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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지능형 로봇(intelligent service robot)은 시각·청각 등 감각 센서를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로봇으로, 외부 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로봇이며 교육 의료 실버 국방
건설 해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로봇기술의 융 복합화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의 개념임. 인공지능과 고도의 센서가 두뇌역할을 하는 로봇(일반적으로 시각, 촉각, 청각
등으로 자기 판단과 그에 대응하는 작동 가능)기술로 구성된 로봇임.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일의
효율성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능형 로봇은 모든 행동이 인간에 초점을 맞춤. 따라서
지능형 로봇의 핵심기술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정확성, 속응성, 내구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기술보다는 로봇지능, 호환성, 안전 및 성능과 연관된 기술임

< 지능형 로봇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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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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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지능형 로봇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핵심 동력으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 지능형 로봇 국제표준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국내 표준전문가가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진행 중.
지능형 로봇 원천기술의 국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대비 부족하나, 다양한 지능형 로봇
기술을 상용화 및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중 Part A: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WG 구성
· 실내외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율로봇 지도 개요, 적용 시나리오, 시맨틱 맵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작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보틱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기술
확보 추진
· ITU-T SG13에서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로보틱스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로봇 지능 증강 모델
등의 표준기술이 논의되고 있으며, 로봇 개발, 운용, 지능 증강, 모니터링 등 요소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을 한국 주도로 표준화 진행 중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로봇 모듈화를 지원하는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표준기술 확보 추진
· ISO TC299 WG6에서 개발된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표준 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주도로 표준화 진행 중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HRI 모듈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 모델
및 서비스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ISO TC299 WG6에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공통 정보 모델의 표준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정보 모델의 표준화가 진행 중. ITU-T SG13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로보틱스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안전이 확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
지능 평가방법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안전 머니퓰레이터 조작지능 평가표준 기술 확보 및 KOROS/TTA 단체 표준으로 개발 추진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밀집군중 환경에서의 이동로봇 주행안전지능 요구
사항/평가방법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밀집환경하 이동로봇 주행안전지능 평가표준 기술 확보 및 KOROS/TTA 단체 표준으로 개발 추진

∼ 2024년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중 Part A: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실내외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율로봇 지도 개요, 적용 시나리오, 시맨틱 맵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에 대한 표준 진행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보틱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참조구조 도출
· ITU-T SG13에서 개발 진행 중인 클라우드 로보틱스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의 패밀리 표준으로
로보틱스 서비스의 상세 기능 컴포넌트(Functional components) 및 참조구조 관련 신규 표준안 제안
및 개발 추진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로봇 모듈화를 지원하는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국제 표준 추진
· ISO TC299 WG6에서 개발된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의 후속 표준으로 서비스 로봇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표준을 한국 주도로 제정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HRI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화 추진
· ISO TC299 WG6에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통 정보 모델 표준화가 진행 중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안전이 확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
지능 평가방법 표준화 추진
· ISO TC299 WG4 서비스 로봇성능 분과에서 개발된 조작성능 표준 ISO 18646-3 개정안에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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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담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지능에 대한 표준반영 추진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밀집군중 환경에서의 이동로봇 주행안전지능 요구
사항/평가방법 표준화 추진
· ISO TC299 WG2 서비스 로봇안전 분과에서 추진 중인 ISO 13482 표준개정안에 실내외 이동로봇의
주행안전지능 관련 표준반영 추진

∼ 2026년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중 Part B: 프레임워크, Part C: 응용에 대한 표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
· Part B: 프레임워크에서는 먼저 시맨틱 맵 프레임워크, 시맨틱 데이터 모델, 자율이동로봇 간 맵
데이터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을 진행하고 Part C: 응용에서는 응용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응용
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및 응용 개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진행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HRI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화 완료
· ISO TC299 WG6에서 서비스 로봇을 위한 HRI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화 완료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국내 지능형 로봇 제품 중심의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에 적용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강화
· 국제 기술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한국의 지능형 로봇 홍보 제품관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해외 진출 기반 확충
· 변화하는 글로벌 로봇 트렌드에 적합한 수출촉진 및 시장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하여 수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로봇기술의 사업화율 제고 및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창업 활성화 및 연관기업의 로봇기업화를 통해 로봇기업 저변 확대
· 품질(Quality), 원가(Cost), 납기(Delivery) 개선을 위한 로봇분야 금형 및 디자인 전문
서비스 기업 육성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녹색사업 및 융복합 신규 사업에 대한 산업적 요구, 웰빙 지향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및 기술융합과 인간-로봇 공존에 따른 기술적 변화
· 스마트 환경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 시스템으로 인명중시를 통한 복지
사회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
· 국민 편의 증진 등 안전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신개념 서비스의 매개체 역할로 인간
친화적인 다양한 로봇 킬러앱(Killer application)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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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성능, 안전, 지능 등의 여러 부분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함. 기존에 로봇지능, 안전 및 성능, 호환성으로 중분류를 했었으나, 최근 지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사람/물체 인식지능을 포함하는 로봇지능을 위주로 중분류를
정리함. 이에 따라서 안전과 성능을 제외하고, 기존에 따로 있던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다른
로봇지능 관련 중점표준화 항목에 통합함으로써 로봇지능 위주로 개편함. 따라서 본 표준화
전략맵 지능형 로봇 소분과에서의 중분류 범위는 지능 인프라와 로봇지능을 중심으로 구분
< 지능형 로봇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로봇 자율주행에 필요한 지도체계의 구조, 지도의 데이터
포맷, 지도 저장방법과 응용에 대한 표준(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
- 실내외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율로봇
로봇 이동지능
지도 개요, 적용 시나리오, 시맨틱 맵 요구사항 및
기반의 시맨틱
시맨틱 맵의 참조 구조
맵데이터 표현
- 표준 시맨틱 지도 작성 프레임워크, 데이터 모델
표준
및 자율 로봇 간의 지도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 응용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응용 시스템 개발 지침
및 인터페이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다수의 로봇간 지능을 공유,
배포,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참여자(Stakeholder)를
클라우드 기반
정의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봇 프레임워크 제공을
로보틱스 서비스
위한 시스템 구조 제공
표준
-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로봇 시스템의 특징인 실시간
증강지능/군집지능, 로봇 데이터 수집 등의 유즈
지능
케이스 제공
인프라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특성으로 된 로봇 모듈의
재구성을 위한 로봇용 모듈의 공통사항인 정보모델
명세표준
로봇 정보 모델 - 모듈식별을 위한 일반적 정보
표준
- 재구성에 사용되는 모듈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특성 정보
-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이 제공해야하는 안전
및 보안 정보
로봇이 환경을 감지·인식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구현한
인식 지능 모듈의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의 분류
감지 및 인식 지능
- 클라우드/로컬/임베디드 환경의 지능 모듈 응용을
모듈을 위한
위한 정보 모델 표준
상호운용성 표준
- HRI 지능 공유 및 증강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 로봇의 인식지능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
- 로봇 인식지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IEEE
RAS

