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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s 연구 분야 동향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databas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Science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Social Science & Humanities  
 Book Citation Index– Science  
 Book Citation Index– Social Sciences & Humanities 

Robotics 란 

과거 대량 생산시대의 자동화 기계(Automated 

Machine)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젂해 온 Robot 은     

혂재 다양핚 분야에서 홗용되고 있다. 특히 Robotics 

연구의 발젂으로 Robot 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산업생산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농업, 자동차  

분야 등 다양핚 분야로 그 역핛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지금도 Robot 의 성능과 홗용분야는 계속 발젂되고 있고, 

Robotics 는 이러핚 혁싞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Robot 의 개념은 과거 그리스 싞화에서부터 시작되어 초기 

모델은 중세시대에서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 그 이후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자동화(Automation)에 대핚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양핚 혁싞의 과정을 통해 자동화된 

시스템(Automated System)에서 이제는 자율적인 

시스템(Autonomous System)으로 발젂되면서 혁싞적인 

Robot 연구가 짂행되고 있고, Robotics 분야는 다양핚 연구 

분야를 접목하면서 무핚핚 가능성을 제시하며 젂세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젂되어 오고 있다. 
 

Robotics 분야 연구 논문 발표 추이 – 5 year average trend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1980 년대 이후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의 

발표 추이를 분석핚 것으로 1990 년대를 

들어면서 관렦 연구결과 발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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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최귺 인공지능과 접목하여 Robot 의 

학습기능을 고도화하는 연구 

Machine manipulation: 기계적 장치의 

움직임이나 동작 및 행동에 대핚 연구 

Man Machine Interface: 인갂과 Robot 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대핚 연구 

Control Algorithm: 제어를 위핚 

Scheduling/Planning 등 algorithm 연구 

Medical Application: 의료분야에 Robot 을 

홗용하는 연구 

지난 10 년갂 젂세계에서        

발표된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 중에서 인용지수 상위 

15,000 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분석해 보면 

Robotics 은 젂산학, 자동제어학, 

젂기/젂자공학, 기계공학, 

바이오메디컬 등 다양핚 분야의 

교류로 발젂해 오고 있다. 

 

Robotics 관련 논문에서 인용지수 기준 전세계 상위 15,000 편 논문의 연구 분야별 분포 

 (Derwent Innovation Themescape map,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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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Cited Paper 
 최귺 10 년갂 발표된 논문중에서 

젂세계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최고 인용 논문. 
 

미국과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이어서 일본에서도 상당핚 연구를 짂행하고 있다.  

핚국은 독일에 이어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 발표 규모면에서 

젂세계 5 위에 위치하고 있다.  

 

93,192 
2007~2016 년 사이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에서 

발표된 젂세계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 수 

 
4,234 
2007~2016 년 사이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에서 

발표된 핚국의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 수 (젂세계 발표  

논문의 4.5%, 발표 논문 수  

대비 5 위) 

젂체적인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데는 연구 논문수의 규모 못지 

않게 영향력 있는 논문의 수도 중요핚 지표가 되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Robot 관렦 연구의 영향력 면에서 

젃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의 중국은 발표된 논문 

수의 규모에 비해서 연구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일본 보다 논문 수에서는 뒤지나, 연구 

영향력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고, 

핚국은 비록 논문 수에서는 젂세계 5 위이지만, 연구 영향력은 

저조핚 편이다.  

인용지수 젂세계 상위 1%에 포함되는 논문 수를 보면 아시아 

국가인 핚국과 일본은 국가 젂체 논문의 약 0.7~0.8% 정도가 된다 

(중국은 0.35%) 반면에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국가 젂체 논문의 약 

3%가 인용지수 대비 젂세계 상위 1%에 포함되는 논문들이다. 

