헬스케어 등

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

서비스로 병원과 진료 환경을 ICT 기술로 개선

관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있는 형태로 진화해 왔는데, 스마트 헬스케어

을 의미함

는 이에 더해 의료와 복지, 안전 등이 복합화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에는 웨어러블·하

고 지능화된 단계를 의미

드웨어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 헬스케어앱·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

정보플랫폼 등 분석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신의 운동량이나 식사한 칼로리, 스포츠 활동

맞춘 소프트웨어기업,

기록 등을 관리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서비스
와 제공자, 이용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급성장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관리부터 원격진료
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센서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모바일
단말 등을 기반으로 함
 Frost & Sullivan(2016)에 의하면 2016년 글로
벌 헬스케어 시장(의료서비스 제외)은 1조 6,844
억 달러 규모로, 2014년 이후 연평균6.82%로 확
대되고 있음
<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및 주요 제품·서비스 (출처: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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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트렌드

스마트 헬스케어

 소니가 출원한 `콘택트렌즈 및 저장 매체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헬

(CONTACT LENS AND STORAGE MEDIUM, 공

스케어 서비스

개번호 US20160097940)` 특허는 콘택트렌즈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에 내장된 눈꺼풀 압력 감지 센서가 일상적인 눈

(CDSS)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장도 급성장하는

깜빡임과 셔터로 작동할 때의 깜빡임을 구별함으

추세

로써 눈 깜빡임만으로 사진을 찍거나 녹화할 수

 IBM 왓슨, 구글 닥터 등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DSS)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

있음
 스마트 렌즈는 빛을 조절하는 조리개와 확대·
축소하는 줌, 이미지 떨림 보정 기능 등을 갖췄
으며 디스플레이 장치도 있어 촬영한 영상을
직접 재생 가능함

의 하나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
술의활용이확대되는추세
 인공지능이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사용되어 진단
및 치료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작
용할전망
 현재의 단순한 운동량, 심박수 등의 측정에서 벗어
나,다양한 기기를통해보다정확한 건강상태 측정
이 가능하도록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복
합적인 정밀 건강분석을 통해 향후 질병발생확률
및이로 인해발생될 수있는의료비용에 대한정보
를제공하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음

<도면>`증강현실을 위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그 제조 및 동
작방법` 특허

<표> 헬스케어 IoT 분야 특허 분석 (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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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IP Activity

스마트 헬스케어

 Philips의 무선 의료 모니터링 장치에 관한 특
허(특원 2014-100485)는 환자의 생리 정보
를 검지하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갖추고 신
체 네트워크, 생리정보를 원격지로 전달하는
코그니티브(cognitive, 인지) 장치를 포함.
 코그니티브 장치는 미사용 대역폭이 존재하는
지 검출된 주파수 공간을 확인하여 임상에 관
련된 정보를 신체 네트워크에서 원격지로 전
송하고 그 때 일련의 규칙을 적어도 일부에 기
초한 정보에 우선 순위를 부여
[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Philips 기술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래유망제품서비스보고서)

 Amazon.com과 공동으로 IoT 의료보건 사
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체중계와 혈압을
측정하는 손목 밴드, MRI(자기 공명 영상)
장비 등 수백만대의 기기를 인터넷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회사가 보유한
병리학적 지식과 과거 데이터 그리고 AI도
활용해 의사에 의한 진단 결정에 대한 지원
및 이용자의 생활습관의 개선을 지원하는 서
비스를 제공.

<도면> 무선 의료 모니터링 장치에 관한 특허

 Philips는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 질병군 식별
및 예측을 통한 건강 및 재활 관리 시스템과 스
마트 장비 연동 웨어러블 진단 치료 장치, 그리
고 대규모로 축적된 의료데이터 활용 인공지
능 치료 보조 시스템 등 영역에 대한 특허 확보
에 집중하고 있음.

<그림> Philips 가 Amazon.com 과 공동으로 IoT 헬스케어 사
업을 개시(출처: Philips 홈페이지)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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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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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는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 및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주목된다. 특히
3D프린터 산업은 핵심 특허 만료로 제품 상용화와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는 저가 3D프린터 시장 확산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계기가 될 전망이다. 3D프린터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분
석해 본다. <편집자>

 산업용 3D프린터 기술의 주요 활용분야는 산업

떠오르는 3D프린터
 3D프린터는 3차원으로 디자인된 디지털 도면

용 기계(19.9%), 항공우주(16.6%), 소비재/전

정보를 기기에 입력해 입체적인 형태로 출력

자제품(13.1%), 자동차(13.8%), 의료산업

하는 기술로 플라스틱, 금속, 석재, 종이 등 다

(12.2%) 등으로 조사됨

양한 소재 및 색상의 구현이 가능

 특히 산업용 기계 분야는 3D프린팅 기술의 주요

 글로벌 3D프린터 시장은 크게 산업용과 개

용용 분야로 2014년~ 2015년에 기술 점유율이

인용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 3D프린

2.4% 증가했으며 항공우주 분야 점유율은 2014

터 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19.3%

년에 비해 1.8% 늘어남

증가해 108억 달러에 달할 전망

 반면 개인용 3D프린터는 산업용 시장의 10%에
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2018년까지 5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예
상됨

[표] 3D프린터 기술 활용 분야 (자료: Wohler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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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IP Activity

3D프린터

3D 프린터 분야 특허활동 분석
 3D SYSTEMS는 성형품의 강도, 정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복수의 레이어 적층(출력) 및 이
종 소재(금속, 고무, 세라믹 등)의 직접 출력이
가능한 3D프린터 특허를 출원
 개인용 3D프린터는 대부분 단일 소재만 출력 가
능한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조립
품 제작이 가능해질 전망

[도면] HP의 잉크젯 방식으로 3D 물체를 제조하는 방식 특허
(US20050025905)

 현재 3D 프린팅은 단층의 레이어를 출력하고
경화시켜 입체물을 제작함에 따라, 출력 속도
가 느리고 생산성이 낮음
 이에 CARBON3D는 중합성 액체의 표면에서
출력물을 경화시키는 역방향 인쇄 방식을 개
발함
 강원대는 노즐 헤드를 X, Y, Z의 3개의 축을 중
심으로 선형/회전 운동하도록 구성(6자유도)
해 원하는 입체 형상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출력

[도면] 3D SYSTEMS의 이종 소재 3D프린팅 특허
(US20150352785)

 14년 전에 이미 6건의 3D프린터 관련 특허를
출원한 HP는 독자적인 3D프린터를 출시한 적
은 없지만 관련 연구· 개발은 꾸준히 진행함
 HP는 2010년 Stratasys가 만든 3D프린터를
자사 브랜드로 출시한 바 있다. 특히 2014년
3D프린터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른
3D프린터 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기존 프린터
기술을 접목한 독자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
다고 선언

[도면] 강원대의 선형/회전 방식 3D프린팅 특허
(KR1528850)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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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블록체인은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검증ㆍ기록ㆍ관리하는 분산원장 기술이
다. 제3의 중개기관 배제에 따른 효율성, 정보의 공유에 따른 투명성, 위ㆍ변조 방지에 따른 보안성 등을 제고
시킬 수 있어 미래 네트워크 세상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
허활동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핵심 기술은 Distributed Ledger Storage,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

Decentralized Protocol, ID Management and

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

access control, Consensus, Cryptography, 등

반으로 블록 처리해 기록 보관함으로써 공인

요소기술이 해당함

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플랫폼 기술은 Smart Contract, 자산 등록기

P2P기반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술, 클라우드 연동 등이 포함되고 서비스기술

Technology)로 정의

(Digital Currency, 부동산 기록관리, 전자투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핵심기술, 플랫폼 기술,
서비스 기술 및 관리기술로 분류.

표 및 콘텐츠 유통 등)과 관리기술(Security,
Privacy, Compliance)로 분류함

<표>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도 (출처: TTA,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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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블록체인 특허 활동 및 전략

 생성·제공·재생하는 방법 등과 관한 기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

 콘텐츠 공급자가 디지털 화폐를 받는데 필요한

센터가 공개한 ＇핀테크 특허분석 최종보고서

공개키(계좌번호)와 콘텐츠 소비자의 개인키(비

＇와 인도 특허컨설팅 업체 IIPRD가 올해 초

밀키)를 이용해 지불 정보를 만들고, 관련 정보

발행한 ＇블록체인 특허 연구＇ 등에서 블록

를 다른 단말기에 보내 거래 진위 여부를 판별함

체인 주요 특허를 소개함
 KEA 보고서는 △블록체인 자체 기술력 △응
용 서비스 활용·효용성 △침해 입증 용이성·회

 미국 버라이즌이 2016년 등록한 ‘안전한 분산
정보 및 암호 관리 특허(등록번호 9338148)’는
유효하지 않은 암호를 선별하는 기술

피 가능성 등에 따라 주요 특허 19건을 선정했

 버라이즌 특허는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는데, 이중 한국 특허가 3건, 미국 특허가 16

가 다음 사용자에게 이용 권한을 넘긴 뒤 첫 번

건임

째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

 코인플러그는 그리드로직이 선정한 블록체인

하도록 막을 때 활용하는 기술로 사용 권한이 넘

5개 주요 기업에도 뽑혔으며 다른 주요 업체와

어가면 첫 번째 소비자의 암호는 더 이상 유효하

비교해 무형자산, 개인기록, 거래검증 특허가

지 않다는 점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 핵심

강세임
 코인플러그가 2014년 출원해 2016년 등록한
패밀리 특허(등록번호 1626276)는 디지털 화
폐와 연동해 디지털 콘텐츠를

[도면]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관련 패밀리 특허(등록번호 162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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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트렌드 분석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트렌드 예측
다양한 미래 유망기술 예측 방법론들 가운데 최근 20여년간 꾸준히 발전해온 서지학적 빅데이터인
‘특허 정보’가 미래 세상을 예측하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특허는 전 세계적으로 심사
를 통해 공개되고 관리 되는 신뢰성이 매우 높은 과학기술 데이터로 사업적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높
은 상업적 응용연구에 적합하다. 모든 기술 지식과 이이디어의 80% 이상을 포함하는 특허는 공짜는
물론 유료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 데이터는 기술 기반
의 시장 트렌드나 신사업과 관련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미래 예측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특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예시 (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eywert” 주요 출원인 특허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주요 출원인에 대한 연대별 특허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은 특허 청구항 내용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추
출 되었으며, 추출된 키워드와 IPC를 바탕으로 연대별 기술 분야가 분석됨 각 출원인별로 키워드와
기술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출원인의 기술 Trend를 파악할 수 있다.
각 출원인을 기준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1990년대(19900101~19991231) △ 2000년대
(20000101~20091231) △2010년 이후(20100101~20171231)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연
대별 키워드를 분석했다.

키워트(keywert)는?
워트인텔리전스(대표 윤정호)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글로벌 특허검색(www.keywert.com)
서비스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특허를 자동으로 분류해준다. 선행조사 보고서까
지 자동으로 생성됨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행조사 조사 과정을 크게 간소화할 수
있다.
또 엑셀, 워드, PPT 형태의 다양한 특허데이터 출력 기능을 제공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손쉽게 특
허를 분류할 수 있는 슬라이딩뷰 기능과 그래프를 생성해 주는 그래프엔진 기능도 제공한다. AI 특허
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AI 성능을 고
도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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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1990년대

2000년대
stress

disk

circuit
network

memory
architectu
re

Computer

circuit
(전기회로)

interfac
e

network

Dram

cache

전기로의 디지털 데이터처리
정보저장 반도체 장치

전기로의 디지털 데이터처리
반도체 장치 디지털정보 전송

data-

2010년 이후

driven
memory

epitaxy

Dope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sige

[그림] IBM 연대별 특허빅
데이터 키워드 분석

BIM

전기로의 디지털 데이터처리
디지털정보 전송 정적(Static)기억장치

1990년대: Computer, network, circuit, interface, cache, disk,
2000년대: circuit, architecture, memory, network, Dram, stress,
2010년이후: Dope(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epitaxy, memory, sige(통신장비), BIM,
data-driven 등이 키워드 순으로 많이 노출되었으며, 기술 분야는 1990년대에 전기로의
디지털 데이터처리, 정보저장, 반도체 장치에 관심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는 디지털정보
전송 기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정적 기억장치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특별판]

특허로 본 로봇 산업 유망기술
(중)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드론(Dron)/ Amazon이 준비하는 자율 물류배송은?
[드론 대해부] 특허 강자는?/ 중국 DJI 특허 집중분석
[드론 대해부] 특허기술 트렌드/ 미국 무인기 정책과 핵심 특허
[드론 특허 분석]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농업 및 재해감시/ 자동차 및 통신지원
[드론 특허 분석] 산업용 드론 활용서비스/ 국방•테러 방지 및 기타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드론(Drone)

P1805DB09A

Unmanned Aer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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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초기에 군사용으로
제작•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찰 수사 등 공공분야부터 항공 촬영, 무인 배송 등 물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또 전세계 드론 시장을 주도하는 곳은 미국기업들이 아니라 DJI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로 전환된
지 오래다. 드론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급성장하는 민간 드론 시장
 드론은 고정익 또는 회전익 항공기와 유사한 형태
로 제작된 무인 비행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용어

 민간 드론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군
사용 분야 성장률(5%)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성장(19%)을 할 것으로 예측

상으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2015년 71억달러 규모이던 세계 드론 시장이

UA(Unmanned Aircraft) 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2020년 1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있으며, 일반적으로 Drone 도 많이 쓰임

전망

 지난 2013년 66억 달러(약 7조원)에 그쳤던 세계

 현재 전체 드론 시장의 1%(약660억원)에 불

드론 시장규모는 2022년에는 114억 달러(약 13

과한 상업용 시장의 비중이 2023년 7%대(약

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

922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마케팅 조사업체 BI Intelligence는 2015년 5

 조기경보시스템, 긴급 서비스, 뉴스 레포팅, 배

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드론산업의 지속적 성장

달, 사업활동 모니터링, 게임용, 스포츠용, 엔

을 전망했다. 초기 드론 시장은 군수산업계가

터테이먼트용, 마케팅용 등 미래 활용도가 많

주도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민간 분야 도

아져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약을 전망

<표> 전세계 드론 시장 성장 예측치 (출처: BI Intelligence)

<표> 글로벌 드론 시장 전망 (출처: 하나금융투자)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글로벌 특허기술 동향

드론

[표] 드론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 (출처: 특허청, 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사업)

 모든 기술분야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①임
무장비,②지상관제 및통제시스템,③데이터 및통
신/보안순으로나타남
 지상지원시스템 분야의 경우,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건수의 차이가 417건으로 가장
많은차이를보인것으로나타남

[표] 드론 분야별 출원동향(출처: 특허청, 국가특허전략청사진
구축사업)

드론 분야 특허 인용도 분석
 특허 질을 간접 평가하는 지표인 ‘인용도’(CPP,
Cites for Patent) 비교를 통해 특허 우수성이나 영
향력을분석
 특허 등록 시 심사관이 인용한 심사관 정보를 분석
한 결과, 미국의 피인용도가 4.43로 가장 높은 것
으로나타나고한국의피인용도는2.67로조사됨
 미국출원인이4개,독인출원인이2개의기술분야
를 선도하고, 한국 출원인은 체계종합 분야를 선도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주요 기업 IP Activity

드론

중국 DJI 특허 활동 및 전략

 DJI는 특허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

 DJI 가 보 유 한 미 국 특 허 는 총 197 건

으며, 건수 자체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기존 출

(2017.05.25기준)이며, 그 중 순수 영상처리 기

원을 기반으로 지정국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술 및 데이터 처리 기술 등 일부 건을 제외하면

지역적 측면에서의 법적 보호도 강화

대부분 무인기 관련 특허로 미국내 출원된 드론

 전체적으로 DJI는 입무 탑재체 중 카메라 기술 및

관련 전체 특허(총 2424건)의 7.1%를 차지함

짐벌 등에 역량을 쏟고 있으며, 2016년 들어서면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첫 출원

서 순수 이미지 처리 기술 및 데이터 저장 기술 등

이후 2013년까지는 10건 이내 특허를 간헐적

무인기와 독립될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도 권리

으로 출원했으나 2014년 들어서면서 급증했으

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임무 탑재체(예: DJI

며, 2016년에는 66건의 특허를 출원

오즈모 시리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사업

 DJI는 2013년 이전까지 카메라 짐벌 등 하드웨

영역을확대중인것으로분석됨

어 구성에 대한 특허에 집중했으며, 2013년 이
후에는 자국인 중국 출원 없이 바로 PCT 출원하
고 이후 재차 미국에 출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
어 출원 전략을 수정했을 것으로 추정

[표] DJI의 드론 특허 출원 현황 (출처: IPTargets 보고서 [드론
대해부] 특허기술 트렌드)

DJI – 멀티 UAVs를 관리하는 모바일 플랫
폼 특허
[표] 미국 DJI 특허내 드론 관련 특허 비중(출처: IPTargets 보
고서 [드론 대해부] 특허기술 트렌드)

 중국 DJI 가 2016년 5월에 출원한 ‘여러 대의
UAVs를 관리 하는 멀티 모 바일 플랫폼
(20160144734, 26 May 2016)’ 특허는 모바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이전에는 짐
벌 등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발명 혹은 완성도가

일 플 랫 폼 관 리 시 스 템 (Mobile Platform
Management System) 관련 내용임

높은 발명, 특히, 양산이 가능한 발명을 중심으로

 지상 스테이션(Base Station은 여러 대와 여러

출원을 진행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태도를 바

종류(types)의 UAVs들로 구성된 멀티플 모바

꾸어, 미래에 사용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예: 자

일 플랫폼(Multiple Mobile Platforms)으로

동차에서 이륙 가능한 드론)에 대한 기술선점에

여러 대의 UAVs들을 수용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Amazon이 준비하는

자율 물류배송은?

How Amazon will use autonomous vehicles

P1805GU03A

손에 잡히는특허Report

IP Reportswithin Your Grasp

스마트데이터+AI+자율트럭+로봇+드론을결합한물류배송하이퍼루프시
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하이퍼루프 시대를 이끌 주인공 중 하나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지난20년간고객의행동과경험등에관한수백억개의스마트데이터
를구축해왔다.또자율트럭과로봇및드론을투입해고객이주문한아이템을가
장빠르게배송할수있는‘라스트마일(lastmile)’서비스시스템을갖춘유일
한기업이다.아마존이준비하는차세대물류배송비즈니스전략을분석해본다.
<편집자>
저자: 차원용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대표

코드명 보그(Borg)
자율차 기술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자, 아
마존
아마존이 실제로 비밀리에 ‘자율차(AV)’나 ‘셀프
-드라이빙 카(SDC)’를 개발하고 있는지 단서를
찾아보자.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테크런치

1)

Techrunch - Amazon To Look Into Deliveries By

2)

https://techcrunch.com/2013/12/03/self-

2)

Techcrunch - Amazon Is Experimenting With

Self-Driving Car(03 Dec 2013)
driving-drone/
Autonomous Flying Delivery Drones(01 Dec

(Techrunch)가 2013년 12월 3일에 ‘아마존은
자율차를 배송에 적용하는 방법을 들여다 보고

2013)
3)

is-experimenting-with-autonomous-flying-

있다’고 최초로 보도했다.1) 이 보도는 2013년
12월 아마존이 드론(Drone)을 이용해 30분내에

delivery-drones/
4)

택배서비스를, 앞으로 4~5년 내에 상용화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2) 드론은 아직 문제가
많고 드론이 다니는 길인 회랑(Corridors)이 아

https://techcrunch.com/2013/12/01/amazon-

Amazon via Youtube - Amazon Prime Air(01 Dec
2013)

5)

https://www.youtube.com/watch?v=98BIu9dp
wHU

Appendix

Amazon 드론 배달 서비스
2016년, 최초로 드론 배달 서비스 성공

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BLOS) 드론 비행을

아마존은 이미 공공연하게 그리고 암암리에

금지해온 이유로 - 단, 미 백악관은 2016년 8

(openly and covertly) 공중의 드론을 테스트하

월 2일에 이를 허용함 - 대부분의 드론 비행 시

고 있다. 2016년 12월 7일에 영국 캠브리지에

험이 해외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아마존은

서 최초로 원격조종사 없이 프라임 에어(Prime

2016년 7월 26일에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Air)로 첫째 고객에게 배송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

드론 배달 시험 비행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일한 기업이다22). 그것도 주문한지 13분 만에 배

2016년 12월에 영국 캐임브리지(Cambridge)

송을 완료했다.