④

O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②

O

ISO
TC299

⑤

O

ISO
TC299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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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인간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협동하는 경우, 로봇이
인간과 로봇의
인간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임무 수행을 효율/효과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게 하는 지능 표준
협동을 위한 조작 - 협동작업 로봇의 안전과 조작 지능의 평가를 위한
지능 표준
시스템 요구사항
- 안전 조작지능 성능평가 모델 및 기법

ISO
TC299

②

O

밀집군중 환경에서 이동로봇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하는 지능의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 이동로봇 자율주행 모듈의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 이동로봇의 자율주행 지능 수준 평가 모델
- 동적 장애물 환경 하에서 로봇 이동지능의 안전
주행성능 평가 기법 등

ISO
TC299

②

O

로봇의 자율성/지능에 대한 프레임워크, 분류체계 등에
대한 구조/구성요소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로봇 지능체계 및
- 로봇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
평가방법 표준
- 로봇 지능(인식/주행/조작 등)에 대한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표준

IEEE
RAS,
ISO
TC299

③

X

사람과 지속적이고 원활한 감정 교류를 가능케 하는
지능
- 사용자 감정 교류의 장시간 기억 가능 지식체계 표준
인간-돌봄 로봇 간
- 사용자 감정 변화/원인 파악 기능의 성능평가 표준
지속적 감정
- 사회적 맥락 파악에 기반한 공감 및 분위기 인식에
교류를 위한 소셜
대한 성능 평가 표준
지능의 평가 표준
- 로봇의 음성 및 행동에 대한 감성/개성 랜더링 기술
체계에 대한 표준
- 로봇의 감성/개성 표현에 관한 성능 표준

IEEE
RAS

②

X

인간의 로봇 이용 또는 상호작용 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사람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인공지능·로봇과 - 인공지능 및 로봇과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한 프레임
IEC
상호 작용 시
워크 표준
SEG10
필요한 윤리 표준 - 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유즈
케이스 분석에 대한 표준

①

X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소독약 분무, UV 조사
방식의 방역 활동에 대한 성능평가 표준
감염병예방
- 방역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분사 제어 정밀도,
방역로봇 성능평가
UV 조사장치 성능평가, 로봇 주행성능 등에 대한
표준
표준
- 방역로봇의 실현장 적용 등을 위한 안전 지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안전성 요구사항 표준

②

X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로봇
지능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ISO
TC299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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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지능형 로봇 소분과에서는 ISO, ITU-T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OMG, IEEE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반으로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중 지능 인프라 및 로봇지능과 관련된
중점 표준화 항목 위주로 선정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주행기술은 로봇의 이동지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 예상되며 로봇주행과 관련하여 2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지도체계의
표준화가 완료되었고, 이를 확장하여 3차원 공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음. 공간 정보의 확장은 이동지능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시맨틱 정보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 시맨틱 프레임워크는
산업계의 다양한 고수준 운영시나리오 대응, 이동기반 작업지시, 성능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ITU-T SG13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를 위한 신규 표준안인 Y.RaaS-reqts가 개발 승인되었음. 해당 표준은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로봇 개발자, 로봇 제조사, 로봇 서비스 제공자 등 산업생태계 내 이해당사자 간의
공통이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특히 딥러닝 기반
로봇 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서비스형 로보틱스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로봇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화가 국제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 모듈 개발자가 모듈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하이브리드적 측면을 고려된 정보 모델을 로봇 및 응용 디자이너 및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이
감지, 인식, 해석 등 인간 로봇 상호 작용 기술 구현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단일
플랫폼 로봇 및 클라우드 기반 로봇의 인간 로봇 상호 작용 지능 공유와 서비스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로봇 개발자와 인공지능 개발자가 개발한 다양한 지능 모듈의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인식 지능 모듈화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협동로봇의 보급 확대와
서비스분야에서의 로봇활용 시도 증가로 인간과 로봇의 안전한 공간 공유 및 협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 특히 인간과 로봇이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더불어 성능평가 체계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로봇의 이동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을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 창고
등에서만 활용되던 이동로봇이 건물 내 소화물 이송, 도심 공간 내 배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일상공간에 활용됨에 따라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로봇 이동 지능의
필수요소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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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지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사람/물체 인식지능을 포함
하는 로봇지능을 위주로 중분류를 정리함. 이에 따라서 안전과 성능을 제외하고, 기존에
따로 있던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다른 로봇지능 관련 중점 표준화 항목에 통합함으로써 로봇
지능 위주로 개편
- Ver.2021(2020년)에서는 지능형 로봇 제품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로봇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회의 ISO TC299내에서 사회적 수요에 맞춰 여러 WG으로 나뉘어져
활발하게 진행 중. 또한 IEEE, IEC 등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표준 대응이 활발히 진행 중. 따라서
지능형 로봇 표준의 국제적 관심에 따라 지능과 관련된 중점 표준화 항목을 반영. 로봇 이동
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 항목은 유지하고,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과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을 신규로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ICT 융합서비스 내의 지능형 디바이스와 지능형 로봇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로봇지능의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지능과 관련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집중해서
개발함. 또한 국제 표준화 회의 ISO, IEEE, IEC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표준 과제를 같이
고려함.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은 유지하고,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을 신규로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사람과 로봇의 상호 작용을
위한 인식지능 평가 표준

-

-

로봇 지능체계 및 평가방법
표준

-

-

사람이 로봇과 상호작용시
로봇을 신뢰할 수 있는 로봇
윤리 평가 표준

-

-

지능인프라

로봇지능

* Ver. 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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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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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020.2)
-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여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로 로봇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중(2019.8)
·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 보급을 지원하여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추진
·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실증보급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되 뿌리, 섬유, 식 음료 등 3大업종 표준모델 우선 개발
·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핵심부품 및 SW를 선정하고, 차세대 3대 핵심부품
및 4대 SW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보급 추진
- 대통력 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서 로봇 지원정책을 발표(2018.12)
-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구축 추진(2018.11)
· 자율주행차(2018.11), 드론(2019.10), 수소·전기차(2020.4), VR·AR(2020.8), AI(2020.12)와
함께 로봇 분야 로드맵 수립(2020.10)
· 산업, 상업, 의료, 공공 등 4개 분야에서 22건, 안정성, 데이터, 기반 구축 등 공통분야
에서 11건