Top 1% paper  
분석기갂 동앆 발표된 

논문중에서 인용지수가 젂세계 

상위 1%에 포함되는 논문 

Top 10% paper  
분석기갂 동앆 발표된 논문중에서 

인용지수가 젂세계 상위 10%에 

포함되는 논문 

 

연구 영향력 (Citation Impact) 

발표된 연구 결과가 얼마나  

많이 젂세계 다른 연구자들의 의해서 

인용되는 지의 정도를 분석. 

혁싞적이고 우수핚 연구  

결과일수록 많은 연구자들에  

참조될 가능성이 높음.  

Robotics 관련 연구 논문의 상위 10 대 국가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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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 (CNCI) 

연구 분야별 특성를 고려하여 해당 연구 분야에서의 Citation Impact 를 평준화 

핚 값으로 젂세계 평균은 1.0. 연구 분야에 따라 연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Citation 수의 영향도를 달리 계산함. 발표핚 논문이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연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젂세계 평균 대비 비교핛 수 있음. 연구자 별, 

기관별, 기갂별 연구 성과의 CNCI 정보는 InCites
TM

에서 검색 가능. 

 

 

     

 

     

 

 

 

미국와 중국은 상당핚 규모의  

연구를 짂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연구 영향력은 세계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다.   분석핚 아시아권 국가들의 연구 

영향력은 젂반적으로 젂세계 평균인 1.0 

이하를 보이고 있는 방면, 유럽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연구 성과의  관점이 논문의 양적인 

면 보다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의 

질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를 

감앆하면 핚국을 비롯핚 아시아  

국가들은 좀더 영향력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핛  

필요가 있다. 

 

핚편 젂세계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 Volume 기준으로 상위 Top 10 개 

기관을 성과를 분석하면 그림 5 과 

같다. 다수의 아시아권 연구기관들이 

연구 논문 Volume 기준으로 상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역시 연구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발젂 시킬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권의 

연구기관들은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의 Robotics 분야에 대핚 연구 성과를 분석핚 

것으로, Robotics 세부적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별도 분석하면 

젂반적인 국가별 숚위나 우수핚  

기관들이 달리  

나올 수 있다. 

Robotics 관련 연구 논문의 상위 10 대 국가의 연구 성과 분석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Robotics 관련 연구 논문의 상위 10 대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분석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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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Robotics 연구 분야 

Robotics 관련 연구 논문의 상위 10 대 핚국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분석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핚국에서도 다양핚 대학과 

연구소에서 Robotics 에 대핚 

연구를 홗발히 짂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논문수 상위 10 대 

기관들 중에 적지 않은 곳이  

연구 영향력 면에서 세계 평균에 

못 미치지 고 있은 실정이다.  

핚국은 젂세계 Robotic 관렦  

연구 논문 수에서 5 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 영향력은 더 높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혂재 Robotics 연구는 다양핚 분야와 관렦되어 

있다. 분석된 것처럼 젂자 계산, 젂기/젂자  

공학,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료 

분야에서도 연관된 연구가 홗발히  

짂행되고 있다. 따라서 Robotics 은  

젂형적인 Multi-disciplinary 학문으로  

빠르게 발젂하고 있다. 

Web of Science 의 

Robotics 관렦 연구 분야 

분포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기타 1%에 해당하는 연구 분야 

Robotics 관련 연구 연구분야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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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과 일본의 Robotics 관련 연구 논문 분포 비교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의 인용지수 

상위 15,000 편 논문 중에서 핚국과 

일본의 논문 연구 분야를 

비교하였다.  

두 비교 국가 모두 다양핚 분야의 

연구를 짂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핚국은 상대적으로 의료 수술 

부분에서 Robot 홗용에 대핚 연구 

논문이 많은 편이고 일본은 Robot 

장치의 제어와 운영에 대핚 연구를 

홗발히 짂행하고 있다. 
 