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
한 프라임 에어(Prime Air) 배송 서비스를 성
공리에 마친 바 있다.
현재의 드론은 배터리 수명의 한계로 30분 이상
의 장거리 배송엔 부적합하다. 따라서 최근 시작
한 드론 배송의 서비스 왕복 거리는 10마일
(16.1km)이 한계이다. 아마존의 새 아이디어는
공중에 국제우주정거장(ISS)과 같은 물류센터를
띄워 이런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주문 급

[그림] 주문 13분만에 드론 배달 서비스 성공. Image Credit:
Amazon via Youtube(7 Dec 2016) 23)

우주정거장을 모방한 하늘정거장+왕복
선+무인기의 배송/운송 특허

22) Wired

-

The

Amazon Technologies, Inc. (Seattle, WA,

23) https://www.wired.com/2016/12/us-doesnt-

Deliveries—So

US

Doesn’t

Amazon

Took

Want

Drone

Them

to

England(14 Dec 2016)

US)는 2016년 4월 5일에 국제우주정거장(ISS)

want-drone-deliveries-amazon-took-england/

을 모방한 하늘정거장+왕복선+무인기의 배송과

23) Amazon via Youtube - Amazon Prime Air’s First

운송 서비스인 ‘아이템 배송을 위한 하늘의 거대
한 비행선(Airship or zeppelin)인 하늘물류센터

Customer Delivery(07 Dec 2016)
24) https://www.youtube.com/watch?v=vNySOrI2
Ny8

와 무인기 활용(Airborne fulfillment center

24) Amazon - Airborne fulfillment center utilizing

utilizing unmanned aerial vehicles for item

unmanned aerial vehicles for item delivery,

delivery, 9,305,280)’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는
데, 이는 2014년 12월 22일에 출원한 것이다24).

9,305,280, 5 Apr 2016 <- 22 Dec 2014, with 20
Claims and 13 Drawing Sheets)
25) http://patft1.uspto.gov/netacgi/nph-

아마존은 2013년에 드론 배송을 계획한 이래,

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

미국이 그간 영공(공역, Airspace) 내에서 조종

=1&u=%2Fnetahtml%2FPTO%2Fsrchnum.htm&
r=1&f=G&l=50&s1=9305280.PN.&OS=PN/930
5280&RS=PN/930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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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을 마친 UAV는 351의 셔틀보충위치에 있는

nomous mode)로 운영될 수 있으며, 물류센터

350의 셔틀을 내비하고, 330의 물류핸들링시설

는 근로자 혹은 아마존의 20개 물류센터에 실제

을 내비할 수도 있다. 셔틀을 타고 302의 AFC로

투입되고 있는 키바(Kiva) 이동장치 로봇에 의해

귀환하고, 셔틀이나 물류핸들링시설에서 직접 배

운영될 수 있다. 혹은 근로자와 키바의 협업으로

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운영될 수 있다. 만약 AFC와 물류센터가 근로자
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압력과 온도가 제어되고, 동시에 위치에 따라 근
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보호(radiation
shielding)도 필요하다. 406의 물류센터에는 물
류핸들링장비(Materials handling equipment)
가 실려있는데, 예를 들어, 키바 모바일 이동 장치
(Kiva mobile drive units), 지게차(forklifts), 선
반(shelving), 용기(bins), 운반(totes), 카트
(carts), 박스(boxes), 트롤리(trolleys), 컨테이

Fig.4(9,305,280). Image: USPTO

너(containers), 테이프(tape), 라벨(labels), 프
린터, 배터리, 팩킹에 필요한 부품 등이다.

Fig.4는 450 셔틀이 402의 AFC와 도킹하는 것

Fig.5는 우주왕복선과 같이 보충(Replenish

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이 때 AFC는 비행선으로

ment)을 담당하는 셔틀인 550을 설명하는 그림

다양한 크기와 길이로 구성할 수 있다. 404는 공

이다. AFC보다는 작은 비행선으로 구성된다. 크

기보다 가벼운 리프팅 부분(lifting portion)이고,

기와 길이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6은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이며, 이 물

길이는 100피트(30.48미터)이다. AFC와 같이

류센터에는 재고와 기동하는 UAVs, 그리고 기타

조종사 혹은 원격 조종사에 의해 조종되는 매뉴

장비들이 가득 실려있다. 이때 물류센터는 그림

얼 모드(Manual mode)와 로봇 혹은 자동화 시

에서 보이는 리프팅 부분과 연결된 실선의 케이

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자율모드(Autonomous

블을 이용해 공중에 떠 있게 된다.

mode)로 운영될 수 있다.

408은 UAVs들이 기동할 수 있는 베이들

502는 셔틀의 확대도(Expanded view)로 셔틀

(deployment bays)이고 412는 도킹을 위한 플

은 AFC에 반입할 어떠한 형태의 인바운드 아이템

랫폼 베이들이며, 414는 도킹을 도와주는 팔

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512

(arm)이다. 예를 들어 셔틀이 들어오고 나갈 때

는 UAVs들이고, 504는 재고들, 이외에 근로자

팔이 쭉 뻗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아이템들

들, 파우어 서플라이, 연료, 물류핸들링장비,

이 잘 이동(이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UAVs들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등이다. 이때

AFC는 조종사 혹은 원격 조종사에 의해 조종되는

512의 UAVs들은 고객이 주문한 물품들을 사전

매뉴얼 모드(Manual mode)와 로봇 혹은 자동

에 탑재하고, AFC에 도착하자 마자 배송지역으로

화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자율모드(Auto

기동할 수도 있다.

Appendix

바햐흐로 인간(카풀)•물류수송전용도로의 하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류수송 전용도로는

퍼루프(Hyperloof)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짐작하

의외로 빨리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게 하는 상상력의 제안이다.

[그림] 마드로나 벤처 그룹이 2016년 9월 19일에 제안한 ‘I-5
를 위한 자율주행전용도로. 이미지: 마드로나 벤처 그룹(19
Sep 2016)

[그림] SD+AI+Cloud+L4 AVs+Robots+Drones의 융합 비즈
니스 모델 = 물류수송 전용도로의 하이퍼루프. Image: 마드로
나 벤처 그룹의 이미지 수정.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자율화물차 혹은 자율트럭이 자율화물차 전용도

구글 자율차(L3)의 11번 사고, 예를 들어, 다른

로와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의 최대 장점은 타임-

인간 운전자의 잘못으로 접촉 사고가 나고, 테슬

투-타임(Time-to-Time) 베이스의 포인트-투-

라 자율차(L2)의 경우 플로리다에서 카메라가 트

포인트(Point-to-Point)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

럭을 인지하지 못해 교차로에서 충돌해 운전자가

이다.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물류배송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2016년 5월에 일어 남에

이 이루어지므로, 첫 번째 물류혁명은 물류전용

따라29) , 자율차 도로와 인간이 운전하는 도로를

도로의 하이퍼루프(Hyperloof)이다. 물류를 배

분리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해도

송하기 때문에 속도의 한계가 거의 없어 시속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5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 새로운 하이퍼루

끼어든다든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프가 등장할 것이다.

다든지 무단횡단 등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
다는 의미다.
29) The Gurdian - Tesla driver dies in first fatal

스마트데이터+AI+자율차+로봇+드론의
융합 비즈모델 = 물류수송 전용도로의 하
이퍼루프

crash while using autopilot mode(01 Jul 2016)
30)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
6/jun/30/tesla-autopilot-death-self-drivingcar-elon-musk

구글의 자율차(AVs) 도로주행 테스트 데이터를

31) The Verge - Tesla driver killed in crash with

보았을 때, 카풀에 의한 인간수송은 아직 안전성

Autopilot active, NHTSA investigating(30 Jun

확보 미달과 인공지능 자율차의 자율모드

2016)

(Autonomous Mode) 주행 수준이 아직
61%~80%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란

32) http://www.theverge.com/2016/6/30/120724
08/tesla-autopilot-car-crash-deathautonomous-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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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자는?

Who is a patent
Leader?
현재 전세계 드론시장은 군사용에서 민간용 드론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체 역시 미국기업들이 아니라 DJI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로 전환된지 오래이다. 또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중국 DJI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업체들이 장악한 드론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드론 응용 서비스 및 핵심

부품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DJI를 비롯해 드론기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Parrot, Amazon, Google 및 Disney 등을 특허적인 관점에서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저자 : 최승욱 변리사

SZ DJI Technology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DJI(大疆 新科技有限公司, Da-Jiang Innovations

론에서 상업용 드론으로 제작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는 2006년에

이코노미스트지는 DJI가 민간 무인 항공기 산업의

프랭크 왕이 중국 광동성 심천에 설립한 회사로, 항

최전선에 있다고 분석한다.

공 사진 및 비디오 그래픽에 대한 무인항공기를 생산

DJI는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Accel

하고 있다. BOEING이 상업용 유인 항공기를 제작

파트너스로부터 7500만달러를 투자받았으며, 드론

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과 달리, DJI는 취미용 드

산업계의 애플로 불린다. 매출면에서, 2014년에 5억
달러(한화 약 5750억 원), 2015년에는 10억 달러(한
화 약 1조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창업 10년
만인 2016년에는 매출 14억 달러(약 1조6100억 원)
을 처음 돌파했다.
창업 초기 불과 10여 명이었던 직원 수는 10여 년만
에 8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종업원의 33%에 해당
하는 2600여명을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하고, 매
년 매출액의 7%를 R&D에 투자하는 등 무인기 관련
기술력 확보에 적극적이다.
그 결과, DJI는 현재 전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70%

DJI 매출 (자료: 포브스, DJI) DJI 는 2016년에 매출 14억 달러
(약 1조6100억 원)을 돌파했다.

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 존재가 됐다. 시장조사기관
IT쥐즈(桔子)가 발표한 ‘2016년 유니콘클럽’ 자료에

드론 대해부

특허 강자는?

Amazon 보유 특허 현황
아마존은 조사기준일인 2017년 5월 25일 이전
Amazon Technologies, Inc. 명의로 출원된 미국
특허가 67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드
론 관련 특허는 총 72건으로, 아마존 보유 전체 특허
수에 비하면 겨우 1%에 불과한 수치이다. 하지만 아
마존은 72건의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미국내 드론 특
허 주요출원인 중 상위 5위에 랭크됐다. 대부분의 출
원이 2014년 및 2015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건수
의 60%가 넘는 46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현재까지

아마존 드론 특허 출원 현황
아마존의 드론 특허 출원은 2014년 및 2015년에 집중되어 있다.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소수의 발명을
출원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물류센터 및 택배와 관

이 중, 아마존이 2016년 7월 등록한 기존의 기지국,

련된 발명에 집중하고 있다. 아마존은 무인항공기를

가로등, 전선주, 건물을 이용한 드론 도킹, 관제 시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개량 발명(예: 영상 스크린을

스템과 차세대 우체통‘이라는 특허는 무인항공기들

포함한 무인항공기), 활용 발명(예: 무인기를 통한

이 비행 중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일종의 ‘도킹 스테이

안전한 택배 배송 방법)에 집중해 권리를 확보 중이

션 시스템”에 대한 특허로, 도킹 스테이션에서는 무

다. 특히, 드론 관련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특

인항공기의 배터리 교체, 배송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허를 출원 중이다.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비행 중 악천후를 피할 수 있

아마존의 드론 관련 특허들은 대부분 배송에 관한 내

는 피난처 등의 역할을 한다.

용을 포함하고 있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도킹 스테이션의 위치는 주로 가로등, 전선주, 건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의 보유 특허들을 면밀히

옥상, 교회 첨탑 등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미래에는 무인항공기를 위
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주
고 있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
허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72

6725

미국 특허내 드론 관련 특허 비중(아마존) 미국에 출원된 아마존 특허 중 드론 관련 기술은
1%에 불과하나, 미국내 드론 특허 주요출원인 중 상위 5위에 랭크됐다.

도킹스테이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위 도면을 참고로 도킹 스테이션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음.

드론 대해부

특허 강자는?

Disney Enterprises

상업용 드론 허가를 요청한 Disney
디즈니는 영화, 텔레비전, 출판 및 테마파크 등의 자
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 케이블 프
로그래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디어 네트워크, 공
원 및 리조트,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소비자 제품
및 인터렉티브를 포함하는 5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
고 있다. 2015년 회계 연도의 디즈니 순매출은 미디
어 네트워크 매출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7% 증가한
52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즈니는 2016년 연방항공청(FAA)에 플로리다 디즈
인텔 드론 슈팅 스타

니공원에서 상업용 드론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등 신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사업을 채택하고 관련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50여 대의 드론을 띄

또한, 아마존의 경우와 달리, 디즈니랜드 유원지가

어 캐릭터 랜더링에 활용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으

디즈니사의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사유지 공

며, 최근 등록한 특허에 대한 실제 사용 준비로 드론

간 상의 비행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드론을

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즈니는 드론

활용한 서비스가 가장 빨리 실현될 수도 있다. 실제

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만, 드론 제어 및 운행에 관

로, 2016년 인텔이 엔터테인먼트 라이트 쇼를 위해

한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주력 사업인 미디어 관련하

개발한 드론인 슈팅 스타(Shooting Star)를 이용해

여 디즈니공원 캐릭터 사업과 공연 뿐 아니라 광고

디즈니 월드상공에서 ‘Starbright Holidays’라는 드

및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론쇼가 시연되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텔의 드론 제조 기술과,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군집비행 관련 동조화 제어 기술 및 드
론을 이용한 에어 디스플레이 기술이 접목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디즈니의 특허명세서상에 드론 도면
광각반사경을 통해 프로젝터에서 발산된 빛을 반사함.

VertiGo (출처: http://www.vertigoprojec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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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트렌드

Patent Technology
Trend
드론 관련 특허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출원이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2009년 103건의 드론 특허가 출원된 이후 최근 4개년 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등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드론 관련 최대 제조사인 DJI와
Parrot를 비롯하여 아마존, 구글과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미국 특허 출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이전에 출원된

미국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기술 트렌드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저자 : 최승욱 변리사

특허 분석 개요

드론 관련 특허 출원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다. 일본 및 한국도 드론 특허 출원이 꾸준
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미국 특허와 중복되는 건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드론 관련 핵심 기술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그 대상을 미국 특허로 한
정해 진행했다. 검색일인 2017년 5월 25일 이전에 출원된 드론 관련 미국 특허 전수 조사를 위해,
종래와 같은 장황한 검색식은 배제하고, 드론 관련 키워드로만 최대한 확장해 넓게 접근함으로써 최
종 데이터 품질을 높였다.
▶

드론 관련 미국 특허 전수 조사 (검색일: 2017.05.25 이전 출원건)

▶

최종 2,424건의 분석대상특허(유효 특허) 확정

▶

총 검색건수 7,919건 중 중복건 제외하고 6,000건 다운로드

검색식

(((automated adj mobile) or amv or (automated adj aerial) or aav or (flying adj digital adj assistant) or
(flying adj assistant) or fda or (unmanned adj aerial) or uav or (remotely adj piloted) or rpas or swarming

or (unmanned adj aircraft) or uas or (unmanned adj space adj vehicle) or usv or uad or ((unmanned or

unoccupied) adj helicopter) or (unoccupied adj flying) or ufv or drone or (aerial adj vehicle) or (aircraft adj
system) or (piloted adj vehicle) or (space adj vehicle) or (aerial adj device) or (flying adj vehicle))) AND (@
AD<=20170525)

최종적으로 2,424건의 유효 특허를 확정했으며, 추출된 유효 특허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출원 동향
을 살펴본다.
총 검색건수 7,919건 중 중복건을 제외하고 (등록특허의 경우, 동일발명의 공개특허는 중복 건으로
제외 처리) 6,000건을 내려받아,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유효특허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드론 대해부

특허기술 트렌드

및 2017년에도 벌써 458건의 특허가 출원된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추이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고자 구간별로 나누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 구간별 출원 동향

5개년도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구간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양상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총 출원의 절반 이상(1317건, 54.19%)이 11-15구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 특허 건이 존재하는 최근 2개년도 구간을 제외한 4개 구간(91-95, 96-00, 01-05, 06-10)
의 출원건수를 합산해 보면 총 643건으로, 이의 두 배가 넘는 특허가 11-15구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01-05구간 및 11-15구간에서는 이전 구간 대비 두 배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어
증가율이 24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구간 평균 증가율도 190.52%에 달한다. 결
과적으로 무인기 관련 특허출원 급증 추세는 데이터 상으로 명확히 증명된다.
한편, 01-05구간에서는 항공우주기업인 Lockheed Martin, INTISU, IBM, US NAVY, Boeing,
연도 구간별 주요 출원인
01-05

06-10

11-15

출원인

출원건수

출원인

출원건수

출원인

출원건수

LOCKHEED MARTIN

16

HONEYWELL

62

DJI

91

INSITU

13

BOEING

23

GOOGLE

68

IBM

11

LOCKHEED MARTIN

16

AMAZON

64

ERNEST A CARROLL

10

RAYTHEON

12

BOEING

55

US NAVY

8

US NAVY

12

ELWHA LLC

48

BOEING

7

SAAB

10

AEROVIRONMENT

28

US AIR FORCE

5

INSITU

10

PARROT

23

NORTHROP GRUMMAN

4

THALES

8

IBM

22

NEAL SOLOMON

4

PARROT

6

VERIZON PATENT AND
LICENSING

20

SAAB 외

105

IBM 외

159

QUALCOMM 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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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US NAVY 및 Honeywell은 두 구간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드론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
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Boeing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INSITU도 두 구간 비슷한 비율로 출원이
진행됐다. 상위 20위 내에는 진입하지 못했으나, 국내 LG전자도 11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
타나, 미국 드론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입한 국내 업체로 조사됐다.

주요 출원인 연도별 출원 동향(상위 20)

주요 출원인별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DJI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 출원인 출원 분포가 최근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래프 계열 주황색으로 표
기)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사인 Boeing, Honeywell, Lockheed Martin 등은 분석 초기 구간(2000
년~2008년) 출원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Boeing은 곡선 형태의 증가세를 보이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Boeing
의 자회사인 INSITU도 2004년 이후 매년 출원중이다. Honeywell은 2008년 및 2009년에 전체 출
원의 54%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후 출원은 5건 내외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Boeing, Honeywell, Lockheed Martin 등 초기 연구주체들은 대부분 우주항공, 방위, 안보
관련업체로, US NAVY도 매해 평균 2~3건의 특허를 꾸준히 출원하고 있다. 이는 드론 산업이 다
각화되기 이전인 시장 형성 단계에서의 연구개발이 군사용 무인기 관련 기술로부터 출발한 것을 입
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항공, 안보업체를 중심으로 무인기 본체에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연구가 주로 진
행됐다. 그러나 드론 관련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드론 제조사와 관련 서비
스 제공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인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출원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
술적으로 살펴보면 배터리 구성, 비행체, 비행제어, 임무장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무인기 본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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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d Key
Patents
미국이 지난해 상업용 소형 무인기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 규정들을 분석하면 드론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개발 방향 예측을 통해 궁극적으로 길목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탐색 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여러 국가 정책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소형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술적, 특허적
주요 전략을 도출해 본다. <편집자>

미국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

저자 : 최승욱 변리사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6년 6월 취미용이 아닌 상업용 소형 무인기(55파운드 미만, 24.94kg)
에 대한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 Rules)을 공개하고
동년 8월부터 시행했다. 상기 규정과 함께 공개된 요약본 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 (PART 107)을 상세히 검토해 기술적, 특허적 전략을 분석한다.
June 21, 2016 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 (PART 107)
Operational Limitations

(운용 제한사항)

•Unmanned aircraft must weigh less than 55 lbs. (25 kg).

(1) 무
 인비행장치는 55파운드(25kg) 미만이어야 한다.

•Visual line-of-sight (VLOS) only; the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within VLOS of the remote pilot
in command and the person manipulating the flight
controls of the small UAS. Alternatively, the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within VLOS of the visual observer.