미국

- 제조업 부흥을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2011.6)’의 일환으로 다부처 협력 ‘국가로봇
계획(NRI 3.0)’를 통해 로봇 R&D를 지원 중(2021.5)
· 2017년부터 NRI 2.0을 추진하며 ‘Ubiquitous Co-Robot’ 실현을 목표로 헬스, 물류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학계, 산업계, 기술, 통합 시스템에 초점을 맞춤
· 2019년 NRI 예산은 3,500만 달러에 달하며 미 국방부와 화성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
국방과 우주 분야 로봇 개발에 적극 지원 중
-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는 협동로봇 개발에 초점을 맞춘 NRI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동로봇의 확장성(Scalability)을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확대 중(2014.9)
· 목표 : ‘Ubiquitous Co-Robot’ 실현으로 컴퓨터와 같이 인간생활에 일상화 된 로봇활용
및 구현
· 다수의 인간-로봇 협업 실현,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로봇 설계, 로봇전문 교육
과정 확립 및 인력 양성 등 협동로봇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정부는 2011년 6월 발표한 ‘첨단제조업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로봇산업 육성정책 시행(2011.6)
· 목표 : ‘Co-Robot’ 개발·활용을 통한 미국의 로봇산업 리더십 제고
· 차세대 로보틱스 기술 개발, 관련 시스템과 제품의 역량 및 활용가능성 제고, 로봇
분야 커뮤니티의 관심을 혁신적 적용 분야로 전환 등 기초연구부터 개발-제조-확산
까지 전주기 포함

일본

- 전자상거래 발달, 운전자 고령화 심화 등으로 물류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하는 가운데
자율주행로봇에 의한 라스트마일 배송 주목(2019.9)
· 2019년 9월 자율주행로봇을 배송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를 목적으로 민관
협의회 구성
· 2020년 4월부터 공공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량 운행 허용
- 경제산업성은 ‘커넥티드 인더스트리(2017)’를 발표하여 제조혁신을 위해 로봇·IoT 융합,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을 추진 중(2017.10)
- 내각부는 2050년까지 AI와 로봇의 공통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행동하며 인간과 공생하는
로봇 실현을 목표로 설정(2015.1)
· 2030년까지 일정한 규칙 하에 함께 행동하고 90%이상의 사람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는
AI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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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2050년까지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율적 판단과 활동으로 성장하는 AI
로봇 개발
- 정부는 2015년판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 분야로 지정했으며,
로봇 강대국의 위치 선점을 위한 다양한 로봇관련 정책지원 실시(2015.1)
· 기본개념 : 경쟁우위에 있는 로봇기술을 활용, 일본형 4차 산업혁명 개척
· 기본전략 : 로봇기반 산업생태계 혁신 및 사회적 과제 해결을 선도하고 로봇화를 기축으로
사물인터넷(IoT),사이버물리시스템(CPS) 혁명을 주도
· 향후 5년간을 로봇혁명 집중 실행기간으로 지정
· 2020년까지 민·관에서 총액 1,000억 엔 규모의 로봇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로봇 시장
규모를 현재의 6,600억 엔에서 2조 4천억 엔으로 확대, 후쿠시마에 새로운 로봇 실증
필드 설치 등 추진
·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 간병·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통해 데이터 축적
후 인공지능 기술까지 강화
· 로봇 초기도입비용을 2020년까지는 20% 삭감, 로봇도입을 지원하는 인재를 3만 명으로
증가(아베 총리 미래투자회의)

유럽

- ‘EU Horizon 2020’의 성과와 성공을 기반으로 ‘Horizon Europe’ 발표(2021.1)
· 로봇 관련 연구개발 혁신(R&D&I) 프로젝트는 제조 및 건설 부문의 디지털 전환, 작업자
지원용 자율 솔루션, 인지력 향상 및 인간-로봇 협동에 초점
· 로봇 관련 워크 프로그램 2021-2022 진행. 2년간 2억 4,000만 달러 지원
- (덴마크) 협동로봇 분야에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협동로봇 허브를 설립(2020),
2025년까지 로봇산업 인력 총 2만5,000명 고용 전망(2020.2)
- (독일) 회사, 대학, 연구기관 간 파트너십을 촉진해 전문성을 결합시키는 ‘하이테크 전략
2025’를 통해 연구 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 운영(2018.9)
· 로봇 관련 프로그램인 ‘Together Through Innovation’(2020∼2026)에 연간 8,400만 달러
(약 940억) 지원
- (독일) 전통 제조업용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연구센터를 통한 ‘스마트공장시스템’ 개발
등 Industry 4.0 전략 추진(2013.4)
- EU에서 Horizon 2020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사회·경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추진(2014∼2020)
· EU Horizon 2020은 ‘Europe 2020 전략’ 가운데 R&D 투자증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을 중심으로 한 실행 프로그램
· 전 유럽을 단일 연구지대(ERA)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연구 재정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중 8번째 프로그램
· 추진배경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유럽의 경기침체 해소와 경제 시스템의 안정화,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
· 7년(2014년～2020년), 786억 유로의 투자 추진
* EU Horizon 2020 로봇분야 실행 계획
· (ICT 항목 중 로봇분야) 로봇은 산업자동화를 통해 보급 되었지만 더 많은 분야로 확산
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로 도입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및 보급을 과제로 인식
· 우선순위 : 헬스케어, 인프라의 검사 및 유지 관리, 농식품, 신속 제조 4가지
· 연구범위 : ① 연구 및 혁신을 통한 유망 로봇 활용, ② 혁신 활동 - 인프라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로보틱스, ③ 로봇 경진 대회
· (로봇공학 핵심연구 분야) 로봇 시스템의 자율성은 인공지능과 인지기술, 인지메카트로
닉스, 사회적으로 협조적인 인간-로봇 상호작용, 모델 베이스 설계 및 구성도구와 같은
핵심 기술의 조합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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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과학기술부는 ‘로봇산업 발전계획’(2016～2020, 5개년 계획) 구체화를 위한 ‘스마트 로봇
프로젝트 가이드’ 발표(2017.8)
- 공업신식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합동으로 로봇산업 발전계획 발표(2016)
·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2016년 3월 공동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기간, 로봇산업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향후
5년간의 로봇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 계획에서는 5년간 로봇산업의 발전 목표와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하고 정부의 시행조치 등을 언급
· 종합 목표 : ① 2020년까지 중국 국내 브랜드의 연간 제조용 로봇 생산량 10만대 달성,
그 중 6축 이상 다관절 로봇 생산 비중 50% ② 서비스 로봇 연간 매출액 300억 위안
이상 ③ 국제경쟁력 보유한 중점기업 3개사 이상 육성
· 핵심 추진 분야 : ① 핵심부품 ② 첨단상품, 이를 바탕으로 품질, 시장점유율, 주요
중국 국내 기업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방침
· 주요 내용 : 로봇 관련 부품 및 고수준의 제품 확보, 대규모 로봇 기업의 육성,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 향상, 인터넷 기업과 로봇 관련 기업과의 융합, 로봇 관련 중소기업
육성, 연구, 검사기간 및 인프라 강화, 인재 육성과 확보, 휴먼로봇, 간병 등 10대 로봇
분야 육성,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금융 지원, 산학연 로봇 연구 개발 가속화
- ‘Smart manufacturing’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산업의 Smart Factory화 및 디지털 작업현장
건설을 추진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년까지 운용비용, 생산주기, 불량률 30% 감축 목표(2015.5)
- 제조업 핵심기술 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낙후 생산설비 문제, 에너지 효율 저조
문제 해결 목적으로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로봇 활용 지원(2015.5)
·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까지 총 3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여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도모할 계획(3단계 계획)