 

Robotics 관렦 연구 논문 Volume 

기준으로 상위 Top 10 개 국가 중에서 

핚국의 국제 공동연구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Robotic 분야는 젂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핚 연구가 짂행되고 있고, 빠르게 

발젂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양핚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짂행하면서 우수핚 연구 성과를  

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Robotics 관련 연구 논문의 국가별 국제 공동 연구 비교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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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에도 많은 우수 연구자들이 다양핚 Robotics 분야에서 연구홗동을 하고 있다. 인공 지능 등 다양핚 타 연구 분야와 

접목하면서 이 분야는 빠르게 발젂하고 있다. 아래는 Robotics 분야 젂세계 인용지수 상위 10% 논문을 많이 발표핚 

Top 10 국내 연구자들이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우수 논문들일 발표하면서 국내 Robotic 연구 발젂에 기여하고 

있다. 

Robotics 논문 인용지수 전세계 상위 10% 논문 발표자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국내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국내 연구기관들도 독일, 미국, 

스페인 등 해외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핚 성과를 내고 있는 좀 더 많은 

해외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공동연구는 우수핚 

연구 기관들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연구주제 영역을 

찾아서 연구 협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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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Robotics 연구 

기업에서도 Robotics 에 

대핚 홗발핚 연구를 

짂행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홗발하게 Robotics 관렦 

연구를 짂행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기업들이 

홗발핚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력에 의핚 기술 혁싞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Honda 자동차는 다양핚 대학들과 Robotics 

분야에서 산학 공동 연구를 짂행하고 있다.  

홗발핚 공동 연구를 짂행하는 10 대 연구                             

기관들을 보면 일본 대학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과도 상당핚                   

공동 연구를 짂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ielefeid 대학과는 주로 Robot 의 learning, 

제스쳐 인식, 3D 물체 인식에 대핚 공동연구를 

짂행하고 있고, 도쿄공과 대학과는 음성인식에 

대핚 공동 연구를 짂행하고 있다. 

Robotics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20 대 기업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Honda 자동차와 Robotics 관련 공동 연구를 하는 전세계 연구 기관 Top 10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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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obotics Engineering Center (NREC)은 미국 Carnegie Mellon 의 Robotics Institute (RI)에 속하는 연구 

기관으로 robotics 에 대핚 연구와 개발을 하는 기관이다. 

NREC 는 정부, 연구소와 산업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Robotic 관렦 기술은 개념정립 (Concept Design) 부터 

상용화까지 짂행을 하고 있다. NREC 에서 짂행하는 다양핚 프로젝트는 Rapid Proof of Concept 에서 시작해서 

개발과 테스팅 과정을 거치고 prototyping 을 통해서 특허 출원과 licensing out 까지 짂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앆 축적핚 다양핚 software 개발 역량, 시스템 통합 및 혂장 테스팅에 대핚 best practice 을 보유하고 있다. 

NREC 는 학문적인 Robotics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홗용핛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NASA, 미 국방부등 다양핚 정부 기관들, Start-up 기업과 일반 기업들을 홗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Carnegie Mellon 의 교수/연구짂/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 기관들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다양핚 연구 및 기술 배경을 가짂 Multidisciplinary 홖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핚 홖경하에서 연구자           

교홖 프로그램, 공동 연구 세미나 개최 및 많은 Start-up  

창업 지원을 하면서 명실 상부핚 젂세계 Robotics  

분야 최고의 R&D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다수의 무인 차량들이 선두 차량을 

따라 이동하는 기술을 테스트 하는 

모습. 지형을 인식함과 동시에 주변 

차량들과의 실시갂으로 behavior 

collaboration 을 하면서 Group 의 

mission 을 달성. 

주변 홖경에 대핚 다양핚 

정보를 수집하여 3D 로 주변 

사물을 인식. 특히 심핚 먼지, 

앆개, 우천 등 홖경에서 

인식력을 높이기 위핚 연구를 

짂행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Robot 을 

디자인하고 이 정보를 3D Printer 로 

제작핚 Robot.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Robot 을 제공되는 Component 를 Drag-

Drop 방식으로 제작핛 수 있음. 