(2) 가시권 내의 비행만 가능; 무인비행장치는 비행책임자(무인
비행장치 기장, remote pilot in command, 이하 ‘기장’으로 칭
함)와 실제 조종장치 조작자(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이하 ‘조종
자’로 칭함)의 가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서 무인비행
장치는 그 무인기의 육안 관측자(이하 ‘관측자’로 칭함)의 가
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At all times the small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close enough to the remote pilot in command and the
person manipulating the flight controls of the small UAS
for those people to be capable of seeing the aircraft
with vision unaided by any device other than corrective
lenses.

(3) 어
 떤 경우에도 소형무인비행장치는 기장과 조종자가 교정 안
경 이외의 시력 보조 장치 없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비행해야 한다.

•Small unmanned aircraft may not operate over any
perso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not
under a covered structure, and not inside a covered
stationary vehicle.

(4) 소
 형무인비행장치는 그 운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머리 위에서, 지붕이 있는 구조물의 아래 또는 덮개가 있는
정차(정박)된 차량(선박) 안에서는 운용하면 안 된다.

•Daylight-only operations, or civil twilight (30 minutes
before official sunrise to 30 minutes after official sunset,
local time) with appropriate anti-collision lighting.

(5) 낮
 동안에만 비행할 수 있지만, 박명 시간(해당 지역의 공식
일출 시간 30분 전부터 공식 일몰 시간 후 30분 후까지)에는
적절한 충돌방지등을 켜고 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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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도 높고 특허 도출 가능성도 중 이상이나, 관련 특허가 많지 않은 규정(초록색으로 음영 표시)
은 특허 도출 가능성 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한다면, 기술 자체가 미국내 실질적인 드론 운영 제한을 회피함으로써, 즉각적인 제품화
및 상용화가 가능하다.
현재 출원된 미국내 드론 특허에 상기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특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출 30분전 일몰 30분후까지 운용
관련 규정 전문

• D
 aylight-only operations, or civil twilight (30 minutes before official sunrise to 30 minutes after official
sunset, local time) with appropriate anti-collision lighting.

관련 특허 리스트
No

문헌번호

문헌일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US2017-0076610

2017-03-16

2016-11-23

OPEN PLATFORM FOR FLIGHT
RESTRICTED REGION

SZ DJI
TECHNOLOGY

2

US9728089

2017-08-08

2015-12-30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AUTONOMOUS FLYING
VEHICLE FLIGHT PATHS

AIRMAP

■ OPEN PLATFORM FOR FLIGHT RESTRICTED REGION(US2017-0076610)

비행 제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비행 제한 지역에 관한
정보가 승인되거나 그러한 정보를 입력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비행 제한 지역
은 3차원 지도상에 디스플레이되고, 비행 대응 수단과 함께 UAV에 이용될 수 있다.
사용자 입력 장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비행 제한 영역의 위치를 포함하는 비행 제한 영역 관련 파
라미터를 지정하고, 사용자가 위치를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실시예에 의하면, 허용된 비행
시간은 일시적이거나 승인 타임과 동
일할 수 있으며, UAV는 규정된 승인
영역 및 승인 타임 내에서 작동해야 한
다고 기재되어 있어 본 규정 내용과 관
련된 기술을 포함한다. 등록은 아직 되
지 않았지만,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고
개념 자체가 간단해 이대로 등록되는
경우,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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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자/관측자 아닌 사람의 머리 위에서 운용 불가
관련 규정 전문

• S
 mall unmanned aircraft may not operate over any perso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not
under a covered structure, and not inside a covered stationary vehicle.

관련 특허 리스트
No

문헌번호

문헌일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US9459620

2016.10.04

2014.09.29

Human interaction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AMAZON TECH

■ Human interaction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US9459620)
본 발명은 드론의 공역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로, 개인 영공의 제한 구역과 비행 금지 영역(공
항, 군사 설비, 학교 등)을 제외한 비행 가능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드론의 접근을 방지하고,
제한하고, 교정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제시된다.

<대표도면-도 1> 사용자의 몸짓, 소리 등 다양한 제스처를
인식해 무인기를 유도한다.

<기존 공개된 방법> 아마존 마크를 식별해 무인기가
착륙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임.

아마존 마크를 식별해 무인기를 착륙시켜 물건을 배송하는 기존 방식보다 아이디어는 신선하지만
청구항 내에 다소 권리범위가 좁아 특별히 위협 특허로는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An unmanned aerial vehicle, comprising:
a frame;

a propulsion system connected to the frame;

a retaining system connected to the frame and configured to retain a package;
→ 화물을 수납하는 retaining system

a communication system connected to the frame and configured to receive gesture input; and
a management module associated with at least the communication system and comprising:
memory that stores computer-executable instructions; and

at least one processor configured to access the memory and execute the computer-executable
instructions to at least:

access a delivery plan that identifies: the package; and a flight plan that includes a geographic
location for delivery of the package;

→ 화물과 비행 계획을 식별할 수 있는 배송 계획에 접근함

드론 대해부 중국 DJI 특허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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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Patent Analysis
현재 전세계 드론시장은 군사용에서 민간용 드론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체 역시 미국기업들이 아니라 DJI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로 전환된 지 오래이다.
특히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중국 DJI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드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DJI가
보유한 드론 응용 서비스 및 핵심 부품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드론기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중국 DJI를 특허적인 관점에서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저자 : 최승욱 변리사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DJI(

, Da-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는 2006년에

프랭크 왕이 중국 광동성 심천에 설립한 회사로, 항공 사진 및 비디오 그래픽에 대한 무인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다. Boeing이 상업용 유인 항공기를 제작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과 달리, DJI는 취미용
드론 제작 판매로 시작해 산업용 드론으로 제작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DJI
가 민간 무인 항공기 산업의 최전선에 있다고 분석한다.
DJI는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Accel 파트너스로부터 7500만달러를 투자받았으며, 드
론 산업계의 애플로 불린다. 매출면에서, 2014년에 5억 달러(한화 약 5750억 원), 2015년에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창업 10년 만인 2016년에는 매출 14억 달러(약 1조
6100억 원)을 처음 돌파했다.
창업 초기 불과 10여 명이었던 직원 수는 10여 년만에 8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종업원의 33%에 해
당하는 2600여명을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
하고, 매년 매출액의 7%를 R&D에 투자하
는 등 무인기 관련 기술력 확보에 힘쓰고 있
다. 그 결과, DJI는 현재 전 세계 드론 시장 점
유율 70%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 존재가 됐
으며, 시장조사기관 IT쥐즈(

)가 발표한

‘2016년 유니콘클럽’ 자료에 따르면 DJI의
기업가치는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5000
억 원)로 추산된다.
DJI 매출(자료 : 포브스, DJI) : DJI 는 2016년에 매출 14억 달러
(약 1조6100억 원)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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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임무장비 63건, 49.22%
• 센서
- 초음파 센서 음영 제거, 소프트웨어적 해결
- 관성 센서 내부 구성
- 센서의 하우징/관성 측정 감도를 올리기 위한 구조
• 카메라(촬영)
- 서보하드웨어구성
- 분광하는 듀얼 렌즈/렌즈 변화
- 이미지 보정/자동 초점 방법
- 초음파 깊이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
- 촬영시 화이트 밸런싱 깨지는 문제 해결
- 카메라 진동 방지
- 타겟 추적 방법 - 이미지 영상 처리
- 파노라마 촬영
- 회로기판에 부착된 촬상 장치, 카메라 하드웨어 구성
• 짐벌
- 짐벌 하드웨어 구성
- 짐벌, 짐벌락 방지
- 짐벌 동작 및 (카메라)위치 제어
• 스모그 생성장치/스프레이 장치
• 비디오 오디오, 촬영 데이터 등 저장 방법

비행체(플랫폼) 24건, 18.75%

분사장치
스토리지

카메라

비행제어 25건, 19.53%
• 비행플랜
- 비행 플랜에 따라 비행 제어
- 타겟(강아지)를 가이드 하는 비행 방법
• 비행제어
- TOF 센서/초음파 센서 충돌감지회피
- 마커 인식을 통한 무인기 위치 제어
- 상태 측정/옵티컬플로우를 통한 비행 속도 측정
- 무인기 특정 고도 제어(중간 제어)
- 비행 자세 제어(미시 제어)
- 센싱을 통한 모터 속도/ 타겟 추정하도록 비행제어
- 외부환경(돌풍 등)을 고려한 이착륙 방법
- 지면에서 반사되는 추력을 고려한 비행 제어
- 초음파센서 이용
• 위치파악
- 실내 위치 파악/영상 분석을 통한 위치 파악
- 현재위치 추정

모터구조-열배출

짐벌

• 바디
- 간섭에 취약한 센서의 위치
- 멀티콥터에서 전선 결합 구조/폴딩 구조
- 변형 가능한 랜딩 기어/랜딩기어의 카메라 시야
방해 방지
• 랜딩기어
• 프로펠러
• 모터구조-열배출

랜딩기어

배터리

파워 9건, 7.03%
• 배터리제어
- 무인기에 전력이 끊겨 데이터 소실 발생,
보조배터리
- 배터리 방전/배터리 회동 재생
- 배터리 제어/자동 파워 오프
- 안전을 위한 배터리 잔량 유지 방법
• 순수 배터리 구성

추락대비안전장치 4건, 3.13%
• 팽창 부재 이용- 에어백 기능

전자통신 3건, 2.34%
• 프롭 발생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
• 센싱값 통합 프로세서

• 여러 센서 신호의 복합처리

무인기본체 세부 분야별 주요 기술내용

각 대분류별로 주요 특허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발명 내용을 살펴봤다. 주요 특허 선별 기준은 다음
과 같다.
선별 기준
▪분류 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선택함.

▪권리범위가 좁게 형성된 기구물 특허는 DJI 사의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음.
▪권리범위가 넓고 향후 타사와의 관계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특허를 선택함.
▪DJI가 실제 출시한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특허는 선택하도록 함.

▪무인기에 직접 적용이 불가능한 핸드 장비 등에 관련된 특허는 선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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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본체] 파워

■ 배터리 충전 및 교환시스템

Systems and methods for UAV battery power backup(US9434267)
기술분류

파워 - 배터리제어

현재 상태

등록

출원번호(출원일자)

US2015-800487(2015.07.15.)

등록번호(등록일자)

US9434267(2016.09.06)

패밀리 특허 변화

2016년 패밀리

2017년 패밀리
JP 2017-505254 A 2017.02.16

WO WO2016-019562 A1 2016.02.11

US 2016-0339789 A1 2016.11.24

US 9434267 B2 2016.09.06

CN 105981258 A 2016.09.28

US 2016-0039300 A1 2016.02.11

US 9434267 B2 2016.09.06

CN 105981258 A 2016.09.28

US 2016-0039300 A1 2016.02.11

WO WO2016-019562 A1 2016.02.11

무인기의 부품(예:IMU)에 전력이 끊어지는 경우 데이터가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배터리
충전이나 교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존재한다.
본 특허는 무인기의 몸체 쪽에 두 곳에 공간을 만들어 제1 배터리(303) 및 제2 배터리(306)를 수납
함으로써, 로터와 그 밖에 다른 센서나 제어기에
공급되는 배터리를 구분한다는 것으로, 2016년 9
월 6일자로 등록되어 권리를 유지 중이다. 다만, 본
등록권리를 무효할 수 있는 자료(예: 시중에서 판
매되는 내비게이션 보조 배터리와 동일한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협 요소로
<관련도면-도 3>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 A UAV comprising:

a propulsion unit configured to effect movement of the UAV; and → 추진부
a power unit onboard the UAV comprising: → 전력부(배터리부)

a first battery that powers (1) the propulsion unit and (2) a power consuming unit of the UAV; and
→ 추진부와 전력 소모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1 배터리

a second battery that powers the power consuming unit of the UAV,
→ 전력 소모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2 배터리

wherein the power unit switches between → 전력부는 제1 모드 및 제2 모드를 스위칭함

(a) a first mode wherein the first battery is providing power to (1) the propulsion unit and (2) the
power consuming unit and → 제1 배터리가 추진부와 전력 소모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1 모드

(b) a second mode wherein the second battery is providing power to the power consuming unit,
and not providing power to the propulsion unit.

→ 제2 배터리가 전력 소모부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제2 모드
<대표청구항>

드론 특허 분석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Tour & Entertainment service
P1809PA001B

손에 잡히는특허Report

IP Reportswithin Your Grasp

드론(Drone)은비행기나헬리콥터와유사한형태로제작된소형무인비행체를
말한다.초기에군사용으로 제작•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경찰 수사등공공분
야부터항공촬영,무인배송등물류영역까지그범위가확대되고있다.2015년
을 기점으로 민간 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 드론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사용분야성장률(5%)보다훨씬높은연평균 19%이상급성장할것으로예
측된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록한 주요 드론 미국특허 가운데 관광
및엔터테인먼트용 드론활용서비스분야에서가장핵심적인내용을소개한다.
<편집자>
저자:차원용아스펙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DJI - 무인기 활용 AR•VR 관광

ENABLING VIRTUAL SIGHTSEEING USING

중국 SZ DJI TECHNOLOGY Co., Ltd는 2016

UNMANNED

년 2월에 ‘무인기 활용 버추얼(VR) 관광을 하는

20160035224, 4 Feb 2016)1) 이라는 특허

시스템과 방법(SYSTEM AND METHOD FOR

출원서를 공개했다.

AERIAL

VEHICLES,

매년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이 여행을 하거나
관광을 즐긴다. 따라서 여행 산업과 관광 산업이
대세이다. 하지만 여행객들이나 관광객들은 시
간과 명소의 위치에 제약적이다. 따라서 한 지역

1)

SYSTEM
VIRTUAL

AND

METHOD

SIGHTSEEING

FOR

USING

ENABLING
UNMANNED

AERIAL VEHICLES(20160035224, 4 Feb 2016 <9 Jul 2015, with 30 Claims & 11 Drawing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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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466은 UAV 파우어 레벨, 467은

Fig.6C는 비주얼 데이터와 비-비주얼 데이터를

UAV의 GPS 상태, 468은 메모리 상태, 469는

만끽할 수 있는 특별히 고안된 공간 옷(space-

메모리 슬롯(slot) 상태, 470은 카메라 셔터 버튼,

suit) 혹은 VR 아웃피트(outfit)로 고객이 입을

471은 카메라 촬영 버튼, 472는 카메라 세팅,

수 있는 수트 혹은 HMD(Head-Mounted

473은 비행 변수들이다.

Display)

혹 은

BCI(Brain-Computer

Interface)이다. 수트는 고객의 전체 몸을 센싱
하는 센서들이 부착된 수트(Whole-body
sensor suit)로 고객이 버추얼 관광을 즐기고
느끼는 감동을 센싱하는데 몸과 다리의 움직임
과 포지션을 센싱하고, 고객의 의도와 얼굴의 표
정을 BCI를 통해 감지해(Detects Intentions
and facial expressions) 이를 HMD로 인터페
이스 시켜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고객은
버추얼 관광을 즐기고 느끼면서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6A(20160035224). Image: USPTO

Fig.6B는 물을 뿌린다거나 찬/더운 바람, 소리
등의 비-비주얼 데이터를 느낄 수 있는 별도로 구
성된 VR 룸이다. 하지만 비디오 영상과 함께 4차

Fig.6C(20160035224). Image: USPTO

원의 느낌을 만족할 수 있는 VR 룸이다.

Fig.6B(20160035224). Image: USPTO

<그림> 본 특허의 그림과 똑 같은 DJI의 실제 팬텀4. Image
Credit: DJI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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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bubble)을 뿌린다.
Fig.8은 관람객(고객)들이 제어하는 특수효과
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관람객들은 본인이 원하
는 특수효과를 선택해 제어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을 증강시키고 짜릿한 맛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140의 관람객이 136의 휴대 디바이스
나 144a~144b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특수효과 제어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이다.

Fig.7(20160059145). Image: USPTO

110의 스테이지 플랫폼에는 라이브 캐릭터 배
우들(live character actors)과 120의 로봇인
형 (animatronics, animatronic puppet)에
의해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때 18c와 18d

Fig.8(20160059145). Image: USPTO

의 무인기는 공연에 어울리는 물질을 방출해 특

예를 들어 140a의 고객이 테마파크에 설치된

수효과를 증강시킨다. 예를 들어 배우가 어떤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데, 특정 목표 수준에

특정 스테이지 위치에 도달할 때 연기(smoke)

도달했을 때, 휴대 디바이스의 버튼을 눌러 입

를 방출해 배우를 연기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력하면, 물 세례를 뿌려주는 것이다. 140a의

다. 또한 배우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

고객뿐만 아니라 같이 게임에 참가했던 고객들

스를 갖고 있어, 어느 특정시간에 버튼을 눌러,

에게도 물을 뿌려주는 것이다. 이때 고객들은

무인기에게 신호를 보내 프로그램된 물질을 방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가

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효과는 좀

족의 구성원들이 될 수도 있다.

더 복잡한 세트 , 즉 124와 같은 타우어
(towers)나 좁은 통로(catwalk)에서 펼칠 수
도 있는데, 이때 18b의 무인기는 좀더 거칠한
(granular) 위치를 제어해 상대적으로 접근하
기 어려운(hard-to-access) 세트 조각들(set
pieces)에서도 특수효과를 낼 수 있다.
스테이지 플랫폼에서 특수효과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관중석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데,
바로 130의 관중석에 있는 18e~18f의 무인기
들은 관중석 전체를 향해 일제히 거품이나 비누

드론 특허 분석

농업 및 재해감시

Agriculture and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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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
를 말한다. 초기에 군사용으로 제작•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찰 수사 등 공
공분야부터 항공 촬영, 무인 배송 등 물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민간 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 드론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사용 분야 성장률(5%)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9% 이상 급성
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록한 주요 드론 미국
특허 가운데농업 및 재해감시용 드론 활용서비스 분야에서 가장핵심적인 내
용을소개한다.<편집자>
저자:차원용아스펙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드론 정찰 및 감시

바람이나 교통체증에 따른 경로 수정
(UNMANNED AERIAL VEHICLE AND

Airphrame - 산불•교량 등 관심지역 정
찰과 경로 수정

METHODS FOR CONTROLLING SAME,

Airphrame, Inc.(San Francisco, CA, US)는

2016)”1) 이라는 특허출원서를 등록했는데,

2016년 2월에 ‘산불•교량 등 관심지역 정찰과

20160046373/20160046374, 18 Feb

1)

UNMANNED AERIAL VEHICLE AND METHODS
FOR CONTROLLING SAME(20160046374, 18
Feb 2016 <- 29 May 2015, with 20 Claims & 7
Drawing Sheets)

2)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HITOFF&p=1&u=%
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1&f=G&l=50&co1=AND&d=PG01&
s1=20160046374

드론 특허 분석

농업 및 재해감시

Fig.3(20160046373/20160046374). Image: USPTO

Fig.3은 바람에 따라 비행경로를 수정하는 것으
로, 블록 S310은 예견된 풍향으로,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에 따른 초기 뱀 모양의 구불구불한
(serpentine) 비행경로이다. 그런데, 블록 150
의 무인기들의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무인기들
Fig.2(20160046373/20160046374). Image: USPTO

이 감지한 @T1 비행시점에서의 풍향은 남서풍
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블록 160의 비행경로 수

블록 S150에서는 원격 서버를 통해 무인기들

정에서, 그림과 같이 남서방향으로 경로를 수정

을 무선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무인기들의 위치,

한다.

고도, 자세(attitude), 날씨(비)와 바람 등을 모
니터링 한다. 블록 S160에서는 무인기들이 임
무를 수행했거나(already completed) 실패
(failure)할 경우에 실시간 비행경로들을 수정
하는 것이고, 블록 S170에서는 수정된 비행경
로들을 각각의 무인기에게 전송한다. 예를 들어
불이 난 지점을 정찰하고 촬영을 끝냈을 경우 다
른 비행경로를 수정하고 보내 다른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블록
S120은 배터리 수준이나 유지보수 상태나 구
성을 체크하는 것이다. 블록 S190은 무인기가
수집한 이미지나 메타 데이터를 받고 검색한다.