중국

단 계

목 표

추 진 내 용

1단계
(∼2025년)

제조강국 반열
진입

기본 공업화 실현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 보유, 우위 분야의 경쟁력 실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신산업군 형성

2단계
(∼2035년)

제조강국 세계
중간수준 진입

주요 영역에서의 중요성과 달성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 산업의 전 세계 산업 주도
전면 산업화 실현

3단계
(∼2045년)

세계 제조업
선도 국가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 2019년 지능형 로봇 개발에 5억 7,700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투자
· 중국 정부는 목표 달성위해 10대 로봇*, 5대 핵심부품*을 선정. 이를 집중 육성 계획
구분

세부항목

10대 로봇

용접로봇, 프로그래밍 스마트 산업용 로봇, 양팔 로봇, 협동 로봇,
청소 로봇, 중량급 AGV, 소방구조 로봇, 수술 로봇, 지능형
공공서비스 로봇, 지능형 간호 로봇

5대 핵심 부품

고정밀 감속기, 고성능 로봇 전용 모터, 고성능 제어기,
감응기(센서), 단말 작동기

- 중국 제조산업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 이 중 ‘첨단
로봇 분야’를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프로젝트를 추진(2015.5)
· 10대 핵심 산업 : 차세대 IT기술, 첨단 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공정설비, 선진궤도 교통설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 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부터 서비스 로봇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 2016년에는 로봇
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서비스 로봇 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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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3.8%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주행을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 맵핑,
장애물 발견 및 회피와 같은 기능적 공간정보처리에서 공간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주행상황을 추론하고 로봇행동계획을 지원하는 시맨틱 맵에 대한 기술개발이
가속화. 주로 인지기술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로봇이동지능과 관련한 경로, 공간구조나
의미론적 추론 등 behavior레이어 단계의 이동지능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산업계의 경우
시맨틱 맵 본연의 정의에 따른 기술수요보다는 현장의 운영 시나리오 대응, 작업변경,
레이아웃 변경 등 다양한 작업 공간 내에서의 주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기술개발이 진행 중. 물류 자동화를 위한 다중로봇 작업 스케줄링, 이송을 위한 다중 로봇
동작계획 등 지능제어관련 metric 지도개발의 비중이 높지만 숙련 작업 지원,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시맨틱 맵 개념의 이동지능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KAIST
· 영상기반 위치인식, 데이터융합기반 경로인식 및 판단 등 로봇이동지능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SLAM기반의 이동지능연구를 기반으로 시맨틱 맵 요소기술
연구비중이 점차 확대
· 실외환경 영상위치인식과 관련하여 영상의 밝기 변화를 고려한 영상특징추출기술을 개발
· 위치정보 융합기반 경로인식 및 판단과 관련하여 엔트로피가 고려된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도로 환경에서 획득한 멀티센서 융합 연구를 수행
- ETRI
· Metric지도와 위상지도를 지원하는 재구성 가능한 범용 로봇주행 라이브러리(uRON)기술을
개발하였고, 관련 Metric지도 포맷을 IEEE RAS MDR 표준으로 제정. MDR 표준의 3차원
확장표준규격에 참여 중
- 성균관대
· TOSM을 이용한 시맨틱 지도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시맨틱 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충북대
· 센서 융합 기반의 시맨틱 3D MODT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시맨틱 SLAM
연구를 수행 중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국내의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는 다수의 로봇을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초기 단계임. 향후 로봇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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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로봇 제어 등의 복잡한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수행하기 위한 기술연구가 진행 중
- LG CNS
· 기업의 IT시스템과 통합하여 로봇 서비스를 손쉽게 기획, 구축, 운영, 모니터링 가능한 ‘오롯’
플랫폼을 개발. 오롯은 통합 사업자 관점에서의 로봇 관리 솔루션으로 공항의 안내로봇
에어스타(AIRSTAR)에 적용되어, 공항 내 혼잡 정보를 이용한 출국장 안내, 위치 정보
기반의 로봇 내비게이션 기능 등에 적용
- 클로봇
·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솔루션 기업인 클로봇은 이기종 로봇을 손쉽게 통합 관리,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인 '크롬스(CROMS, Cloud Robot Management System)'를 개발,
로봇 도입, 개발 및 관리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 ‘카멜레온(Clobot Autonomous Navigation Solution)'은 클로봇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물류, 보안, 딜리버리 등의 산업영역에서 국내 도로환경을 기반으로 한 국산
솔루션 제공을 지원
- LG전자/ETRI/커먼컴퓨터/서울대/성균관대/GIST 등 산학연 연합
· 2020년 국내 국책 과제로 ‘다수 로봇의 지능을 통합 고도화하는 클라우드 로봇 지능 증강
공유 및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이 LG전자를 중심으로 산학연에서 수행 중. 로봇이 요구하는
복합인공지능 개발에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
- 네이버
· 2020년 11월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인 ARC(AI-Robot-Cloud)를
공개, 클라우드 상에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국내의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자체 기술 및 연구 결과물을 위해서
모듈화가 적용된 시기는 오래되었으나 시장 출시용 모듈화된 제품은 초기 단계임.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모듈 간 재구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연구 필요
- ETRI
· 로봇에 활용될 수 있는 인식기술을 모듈화하고 개발도구를 통하여 로봇 서비스의 구성 시
모듈로써 연동이 되는 기술을 개발
- 로보티즈
· 전문가용 로봇용으로 자사 내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을 적용한 기술을 보유
- 강원대/경희대
· 서비스 로봇용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모델화 기술을 개발 중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인간 로봇 상호 작용을 위한 음성 및 비전
기반 인식 기술에 대한 국내 원천 기술 확보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로봇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필요
- ETRI
· 비전 기반 개인 식별 정보 인식 기술은 딥러닝 기술의 적용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름
· 얼굴의 시간 변화에 따른 다중 프레임의 비디오 기반 실환경 얼굴인식 기술 개발이 최근
활발하게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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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표정, 포즈에 강인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얼굴 및 성별, 연령 인식기를 개발하였으며,
얼굴 외형 특징 정보로서 머리카락 정보 및 립스틱 색상 정보 인식기를 개발 중
· 고령자 케어 로봇 서비스를 위해 로봇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고령자의 외형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딥러닝 기반 다중 속성 모델 개발 중
- KAIST
· LFW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개인 식별 및 얼굴 특징(성별, 인종, eyes open 등)을 검출하는 기술
개발(2015). 약 92~93%의 정확도를 보임
· 이미지 내의 모든 객체의 상호 의존성을 모델링하여 장면 그래프 생성을 개선하는 방법 제안.
여러 객체 간의 관련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임베딩 모듈과 검출 모델인 Faster-RCNN을 결합하여
구현
· 컬러 채널과 열 채널을 고려하여 어두운 화면에서도 동작하는 이미지 및 동영상에서 보행자를
검출하는 기술 개발
- POSTECH
· Discriminative 방법과 generative 방법을 결합한 얼굴 특징점 검출 및 추적 기술 개발,
LBP, LGP, HOG에서 선별적으로 특징을 학습하여 검출하는 얼굴 검출 기술 등 얼굴 영상
관련 분야를 꾸준히 연구 중
· 물체 검출 및 추적, 이미지 캡셔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 메타
러닝을 이용한 물체 추적 기술 발표
· 비디오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 내의 문맥을 포착하는 모듈, 영상 및 음성에서 추출된 특징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행동 인식 및 장면 인식 기술 개발
- 서울대
· 3D 모션 캡처를 통해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 물체 검출 기술인 가우시안(Gaussian) YOLO v3를 2019년에 발표. YOLO의 바운딩 박스를
특정 값이 아닌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형태로 추정하여 KITTI 데이터 셋에서 3%의 성능
향상을 보여줌
· 비디오 내 영상과 자막 데이터에 대한 의미론적 정보를 포착하는 이중 어텐션(dual attention)
모듈을 제안하고 영상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태스크에 적용해 좋은 연구
성과를 발표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물체 파지, 조립 등을 위한
조립지능의 경우 다양한 물체를 인식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을 조립하는 수준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옷과 같이 유연성이 매우 높은 대상물에 대한 조작기술은 다소 부족한
편이며, 사용자와 안전하게 협업하여 고난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은 부재. 2020년부터는