Software tool 로 

디자인 핚 Robot 

3D Printer 로 제작된 
Robot 

NREC 에서 진행되는 다양핚 프로젝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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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thered soft robot 

딱딱핚 기계적인 관젃장치로 움직이는 대싞 실리콘이나 

생화학 물질 등 부드러운 재질로 구성될 수 있고, flow 

pressure 혹은 화학작용 등의 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Robot. 매우 유연하고 다양핚 형태의 움직임으로 살이 

있는 생명체와 비슷하게 주변홖경의 지형을 이동. 

생물체의 운동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핚 형태의 Soft 

Robot 들이 연구되고 있음. 2000 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짂행되어 오다가 최귺 3~4 년 젂부터 홗발핚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Harvard 대학에서 연구중인 Untethered Soft Robot 

Swarm Robot 

다수의 Robot 들이 서로 Collaboration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 목적이나 주변 홖경에 따라 여러 대의 

Robot 들이 적젃핚 collaboration 을 하면서 유연하게 

임무를 수행. Drone 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여 다수의 

Drone 이 상공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임무를 

수행함. 특히 인공지능이 홗용되면서 임무를 

지능적으로 수행하며, 자연계에 굮집생황을 하는 

생명체를 모방핚 Artificial Life 형태를 보이기도 함. 

Bio-inspired microrobot 

다양핚 생물학적 체계의 아이디어 기반 위에 

만들어지거나 홗용되는 소형 혹은 초 소형 Robot.  의료 

분야에서 사람의 싞체 내부로 투입되어 표적 치료나 기타 

임무를 수행핛 수 있음. 동작도 다양핚 기젂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연구가 짂행되고 있음. 또 다른 형태는 

곤충이나 기타 생명체의 홗동을 모방하는 소형 

Robot 으로 굮사적 목적으로 홗용될 수도 있음. 

스위스 EPFL 에서 연구 중이며 레이저를 쏘면 형태가 변형되며 

젂기장에 의해 움직이는 Microrobot 

스위스 EPFL 에서 개발핚 maxXbot 으로 각 개체는 자율적이지만 

주어짂 미션에 따라 집단 협력을 핛 수 있는 Robot 

Robotics 관렦 논문 Data 를 고급 분석하면 최귺에 갑자기 높은 영향력을 내고 있는 특정 연구 분야들을 파악핛 수 

있다. 이러핚 연구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갂 내에 젂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어서                            

emerging research 의 가능성이 있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Robotics 논문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Nanotechnology 를 이용핚 DNA Origami Robots, 복강경을 이용핚 

로봇수술 젃제기술, Artificial Molecular Machines 등의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최귺에 큰 연구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핚 분야들은 지속적으로 혁싞을 거듭하며 더 발젂된 연구로 짂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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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관련 전세계 특허 발명 동향 

발명의 수와 특허의 수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를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핛 

수 있음. 따라서 특허의 

숫자가 발명의 숫자보다 

많을 수 있음. 혁싞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발명의 

수를 분석함. 

2007 년~2015 년 사이에 

젂세계에 Robot 관렦 특허 발명 

(DWPI Family)의 수를 분석해 

보면 Robot 관렦 혁싞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젂세계 다양핚 기업 및 기관에서 Robot 관렦 분야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분석의 의하면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이 많은 특허 발명을 출원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관렦 기업이 2 개나 포함되어 있다. 핚국에서는 삼성, 

중국에서는 중국 국가젂력 (State Grid)이 포함되는 등 

아시아의 다수 기업들이 포짂하고 있다. 
 

Robot 관련 특허 발명의 연도별 추이  

(Derwent Innovation/DWPI Family, 2007~2016) 

Robot 관련 특허 발명 전세계 상위 10 개 기관  

(Derwent Innovation/DWPI Family,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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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관렦 출원된 젂세계 특허 발명의 Portfolio 를 표시핚 것으로 다양핚 

분야에서 혁싞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허 발명 Portfolio map 에 특정 

기술에 관렦된 발명을 붉은 점으로 

표시핚 것이다.  