Fig.4(20160046373/20160046374). Image: USPTO

드론 특허 분석

농업 및 재해감시

Fig.1은 +(cross, 104)로 표시된 라벨을 보여주
고 있는데, 이는 맥시멈의 PML 지역으로, 106의
디스크(disk)와 반경이 측정되어야 하는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라벨들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낸다.
Fig.2(a)는 예측 맵으로, 200은 수평 라인이고
202는 수직 라인으로, 하나의 그리드(grid)로 표
시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리드 박스에는 적어도
PML이 몇 개가 있다. 예를 들어 206의 박스 그
리드에는 두 개의 PML(☆)이 있다. Fig.2(b)는
이를 바탕으로 UGV+UAV의 경로들을 생성한 것
이다. 경로들이 3가지가 있는데, 220/222는 점

Fig.7(20160018224). Image: USPTO

선(dotted line)으로 이는 UAV의 경로들이고,
224는 실선(solid line)으로 UGV의 경로인데,

Fig.7은 UGV+UAV의 공존공생시스템을 보여주

UGV+UAV가 226위치로 가서 여기서 UAV를

는 그림이다. 902는 UGV이고 904가 UAV이다.

런칭(이륙)시키고, UGV는 228의 위치로 이동해

912는 GPS 안테나, 914는 뻗을 수 있고 회전이

여기서 UAV가 착륙하며, 그 다음 UGV는 224의

가능한 팔, 916은 센서 모듈로 예를 들면 엽록소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230의 위치에서 다시

미터 센서(chlorophyll meter)로 식물의 엽록소

UAV를 이륙시키고 232의 위치에서 UAV가

의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센서 모듈에는 질소 이

UGV에 착륙한다.

온(nitrogen ions)을 측정하는 전기화학적 센서,
토양의 수준을 측정하는 센서, 식물의 키를 측정
하는 센서가 포함된다. 940은 UAV가 이착륙하
는 갑판(deck)이고 930은 UAV에 탑재된 카메라
이다.

Fig.2(a)~2(b)(20160018224). Image: USPTO

모든 PML 지역을 방문해 측정할 수 없는데 그 이
유는 UAV의 배터리 문제와 UGV의 동력원이다.
따라서 234와 236의 PML 포인트들 지역은 제
외된다.

드론 특허 분석

자동차 및 통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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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
를 말한다. 초기에 군사용으로 제작•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찰 수사 등 공
공분야부터 항공 촬영, 무인 배송 등 물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민간 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 드론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사용 분야 성장률(5%)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9% 이상 급성
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록한 주요 드론 미국
특허 가운데 교통•자동차 및 통신망 지원용 드론 활용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내용을소개한다.<편집자>
저자:차원용아스펙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교통•자동차 지원
IBM - 드론 활용 자동차 내비 지원

4143, 25 Feb 2016)1) 이라는 특허출원서를

IBM은 2016년 2월에 ‘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공개했는데, 이는 2015년에 등록한 특허

드론을 이용한 내비 지원(Unmanned aerial

(9,170,117)를 개량한 것이다.

vehicle navigation assistance, 2016005
1)

UNMANNED

AERIAL

VEHICLE

NAVIGATION

ASSISTANCE(20160054143, 25 Feb 2016 <- 7
Jul 2015, with 20 Claims & 4 Drawing Sheets)
2)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HITOFF&p=1&u=%
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1&f=G&l=50&co1=AND&d=PG01&
s1=201600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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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UAV의 속도는 Vuav로, 측면 속도인
Vuav-x, 수직 속도인 Vuav-y를 가질 수 있고,
Vuav-x는 차량의 측면 속도인 Vvehicle와 병행
혹은 병진하는 속도이다. 따라서 UAV가 착륙할
때는 차량의 측면 속도와 같은 경로와 방향을 유
지한다. 차량의 측면 속도는 UAV에 탑재된 보드
(board) 혹은 차량에 탑재된 보드에서 계산한다.
수직 속도인 Vuav-y는 UAV가 차량 지붕의 표시
로 내려 앉는 속도이다. 매우 높은 고도(altitude)

Fig.4(20160023762). Image: USPTO

에서 혹은 낮은 고도에서 내려 앉을 수 있으며, 차
량의 뒤에서 날 때는 차량의 측면 속도보다 빠르
게 날아 따라잡고 내려 앉는다. 이 과정은 차량 위
에 있는 표시(marker)에서 생성되는 명령 신호
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Fig.3은 UAV(310)가 차량(320)에 착륙할(land
on) 때 장애물(330)이 나타나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UAV는 즉시 비행 경
로(flight trajectory)를 바꾸고 고도를 높여 장애

Fig.5(20160023762). Image: USPTO

물을 피한다.

Fig.5는 UAV(510)가 차량(520) 지붕의 표시에

반면 Fig.4는 UAV(410)가 차량(420)으로부터

내려 앉을 때의 기계적 혹은 마그네틱 연결을 설

이륙할(take off) 때 장애물(430)을 피하는 방법

명하는 그림으로 530은 UAV의 연결부분이고

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장애물이 지나가기를 기

540은 차량의 연결부분으로 꽉 조이기 때문에

다리던지 혹은 비행 경로를 바꾸어 피한다

차량이 설사 30mph(48kmh)~100mph(160
kmh)로 달린다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Fig.2C(20160054733),. Image: USPTO

Fig.6(20160023762). Image: USPTO

드론 특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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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롤 링크로, 하나 이상의 중앙 서버들(25)과 명

객들이 트위터로 ‘샌디(Sandy)’라는 특정 단어를

령과 제어 센터(command & control center)인

트윗한 것을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만든 히트 맵

40과 연결되는데, 이때 명령과 제어 센터는 ‘히

이다. 252는 다크 스폿(dark spots)이 상대적으

트 맵’ 지역으로 급파할 무인기들의 비행계획

로 작고, 254는 ‘샌디’를 트윗한 횟수가 50~100

(flight plan)을 생성한다. 22는 땅에서 공중의

이며, 256은 150 횟수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다

무인기들의 화물에 실려 올라갈 시설물들이다.

크 스폿들은 부적합한 셀룰러 커버리지를 의미하

또한 중앙 서버들(25)은 인터넷 99를 통해 특정

는 것으로, 무인기 기지국이 필요한 것이다.

그룹의 셀 커버리지를 향상시켜 달라는 데이터
입력(feeds), 즉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41은 중
요 고객들이고, 43은 소셜 미디어들, 46은 기상
서비스나 교통 서비스를 하는 전문그룹, 47은 뉴
스 미디어 그룹, 48은 금융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
는 기업들이다.

Fig.5(9,363,008). Image: USPTO

Fig.4(9,363,008). Image: USPTO

Fig.4는 25인 중앙 서버들이 생성한 히트 맵으로,
예를 들면 뉴욕시의 특정 시간에 특정 다수가 집
합해 콜 볼륨이나 트위터(Tweets or Twitter)를
많이 보내 주파수 혼잡이 일어난 지역들(dark
spots)인 202~208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40의 명령과 제어 센터가 이들 지역으로 무인기
를 띄워 무인기 기지국을 제공한다.
Fig.5는 25인 중앙 서버들이 생성한 히트 맵으로,
뉴욕시의 어느 특정 날짜의 어느 특정 시간에, 고

드론 핵심 특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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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드론 활용서비스

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드론(Drone)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초기에 군사용으로

제작·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찰 수사 등 공공분야부터 항공 촬영, 무인 배송 등 물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민간 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 드론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사용 분야 성장률(5%)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9% 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록한 주요 드론 미국 특허 가운데
산업용 드론 활용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Drone Utilization
Industrial Service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Amazon – 지상·공중 AMVs/AAVs를 이용한 인프라 복구
택배와 웨어하우스(창고) 분야 최고 기업인 아마

니스 행위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상

존은 2016년 2월에 ‘UAV에 의한 위치 중계(Relay

황에 여러 대의 지상·공중 UAVs를 투입하고자 하

locations for mobile automated vehicles, 9,260,028,

는 것이 본 특허의 핵심이다. 아마존은 지상 무인기

16 Feb 2016)’ 1) 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2015

를 AMV(Automated Mobile Vehicle)라 부르고 공

2)

년에 공개한 특허출원서(20150165922) 를 업데이

중 무인기를 AAV(Automated Aerial Vehicle)라 부

트한 것이다. 특히 2014년 9월에 등록한 ‘전기·조명·
네트워킹 등 인프라가 다운되었을 때 AMVs/AAVs
를 이용한 인프라 요소 복구(Deployment of mobile
automated vehicles(8,825,226, 2 Sep 2014)’

3)

라는

특허를 업데이트했다.
집, 스태디엄(야구장), 빌딩, 구청, 사회 커뮤니티
들은 전기, 조명, 네트워킹, 교통 등의 다양한 인프
라 요소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만약 이러한 인
프라 요소들에 방해 또는 테러가 일어난다면 인
간 혹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수많은

1) Amazon - Relay locations for mobile automated vehicles
(9,260,028, 16 Feb 2016 <- 14 Aug 2014; PPD: 20150165922, with
20 Claims & 9 Drawing Sheets)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260,028.PN.&OS=PN/9,260,028&RS=
PN/9,260,028

2) Amazon - RELAY LOCATIONS FOR MOBILE AUTOMATED
VEHICLES(20150165922, 18 Jun 2015 <- 01 Aug 2014)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

=HITOFF&p=1&u=%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
=1&f=G&l=50&co1=AND&d=PG01&s1=20150165922

3) Amazon - Deployment of mobile automated vehicles

서비스들과 기능들은 그 즉시 중단된다. 예를 들

(8,825,226, 2 Sep 2014 <- 17 Dec 2013, with 21 Claims & 8

어 하나의 오피스 빌딩에서 일하는 개인들은 전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적으로 조명이나 네트워킹에 의존하게 되는데, 만
약 조명이 나간다거나 네트워킹이 끊어지면 비즈

Drawing Sheets)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8,825,226.PN.&OS=PN/8,825,226&RS=
PN/8,8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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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C – 전선 등 인프라 자산 모니터링
Southern Electrical Equipment Company, Inc.

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숲이나 나무나 물 등

(Charlotte, NC, US)는 2015년 10월에 ‘전선, 철

의 장애물이 있어 자세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

로,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 자산을 모니터링하는

다.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for monitoring

Fig.1은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아주 작고, 전기

4)

infrastructure assets, 9,162,753, 20 Oct 2015)’ 라

파워로 기동되는 멀티-회전익의 헬리콥터(multi-

는 특허를 등록했다.

rotor helicopter)로 길이가 1미터 내외이고 무게는

현재 철로, 파이프라인, 전선, 도로, 펜스 라인 등의

20~25kg 정도 나가는 무인 미니 헬리콥터를 전선

공용지(Right-of-ways) 관련 인프라를 점검하고 모

점검 및 모니터링에 투입하는 경우이다.

니터링하는 방법에는 전형적으로 경 비행기나 헬리

10은 미니 헬리콥터, 8(6은 오타)은 송전선, 6은 원

콥터나 지상의 자동차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따라

격지 영역이다. 미니 헬리콥터는 수직, 수평, 호버링

서 정기적으로 이들 인파라 자산을 점검하고 모니

(공중에 떠 있음, hovering),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터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문제를 사전에 발

송전선 8에서 작업하는 내용을 탑재된 카메라를 이

견할 수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잘

용해 접사(close-up view)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못된 장비를 찾아내고 줄일 수 있으며, 공용지의 침

저장돼 확인할 수 있다.

수(encroachments), 도둑에 의한 절도, 공공물 등의
파괴·오손·낙서(vandalism),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
지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운영 조건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작업 스케쥴이나 유지 보수의 계획 및 순위
를 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인프라 점검 및 모니터링 방법에
는 무수히 많은 단점들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비용
과 시간 낭비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헬리콥터를 동
원하는 경우 운영 비용이 시간 당 1,000 달러를 넘
어간다. 더군다나 인간이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경우
검사 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Fig.1 (9,162,753). Image:USPTO

특별히 검사 과정이 저-고도비행을 해야 상세 검사

Fig.2는 작업하는 미니 헬리콥터(10)의 측면으로 요

(detailed inspection)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을

약 관점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20은 비행을 제어하

보장할 수 없다. 지상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 위험이

는 컴퓨터, 22는 GPS, 24는 레이더·초음파·광학 센

다소 줄 수 있으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해야 하

서가 탑재된 충돌방지 시스템(Collision avoidance
system)이다. 26은 자이로스코프 센서로 안정화를

4) Unmanned aerial vehicle for monitoring infrastructure

assets(9,162,753, 20 Oct 2015 <- 31 Dec 2013, with 14 Claims & 3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162,753.PN.&OS=PN/9,162,753&RS=
PN/9,162,753

이루어 비디오 카메라(30)의 해상도와 안정화를 높
인다. 30의 카메라는 스틸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비
디오 카메라가 될 수도 있으며, 멀티 카메라가 될 수
도 있다. 32는 이러한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이다. 40은 추진 메커니즘으로 전기 모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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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확할 수 있다. 또한 비용, 접근성, 방해물, 위험

Fig.15는 바로 라이다 센서가 수집한 포인트 구름으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도 있다.

로부터 생성한 3차원 모델들이다. 1501은 솔라 사이

Fig.9A와 B는 UAV 900이 솔라 사이트 평가를 하는

트 초기에 산재한 포인트 구름(sparse point cloud)

데, 902A와 902B는 카메라이고, 903A와 903B는 카

이고, 1502는 밀집된 포인트 구름(dense point

메라가 잡은 이미지들이다. 이미지들은 시간 경과

cloud)이며, 1503은 1502로부터 생성된 저 다각형

이미지들(time-lapse images)이다. 카메라 대신 3차

(low polygon) 3차원 모델이다. 이를 위해 고 다각형

원 센서가 될 수도 있고 깊이 센서(depth sensor)가

메시 모델(high polygon mesh mode)이 1502를 바

될 수도 있다.

탕으로 생성되고, 그 다음 저 다각형 모델로 전환시
킨다. 저 다각형 모델이란 다각형의 숫자를 줄여 하
나 이상의 객체들을 렌더링해 수정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후보 사이트의 주변 환경 객체들인 나무
나 숲은 지붕보다 고도가 낮아, 그늘 분석에는 영향
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 태양
광을 설치할 후보 지붕만을 모델링해 보여준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들 객체들을 줄이면 정확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
다. 그 한 방법으로 태양의 움직임(경과)은 동에서
서로 반구형으로(Hemispherical) 이동하기 때문에

Fig.9A~9B (20160004795). Image:USPTO

이들 나무들(bushes, shrubs)과 가지들(branches)과
잎들(foliage)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3차원 센서인 라이다(LiDAR)가 공간을 스캔하면
일련의 포인트들(points)의 수집(collection)이 생성
되는데 이를 3차원 포인트 구름(3D point cloud) 혹
은 사물의 점유 그리드(occupancy grid)라 한다.

Fig.17A~17C (20160004795). Image:USPTO

바로 Fig.17A~17C의 첫째 1701은 카메라가 잡은
나무이고, 1702는 이에 상응하는 라이다가 잡은 메
시 모델(Mesh model)이며, 1703은 반구형의 뷰쉐드
(Hemispherical viewshed, 1703)에 반영된 아웃라인
Fig.9A~9B (20160004795). Image:USPTO

(1704)으로, 그 결과 1705의 어두운 지역(dar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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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드론(Drone)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초기에 군사용으로

제작·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찰 수사 등 공공분야부터 항공 촬영, 무인 배송 등 물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민간 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 드론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사용 분야 성장률(5%)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9% 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록한 주요 드론 미국 특허 가운데

Defense • Terror Prevention
국방·테러 방지 및 기타 활용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Lockheed Martin – 적군 UAV를 무력화시켜 탈취하는 방법
Lockheed Martin Corporation(Bethesda, MD)

(UAVs)의 사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AVs들

은 2015년 11월에 ‘적군의 무인기를 무력화 시

은 너무나 작아져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이러한 미니

켜 탈취하는 방법(Auto-injector countermeasure

(miniature)한 UAVs들을 마이크로 UAVs(mUAV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9,175,934, 3 Nov

라고 부른다. 이러한 무인기들은 용산과 같은 전자

1)

2015)’ 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시장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할 수 있는데, 날개

적군의 무인기를 약탈(탈취)하는 아군의 무인기를

를 다 합쳐 3미터도 안되고, 고도(altitude) 500피트

약탈(탈취) 무인기(a predatory UAV)라고 한다. 또

(150미터) 이하로 날 수 있으며, 무게 1kg~30kg의

한 적군 무인기의 동체 또는 적군 무인기의 화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전기모터는 음향 스텔스

(a payload)에 실린 폭발물 또는 화생방에, 화살촉

(acoustic stealth)까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비행

이 달린 작살(penetrator rod)을 쏘아 무력화 물질

제어 컴퓨터와 센서들은 무인기들로 하여금 자유도

(disabling substances)을 주입하는 디바이스를 자율

(degree of autonomy)까지 주어 오퍼레이터의 시선

주입 디바이스(Auto-injector device)라고 한다.

(line of sight, LOS)에서 비행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최근 적군들(hostile adversaries)에 의한 무인기

무시할 수 있다.
또한 저렴해서 적군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데,

1) Auto-injector countermeasure for unmanned aerial
vehicles(9,175,934, 3 Nov 2015 <- 19 Nov 2012, with 22 Claims &
4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175,934.PN.&OS=PN/9,175,934&RS=
PN/9,175,934

지능용(intelligence), 감시용(surveillance), 정찰용
(reconnaissance)뿐만 아니라 폭발물(Explosive), 화
생방(chemical, radiological, biological) 등의 무기들
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기배송 플랫폼으로(weapon
delivery platform)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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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에서, 사람에 의해 매뉴얼로 수집해야 하고 분
석해야 하는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인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폭발물을 감지하고 알아내는 방법
을 기술하고 있다.
첫째, 감지하는 방법으로 솔벤트(용매)로 적신 필
터 페이퍼(filter paper with solvent)로 하여금 토

Fig.1B (20160061775). Image:USPTO

양이나 땅의 표면을 접촉하게 해서 샘플을 수집한
다음, 그 필터 페이퍼를 전해 용액에 전압을 가했
을 때의 전류 값에 의해 미량 물질을 검출·분석하
는 기술인 주기적 전압 전류법(볼타메트리, cyclic
voltammetry)에 드러내어(subjecting), 하나 이상
의 화학물질(analytes)을 나타내는 전류에서의 변

Fig.1C (20160061775). Image:USPTO

화를 감지한다. 이때 상온 이온성 액체들(room
temperature ionic liquids)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솔

토양 샘플을 회수해서(retrieved), 전압 전류법으로

벤트들이 선택된다. 그 결과 깊은 공융 용매들(deep

측정해 폭발물의 시그널(신호)를 찾아 분석하는 것

eutectic solvents)과 극성의 비-양성자성 혹은 양성

이다. 이때 I는 전류이고 V는 전압이다.

자성 용매들(polar aprotic or protic solvents)은 적

Fig.1B는 샘플을 센싱 표면으로 채취하지 않고, 원래

어도 100도에서 끊는 점 혹은 비점(boiling point)

있던 위치에서 돌이나 토양이나 화석을 직접 분석

을 갖게 된다. 둘째, 전압 전류법 이외에 분광 분석기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을 화학·생물에서는 인시추(in

(spectrometry)를 사용할 수 도 있다.

situ) 방법이라고 한다. 땅 위의 토양을 직접 샘플링

위에서 서술한 첫째와 둘째의 테스트 장비(testing

으로 올려 놓고 바로 측정한다.

rig)는 바로 UAV의 화물에 탑재 연결되어 원격으로

Fig.1C는 더욱 빨리 빨아들이는 활동(심지 활동,

무인기에서 감지·식별하는 것이다. 무인기에서의

wicking action)에 의해 페이퍼 색층 분석법 스텝

감지·식별 데이터는 무선 전파로 제어 센터에 보내

(paper chromatography step)이 추가된 것으로, 방

지고, UAV는 한 위치에서 필터 페이퍼에 묻은 샘플

해가 되는 잡동사니 물질들(interferrents)을 제거하

을 수집해 분석하고 다른 위치에서 임무를 계속 수

고, 화학물질(analyte)을 전극으로 이동시켜 감지하

행한다.

기 위해, 검출 솔벤트와 전해질을 건조한 페이퍼(dry

Fig.1A~1C는 감지하는 방법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

paper)에 추가해 분석한다.