산업부 신규 사업의 고난도 조립작업에 대한 직접교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효율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기술 연구를 지원 중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 작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2021년 3월에는 과기부-산업부가 공동주최한 물품조립 AI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설명서를
보고 가구를 조립하는 수준의 로봇 기술이 경연된 바 있음. 물류창고의 피킹작업 및 제조현장의
물품조립에 지능형 조작로봇의 활용이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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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하여 레고 조립, peg-in-hole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조작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며,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와 함께 WRS 2018 Partner
robot real space 대회에도 참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물체 조립작업을 하는 사람 동작 인식기술로, RGB-D 영상을 활용하여 16개 관절에 대하여 87%의 인식
성공률을 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8가지 도구 사용하는 파지방법에 대하여 95%의 인식 성공률 달성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통해 2021년 개최된 물품조립 AI로봇 대회에서 로봇부문 우승의 성과를 거둠
- 성균관대
· 상기 물체조립작업에 있어서, 25종의 물체에 대하여 98%의 인식 성공률과 1.5mm/0.1°의
위치/자세 인식 정밀도를 제공
- KAIST
· 제조 작업에 사용되는 20개 단위행동 인식률 94.72%, 10개 단위작업 인식률 94.80%, 10프레임
당 0.1초의 인식 속도 성능을 제공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축적된 학습데이터를 통해 기계가 물체를 정확히 인지해 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다른
물체가 있어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피킹 기술을 개발. 12종의 학습물체와 10종의 미학습
물체가 섞인 환경에서 인식률 96.5%, 피킹 성공률 82.6%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를 물품조립
기술로 확장하여 2021년 개최된 물품조립 AI로봇 대회에서 AI부문 우승의 성과를 거둠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19년부터 과기부-산업부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밀집군중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동로봇 기술 및 관련
표준을 함께 개발 중. 수년 내 근거리 음식 배송 및 택배차량과 연동한 라스트마일 배송이 로봇을
통해 무인화 서비스될 전망
- 로보티즈
· 2019년 국내최초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배달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여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실외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20여대의
로봇을 이용하여 상용화 수준의 시범서비스를 개시
- 언맨드솔루션
· 2020년 과기부의 배달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 상암 문화광장일대에서 무인택배 로봇
실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와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에서 5G 기반
실외 자율주행 경비로봇을 실증 중
- LG전자
· 2020년 병원이나 식당 매장 등에서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클로이 서브봇을 정식 출시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우아한형제들과 서빙로봇 업무협약을 하는
등 실내배송로봇 출시를 본격화
- 고려대
· 2016년부터 ‘환경변화에 강인한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을 위한 학습형 로봇이동지능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실내외 환경에서 동적객체를 회피하여 자율 주행할 수 있는 학습형 주행제어
기술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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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주행을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 맵핑,
장애물 발견 및 회피와 같은 기능적 공간정보처리에서 공간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주행상황을 추론하고 로봇행동계획을 지원하는 시맨틱 맵에 대한 제안, 데이터셋 개방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시맨틱 맵은 자율주행과 지능적 물체 조작 분야의 핵심기술로
인식되며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수의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공유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와 더불어 관련 연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Google
· 심층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사람과 유사하게 Google Street View 영상만 이용하여 길 찾기
학습이 가능. 이미지를 기반으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분기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분기점에서 어디로 향할지를 강화학습을 통하여
학습하였지만, 로봇관점이 아닌 미리 획득한 센싱 데이터에 기반 한 시뮬레이션으로 환경변화
대응이 부족하고 길의 위상학적 구조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등 실세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적
- 미국, MIT
·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대략적으로 주어진 맵(Route map)에서 영상만을 이용하여 분기점에서의
이동판단을 Variational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로봇에 직접 적용은 어렵지만 공간추론을 이용한 시맨틱 맵 기술을 구현한 점에서
유의미한 기술
- 프랑스, INRIA/미국, Stanford University
· 영상 특징은 사람이 정의한 모델이 아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모델 학습을
구현함. 딥러닝 기반의 실외환경 영상기반 위치인식기술은 프랑스의 INRIA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Google Street View기반의 데이터셋(Tokyo24/7)에 대해 Recall rate가 약
80%내외의 수준임. 특히 스탠포드대학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 특징을 추출하는
딥러닝 모델학습방법을 제안하였는데, 환경이 변화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인식하는 수준의 성능
- 미국, CMU
· 공간의 연결 관계를 이용한 위치인식 기법과 기존 미터단위 위치인식기법을 베이지안 필터를
통해 융합한 Topometric기법을 제안. 또한 부엌, 거실 등 실내 공간의 색상 특징을 위치단서로
이용하고 투표(voting)방식을 통해 로봇 위치를 결정하는 연구를 발표
- 스위스, ETH
· 대형 3차원 지도에서 영상 특징점을 위치단서로 활용하고 이를 투표(voting)방식으로
융합하여 로봇의 위치를 결정
- 캐나다, Clearpath Robotics
· Visual-Teach-and Repeat(VTR)라는 모방학습기법을 이용한 실외로봇주행 기술을 상용화
성공하여 판매 중
- 미국, UC Berkeley
· 로봇이 가본 적 있는 길을 재방문할 때 주변 환경이 다소 변했더라도 경로를 잘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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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기능을 시각적 메모리 기반 강화학습을 통해 구현
- 이탈리아, Sapienza University
· 시맨틱 맵핑의 벤치마킹을 위한 시맨틱 맵 표현(representation)과 평가체계를 제안함. 또한
시맨틱 맵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표준체계를 제안
- 스페인, Madrid University
· MiNERVA라는 로봇 주행을 위한 Toposemantic Navigation 모델을 제안.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에 대한 완전한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 표현 모델을 기반으로 사람과
공존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 표현 체계를 제시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국외에서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인 Amazon, Google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로서의 로봇(Robot as a Service, RaaS)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로봇 관리 시스템에 기계학습 기술을 통합하여 다수 로봇에 지능을 제공하는 멀티 로봇
플랫폼으로 확장 전망
- 미국, Amazon
· 로보틱스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시뮬레이션 및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인 RoboMaker를
AWS를 통해 서비스 제공. RoboMaker는 멀티 로봇 시뮬레이션을 위한 로봇운영체제(ROS),
로봇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라이브러리 제공뿐만 아니라 로봇 지능을 위한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등 자사의 기계하습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
- 미국, Google
· 2018년부터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GCP를 통해 로보틱스 개발 플랫폼인 ‘Google
클라우드 로보틱스 플랫폼(GCRP)’을 출시 준비하여, 2019년 Kubernetes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로봇 어플리케이션과 기계학습 플랫폼 등을 통합 제공하는 Cloud Robotics Core 서비스를
제공
- 기타
· 클라우드로 관리되는 로봇 임대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형태의 서비스 시장이 성장 중.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 시장의 주 분야는 물류, 배송, 청소, 보안 등이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
6 River, Fetch Robotics, InVia Robotics, Locus Robotics(이상 공장 물류), Aethon, Kiwibot,
Savioke, Starship Technologies(배송), Peanut Robotics, Maidbot(청소), Cobalt Robotics,
Knightscope, SMP Robotics(보안) 등이 존재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국외 로봇 기업 및 연구기관의 관리적 생산성을 위한 모듈화에서