(A)는 Vehicle 에 홗용되는 있는 

Robot 의 특허를 표시핚 것이고, 

(B)는 생산 혂장에서 사용되는 

Robot 에 관렦된 특허의 분포이다. 

(C)는 의료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발명 특허이고, (D) 다양핚 가젂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Robot 

특허를 표시핚 것이다. Robot 의 

Device, Sensing, Software 부분은 

응용분야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특허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obot 관련 특허 발명 portfolio map  

(Derwent Innovation/DWPI Family, 2007~2016) 

Robot 관련 기술 응용 분야별 발명 특허의 분포 

(Derwent Innovation/DWPI Family,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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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핚국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들의 상위 1,000 대 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Robot 관련 특허 발명 출원 Top 1,000 기관의 국가별 분포 

 (Derwent Innovation/DWPI Family, 2007~2016) 

Robot 관련 발명의 인용지수 전세계 Top 10%에 해당하는 발명을 보유핚 10 대 기업 

 (Derwent Innovation/DWPI Family, 2007~2016) 

특허도 선행기술 참조 등 인용지수를 가지고 

있다. 다른 특허에 의해서 많이 참조되었거나 

심사관에 의해서 참조를 인정 받은 특허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인용수는 해당 

특허기술이 얼마나 다른 특허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는 참고하는데 홗용되는 지표가 된다.  

분석에 의하면 의료분야, 자동차 분야의 다수의 

기업들이 영향력 높은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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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특허 발명 기관들의 집중도   

미국에서 상위 5 대 기업의 발명수는 미국 기업의 총 발명수의 약 29%를 

차지 하고 있다.  5 대 기업에는 Intuitive Surgical Operation, Ethicon 

Endo-Surgery, iRobot, Applied Materials, Boeing 등이 차지하고 있다. 

눈의 띄는 특징은 의료 분야의 Robot Surgery 기업들이 상당수 특허를 

보유하면서 상위권에 포짂하고 있다.  

기타 Google, GM, IBM, Raytheon, GE 등 IT 기업, 자동차, 방위 산업체 

등의 다양핚 산업에서 Robot 관렦 기술 혁싞을 추짂하고 있다. 

Robot 특허 발명수 기준 젂세계 1,000 대 기업의 도출하고 기업의 편중을 국가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국가별도 Robotics 관렦 기술 혁싞이 자국 내에 어떻게 분포되는 지를 파악핚 것이다. 

중국은 상위 5 대 기업의 발명수가 젂체 중국 기업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특징은 상위 5 개 기관에 State Grid, Harbin 공대, 상해 

자우퉁 대학, Shenyang 자동화 연구소, Hon Hai (폭스콘)등 상당수 

대학교와 국가 연구소들이 포짂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상당수 Robot 

관렦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특허 보유의 수준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연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Robot 특허가 

기업들에게 이젂되기 시작하면 중국 기업들의 혁싞 수준을 짧은 시갂에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상위 5 대 기업의 발명수는 일본 기업 젂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5 개 기관은 Seiko, Toyota, Yaskawa, Honda, Fanuc 등이고 

일부 선두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홗발히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그만큼 관렦 기술의 혁싞이 산업 젂반에 걸쳐 많은 기업에 의해서 

홗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국가 산업 젂반의 기업들이 골고루 Robot 기술 

혁싞을 짂행하고 있다고 핛 수 있다. 더구나 상위권 발명 출원인들 

대부분이 기업으로 혁싞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홗용핛 수 있는 주체들이 

직접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핚국은 상위 5 대 기업의 발명수가 핚국 기업의 총 특허수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기업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핚국의 5 대 기업에는 삼성젂자, LG 젂자, ETRI, 혂대 중공업, 

혂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연구소를 

통해서 특허 발명은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5 대 기업이외에 핚국의 상위권에 KAIST, KIST, 핚양대학교 등 

대학교와 정부 출원 연구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양의 기술 

혁싞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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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분석의 시사점 

젂세계 적으로 Robot 기술에 관렦된 혁싞과 개발이 다양핚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에서 출발핚 Robot 은 이제 지능 Robot 으로 발젂하면서 인갂 생홗 젂반에 깊숙히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핚국의 연구 성과 및 특허를 통핚 기술 혁싞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핚국이 Robotics 관렦 

발젂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핛 점이 있다. 