로, Fig.1A에서 검출 솔벤트와 전해질로 적신 필터
페이퍼는 땅 위의 토양에서 샘플을 채취한다. 그러
면 센싱 표면에 샘플이 스며들고(soaked), 그 다음

Fig.1A (20160061775). Image:USPTO

Fig.2A~2D (20160061775). Image: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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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테러 방지 및 기타 활용

Pearson Engineering – 부자(父子) UAVs를 활용한 하·배수구 폭발물 검사
영국의 Pearson Engineering Ltd(Newcastle-uponTyne, GB)는 2015년 12월에 ‘부자(

) UAVs를 활

용한 도관(하수구·배수구 등)의 폭발물 검사 시스템
(INSPECTION SYSTEMS, 20150377405, 31 Dec
2015)’ 4) 이라는 특허출원서를 공개했다.
현재의 도관(Conduit) 검사는 카메라를 도관 입구에
운송하고, 카메라를 무단 조작방지(anti-tamper) 용
으로 만든 창살문들 혹은 방호문들(grates or gate)을

Fig.1 (20150377405). Image:USPTO

통해 삽입해, 창살문들을 통해 제어하는데, 그 결과
도관들을 쪼개어 작업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이다(time-consuming). 또한 적들이 하수구·배
수구 등의 다양한 도관을 타고 침투해 폭발물을 설
치하기 때문에, 군용 보초나 감시자는 전체 도관 라
우트(route)를 통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 시간
낭비이고 고통이 들어가는(pains-taking) 엄청난 작
업이다. 따라서 본 특허는 부자(
하자는 것이다. 부자(

) UAVs를 활용

) UAVs란 아버지 UAV인

Fig.2A~2C (20150377405). Image:USPTO

PUAV(Parent)와 자식 UAV인 CUAV(Child)가 한
조가 되어 하수구(Culverts), 하수관(Sewers), 배수
구(Drains) 등의 도관들(Conduits)의 폭발물 설치를

를 보유한다.

검사한다.

Fig.2A~2C는 PUAV와 CUAV의 검사 시스템을 설

Fig.1은 중요감시지역(Named Area Interest, NAI)

명하는 그림이다. 25가 바로 PAUV이다. Fig.2A는

혹은 필수감시지역(Critical Named Area Of

단면도(

Interest)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중요감시지역이란

(Plan view)이며, Fig.2C는 배경도(

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적의 특정방책 선택 여부와

(Perspective view)이다. 30a와 30b는 쌍둥이 블레이

활동 및 기도(의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

드(twin-blade)로 시계방향으로(CW, clock-wise)

로 상의 지역 또는 지점으로 도관 등이 있는 지점을

회전하고, 35a와 35b는 시계반대방향으로(CCW,

말한다. 따라서 Fig.1의 중요감시지역(NAI)인 10은

counter-clockwise) 회전해 PAUV를 들어 올리고

15a~15d의 다양한 하수구(Culverts)를 가지고 있으

(lift) 토크를(비틀림 모멘트, torque) 하게 한다.

며, 또한 동시에 무단 조작방지(anti-tamper) 용의

PUAV는 4가지의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제

창살문들 혹은 방호문들(grates or gate)인 20a~20d

어하는데, 좌우회전(roll, x), 전진후진(pitch, y), 좌

4) INSPECTION SYSTEMS(20150377405, 31 Dec 2015 <- 25 Jun
2015, with 14 Claims and 5 Drawing Sheets)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

=HITOFF&p=1&u=%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
=1&f=G&l=50&co1=AND&d=PG01&s1=20150377405

, End view) 이고, Fig.2B는 평면도
)/투시도

우향변경(yaw, z)과 고도(altitude)이다. 이는 각 로
터(rotor)의 추진력(thrusts)을 조율해 제어한다.
PUAV 25는 CUAV 장치인 40을 싣고 있는데, 40의
장치에는 CUAV 45와 50의 삽입과 회수 메커니즘

[특별판]

특허로 본 로봇 산업 유망기술
(하)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스마트 카/ 미국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자율주행차가 뒤흔들 21개 산업 비즈니스
[Google 자율차 특허] 센싱 및 센서시스템/ 도로 및 주변상황/자율주행 컴퓨터
[Google 자율차 특허] 교통신호·소리 센싱/주변인지·알림과 기계학습
[Google 자율차 특허] 사용자간 인증시스템/ 충돌방지·고장진단 및 디자인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스마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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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ar

IP Reportswithin Your Grasp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을 자동차에서 생활한다. 가
정(홈)과 사무실(오피스)에 이어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비즈니스 공간이 바로 자동차다. 이에 자동차와
IT기술을 융합해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카’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차량 내∙외부와 강화된 연결성
을 통해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스마트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
의 특허활동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핵심기술은 ① 주변 환

주목받는 스마트카 기술
 스마트카는 주변 상황 감지용 센서를 이용

경을 인식하는 다양한종류의 센서(Sensor), ②

한 첨단안전 기능과 차량간(V2V), 차량-

인식한 정보를 판단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제어

인프라 간(V2I) 정보를 융합해 통합안전서

하는 전자 제어 장치(ECU, Electronic Control

비스를 제공

Unit), ③ 차량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인 임베디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 △HMI (Human

드 소프트웨(Embedded Software), ④ 전자 신

Machine Interface) 시스템 △센싱/사고예방

호를 기계적 신호로 변환하는 액추에이터

/회피 시스템 △운전보조/탑승자 지원 시스템

(Actuator), ⑤ 차량 통신을 위한 V2X(Vehicle

등 다양한 요소기술이 필요함

to Everything)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함

[표] 주목받는 스마트카 핵심 기술 (출처: IPnomics 보고서)

특허로 본 4차산업 유망기술

주요 기업 IP Activity

스마트카

 장치를 누르기만 하면 중앙컴퓨터가 무선 신
호를 통해 고객 위치를 파악하고 카트를 고객
쪽으로 이동시킴
 카트를 도킹 스테이션에 모으기 위해 굳이 동전
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사용자가 아무데나 두

 애플도 아이폰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무선 통신
특허(US 9351102)를 등록
 무선 암호화 데이터 인증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운전 시간 및 속도 제한 △엔진 작동 △자동
주차 등이 가능함

고 가버린 빈 쇼핑카트를 모으는 일도 이동기구
가 처리하기 때문

[도면] 보잉이 출원한 태양광 무인비행기 특허

 에어버스는 ILA 베를린 에어쇼에서 길이 약 4m,
무게 20kg의 `토르`(Thor)란 이름의 무인항공
[도면] 월마트가 출원한 자율주행 쇼핑카트 특허(공개번호
US20160260161)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최근 태양광

기를 선보였는데 2개의 전기모터와 송수신 장
치(radio control system)를 제외하고는 모두
3D프린터로 제작돼 관심을 받음

무인비행기 관련 특허를 대거 출원했으며 에어

 에어버스는 무인비행기 제퍼(Zephyr) 시험 비

버스 역시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행에 성공하는 등 무인비행기 상용화에 속도를

항공우주박람회인 `ILA 베를린 에어쇼`에서 미

내고 있음

니 무인비행기를 공개함
 태양 전원 비행기(Solar Powered Airplane)로
명명된 보잉 특허는 몸체가 태양전기 패널로 덮
여있고, 양끝에 작은 날개가 달린 형태
 보잉의 무인비행기에 대한 관심은 전사적 차원
으로 실제 제임스 맥너니 보잉 CEO는 "하늘에
는 신호나 표지판이 없는 만큼, 자동차보다 비행
기를 무인화하는 것이 훨씬 쉽다"며 "가까운 미
래에 파일럿이 없는 여객기를 볼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
[사진] 에어버스가 선보인 무인비행기 `토르

미국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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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자동차가스스로주행하는자율주행차는오는2030년이면상용화될것
으로예측된다.실제로구글,애플,우버 등 주요기업들이미국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받고자율차도로주행테스트를실시하고있다.특히구글은지난2009년
부터‘운전능력이없는장애인•노인에게도꿈과희망전파’등자율차상용
화를핵심목표로내세웠다.2014년부터타이탄(Titan)프로젝트등으로두꺼운
비밀의베일에쌓여있던애플도최근도로주행테스트에나섰다.차세대자율자
동차시장을놓고벌이는주요미국기업들의기술경쟁상황을분석해본다.
저자: 차원용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미국 자율모드해제 보고서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에 제출한 자율모
드해제 보고서

2017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자국
(DMV)에서 자율주행테스트를 허가 받은 기업
들은 구글-웨이모(Waymo), 테슬라(Tesla), 포
드(Ford), BMW 등 총 30개 기업들인데, 애플
(Apple)은 같은 해 4월에 허가를 받아 30번째
명단에 올라와 있다)1). 이들 허가받은 기업들은
매년 12월 1일에서 그 다음해 11월 30일까지
테스트한 결과를 그 다음해 1월 1일까지 자동
차국에 보고해야 하는 마감 시간에

1)

DMV.CA.GOV

-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허가 받은 기업들)
2)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vr/
autonomous/testing

미국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는 전체의 58%이고 2015년의 57대 보다 3개
늘어난 대수이다. 그 다음 GMCruise가 25대,
니산이 5대, 테슬라가 4대이고 BMW는 1대이
다. 투입된 차율차 대수를 보는 것은 많이 투입
한 기업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율주행거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표] 자율주행에 투입된 자율차 대수로 본 기업의 순위
(2016년)

[그림] 웨이모의 1,000마일당 ‘자율차가 해제’한 건수와(위)
‘운전자가 해제’한 건수의(아래) 연도별 감소추이. ‘자율차가
해제’한 건수는 2015년도보다 89% 감소, ‘운전자가 해제’한
건수는 2015년도보다 19% 감소. Credit: 웨이모가 캘리포니
아 자동차국에 제출한 2016년도의 “자율모드해제 보고서”

자율주행에 투입된 자율차 대수로 본 기
업 순위
2016년에 자율주행테스트에 총 투입된 자율차
대수는 9개 기업의 총 103대이다. 평균 11대의
자율차가 투입된 셈이다. 제일 많이 투입한 기업
은 웨이모로 무려 60대를 투입했는데, 이

미국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Volvo XC90 차량은 옆 차량과 부닥친 후 도로

피닉스에서 도로주행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그

위에서 옆으로 넘어졌다9). 우버는 아리조나의

간 비밀에 쌓여 경쟁사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

사고로 피츠버그와 아리조나에서 실시하던 자

왔다. 우버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

율주행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10).

건이었다. 리코드(Recode)는 우버의 셀프-드
라이빙 그룹 내부에서 회람되던 내부문건을 입
수해 2017년 3월 공개했는데13) , 이는 처음

9)

Business Insider - A self-driving Uber got into an
accident in Arizona and flipped onto its side(25
Mar 2017).

10)

http://www.businessinsider.com/self-drivinguber-gets-in-accident-in-tempe-arizona-2017-3

10) NYT - Uber Suspends Tests of Self-Driving
Vehicles After Arizona Crash(25 Mar 2017)
11) https://www.nytimes.com/2017/03/25/business
<그림> 충돌사고로 넘어진 우버의 Volvo XC90. Credit:
Fresco News/ Mark Beach via Business Insider(25 Mar
2017).

/uber-suspends-tests-of-self-driving-vehiclesafter-arizona-crash.html
11) Business Insider - Uber is officially resuming all of
its self-driving car tests after a big accident over

그리고 2017년 3월 27일부터 우버는 아리조
나에서의 차량충돌 사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
했던 자율주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고는 옆 차량이 우버 자

the weekend(27 Mar 2017)
12) http://www.businessinsider.com/uber-suspendsself-driving-car-tests-pittsburgh-arizona-crash2017-3
12) The Gurdian - Uber accused of 'calculated theft' of

율차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Google's self-driving car technology(24 Feb 2017)

것으로 우버 차량은 책임이 없다"면서 "부상자

13)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

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발표 직후 우버는 시
범 서비스를 재개했다. 사고를 유발한 옆 차량
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소됐다11).

feb/23/alphabet-sues-uber-self-driving-carstechnology-waymo-otto
14) The Gurdian - Google's self-driving car group tries
to block Uber from using allegedly stolen tech(10
Mar 2017)

우버의 자율모드 해제, 웨이모의
1/5,000 기술 수준

15)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

알파벳의 웨이모(Waymo)가 우버를 상대로 기

13) Recode - Uber’s autonomous cars drove 20,354

술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12) , 우버의

miles and had to be taken over at every mile,

중요한 도로주행테스트 데이터들이 공개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일부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우버가 그간의 피츠버그-샌프란시스코-템피/

mar/10/uber-google-self-driving-cartechnology-waymo-lawsuit

according to documents(16 Mar 2017)
14) https://www.recode.net/2017/3/16/14938116/
uber-travis-kalanick-self-driving-internalmetrics-slow-progress

미국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표> 우버와 웨이모 등 자율주행 수준의 비교(I)

<표> 우버와 웨이모 등 자율주행 수준의 비교(II)

우버의 ‘운전자가 해제건수당 자율모드
주행거리(마일)’

행하는 ‘운전자가 해제’하는 데이터가 포함되

우버의 ‘간섭당 마일(자율모드해제 건수당 마

되면 우버의 ‘간섭당 마일(자율모드해제 건수

일)’에는 캘리포니아의 규정대로, 웨이모가 보

당 마일)’은 더 형편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고한 바와 같이 운전자가 오감으로 사전에 판단

아무튼 ‘운전자가 해제’는 사망이나 충돌을 예

해 무단횡단 하는 자나 깜박이도 켜지 않고 차

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점으로, 아무리 인공지능

선변경을 하는 인간 운전자 차를 발견할 때 운

시스템이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불규칙한 행동

전자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 매뉴얼모드로 주

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웨이모의

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포함

자율주행차가

뒤흔들 21개 산업 비즈니스
21 Industries That Driverless Cars Could Turn
Upside Down

P1804GU02A

손에 잡히는특허Report

IP Reportswithin Your Grasp

자율주행차(자율차) 시대가 앞으로 20년 안에는 올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이다.
구글, 애플, 테슬라, 우버, 메르세대벤츠 등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에는
좋은기회이겠지만,다른여러산업들은이거대한변화에대응하지않으면큰타
격을입을수있다.리서치회사CB인사이츠(CBInsights)는2017년에“자율주
행차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동차 이외의 21개 산업들(21 Industries Other
ThanAutoThatDriverlessCarsCouldTurnUpsideDown)”이란보고서를소개
했다(CBInsights,21Mar2017)1).부동산과호텔,항공등많은산업들은자율주
행차의도래에맞춰새로운전략들을세우고적응하거나다른비즈니스로이동
할준비를해야한다고CB인사이츠는지적했다.이를번역해소개한다.<편집자>
번역: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대표

1. 보험(Insurance)

1)

CB Insights - 21 Industries Other Than Auto
That

Driverless

Cars

Could

Turn

Down(21 Mar 2017)
2)

https://www.cbinsights.com/blog/13industries-disrupted-driverless-cars/

Up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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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송(Deliveries)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더 이상 배송 반경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자율차 안에서 운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책 읽기, 채팅, 잠 자기 등 다
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주거 지역이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farther-flung) 가게나 식당에 가는
것도 더욱 보편화 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
라진다는 의미이다.

16. 자동차 판매(Auto dealerships)
우버는 이미 사람이 음식을 배달하는 우버잇츠
(UberEats)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자율차는 배
달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운영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다22). 사용자들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자기 자율차를 피자가게, 우체국, 세탁소, 식품가
게에 보내주고, 그러면 담당 직원이 이 자율차에
피자 등을 실어 돌려보낼 수 있다면, 집집을 돌아
다니는 배달 인력의 수요는 현저히 줄어들 수 밖

자동차 회사 혹은 차량 호출 회사들의 자율차 혹

에 없다.

은 자율차 편대들이 들락 날락 거리면서(hop in
and out of),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개념

15. 전통 소매점(Brick and Mortar
Retail)

인 소유 모델(ownership model)을 포기할 것
이다. 그대신 이미 CB Insights Innovation
Summit에서 제안했듯이, 케이블 채널을 정기적
으로 돈을 내고 보듯이, 자동차 소유권이 하나의

드론과 자율차가 배송을 맡기 시작하면, 실제 전
통 매장의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사

22) Yahoo - A self-driving car that can do your
errands for you(9 Mar 2017)
23) http://finance.yahoo.com/news/a-self-

용자들은 위치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driving-car-that-can-do-your-errands-for-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 드론이나 자율차가 이를

you-150230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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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모델(a subscription model)로 전환 될 수

흔히 자율차 모델이 성숙되면 그만큼 교통 환경

있다23). 이 때 가입 모델이란 렌털 회사나 딜러가

이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교통 사고를 90%

자율차를 제공함은 모든 유지보수를 다 해주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율차 덕분에 사

것이다. 매달 가입비 혹은 연간 가입비를 내면 토

고가 감소하면 의료업은 연간 5천억 달러의 손실

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자동차 소유 모

이 예상된다24).

델에서 온-디맨드 사용 모델(on-demand
usage models)로 전환되는 것이다. 설사 사람

19. 운전교습(Driving schools)

들이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율차는 운전자가 필요

아직 의료, 자율차 판매, 보험 시장의 규모는 작지

없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 대가 아니라 1대

만, 자율차 시대가 도래하면 운전 면허 기술과 면

만 보유하는 집들(one-vehicle households)이

허증이 취미가 되고, 운전 학원은 거의 사라질 것

늘어날 것이다.

이다25). 자율차들은 서로 협력하고 협동을 너무
잘 해서,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위협들이 사라지

17. 오 일 교 환 과 세 차 (Oil-change
shops and car washes)

고 질서 정연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미 밀레니

차량 소유와 관리를 개인이 아니라 자율차를 소

소가 감지되고 있다26).

엄 세대들이나 X세대들에서 면허증의 급격한 감

유한 기업이 하면 오일 교환이나 세차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개인에서 자율차를 소유
한 기업으로 스위칭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오일 교환, 세차, 부품 교환 등이 모두 사라지고
기업들이 담당하게 된다.

24) FuturistSpeaker - 25 Shocking Predictions
about the Coming Driverless Car Era in the
U.S.(25 Feb 2017)
25) http://www.futuristspeaker.com/jobopportunities/25-shocking-predictions-aboutthe-coming-driverless-car-era-in-the-u-s/
25) EY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When the
cars are driverless, what will the drivers do?