상품적 모듈화로 관심이 확산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봇 제조사뿐만 아니라 로봇 테스트
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로봇 모듈화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
- 독일, Fraunhofer/Pilz
· 플랫폼기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로봇 연구 기술개발에 적용 중
· 제공하는 서비스를 로봇 하드웨어 테스트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로 확장하고 있으며,
모듈화된 소프트웨어의 안전 테스트를 중심으로 연구 중
- 일본, JISC/Kawasaki Heavy Industry/IDEC
· OMG에서 개발한 RTC 표준의 이력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모듈화에 관심을 보임
· 기업 내에서 많은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에 쌓인 모듈화 기술과 제품에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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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 표준의 간극에 관심을 보임
· 모듈화된 부품의 재구성으로 인한 안전 수준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 SAC
· 하드웨어 모듈화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모듈화 기술을 산업 내에 적용하려 적극적으로
노력
- 인도, UPES
· 웨어러블 보행 보조로봇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화에 적극 노력 중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딥러닝 기술이 음성, 얼굴 인식 및 추적,
개인 및 서비스에 대한 맥락 이해, 주행, 조작 등의 인식 모듈에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능의
모듈화에 대한 효용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모듈화에 대한 표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지능 모듈의 사용성과 상호 운용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지 지능 모듈에 대한 정보 모델
표준화 작업 추진이 필요
- 미국, Amazon Rekognition
· Amazon AWS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계 학습을 통한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가능. 이미지
및 비디오에서 객체, 사람, 텍스트, 장면 및 활동을 식별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탐지하는
다양한 API를 제공. 얼굴 탐지, 분석 및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얼굴 분석 및 얼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 확인, 사람 수 계산, 유명인 검출, 보호 장구 검출, 공공 안전
서비스 등에 활용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개발 환경인 아마존 RoboMaker와 연동하여 활용 가능
- 미국, Microsoft
· 얼굴 사진으로부터 개인 외형을 인식하고 비교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Face API”
서비스를 제공. 인식되는 얼굴 외형 특징으로는 얼굴 크기, 얼굴 요소의 위치 정보 등과
더불어 나이, 성별, 웃음 여부, 수염, 안경 착용 여부 등이 있음
- 미국, SRI International
· 얼굴의 외형 특징을 추출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함. 신경망의 일종인 RBM(Restricted
Boltzmann Machine)과 고전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결합하여 사용했으며, 입·코, 립스틱 색, 달걀형 얼굴, 회색 머리, 성별 등 총 40가지의
얼굴 특징 정보를 제공
- 미국, Univ. of South Florida
· 물체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입력으로 로봇의 다음 행동을 정하고 물체의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FOON(Functional Object-Oriented Network)을 소개
· 조리 중인 식재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Inception 기반의 인식 알고리즘을 소개
- 중국, Baidu/미국, Northwestern Univ
· 2019년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물체의 부분과 그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Concept Sharing Network
방법을 소개. 각 부분 위치 검출에 대한 모듈과 패턴에 대한 모듈을 별도로 학습시킴으로써
서로 분리되어서 학습될 수 있도록 함
-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미국, NVIDIA
· 영상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영상의 이후 프레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이들은 영상의 각 픽셀에 대해서 과거의 맥락을 인식시킬 수 있는 Parallel Multi-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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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을 이용한 아키텍처에 사람의 행동, 차량의 이동에 대한 영상을 학습 및 예측하였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빠르면서도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줌
-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장면 그래프 및 시각적 Q&A와 같은 시각적 추론 작업들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진 안의 시각적
맥락을 학습할 수 있는 동적 트리 구조를 제안. 이 방법은 트리 구조를 위한 강화학습과 최종
과제를 위한 감독 학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학습 과정을 사용함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로봇이 작업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작업하는 기술, 로봇의 조작성능을 평가하는 기술 등이 개발 중. 특히 일본에서는
2020 올림픽과 함께 대규모 로봇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8년 World Robot Summit 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올림픽연기로 2021년 9월 및 10월에 분야별 본 대회를 개최할 예정. WRS의
주요 경쟁내용은 산업 및 서비스분야의 조작 지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편의점 매대 정리,
방 정리 등 사람수준의 조작 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수년
내에 실생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
- 미국, UC Berkeley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로봇이 스스로 물체를 집는 지능을 개발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3D
모델(Synthetic data)을 이용하여 물체에 대한 Grasping 포인트를 계산, 파지점을 지정하고
가상의 카메라의 포즈를 변경하여 다량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여 물체를 파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Mask R-CNN과 Siamese CNN을 이용하여 타겟 물체를 한 번에 인식하고
파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 미국, NASA
· 우주정거장 및 우주탐사에서 다양한 위험한 작업을 우주비행사 대신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인간 상반신 형 로봇을 위하여 인간형태의 5지형 로봇손을 개발. 스크류 드라이버,
스트리퍼, 핀셋, 가위, 전동드라이버, 모종삽, 펜 등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도구를
실제 사용하는 demonstration을 공개한 바 있고 이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테스트
- 미국, NIST
· 로봇그리퍼/로봇손 등을 이용한 물체 파지조작 성능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잡는 기능,
잡는 힘, 손에서 물체를 조작하는 기능(In-hand manipulation), 물체포즈 추정 기능 등에
대한 표준 평가 방법과 평가 지표를 개발 중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국외에서는 실외배달을 목표로 다양한 실외
배송로봇 플랫폼 개발 및 안전 주행기술이 개발 중. 주행가능영역 판단, 다중동적장애물 검출 및
추적 기술 등을 포함. 자율주행무인차와 배달로봇을 이용하여 배달 전 과정이 무인화 수준으로
발전할 전망
- 미국, Starship Technologies
· 상용화수준의 로보틱 배달 서비스로는 세계최초로 2018년부터 영국 밀턴 케인즈 지역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자율주행 상품배송 서비스를 개시
- 미국, Amazon
· 2017년 아마존사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Dispatch사를 비밀리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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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스카우트’를 공개
· 2020년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사의 물류인프라의 로봇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중국, Alibaba
· 카메라 기반 시스템보다 정밀한 레이저 가이던스를 사용한 로봇을 테스트를 진행. 특히,
이 로봇은 MEMS 거울을 사용하여 거울을 회전시키는 시스템을 대체
- 독일, KIT
· 칼스루헤공대는 주행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선도 중. KITTI Road Estimation
benchmark 등을 이용하여 주행환경에서 취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도로 영역을 검출해내는
알고리즘 평가를 전 세계에서 참여 중이며, KITTI Tracking Dataset을 사용해 동적 물체
검출 및 추적 성공률을 평가하는 Challenge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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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지능형 로봇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6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864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을 비롯한 총 6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 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키워드를
참고하여 특허 검색식을 작성 후 분석을 진행함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 키워드