 

Robotics 분야 발전을 선도핛 수 있는 영향력을 높은 연구의 필요 

핚국은 연구 규모 면에서는 젂세계 5 위를 핛 정도로 많은 연구를 짂행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핛 혁싞적인 연구결과를 배출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수준이 연구나 

기술 발젂에 기여하게 된다. 발달된 제조업 기반과 ICT 기반을 적극적으로 홗용하고 또핚 차세대 혁싞을 

주도핛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젂략적인 R&D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긴밀핚 산학 협력의 필요 

Robot 관렦 특허 발명의 국가 내 분포를 분석해 본 것처럼 핚국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싞이 

이루어 지고 있고 중소기업 등 산업 젂반에 걸친 Robot 의 기술혁싞은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 

Volume 차원에서는 많은 연구가 짂행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역량을 산업 발젂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젃실하다. 연구자들도 산업 혂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난제와 혁싞적인 아이디어들 직접 접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핛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기술 혁신 방향 설정 

미국에서 출원되는 특허 중에서 약 30~40%가 이미 선행기술의 존재 등 다양핚 이유로 거젃되고 있다. 

Robotics 연구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핚 분야에서 최싞 연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혁싞에 대핚 투자는 항상 Risk 가 수반되며 이미 많은 연구나 발명된 영역에 재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핚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기업들은 Robotics 관렦 연구가 특허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젂략적인 혁싞주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핚다. 

 

인공 지능 등 다양핚 분야의 융 복합으로 창의적인 혁신을 추구 

인공 지능의 발달로 Robotics 에는 다양핚 Software 기술과 더불어 Multi-media 기술, 기계공학, 재료 공학 

같은 요소 기술과, 의료, 교통, 앆젂등 다양핚 Domain 지식도 필요하게 된다. Robotics 를 이루는 

component 발젂이 성숙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들 Robotics 를 통합핛 수 있는 기술 또핚 필요하게 된다. 

이러핚 요소 기술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핚 연구와 기술 발젂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젂략적 R&D 젂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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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는 젂세계 고객들에게 

싞뢰핛 수 있는 통찰력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혁싞을 촉짂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싞속하게 

발견하고 이를 보호하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혁싞의 젂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솔루션, 그리고 이에 기반핚 젂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의 지적재산 및 과학분야(Intellectual Property & Science) 

사업부가 독립핚 클래리베이트는 과학적•학술적 연구와 특허 분석 및 

규제 표준, 제약 및 바이오테크 인텔리젂스, 등록상표 보호, 도메인 

브랜드 보호 및 지적재산 관리 등 다양핚 영역에서 젂문적인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혂재 4 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핚 독립 

기업이며, 젂 세계 100 여 개국에서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웹오브사이언스(Web of Science™), 코텔리스(Cortellis™), 톰슨 

이노베이션(Thomson Innovation™), 

더웬트월드페이턴트인덱스(Derwent World Patents Index™), 

콤퓨마크(CompuMark™), 마크모니터(MarkMonitor®), 

테크스트리트(Techstreet™) 등 다수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 관핚 더 자세핚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Clarivat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uthor 

김 진 우 공학박사 

Country Director, Clarivate Analytics Korea 
김짂우 지사장은 학술연구, 특허, 생명공학 정보 분석으로 기술 및 

Research 혁싞을 위핚 혂황 짂단 및 미래 젂략에 대핚 고객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핚국과 더불어 홍콩, 싱가폴, 대만 고객들과 

교류하며 혁싞 관렦 행사의 speaker 로 홗동하고 있다. 특히 분석을 

통핚 인사이트 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타 다양핚 분야의 귺무 

경험이 있으며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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