18. 의료(Healthcare)

26) https://betterworkingworld.ey.com/disruption/
if-cars-are-driverless-what-will-drivers-do
26) Time - Why There's Been a Huge Decline in
Drivers' Licenses for Millennials and Gen X(19
Jan 2016)
27) http://time.com/money/4185441/millennialsdrivers-licenses-ge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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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 계획(Urban Planning)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간 운전자의 법규 위
반이 줄어들면 교통 경찰관의 필요성도 적어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범칙금 수입도 급감
할 전망이다28).
게다가 자율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차량 소유
주나 소프트웨어 업체 가운데 누가 범칙금을 내
야 하는지 문제일 수 있다. 만약 자율차가 가입 모
델 서비스라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실제적인
수준에서 경찰관이 자율차와 어떻게 소통할지도

현대 도시는 자동차의 필요에 맞게 구축됐다. 지

문제다. 경찰관이 강제로 자율차 기능을 해제시

하철이나 고가 기차들(elevated trains)은 표면

킬 권한이 있을까? 그럴 필요는 있는가? 모든 자

도로의 제한(the restrictions of surface roads)

율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고, 장애물, 경찰관,

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다리, 터널 등

소방관, 구급대의 행동들을 전부 알고 있지 않는

은 수많은 인간 운전자들과 화물 트럭들에 맞게

가? 이와 같이 자율차가 주행하면서 경로를 바꾸

디자인되었다. 자율차는 도로가 쓰이는 방식을

고 일어난 행동들을 보고하는 것은 응답 시간을

바꿀 것이다. 차들이 서로 위치와 방향 등의 정보

줄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를 주고받으며 질서정연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빠르게 움직이는 자율차를 위해 교차
로 신호등은 다시 디자인되어야 한다. 몇몇 지도
자들은 개선되고 편리한 여행이 도시의 스프롤
현상(도시의 불규칙/난잡, urban sprawl)을 초
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승역 등 도시의 센터로 들어가는 근접성의 편
리한 우선 순위(prioritizing the convenience
of proximity to city centers)를 무시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27).
27) Wired - Here’s How Self-Driving Cars Will

21. 교통경찰(Traffic Enforcement)

Transform Your City(21 Octy 2016)
28) https://www.wired.com/2016/10/heres-selfdriving-cars-will-transform-city/
28) WP - How driverless cars could kill the
speeding ticket — and rob your city(22 Jan 2016)
2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switch/wp/2016/01/22/how-driverless-carscould-kill-the-speeding-ticket-and-rob-yourcity/?utm_term=.0a80e87e9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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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 ‘운전 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에게도 꿈과 희망 전파’
‘하루 교통 소요 시간 감축’ 등 자율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구글 자율차 특허는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센서, 컴퓨팅, 인공지능(AI), 지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구글이 2012년~2015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율차 특허 가운데 센싱 및 센서시스템(Sensing or Sensor System) 영역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Sensing or Sensor System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센싱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1)

구글은 2015년 12월에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

vehicle, 9,224,053, 29 Dec 2015)’

에 관한 특

차)가 주행하는 도로 환경을 다양한 센서들이 감지

허를 등록했다.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운전대(a

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방법과 기계학습

Steering Wheel)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a Brake

으로 분류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Combining

Pedal)도 없으며 가속 가스 페달(Gas Pedal)

multiple estimates of an environment into

도 없는 구글의 L4~L5 자율차가 아닌 운전대·

a consolidated estimate for an autonomous

브레이크·가속이 다 함께 있어 자율주행 모드
(autonomous mode)로 가다가 비상 시에는 운전자
가 매뉴얼모드로 전환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반자
율자동차(Semi-autonomous car)의 L3 수준이다.
그러나 본 특허 분석에서는 ‘자율차’로 통일하기로
한다.
Fig.1은 자동차 100의 기능들을 기술하는 블록 그림
(diagram)이다. 112는 자율주행 모드(autonomous
mode)로 주행하는 자동차(100)를 자동으로 제어
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Computer System)으로,
1) Combining multiple estimates of an environment into a

consolidated estimate for an autonomous vehicle(9,224,053, 29
Dec 2015 <- 31 Jul 2013, with 17 Claims & 5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Fig.1 (9,224,053). Image:USPTO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2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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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터치스크린(Touch Screen, 148), 음성 명령 또

율차가 주행하는 오른쪽 차선이다. 그리고 410a부

는 입력을 위한 마이크로폰(Microphone, 150), 그

터 410n은 황색 선(넘을 수 없는 중앙차선)에 위치

리고 스피커(152)를 통해 지시하고 명령하고 입력

한 레인 표지(Lane marker)이다. 이와 같이 자율

할 수 있다. 파워서플라이(전원공급장치, Power

주행을 하려면 레인 표지들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Supply, 110)는 자동차 내의 전자기기들인 센서시

그래서 자율주행도로 인프라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

스템(104), 제어시스템(106), 주변기기(108), 그리

센서 장치(404)가 410a~410n의 레인 표지들을 감

고 컴퓨터시스템(112)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으

지해 자율차와 각각 표지판의 거리를 2차원의 x, y

로, 만약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에너지

좌표(Coordinate point)로 찍어 데이터 스토리지

소스(119)와 융합되어 용량이 작아질 수도 있고, 만

(114)에 통합한다.

약 완전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원공급장치가 필요

이들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자율차가 차선 영역

없을 수도 있다.

(408b)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서

Fig.2는 4륜 구동 세단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탈선 사고를 막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차원의

자동차(200)는 무선통신시스템(204), 레이더 또는

x, y, z 좌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라이다의 360도 회전 센서 장치(202), 라이다 센서
장치(206), 레이저로 영역 찾기(208)와 두 대의 카
메라(210)가 부착된다.

Fig.4 (9,224,053). Image:USPTO

참고로 CES 2016에서 선보인 라이다를 보자. 자
율차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볼 수
Fig.2 (9,224,053). Image:USPTO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레이

Fig.4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율차(402)와 회전

Ranging)이다. 이번 CES에서 LiDAR 전문업체인

하는 라이다 센서 장치(404)가 센싱하는 데이터를

벨로다인(Velodyne)은 자사의 3세대 센서를 발표

Fig.1의 데이터 스토리지(114)에 통합하여, 센서 융

했는데, 자동차 백미러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

합 알고리즘(138)과 컴퓨터 비전 시스템(140)의 기

화됐다. 그런데 구글의 공개된 동영상이나 특허를

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분류하고 자율차의 정확한 위

보면 회전하는 라이다가 자율차의 지붕에 달려있는

치를 찾아내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데, 벨로다인의 소형화로 인해 회전 센서의 시대가

400은 도로의 주변 환경이고 406은 도로이며, 402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전하든

는 자율차이다. 408a는 왼쪽 차선이고 408b는 자

안 하든 자율차의 어느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시대로

저 스캐닝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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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시간 관점에서 사전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에 정한 2초, 5초, 1분 동안 센서들이 잡은 이미지

또한 자율컴퓨터시스템은 Fig.9의 라벨들

를 바탕으로 차량의 상태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거

(902~906)과 Fig.10의 라벨들(1002~1006)을 비

리의 관점으로는 5미터, 10미터, 1킬로미터 등으로

교 분석하는데, 라벨의 크기, 넓이, 위치, 장소, 버

감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미지

텍스(vertex) 좌표 등을 비교하여, 라이다가 잡은

의 수 관점에서 보면 2개 이미지, 3개 이미지, 15개

차량들을 판단하고 정확한 라벨을 감지된 차량에 적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시간-거

용했는지를 결정한다. 결국 카메라 이미지(802)와

리-이미지의 수를 조합하면 차량들의 상태 정보를

레이저 포인트 구름(902)의 묶음 박스의 크기와 넓

자세히 알아낼 수 있다.

이 등을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그 차이가 한계 값
(Threshold Value) 내에 있으면 Fig.9의 902 라
벨은 Fig.6의 604 자동차이고, 904는 606 자동차,
906은 608 자동차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Fig.10의 1002는 604 자동차, 1004는 606
자동차, 1006은 608 자동차라고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카메라와 라이다가 감지한 이 둘의 데
이터를 자동차 감지 알고리즘(Vehicle Detection
Algorithm, 124)과 교차 확인 알고리즘(CrossValidation Algorithm, 14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최종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등을 색으로 표시해 내비
(navigation) 디스플레이(215)에 보여 주는 것이다.

Fig. 9 & 10 (9,221,396). Image:USPTO

예를 들어 첫째 카메라 센서가 포착한 라벨 902와
라이다가 포착한 라벨 1002의 데이터를 자율주행컴
퓨터시스템의 두 개 알고리즘(124/140)에서 크기,

이러한 감지된 차량들(604~608)의 상태 정보는 센
서들을 교차-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태 정
보를 결정하기 위해 자율컴퓨터시스템은 604~608
의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 한다.

형태, 넓이, 위치 등을 비교 분석한다.
Youtube - A Ride in the Google Self Driving Car(17 May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TsaES--OTzM

차량들의 위치, 속도, 방향에 따라 상태 정보가 결
정된다. 이러한 604~608의 차량들의 상세 정보들
을 모니터링하면서 센서들의 시야 각에 이들 차량들
의 상태 정보가 들어오는지를 판단해 하나라도 안
들어 오면 실패한 센서를 교차-확인해 바로 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센서가 실패한 경우 카
메라 센서가 잡은 이미지와 레이저 포인트 구름 이
미지와 비교 분석해 레이저 이미지가 안 보이면 레

Image: Youtube - A Ride in the Google Self Driving Car
(17 May 2014)

이저 센서를 교차-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구글이 2014년 5월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간-거리 파라미터들에 따라 수시로 비교 분석해

이 특허의 출원 일이 2012년 9월 27일로, 그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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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똑똑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 ‘운전 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에게도 꿈과 희망 전파’
‘하루 교통 소요 시간 감축’ 등 자율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구글 자율차 특허는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센서, 컴퓨팅, 인공지능(AI), 지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구글이 2012년~2015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율차 특허 가운데 센싱 및 센서시스템(Sensing or Sensor System) 영역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Sensing or Sensor System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오일 유출 등 도로 표면에 새로운 사물 출현을 센싱
구글은 2015년 5월에, ‘자율차 주변 환경의 알려

래에서도 일어 날 수도 있다.

진 구조를 바탕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물의 출현을

Fig.3B는 Fig.3A의 이미지 데이터(312)를 확장시킨

감지하는 방법(Object detection based on known

것이다. 일단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되면 자율차에 탑

structures of an environment of an autonomous

재된 컴퓨팅 디바이스가 알려진 구조의 모습을 나타

vehicle, 9,026,303, 5 May 2015)’ 1)이라는 특허

내는 첫째 부분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어

를 등록했는데, 이는 2014년 10월에 등록한 특허

두 번째 부분을 분석한다. 이때 모습이란 컬러, 형태,

(8,855,849)

2)

를 개량한 것이다.

사이즈, 질감(texture), 라이팅(lighting), 구조나 사물

Fig.3A는 300의 시나리오에서 302의 고속도로

의 그림자 존재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freeway)를 자율차(304)가 자율모드로 주행하고 있

첫째 부분인 314는 알려진 구조로 도로(302)를 말하

다. 그런데 왼쪽에는 트럭(310)이 주행하고 있고 전

는 것이고, 둘째 부분인 316은 알려진 구조가 아니라

방에 오일 유출(Oil spill) 지역이 있다. 그리고 자율
차의 센서 장치(306), 즉 카메라 센서가 이를 발견

1) Object detection based on known structures of an

하고 이미지 데이터(312)를 얻어 이를 3x4의 그리

environment of an autonomous vehicle(9,026,303, 5 May 2015 <-

드 매트릭스(grid matrix)로 관심영역(Regions of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Interest)으로 나타낸다. 이는 자율차 관점에서 보면
알려진 구조(a known structure)이다. 알려진 구조란
바로 도로인 302이다. 왜냐하면 전에 주행했던 도로
이기 때문인데 전에는 오일 유출이 없었던 도로였다.
그런데 새로운 오일 유출이 출현한 것이다. 이와 같
은 상황은 자율차의 전방뿐만 아니라 옆이나 뒤나 아

8 Sep 2014, with 20 Claims & 11 Drawing Sheets)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026,303

2) Object detection based on known structures of an

environment of an autonomous vehicle(8,855,849, 7 Oct 2014 <25 Feb 2013)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8,855,849.PN.&OS=PN/8,855,849&RS=
PN/8,8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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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 이미지 프로세싱을 향상시키는 방법
구글은 2015년 9월에 자율주행차의 센서시스템
(레이더/라이다/카메라 등)을 이용해 ‘환경정보를
사용해 이미지 프로세싱을 보조하는 방법(U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aid image processing
for autonomous vehicles, 9,145,139, 29 Sep 2015)’
3)

이라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는데, 이는

2014년 12월에 등록한 특허출원서(20140379247) 4)
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Fig.4A는 특정 환경(400)의 도로(402)이고, 404는 자
율차, 406은 센싱 시스템, 410은 트럭, 412는 원뿔
모양(Cone)의 삼각대, 408은 오일 유출(oil spill) 지
역이다. 자율차(404)는 오른쪽 차선(402b)을 주행하

Fig.4A (9,145,139). Image:USPTO

고 있고, 트럭과 삼각대와 오일 유출지역은 왼쪽 차

다. 이미지 데이터(420)는 센싱 시스템(406)에 감지

선(402a)에 있다. 자율차의 센싱 시스템에 감지된 데

된 영역만 보여주는데, 바로 점선의 화살표 방향의

이터로 보아, 402와 402a/402b는 도로가 다시 개량

영역으로 자율차 404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미지

구축되지 않는 한 영구적(permanent)인 것으로 판단

데이터는 360도 방향의 어느 각도에서 볼 수가 있으

하고, 트럭과 삼각대와 오일 유출 지역은 비영구적

므로 이는 하나의 샘플이다. 이외에 이미지 데이터는

(non-permanent)인 것으로 어느 해의 어느 특정 날

도로 402의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있는데, 포토그래픽

짜의 환경으로 판단한다.

혹은 그래픽 이미지 등의 텍스트, 컬러, 라이팅 등으

다시 말해 402와 402a/402b는 선행 상세지도에서

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외에 트럭(410)의 위치와 삼각

불러와 보여주는 것이고, 트럭과 삼각대와 오일 유출

대의 위치 등도 표시할 수 있다.

지역은 실시간 센싱 시스템에 의해 새롭게 감지된 환
경들이다.
Fig.4B는 자율차(404)의 센싱 시스템(406)에 의해 실
시간으로 감지된 이미지 데이터(420)를 보여주고 있

3) U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aid image processing

for autonomous vehicles(9,145,139, 29 Sep 2015 <- 24 Jun 2013;
PPD:20140379247, with 18 Claims, 10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145,139.PN.&OS=PN/9,145,139&RS=
PN/9,145,139

4) U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aid Image Processing for
Autonomous Vehicles(20140379247, 25 Dec 2014 <- 24 Jun 2013,
with 20 Claims, 18 Drawing Sheets)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
HITOFF&p=1&u=%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1
&f=G&l=50&co1=AND&d=PG01&s1=20140379247

Fig.4B (9,145,139). Image: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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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는 두 번째 카메라 이미지로, 자율차(104)에 탑
재된 카메라(112)가 감지한(잡은, 수집한) 가공하지
않은 원래의(raw) 이미지(602)이다.

Fig.9 (9,122,948). Image:USPTO

Fig.11은 자율차(104)의 사물 감지기(130) 또는 검
토자들의 검토에 의한 최종 사물 라벨(표식, object
Fig.6 (9,122,948). Image:USPTO

label)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운딩 형태
(bounding shape)가 직사각형(rectangular shape)이

Fig.7은 같은 두 번째 환경을 레이저 라이다가 잡은

다. Fig.4의 402의 카메라 이미지들이 3개 직사각형

레이저 포인트 구름 이미지(702)이다.

사물 라벨(1102~1106)로 3개 서로 다른 사물들에
표시되어 있다.

Fig.7 (9,122,948). Image:USPTO

Fig.11 (9,122,948). Image:USPTO

Fig.8은 세 번째 카메라 이미지로, 자율차(104)에 탑
재된 카메라(112)가 감지한(잡은, 수집한) 가공하지

Fig.12는 Fig.5의 502의 레이저 포인트 구름 이미지

않은 원래의(raw) 이미지(802)이다.

들이 두 개의 직사각형 사물 라벨(1202~1204)로 2
개의 서로 다른 사물들에 표시되어 있다.

Fig.8 (9,122,948). Image:USPTO

Fig.9는 같은 세 번째 환경을 레이저 라이다가 잡은
레이저 포인트 구름 이미지(902)이다.

Fig.12 (9,122,948). Image:USPTO

Fig.13은 Fig.6의 602의 카메라 이미지들이 2개의 직
사각형 사물 라벨(1302)로 1개의 사물에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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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똑똑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 ‘운전 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에게도 꿈과 희망 전파’
‘하루 교통 소요 시간 감축’ 등 자율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구글 자율차 특허는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센서, 컴퓨팅, 인공지능(AI), 지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구글이 2012년~2015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율차 특허 가운데 도로 및 주변상황 센싱 영역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Sensing the Road and
Surroundings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앞서가는 차량 방향 예측
구글은 2015년 5월에 ‘자율차보다 앞이나 옆에

름(3D point cloud)과 두 번째 라이다 3차원 포인트

서 앞서가는 차량의 방향을 예측하는 라이다 스

구름(reference 3D point cloud)과 비교 분석해 앞

캔 방법(Methods and systems for scan matching

서가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와 거리를 감지해 방향

approaches for vehicle heading estimation,

(heading)을 예측하는 것이다. .

1)

이라는 특허를 등록했

Fig.1은 앞서가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와 거리를 감

다. 시간차에 의한 첫 번째 라이다 3차원 포인트 구

지해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의 과정(블록, block)을

9,043,069, 26 May 2015)’

도식화한(diagram, 100) 것이다. 블록 102에서는 첫
째 시간에 스캔한 표적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첫
째 라이다 3D 포인트 구름을 결정(determining)한
다. 블록 104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 스캔한 표적 차
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두 번째 라이다 3D 포인트 구
름을 결정한다.
라이다가 공간을 스캔하면 일련의 포인트들(points)
이 수집(collection) 되는데 이를 포인트 구름이라
한다. 포인트 구름의 각 포인트는 차량 표면까지
1) Methods and systems for scan matching approaches for

vehicle heading estimation(9,043,069, 26 May 2015 <- 7 Nov
2012, with 20 Claims & 10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Fig.1 (9,043,069). Image:USPTO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04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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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한다거나 멈추라는 커버를 잡
아 당겼는지를 판단해 만약 YES이면 자율차는 갇힌
상태가 아니다. 블록 740에서는 자율차는 문제의 원
인(cause)인 C를 판단한다. 이때 원인이란 자율차 스
스로의 원인, 보행자가 나타나서의 원인, 다른 차량
에 의한 원인, 다른 알려지지 않은 물체의 출현 등이
있을 것이다. 블록 750에서는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인 타이머(timer)를 세팅하는
것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이 결정해 세팅할 수 있을
것이다.

Fig.6 (9,008,890). Image:USPTO

아내는 방법이다. 블록 710은 자율차가 사전에 정
의하고 입력된 한계 속도(threshold speed)인 X, 즉
mph(miles per hours), kph(kilometers per hours),

블록 752에서는 타이머를 실제로 돌리는 것이다. 블

fps(feet per second)를 넘어가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록 760에서는 타이머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자율차의 현재 속도가 이 한계속도를 넘는다면 YES

것이다. 블록 770에서는 타이머가 다 돌아갔는데도

가 되어 자율차는 갇힌 상태가 아니다. 블록 720에

원인인 C가 그대로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서 자율차가 교통신호인 양보 신호, 멈춤 신호, 교통

자율차는 갇힌 상태가 되고, 자동으로 지원 센터에

신호 등의 빨강 신호, 경고신호 등의 교통신호를 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원인 C가 유지되지

지했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교통신호들을 감지했

않는다면 자율차는 갇힌 상태가 아니다.

다면 YES가 되어 자율차는 갇힌 상태가 아니다.
블록 730에서 자율차는 승객이나 운전자의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 멈추었는지를 판단한다. 승객이나 사

Fig.8 (9,008,890). Image:USPTO

Fig.8은 자율차(810)가 첫 번째 경로(830)를 따라 도
로(802)를 주행하고 있고 목적지는 832이다. 그러
Fig.7 (9,008,890). Image:USPTO

나 차량(814)이 앞에서 막고 있고 다른 차량들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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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의 값은 신호가 꺼진 상태로 이미지에서
뺄 콘텐츠들이고 –의 값은 그 반대이다. Fig.6B는
우측 깜박이 신호의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간적
인 신호로 값들이 ‘0’인데 여기에서는 우측 깜박이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이다.

Fig.5A~B (8,977,007). Image:USPTO

하면, 주어진 한계 오랜지 컬러 값(threshold orange
Fig.6A~D (8,977,007). Image:USPTO

color value)에 따라 밝기의 점들이 변화하므로, 오
랜지 컬러 마스크를 적용하면 505와 같은 밝은 점들
이 나타난다. 반면 Fig.5D는 앞의 502 이미지에 오

Fig.6C는 Fig.6A에서 기술된 시간적 신호들에 가버

랜지 컬러 마스크를 적용한 예의 이미지(506)로 416

필터 응답(Gabor Filter Response)을 적용한 것이

의 깜박이가 방금 전에 켜진(on) 상태로 픽셀은 507

다. 다시 말해 사전에 필터링된 좌측 신호의 응답으

과 같은 더 밝고 큰 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로, 매번 자율주행 시마다 필터링해 컴퓨팅 디바이

차량들의 신호를 감지한다.

스의 메모리에 저장한 데이터이다. 이러한 필터링된
주파수와 일치하는가를 비교 분석해 차량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다. 응답 진동수의 정점들은 Fig.6A의
시간적 신호의 주파수들로 기대되는 차량의 신호 주
파수와 매칭된다. 이렇게 매칭되면 좌측 신호라고
판단하고 406A의 차량은 좌측 차선으로 이동할 것
임을 알고 자율차는 자율주행전략을 수정하고 대처
한다.