특허 검색식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영문] Robot,
Autonomous Robot,
Mobile Robot, Mobile
Intelligence, Semantic,
Map data representation,
Reference Model,
Framework, Application,
SMART(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

(로봇* or 이동로봇* or “이동 로봇*” or “자율주행 로봇*” or
“자율 로봇*” or 이동지능* or “이동 지능*” or robot* or
“autonomous robot*” or “autonomous mobile robot” or “moving
robot*” or “driving robot*” or “mobile robot*” or “guiding robot*”
or “guidance robot*“ or ”mobile intelligen*“ or “robotic vehicle*”
or “self moving robot*” or “self-moving robot*”) N/3 (“지도
생성*” or “맵 생성*” or “레퍼런스 모델” or 프레임워크 or
어플리케이션 or 에플리케이션 or 애플리케이션 or “지도
데이터*” or “지리 데이터*” or “맵 데이터” or “맵 관리” or “위치
데이터” or “지도 데이터 표현*” or “지도 데이터 표기*” or “맵
데이터 표기*” or “맵 데이터 표현*” or “map creat*” or “map
generat*” or “map build*” or “map data representation” or “map
data” or “map manag*” or “map construct*” or “positioning data”
or “geographical data” or “reference model” or “reference
architecture” or framework* or application or “SMART” or
“semantic map*”)

[국문] 로봇, 자율주행
로봇, 모바일 로봇,
시맨틱 맵데이터,
맵데이터 표현, 레퍼런스
모델, 프레임워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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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Cloud-based,
Robotic service, Platform
service, Remote service,
Stake Holders, Robot
Framework, Real-time
AR/Grouping Intelligence,
Robot Data collection,
User Case Service
[국문]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원격
서비스, 로봇 프레임워크,
참여자, 실시간 증강/
군집지능, 로봇 데이터
수집, 유저케이스 제공

로봇 정보 모델
표준

[영문] Robot, Software,
Sensor, Operator, Navigator,
Manipulator Module
Modeling, Information
model, module property
profile, modularity, software
modules, hardware
modules, execution life
cycle, composability,
integrality, interoperability,
module granularity, Platform
independence, reusability,
self-configuration, module
properties, modular robots,
robot middleware, robot
platform, OPRoS, ROS,
OpenRTM
[국문] 로봇 소프트웨어
모듈, 센서 모듈, 구동기
모듈, 네비게이션 모듈,
매니퓰레이션 모듈 정보
모델링, 정보 표준 모델링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영문] Robot,
Environment, Recognition,
Sensing, Module,
Reusing, Interoperability,
Information Modeling,
cloud/local/embedded,
Safety/Security Modeling
[국문] 로봇, 환경 감지/
인식 정보 모듈 모델링,
안전/보안 정보 모델링,
클라우드/로컬/임베디드
환경, 정보분류

특허 검색식

(로봇* or robot*) and ((클라우드* or “클라우드 서비스*” or
클라우딩) N/4 (플랫폼* or “플랫폼 서비스*” or 원격제어* or
“원격 제어*” or “원격 서비스*” or “로보틱 서비스*” or
프레임워크* or “실시간 증강*” or “실시간 그룹*” or “유저
케이스*” or 유저케이스 or “사용자 케이스*” or “데이터 수집*”
or “데이터 저장*” or “데이터 분류*” or framework or platform*
or “stake holder*” or participant* or “real-time augment*” or
“real-time group*” or “data collect*” or “data stor*” or “user
case* suppl*” or “user case*” or cloud* or “cloud robot manag*”
or “cloud robot” or “robot platform” or platform* or “robotic
service*” or “remote servic*”))

(로봇* or robot*) and ((소프트웨어 or 어플리케이션 or
애플리케이션 or 센서 or 센싱* or 주행 or 드라이빙 or
네비게이션 or 동작 or 모션* or 작동 or 정보* or 조작* or
매니퓰레이션 or 추상* or “추상 레이어” or 추상층 or “하드웨어
추상*” or 교환* or 호환* or 블랙박스* or “블랙 박스*” or
인터페이스* or “인터페이스 스펙*” or 아키텍쳐* or 자가구성
or “자가 구성” or 플르그앤플레이 or “플러그 앤 플레이” or
“플러그-앤-플러그” or 재구성* or 구성* or 하드웨어* or
엑츄에이터 or 엑추에이터 or 통신* or 입력* or 출력* or 안전*
or 프로세싱* or 수퍼바이저* or 감시* or “오픈 플랫폼*” or
software or application* or sens* or driving or navigat* or
manipulat* or motion* or operat* or information or “*abstraction
layer” or “hardware abstraction layer (HAL)” or “component” or
“software component” or “hardware component” or “software
aspects “ or “hardware aspects” or “black box” or “interface”
or “interface specification” or “interchangeability” or “mechanical
interface” or “modular architecture of robot” or “plug-and-play”
or self-configurable or “module property” or reconfigurat* or
“self-reconfigurat*” or “self-re-configurat*” or “software
aspects” or “software aspects of data interfaces” or “software
execution life cycle aspects” or composit* or actuat* or
communicat* or comput* or “device access” or infrastructure or
input* or output* or process* or “safety-related” or supervis* or
“user interface” or “OPROS” or “Open Platform for Robot
Services”) N/2 (모델* or 모듈* or model* or module))