Fig.5C~D (8,977,007). Image:USPTO

Fig.6A는 좌측 깜박이 신호의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
는 시간적인 신호로, 지속해서 진동의 값을 보여주
고 있다. 마지막 점은 현재의 이미지 혹은 프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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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똑똑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 ‘운전 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에게도 꿈과 희망 전파’
‘하루 교통 소요 시간 감축’ 등 자율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구글 자율차 특허는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센서, 컴퓨팅, 인공지능(AI), 지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구글이 2012년~2015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율차 특허 가운데 교통신호〮소리 센싱과 안전거리 확보 영역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Traffic Signal . Sound Sensing
and Safe Distance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자율차 대기시간(latency)을 측정해 안전주행
구글은 2014년 9월에 ‘자율차의 대기시간(latency)

Fig.3A는 시나리오 300 상황에서 자율차(302)가 고

을 자율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System to

속도로(310)에서 자율모드로 주행하면서 첫째 포

automatically measure perception sensor latency in

즈(pose)에서 주행테스트를 하는 장면이다. 자율차

1)

는 방위각 제로(zero)에서 50MPH로 주행하고 있

an autonomous vehicle, 8,838,322, 16 Sep 2014)’
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다. 이때 자율차와 차량들의 방향은 기본적인 4개
방향(cardinal directions)인 동서남북이다. 자율차
의 센서시스템이 자율차 주변환경을 감지한다. 그
리고 차량 308의 출현을 감지하고 이미지를 캡처한
다. 그리고 306과 같은 참고 프레임으로(frame-ofreference)으로 나타낸다. 자율차는 주행하면서 308
의 차량의 행동에 따라 두 번째 포즈(pose)를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8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주행방향은 플러스 15도 방
향을 틀어 북동쪽으로 향하고 50MPH에서 40MPH
1) System to automatically measure perception sensor latency in

an autonomous vehicle(8,838,322, 16 Sep 2014 <- 14 Aug 2012,
with 20 Claims & 8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Fig.3A (8,838,322). Image:USPTO

htm&r=1&f=G&l=50&s1=8,838,322.PN.&OS=PN/8,838,322&RS=
PN/8,83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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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를 밝으면 교통신호등에 노랑-빨강 불이 들

Fig.3은 이러한 다양한 교통신호 상태와 연관된 애

어왔다고 판단하고, 보행자들이 자율차 주행 방향과

매함을 결정하는 상태 테이블(300)이다. 이 테이블

수직으로 나타나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은 교통신호 상태 A와 B에서 애매함 정도를 뽑아낸

시간이므로 빨강 불이라고 판단한다.

것이다. 테이블에서 주어진 신호상태(302), 즉 A와
B 모두 빨간 불일 때 애매함 정도는 낮다고 결정한
다(304). 그린-빨강인 경우 애매함 정도가 높다. 이
경우 자율차는 전통적인 매너로 바꿔서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정보를 수정한다.
Fig.4는 이러한 결정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블록

Fig.2A~B (8,761,991). Image:USPTO

402에서는 교통신호 상태를 센싱 결정하고, 블록
404에서는 결정된 교통신호로부터 애매함 정도를
결정하고, 블록 406에서는 애매함 정도가 미리 만들

Fig.2A는 자율차(200)가 센싱시스템으로 202의 시야

어 놓은 한계(threshold)를 넘는지, 즉 높은(high) 정

각으로 교통신호를 스캔해 데이터를 얻는 장면이다.

도인지를 판단해 만약 높으면 블록 410으로 가서 다

Fig.2B는 같은 방법으로 204B의 영역을 스캔해 데이

른 정보를 이용해 교통신호 상태를 판단해 주행을

터를 얻는 장면이다. 그런데 204B 영역의 이미지 명

수정하고, 만약 낮으면 블록 408로 가서 센서들이

확성이 태양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애

잡은 교통신호로 주행한다.

매함 정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Fig.2C는 204C 영역
의 교통신호를 잡아내는데 나무 가지가 신호를 부분
적으로 가리고 있어 애매함 정도가 매우 높다.

Fig.2C (8,761,991). Image:USPTO

Fig.4 (8,761,991). Image:USPTO

Fig.5A는 교통신호(500)의 애매함이 높을(high) 때
자율차(502)의 주행 수정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율차는 504의 방향으로 천천히 진입해 수정위치
(adjusted position)로 이동한다. 이때 움직이면서 센
서들은 주변환경을 감지하고 추가 정보를 얻는다.
추가 정보란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과 진입하는
Fig.3 (8,761,991). Image:USPTO

차량들이다. 이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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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소리 신호 감지로 자율 주행
구글은 2014년 4월에 ‘교차로 횡단보도의 소리 신

(404)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차

호 감지로 자율차 주행 제어(Control of vehicles

의 경로는 우회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차의 어

based on auditory signals, 8,694,192, 8 Apr 2014)’

떤 센서 시스템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없다. 왜냐하

7)

라는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2014년 초와 2013

면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대(402B)가 보행자를

년에 공개한 특허출원서와 특허(20140032032 &

가려 카메라의 시야 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8)

8,571,743) 를 개량하고 업데이트 시킨 것이다.

자율차는 즉시 오디오 센서(audio sensor)를 가동해

Fig.4A는 교차로(400)의 횡단보도의 소리신호 상

406B의 소리 신호를 감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황이다. 교차로 신호등(402A/B)이 있고, 자율차

건널 가능성(likelihood)을 판단한다. 그러면 주행전

(404)가 진입하고 있으며, 소리횡단신호(audible

략이 바뀌는데 조심스럽게 천천히 주행하고 보행자

crosswalk signals, 406A~C)가 있고, 횡단보도

가 횡단보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410A~B)가 있으며, 보행자(408)가 있다.

것이다.

Fig.4A (8,694,192). Image:USPTO

Fig.4B (8,694,192). Image:USPTO

Fig.4B는 408의 보행자가 횡단보도(410B)를 건너
고 있고, 402B의 교통신호가 그린 색이라 자율차
7) Control of vehicles based on auditory signals(8,694,192, 8

Apr 2014 <- 26 Sep 2013;PPD:20140032032, with 20 Claims & 7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8,694,192.PN.&OS=PN/8,694,192&RS=

Fig.4C (8,694,192). Image:USPTO

8) Control of Vehicles based on Auditory Signals(20140032032,

Fig.4C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율차가 교차로에

PN/8,694,192

30 Jan 2014 <- 26 Sep 2013)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
HITOFF&p=1&u=%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1
&f=G&l=50&co1=AND&d=PG01&s1=20140032032

Control of vehicles based on auditory signals(8,571,743, 29 Oct
2013 <- 9 Apr 2012)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8,571,743.PN.&OS=PN/8,571,743&RS=
PN/8,571,743

진입했는데, 교통신호(402B)가 나무(412)에 가려져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자율차는 오디
오 센서를 가동해 406C의 소리 신호를 감지해, 소리
신호가 없으면 그린 색으로 판단하고 교차로를 통과
하는 것이다. 소리 신호가 있으면 천천히 진입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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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모드 상태 표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글은 2015년 9월에, 반자율자동차(Semiautonomic)가 자율주행 모드(autonomic mode)로
주행할 때 운전자나 승객은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relinquish) 되는데, 이때 운전자나 승객은 자율차
의 여러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여러 정보들에 의
존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게 해주는 ‘자율
주행시스템의 내부 상태 표시를 위한 사용자 인터
Fig.1 (9,134,729). Image:USPTO

페이스(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internal state
of autonomous driving system, 9,134,729, 15 Sep
2015)’ 1) 라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
2)

는 2012년에 등록한 특허(8,260,482) 와 2013년
3)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있다. 이때
터치민감 입력장치란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과 가

에 등록한 특허(8,352,110 & 8,433,470) 와 2014

속 페달에 부착된 센서들로 이를 통해 자율차를 제

년에 등록한 특허(8,670,891 & 8,825,261) 4) 를 개

어한다.

량한 것이다.

Fig.2는 자율차 내부 인테리어 모습이다. 운전대

Fig.1은 자율주행 컴퓨터시스템(Autonomous

(210), 내비(navigation) 디스플레이(215), 기어 장

Driving Computer System, 110)에 관련된 것으로,

치(Gear shifter, 220), 터치스크린(217), 버튼 입

특히 138의 자율차 상태 표시(Status indicators)가

력(button inputs, 219), 운전자(290), 자율차의 상

음성(audible)이나 142의 전자 디스플레이(visual)

태 정보 전자 디스플레이(225), 드라이브 상태의

에 나타나고 승객이나 운전자는 140의 터치민감 입

D(Drive)와 시속 2마일로 주행한다는(2mph) 것을

력장치(Touch sensitive input apparatus)를 이용해

표시해주는 상태 바(status bar) 디스플레이(230),

Google 자율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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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율차에 맡기는 행위가 일어나면 자율차

그 다음 속도가 나면서 자율주행 컴퓨터시스템은

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자율주

자율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재평가를 시작한다.

행 컴퓨터시스템(Autonomous Driving Computer

Fig.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행속도가 64mph임에도

System, 110)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러면 Fig.5에

불구하고 자율주행 컴퓨터시스템은 자율모드로 전

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차의 상태 정보 디스플레

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용할 수 없음”이 표시되

이(225)에 “구글에 운전을 맡김 혹은 구글 운전사

고 있다. 그러다가 다시 재평가를 하기 시작해 자율

를 고용(Google Chauffeur)” 또는 “자율주행모드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Fig.9에서 보는

로 전환 혹은 사용(autonomous driving mode is

바와 같이 “준비(Ready)”가 표시된다.

engaged)” 혹은 “순항 모드로 전환(Cruise mode is
engaged)”이 표시되고 불빛으로 반짝이거나 음성
으로 알려준다.

Fig.8 (9,134,729). Image:USPTO

이때부터 자율주행 컴퓨터시스템은 모든 컴퓨터 시
Fig.5 (9,134,729). Image:USPTO

스템을 가동해 자율차를 제어하기 시작하는데, 운전

그 다음 운전자는 Fig.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손으

으로 특정 색으로 빛나게 된다. 이제 운전대에서 손

로 운전대를 잡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

을 뗄(relinquish)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 왼쪽 부분(950)과 오른쪽 부분(955)이 점차적

행 속도가 2mph이다. 그러나 자율차의 위치가 주차
장에 있거나 Fig.1의 선행 상세지도(Detailed Map)
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상태 바(Status bar) 디스플
레이(230)에는 “자율주행모드 사용할 수 없음(Not
Available)”이 표시된다.

Fig.9 (9,134,729). Image:USPTO

자 이제 운전자 혹은 승객(290)은 운전대(210)에
서 손을 떼고(release his or her hands from steering
wheel) 자율차를 자율주행 컴퓨터시스템에 맡길
수 있다. 이때 Fig.1의 터치민감 입력장치(Touch
Fig.6 (9,134,729). Image:USPTO

sensitive input apparatus, 140) 센서들이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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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감지한 사물을 표시해주는 사용자인터페이스
구글은 2014년 12월에 ‘자율주행시스템에서 감

디스플레이며, 132는 운전자 혹은 승객의 입력장치

지한 사물을 표시해주는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put device)이다.

interface for displaying object-based indications in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8,903,592, 2 Dec
2014)’ 9) 라는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2013년 1월
에 등록한 특허(8,346,426) 10) 를 개량하고 업데이트
시킨 것이다.
Fig.1은 자율차(101)의 자율주행 컴퓨터시스템
(Autonomous Driving Computer System, 110)에
Fig.2 (8,903,592). Image:USPTO

관련된 것으로, 특히 130의 디스플레이 이미지들
(Display Images)과 134의 전자 디스플레이(visual)
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있다.

Fig.3은 전자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스크린 샷
(screen shot)이다. 운전자나 승객은 디스플레이
를 통해 자율차의 현재 속도, 위치, 방향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스쳐 지나가는 105 도로의 연속된 길
(stretch)도 볼 수 있다. △ 아이콘(112)은 자율차이
고 115와 116은 경로이며, 138은 116 경로의 현재
속도이다.

Fig.1 (8,903,592). Image:USPTO

Fig.2는 자율차 내부의 디자인이다. 134는 전자 디스
플레이(Electronic display), 144는 자율모드인지 매
뉴얼모드인지를 알리는 자율차의 상태 바(state bar)
이며. 138은 현재의 속도를 표시해주고, 188은 내비

Fig.3 (8,903,592). Image:USPTO

Fig.4는 Fig.3에 다른 감지된 사물들(identified
9)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object-based indications in an
autonomous driving system(8,903,592, 2 Dec 2014 <- 4 Feb 2014,
with 20 Claims & 11 Drawing Sheets)

objects)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
물들이란 다른 차량들로, 도로(105)의 차량들의 위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8,903,592.PN.&OS=PN/8,903,592&RS=
PN/8,903,592

10)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internal state of autonomous
driving system(8,346,426, 1 Jan 2013 <-28 Apr 2010)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8,346,426.PN.&OS=PN/8,346,426&RS=
PN/8,346,426

Fig.4 (8,903,592). Image: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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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앞에서 위험 비용을 고려해 의사결정
구글은 2015년 11월에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 불이

Fig.4의 400은 시나리오, 402는 자율차, 410은 레이

들어와 자율차 앞에 멈춘 커다란 트럭 차량 때문에

더/라이다/카메라 등 센싱시스템, 414는 도로, 412

센서 시스템이 앞의 신호등(Traffic lights)을 감지하

는 신호등, 그리고 신호등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자

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자율차 제어 과정을 위해, 그

율차 앞에 커다란 404의 트럭이 서 있다. 따라서 자

대로 트럭 뒤에 있으면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좌

율차는 트럭에 의해 가려져(obstructed) 센싱시스템

측 차선으로 이동해 센서 시스템이 신호등을 잘 감

이 신호등을 감지 할 수 없고, 교차로 일부나 전체 상

지할 것인지, 만약 좌측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경

황을 감지할 수 없다. 이때 자율차는 차선을 416으로

우 사고가 날 것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자

바꾸어 왼쪽 차선으로 이동해야 신호등을 잘 감지할

율차를 위해 차선 변경으로 감지시스템을 활성화

수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 앞에서 직진으로 달려오

시킬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 비용(Risk

는 차 혹은 뒤에서 달려오는 차 혹은 보행자나 자전

cost)을 고려한 결정(Consideration of risks in active
sensing for an autonomous vehicle, 9,176,500, 3
Nov 2015)’ 1) 이라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
다. 이는 2014년 7월에 받은 특허(8,781,669) 2) 를 부
분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본 특허는 자율차 관련 기계학습과 딥 러닝 소프트웨
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차가 딥 러닝의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필자도 이를 이해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왜
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1) Consideration of risks in active sensing for an autonomous

vehicle(9,176,500, 3 Nov 2015 <- 11 Jun 2014, with 25 Claims, 7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176,500.PN.&OS=PN/9,176,500&RS=
PN/9,176,500

2) Consideration of risks in active sensing for an autonomous

vehicle(8,781,669, 15 Jul 2014 <- 14 May 2012, with 31 Claims, 5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8,781,669.PN.&OS=PN/8,781,669&RS=
PN/8,7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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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선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

로 ▽(1094)와 괄선(bracket, 1092)으로 표시해 주

되고 있다. Fig.8B는 자율주행정보(820)를 보다 자

는데, 1030 자율주행차선이 가장 긴 7마일(7 miles)

세히 제공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선들을 보여준다.

로 표시된다.

830~834는 자율주행차선들이고 840~844는 자율

Fig.11A와 B는 하나 이상의 가장 긴 자율주행차선

주행차선들의 센터라인으로 여기서는 박스(Boxes)

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Fig.11A는 모든 차선들이 모

로 보여주는데, 이들 자율주행차선들은 자율주행할

두 가장 긴 자율주행차선들(1120)을 나타내고 있고

수 없는 836 차선과는 다른 색인 녹색 등으로 표시

▽(1130~1135)와 화살표와 괄선(1122)으로 표시된

하고 반짝인다. 화살표(850)는 자율차의 현재 위치

다. 이 경우 지금부터 28마일을 순항(자율)모드로 주

로 지금 836 차선에 있다. Fig.8D는 지시에 따라 운

행할 수 있다. Fig.11B에서는 1190~1192의 세 차선

전자는 자율차를 왼쪽의 자율주행차선으로 이동하

만 가장 긴 자율주행차선들이다.

였음(화살표인 880)을 보여준다. 매뉴얼 모드에서
순항(자율)모드로 전환된다.

Fig.11A/11B (9,008,961). Image:USPTO

Fig.12A는 명암(shading)이나 컬러 요소(color
gradient)로 가장 긴 자율주행차선들을 표시할 수 있
는데, 차선(1232)이 20마일로 가장 길고, Fig.12B는
괄선과 ▼의 표시로 나타낼 수도 있다.
Fig.8A/8B/8D (9,008,961). Image:USPTO

Fig.10A는 자율주행차선들인 1030~1034와 박
스로 처리된 자율주행차선들의 센터라인들인
1040~1044를 보여주고 있으며, 화살표는 자율차의
현재 위치로 1034 자율주행차선에서 주행하고 있
다. 마일 데이터(mile data, 1060)는 앞으로 자율 모

Fig.12A/12B (9,008,961). Image:USPTO

드로 3마일 가야 자율주행차선이 끝남을 나타낸다.
Fig.10B는 가장 긴 자율주행차선을 보여주는데, 바

Fig.12C와 D는 가장 긴 자율주행차선들을 괄선과
텍스트로, 하나인 경우 ‘longest lane’, 하나 이상인

Fig.10A/10B (9,008,961). Image:USPTO

Fig.12C/12D (9,008,961). Image: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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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스캔 데이터를 오버레핑한 것이다. 보이는 것과

장하는 벨로다인(Velodyne)의 라이다가 잡은 트래

같이 이 둘은 아주 잘 맞는다. 예를 들어 위치를 나

픽 패턴(Traffic Pattern)의 이미지와 거의 같아 소개

타내는 730은 바로 이중황색차선인 430의 위치와

하기로 한다(Popular Science, 18 Seo 2013) 11).

일치하고, 710은 난간으로 410의 실선차선과 일치
한다. 그리고 선행 상세지도에는 없던 출현한 차량
들인 755는 855와, 760은 860과, 750은 850과 일치
한다.

그림. 트래픽 패턴(Traffic Pattern).

Image: Courtesy Velodyn via Popular Science(18 Sep 2013)

왼쪽부터 세 개의 사물이 있다. 첫째는 나무이고 속
도는 0마일이다. 나무의 파라미터(변수)는 알려진
장애물이고, 특정 도시의 소유물이여, 충돌을 피해
야 한다.
Object: Tree

Speed: 0 mph

Variables: Known obstacle. Civic property. Avoid
Fig.8 (8,831,813). Image:USPTO

impact.

둘째는 가이드가 안된 차량으로 속도는 10마일이다.
이러한 레이저 데이터 포인트들이 지속적으로 받

파라미터(변수)는 차량간 통신 장비가 탑재되지 않

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110)은 이들 사물들이 정지

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깜박이를

된 것인지(맵 상의) 움직이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

켜지 않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수 있다.

는데, 정지된 것은 레이저 데이터 포인트들이 사라

Object: Unguided Car

지지만, 움직이는 것들인 데이터 포인트 클러스트
(cluster)는 계속 움직이며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컴
퓨터 시스템은 이들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다. 컴
퓨터 시스템은 860은 55MPH 속도로 북쪽 방향,

Speed: 10 mph

Variables: Not equipped with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May stop abruptly or turn
without signaling.

850은 48MPH 속도로 북쪽 방향, 855는 52MPH로

셋째는 사람들로 속도는 2마일이다. 횡단보도 존을

남쪽 방향을 계산한다. 또한 어느 차선에 있는지를

벗어나 무단 횡단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매우 예측하

파악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들 사물들의 미

기 어려우며 충돌하면 연약해 사망할 수도 있다.

래의 위치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물들이

Object: Humans

자율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과 반대편
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855는 본 특허에서
는 제외시킨다.
Fig.7과 Fig.8의 이미지는 ‘Popular Science’가 2013
년 9월 18일 보도한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에 등

Speed: 2 mph

Variables: Prone to crossing street outside of

designated zones. Highly unpredictable. Fragile.
11) Popular Science - INSIDE GOOGLE'S QUEST TO POPULARIZE
SELF-DRIVING CARS(18 Sep 2013)

http://www.popsci.com/cars/article/2013-09/google-self-driving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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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똑똑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 ‘운전 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에게도 꿈과 희망 전파’
‘하루 교통 소요 시간 감축’ 등 자율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구글 자율차 특허는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센서, 컴퓨팅, 인공지능(AI), 지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구글이 2012년~2015년에

Perception & Machine
Learning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율차 특허 가운데 주변인지 및 알림과 기계학습 영역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비디오 카메라 인지 및 기계학습 지원
구글은 2015년 12월에 ‘자율차를 위한 비디오 카

는 차에서 센서들이 감지한 데이터는 실제환경을 완

메라의 인지지원/학습지원(Assisted perception for

벽하게 복사할 수 없다. 어떤 이미지는 왜곡되고 어

1)

autonomous vehicles, 9,201,421, 1 Dec 2015)’ 이

떤 영상은 뒤틀리게 마련이다.

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그래서 컴퓨터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들이 감지한 데

Fig.4A는 도로(400)에서 자율차(402)가 다른 차들

이터를 종합하고 요약해 기하학적 형태(geometric

(406, 408, 410)과 함께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임시

shapes)의 그림으로 Fig.4B 처럼 나타낼 수 있다.

로 설치된 멈춤(Stop) 사인을 센서들이 감지하고, 다
른 차들과 함께 멈춤 사인을 추적한다. 그러나 달리

Fig.4B (9,201,421, 1 Dec 2015). Image:USPTO
1) Assisted perception for autonomous vehicles(9,201,421, 1 Dec
2015 <- 16 Apr 2014, with 24 Claims, 10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Fig.4A (9,201,421, 1 Dec 2015). Image:USPTO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201,421.PN.&OS=PN/9,201,421&RS=
PN/9,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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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에서 자율차(210)는 510~530 차량들의 경로

의 경로를 바꿀 때 자율차의 위치이다. 이 위치에서

를 추적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

차량 3대의 경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를 들어 카메라가 잡은 이미지를 프로세싱해서 추

한다.

적할 수 있다. 또는 자율차의 옆에 부착된 센서들
(curbside sensors)이 추적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
으로 510~530의 차량들 스스로 그들의 지리-위치
(geo-location)를 자율차로 쏘아 줄 수도 있다. 또는
이들 차량들의 지리-위치를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받
을 수 있다.

Fig. 6A~6C (8,880,272). Image:USPTO

Fig.7은 510(610) 차량의 경로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
조(710)로 일련의 위치들이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된
다. 이것은 자동차나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다. t1~t20의 시간 구간에 따라 X, Y 좌표로 보
여주는데, X 좌표는 430 도로의 왼쪽 난간으로부터
의 거리를 나타낸다(특허상의 오타인데, 왼쪽이 아니
라 오른쪽 난간이 되어야 거리가 맞음).
Fig.5 (8,880,272). Image:USPTO

Fig.6A는 자율차가 모니터링한 510 차량의 경로들
이다. 바로 실점들(solid dots)의 집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각 실점은 차량 510이 지나간 위치를 나타
낸다. 마찬가지로 Fig.6B는 520 차량의 경로들이고,
Fig.6C는 530 차량의 경로들이다. X-축은 도로의 넓
이로 차선들은 5미터 간격이고, Y-축은 거리로 전방
200미터까지 나타난다.
510 차량은 118미터까지는 2차선(그림에서는 Lane
2)을 달리다가 왼쪽의 1차선(그림에서는 Lane 3)
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도로 블록들(road

Fig.7 (8,880,272). Image:USPTO

blocks, 420)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Fig.8A~8E는 하나의 컴퓨터 프로세싱 과정을 보여

520의 차량도 80미터부터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했

준다. 새로운 경로들인 810과 830을 생성하기 위해

는데 140미터 거리까지 계속 차선을 바꾼 것으로, 이

자율차(210)가 추적한 610 차량과 620 차량들의 경

도 도로 블록들(road blocks, 420)과 충돌을 피하기

로를 합치는 것이다. 왜 합쳐진 경로들을 만드느냐

위해서이다(특허상의 520 차량의 차선 위치가 틀림).

면 이런 경우 최적의 경로들을 추출해 자율차가 학습

화살표머리(arrowhead)의 210은 이들 다른 차량들

하고 저장시켜 다음 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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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자율차의 센서들이 감지해 생성한 교차로
400의 도로그래프(roadgraph, 500)이다. Fig. 4와 거
의 같으나 횡단보도가 ‘CROSS WALK’로 나타나고
자전거 도로영역이 ‘BIKE LANE’으로 나타난다.
Fig. 6A~6C는 자율차에 부착된 전자 디스플레이 전
광판(650~652)으로, 이들 시각 정보들이 보행자들

Fig. 7 (9,196,164). Image:USPTO

에게 제공된다. 6A와 6C는 옆에 부착된 전광판이
다. 6A는 ‘STOP’ 사인으로 자율차가 진행할 것이어

벨로다인(Velodyne)의 라이다가 잡은 트래픽 패턴

서, 보행자들은 멈추라는 사인이고, 6C는 ‘Don’t’ 사

(Traffic Pattern) 이미지와 거의 같아 소개하기로 한

인으로 자율차가 진행할 것이므로 자율차 앞을 건너

다(Popular Science, 18 Seo 2013) 14).

지 말라는 사인이다. 6B는 자율차 앞면에 부착된 전
광판으로 ‘건너가도 좋다(SAFE TO CROSS)’는 사
인이다.

트래픽 패턴(Traffic Pattern). Image: Courtesy Velodyn via
Popular Science(18 Sep 2013)

왼쪽부터 세 개의 사물이 있다. 첫째는 나무이고 속
도는 0마일이다. 나무의 파라미터(변수)는 알려진 장
애물이고, 특정 도시의 소유물이여, 충돌을 피해야
한다.
Object: Tree

Speed: 0 mph

Variables: Known obstacle. Civic property. Avoid
impact.

둘째는 가이드가 안된 차량으로 속도는 10마일이다.
파라미터(변수)는 차량간 통신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
Fig. 6A~6C (9,196,164). Image:USPTO

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깜박이를 켜
지 않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수 있다.

Fig. 7은 자율차의 350도 레이저 스캔이 3차원으로
감지한 교차로의 객체들로, 흰색 라인들은 자율차
의 레이저가 교차로 환경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내는 레이저 포인트 구름(laser point clouds)이다.
710은 보행자들, 720은 자율차, 730은 도로의 난간
(curb)이다.
Fig.7의 이미지는 ‘Popular Science’가 2013년 9월
18일 보도한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에 등장하는

Object: Unguided Car
Speed: 10 mph

Variables: Not equipped with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May stop abruptly or turn without
signaling.

14) Popular Science - INSIDE GOOGLE'S QUEST TO POPULARIZE
SELF-DRIVING CARS(18 Sep 2013)

http://www.popsci.com/cars/article/2013-09/google-selfdriving-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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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똑똑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 ‘운전 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에게도 꿈과 희망 전파’
‘하루 교통 소요 시간 감축’ 등 자율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구글 자율차 특허는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센서, 컴퓨팅, 인공지능(AI), 지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구글이 2012년~2015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율차 특허 가운데 자율차와 사용자간 인증시스템 영역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User Authentication System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자율차와 사용자간 상호인증을 위한 암호 전자키
구글은 2015년 11월에 사용자가 자율차를 요청해

허 내용에 등장한 차들은 최근 자동차 제조업 기술의

사용할 때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자율차를 사용자

핵심 키워드인 ‘자율주행차’와 ‘카쉐어링(공유자동

의 친구 등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

차)’, ‘전기차’가 결합한 모델이다. 따라서 이는 자율

을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면, ‘유니크 코드(unique

차 세상이 오는 2030년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

code)로 암호화된 전자키(encrypted key=electronic

구글의 아이디어가 역시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key=e-key)를 생성, 부여해 자율차에 접근해 사용

대목이다.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Methods and systems

(1)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받으면

for assigning e-keys to users to access and drive

암호 전자키(e-key)를 생성해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

vehicles, 9,189,900, 17 Nov 2015)’ 1) 이라는 특허를

이스로 전송해 자율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때부터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무려 그림만 40장에 총 68

자율차는 사용자 계정으로 부여해 비용을 부과하는

페이지에 달한다.

방법, (2) 클라우드 서버에서 독특한 코드를 생성하

카카오택시처럼 자율차를 예약하고 탑승할 때에도

고, 이를 암호화해 암호 전자키(e-key)로 만들어 자

그 승객이 누구인 지와 보내져 온 자율차가 예약된

율차를 사용자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3) 사용자

자율차인지 확인과 인증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

의 디바이스로 전송된 암호 전자키를 자율차로 보내

이 전자키(e-key)이다. 또한 공유네트워크(shared

는 방법, (4) 자율차로 보내진 암호 전자키를 자율차

network) 자율차가 등장하면서, 여러 명이 한대의
공유 자율차를 사용할 때에도, 암호의 전자키가 필요
하고, 자신의 자율차를 발렛(valet) 파킹 등 제3자에
게 사용 권한을 줄 때에도 암호의 전자키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특허를 기술하고 있다. 본 특

1) Methods and systems for assigning e-keys to users to access
and drive vehicles(9,189,900, 17 Nov 2015 <- 25 Oct 2013, with 19
Claims, 40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1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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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은 밥(652)이 파킹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이
용해 클라우드 서비스(120)를 통해 발렛(Valet, 651)
에게 암호 전자키(e-key, 650)를 위임하는(맡기는)
경우이다. 밥이 전자키를 발렛에게 전달하라는 요청
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내야 하는데, 이때 요청에는
발렛의 특권이나 지역제한이나 시간제한 등의 메타
데이터가 보내진다. 그러면 발렛은 주어진 특권이나
제한대로 자율차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발렛이 사
용하는 모든 행동과 자율차의 상태는 클라우드 내의
블랙박스에, 시간과 함께 모두 기록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3자인 손님, 자식, 친구, 이웃들에게 밥
의 전자키를 맡길 수 있다.

Fig.10 (9,189,900). Image:USPTO

Fig. 24는 어드바이저 포털(Advisor portal)로 딜러
서비스(Dealer service) 등 어드바이저가 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 밥은 CAR-A를 통해 딜
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엔진 오일이 떨어졌을 때, 에
어 필터를 갈아야 할 때, 브레이크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를 딜러가 알려주면 클라우드의 포털 사이트에
서 스케줄을 예약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Fig.28 (9,189,900). Image:USPTO

Fig.31A는 John이 이용하는 Car-B의 전자키를 Bob
의 스마트폰(704)으로 보내는 도식이다. 전자키를
밥에게 보내라는 요청을 클라우드 서비스(120)에 보
내면, 클라우드는 독특한 악세스 코드(unique access
code)를 생성하고 이를 암호화(Encrypted)해 밥의
스마트폰(704)으로 보낸다. 알림으로 받을 수도 있
고 이매일로 받을 수도 있고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
고 앱 상의 코드로 받을 수도 있고 메신저로 받을 수
Fig.24 (9,189,900). Image:USPTO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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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율차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시스템(Control

어디서라도 예약-인증-탑승이 가능하다.

System)과 센서 시스템(Sensor System)이다.

구글 특허 상의 FIGS. 4A~4D는 자율차의 외관을

Fig. 2는 자율차의 자율주행 컴퓨터시스템

기술하고 있다. 402는 헤드라이트(headlights), 403

(Autonomous Driving Computer System)의 컴퓨

은 윈드쉴드(windshield), 404는 꼬리방향 라이트

팅 디바이스들의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대

(taillights/turn signal lights), 405는 뒤의 윈드쉴드

(210, 220, 230, 240)의 컴퓨팅 디바이스들과 스토리

(rear windshield), 406은 도어(Door), 408은 사이드

지 시스템(250)이 네트워크(260)로 연결되어 있다.

미러(side view mirrors), 410은 타이어(tires), 그리

220은 스마트폰, 230은 글라스, 240은 일반 컴퓨터,

고 412는 파킹라이트(parking lights)이다.

210은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들이고, 224, 234, 244

또한 자율차는 감지 시스템의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는 디스플레이들이다. 그리고 자율차가 두 대(100,

데, 414는 360도 방향을 감지하는 하나나 하나 이상

100A)가 등장하는데, 여러 대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의 라이다 혹은 카메라이고, 416과 418은 앞차 혹은

따라서 즉 사용자들(222, 232, 242)은 여러 대의 스

뒤차와의 거리 유지나 충돌 방지용의 하나 혹은 하

마트 기기들을 통해 자율차를 언제 어디서라도 예

나 이상의 레이더 혹은 라이다 혹은 초음파 감지기

약-인증-탑승이 가능하다.

이다.

Fig.2 (9,194,168). Image:USPTO

Fig. 3은 210, 220, 230, 240의 컴퓨팅 디바이스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율차의 자율주행컴퓨터시
스템과 같게 구성된다. 즉 사용자들은 여러 대의 스
마트 기기들과 디스플레이들을 통해 자율차를 언제

Fig.3 (9,194,168). Image:USPTO

Fig. 4A/B/C/D (9,194,168). Image: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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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방지〮고장진단 등
부가서비스 및 디자인

손에 잡히는 특허 Report
IP Reports within Your Grasp

똑똑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 ‘운전 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에게도 꿈과 희망 전파’
‘하루 교통 소요 시간 감축’ 등 자율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구글 자율차 특허는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센서, 컴퓨팅, 인공지능(AI), 지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구글이 2012년~2015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율차 특허 가운데 충돌방지〮고장진단 등 부가서비스 및 디자인 영역을 분석해본다.

Additional Services
and Design

<편집자>

저자 :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차량간 충돌방지 경고시스템
구글은 2015년 9월에 레이더/라이다/비디오 감지

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최첨단자동차제어시

시스템으로 ‘전방 장애물을 미리 보는 비디오 혹은

스템(Advanced vehicle control system)으로 레이더

레이더 이미지를 통해 차량간 충돌방지 경고시스

를 권장한다.

템(Inter-vehicle alert system with nagable video

Fig.1은 자동차 1~3이 주행할 때의 트래픽 패턴

look ahead, 9,140,782, 22 Sep 2015)’ 1) 이라는 특

(traffic pattern) 상황(100)을 도식화한 것이다. 101

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 특허는 2014년 1

의 자율차와 102의 자율차가 같은 차선에서 주행하

2)

월에 공개한 특허출원서(20140022108) 를 개량한

고 있고 제3의 자동차가 중앙선(115)을 기점으로

것이다.

반대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다. 그런데 101의 자율차

본 특허는 라디오 주파수의 레이더, 레이저의 라이

가 장애물(117)을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거

다, 비디오 카메라 등의 감지 시스템을 이용해 앞에,

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이탈하는(swerve)

뒤에, 옆에 주행하는 차와 너무 근접했을 때의 차량

상황이다. 101의 자율차에는 105의 전방 레이더 시

충돌방지시스템(Anti-collision system)에 관한 것이
다. 차량충돌방지를 위해 반자율자동차의 운전자에
게 경고(alert or warning)를 주어 운전자로 하여금
적당한 행동들, 즉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조절
한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에 따르면 자
동차 레이더 시스템의 장애물 감지 센서들(field
disturbance sensors)의 통신 주파수는 46.7~46.9
GHz 혹은 76.0~77.0 GHz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

1) Inter-vehicle alert system with nagable video look

ahead(9,140,782, 22 Sep 2015 <- 23 Jul 2012;PPD: 20140022108,
with 20 Claims, 8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9,140,782

2) INTER-VEHICLE ALERT SYSTEM WITH NAGABLE VIDEO LOOK

AHEAD(20140022108, 23 Jan 2014 <- 23 Jul 2012, with 20 Claims,
11 Drawing Sheets)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
HITOFF&p=1&u=%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1
&f=G&l=50&co1=AND&d=PG01&s1=201400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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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로직은 제

들에 의해 깊이(depth)와 사물(310)까지의 거리가

어 전략(control strategy)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턴

결정된다.

(turn) 해야 하는지, 어떤 스피드로 주행해야 하는
지, 어디서 교통 신호등을 보아야 하는지, 교차로
나 멈춤 사인(sign)의 어디에서 서야 하는지 등의 제
어 전략들이 포함된다. 데이터베이스(256)는 기존
의 사물들의 모양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
면 나무들, 빌딩들, 숲들, 돌들, 언덕들, 산들, 전기
또는 수도관의 경고 포스트들, 사람들, 광고판들

Fig.4 (9,121,717). Image:USPTO

(billboards), 동물들 등이다. 사진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3D 모델로 기록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자율차제어장치(Vehicle

이스(256)는 원격에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에

Control Unit, 110)는 하나의 작업(task)을 실행하

저장될 수도 있다.

는데 그것이 바로 매칭(matching)이다. 매칭은 이

Fig.3은 자율차(101)가 도로(340)를 주행하고 있

미지(410)로부터 사물(310)의 템플릿(template)을

는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거리에서 사물들

얻어 이것을 이미지(420)에 매칭시킴으로써 사물

(310/320)이 육안으로 보이고 있다.

(310)의 위치를 알아낸다. 그러므로 매칭은 패턴 인
식(pattern recognition)의 문제(problem)이다. 그러
나 매칭할 때 하나의 문제는 이미지들이 동종의 구
조 혹은 짜임새(homogeneous texture)를 가질 때
이다. 만약 이미지가 동종 구조를 가진다면, 이미지
내의 사물들은 배경(the background)과 잘 어울려
(Blend with)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자율차
제어장치(Vehicle Control Unit, 110)에 탑재된 방
법(method)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바

Fig.3 (9,121,717). Image:USPTO

로 수평선(330) 위로 나타나는(appear above the
horizon line) 사물들을 선택한다. 수평선 위에 있는

Fig.4에서 스테레오 카메라(230)는 전방의 왼쪽 이

사물들은 그들의 배경 너머에 서있는 것과 같다. 따

미지(410)와 오른쪽 이미지(420)를 포착한다. 이

라서 수평선 위로 떠오른 사물은 바로 410/420 이미

때 자율차제어장치(Vehicle Control Unit, 110)

지의 310 사물뿐이다. 수평선에 걸린 310의 사물은

는 410과 420의 이미지로부터 공간 정보(spatial

도로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

information)를 추출하기 위해 컴퓨터비전프로세스

한다.

(computer vision process)를 실행해 자율차(101)와

계속해서 자율차제어장치(Vehicle Control Unit,

사물(310)간의 거리를 결정하게 된다. 공간 정보는

110)는 사물(310)과의 거리를 결정해야 한다. 310의

두 이미지 사이의 차이들(disparities)을 바탕으로 얻

사물은 수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율차와 310의 사

게 된다.

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결정하는 확률을 높여준

예를 들어 사물(310)은 왼쪽 이미지(410)에서는

다. 일단 거리가 결정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좌측으로 가깝게 나타나 보이고, 오른쪽 이미지

있는데, 자율차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고,

(420)에서는 중앙에 나타나, 이 차이와 다른 요소

자율차 운행전략(속도 조절 등)에도 사용된다.

Google 자율차 특허

충돌방지〮고장진단 등 부가서비스 및 디자인

Fig.4 & 5 (D733,630). 위에서 본 면도. Image:USPTO

완전 자율기능의 100% 자율차 구글이 2014년 5월에 컨셉화하고 12
월에 선보인 새로운 프로토타이프(Prototype)의 자율차와 디자인이
동일하다. Image: Google

13)

출입문

구글은 2015년 6월에 ‘구글의 2세대 자율차를 위한
문(Vehicle door, D731,383, 9 Jun 2015)’ 15) 이라는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 오른쪽과 왼쪽 문이 있으

뒤문

나 지면상 한쪽 문만 소개한다.

구글은 2015년 7월에 ‘구글의 2세대 자율차를 위한
뒤 문(Vehicle rear door, D733,630, 7 Jul 2015)’ 14)
이라는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

Fig.1 (D731,383). 앞의 관점에서 본 자율차의 문.
Image:USPTO
Fig.1 (D733,630). 앞의 관점에서 본 자율차의 뒤 문. Image:USPTO

Fig.2 (D733,630). 정면도(Front elevation view). Image:USPTO

Fig.2 (D731,383). 정면도. Image:USPTO
13) Google Self-Driving Car Project - https://www.google.com/
selfdrivingcar/where/

14) Vehicle rear door(D733,630, 7 Jul 2015 <- 23 May 2014, with 1
Claim & 4 Drawing Sheets)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D733,630

15) Vehicle door(D731,383, 9 Jun 2015 <- 23 May 2014, 1 Claim &
10 Drawing Sheets)
Fig.4 & 5 (D733,630). 오른쪽과 왼쪽 사이드 면도
(Right & Left elevation view). Image:USPTO

http://pat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

=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num.
htm&r=1&f=G&l=50&s1=D73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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