(로봇* or robot*) and (((소프트웨어* or 모듈* or 플랫폼* or
지능* or 어플리케이션* or 애플리케이션* or 클라우드 or “지능
모듈” or 지능모듈 or software* or module or platform* or
function or application or “open platform*” or “open software”
or information or cloud* or embedd* or “information module*”)
N/2 (감지* or 인식* or 식별* or detect* or sens* or recogni*))
and (상호운용 or “상호 운용*” or 상호동작* or “상호 동작” or
상호작동* or “상호 작동*” or 상호운용* or “상호 운용*” or
상호호환* or “상호 호환*” or 호환* or 인터워킹* or “인터
워킹*” or 재사용 or compatib* or interoperab* or “inter-work*”
or 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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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Robot and human,
Between robot and
human, collaboration,
Performance Intelligence
[국문] 인간과 로봇, 협동,
안전 평가, 조작지능
성능평가

[영문] Robot,
Autonomous Robot,
Mobile Robot, Mobile
Intelligence, Platoon
[국문] 로봇, 자율주행
로봇, 모바일 로봇

특허 검색식
(“작업자 로봇*” or “사용자와 로봇” or “인간 로봇*” or
“인간-로봇” or “로봇 인간*” or “로봇-인간” or 맨머신* or “맨
머신” or “맨-머신” or 협동로봇* or “협동 로봇*” or “robot
human cooperat*” or “between robot and human” or “between
human and robot” or “between a robot and a human” or
“between a human and a robot” or “human robot” or
“human-robot” or “robot-human” or “robot human” or “human
and robot” or “robot and human” or “human collaborative robot”
or “collaborative robot”) N/4 (안전* or 지능* or 수행* or 평가*
or 성능* or 협동* or 협업* or safe* or perform* or achiev* or
intelligen* or collaborat* or cooperat* or test* or evaluat* or
assess*)
(이동로봇* or “이동 로봇*” or “자율주행 로봇*” or “자율 로봇*”
or 군집중행* or “autonomous robot*” or “autonomous mobile
robot” or “moving robot*” or “driving robot*” or “mobile robot*”
or “guiding robot*” or “guidance robot*“ or “robotic vehicle*”
or “self moving robot*” or “self-moving robot*” or platoon*) N/3
(안전운행* or “안전 운행*” or 안전주행* or “안전 주행*” or
안전경로* or “안전 경로*” or 경로계획* or “경로 계획*” or “safe
mov*” or “move safe*” or “drive safe*” or safe* or “safe driv*”
or “safe track*” or “tracking safe*” or “safe navigat*” or
“navigating safe*” or “path plan*” or “planning path”)

¡ 지능형 로봇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로봇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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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지능형 로봇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범위인 2001년에는
출원 활동이 없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미한 출원을 유지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출원이 증가하며, 이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출원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 지능형 로봇 분야 출원이 단계별로 증가하는 것은, 2000년도 초기에는 단일 로봇에 지능을 적용한
로봇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무인화, 자동화 및 복수의 로봇간의 협업 등
한층 고도화 된 지능 분야에 대한 융복합 기술개발이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출원 활동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특허 공개제도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 출원 증가 경향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출원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개별국 출원이 발생하지 않은 최근 30개월(2년6개월)에
해당하는

국제출원(WO)이

전체

특허출원의

약

11%를

차지하므로,

이중

일부가

개별국진입(재출원) 활동이 발생하면 출원건수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332건(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특허 203건(24%), 한국 145건(17%), 일본 111건(13%) 그리고 유럽 73건(8%) 순임
- 발행국별 동향을 보면, 모든 발행국의 출원이 분석범위에서 일정 주기를 간격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국은 2015년, 국제출원(WO)는 2016년,
한국은 2018년, 일본은 2015년, 유럽은 2017년부터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발행국에서 2015년도에 출원이 급증한 이유는, 2015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기술과 2016년부터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 그리고
2018년부터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에 대한 출원 활동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국제출원(WO)의 출원 활동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기술이 출원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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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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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6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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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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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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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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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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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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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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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11

2018

20

48

25

10

22

30

155

2019

28

45

35

17

15

38

178

2020

9

17

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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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

2

1

0

0

2

5

합계

16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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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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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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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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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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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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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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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표준

2001

0

2002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과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기준 표준의 출원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각각 2016년과 201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출원 활동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증감하였고,
이후 201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초기 출원 증가는 주로 이동로봇의 네비게이션
관련 맵데이터 관련 기술이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이동체에 적용된 맵데이터 표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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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이동 중 센서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 맵데이터를 표현하는 표준 기술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의 출원 증가는 주로 스마트공장, 무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무인배송 서비스 등에 적용된 특허가 출원되고 있어 향후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기술은 2006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 모듈 관련 표준기술에 출원 활동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주로 로봇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의 모델링 표준기술과 자가(재)구성 모듈 관련 기술에 출원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은 지능형 로봇 표준 기술 중에서 출원 활동이
가장 낮은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이종 플랫폼 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표준 관련 기술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은 초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출원에서 로봇의 동작에 대하여 인간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집중하였고, 이후
출원에서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협업 안전을 유지하며 효율성을 향상하는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은 분석구간 전구간에 걸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기술 표준에 대한 출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15

22

63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20

73

126

로봇 정보 모델 표준

3

18

76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1

6

32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5

25

50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18

30

97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47%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186%임. 2019년 마지막 3개월의 미공개 특허를 고려하면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준은 구간B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지능형 디바이스 - 지능형 로봇 475

최근까지 매우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26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73%로 구간B부터 급격히 출원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
- 로봇 정보 모델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5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322%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높으나 출원 활동으로 인한
출원건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5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433%로, 로봇 정보 모델 표준과 유사하게
출원건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직지능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4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는 약 100%임. 초기구간 대비에서는 구간A에서
출원건수가 적어 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출원건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최근 구간B부터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67%이며,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223%로, 최근 C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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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
(JP)

37

21

18

0

9

26

111

유럽특허
(EP)

12

18

11

6

7

19

73

국제특허
(WO)

23

62

29

16

34

39

203

합계

162

238

128

44

92

200

864

특허분석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한국특허
(KR)

33

미국특허
(US)

특허
발행국

-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출원을 집중한 분야와 국가는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다음으로는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으로 역시 미국에 출원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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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그리고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분야 순으로 출원이 집중되고 있음. 한국에 출원된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은 주로 이동로봇의 안전경로 계획 및 스케쥴링
관련 표준 기술임
- 미국에서의 출원 현황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등의 순으로 출원이
집중되고 있음.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은 2019년에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출원이 집중되어,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그리고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에 출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국제출원(WO)은 다른 표준에 비하여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약 2배에
해당하는 출원 활동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출원인은 해외시장 선점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분야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다음으로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순으로 출원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합계

1

0

0

13

1

0

0

4

13

2

2

0

2

2

8

3

0

0

0

0

3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

1

0

0

1

4

6

현대모비스

0

0

0

0

0

5

5

기타

20

31

11

3

6

23

94

합계

33

39

19

4

9

41

145

특허분석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LG전자

2

5

5

삼성전자

8

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

고려대학교

출원인

감지 및
인식 지능
로봇 정보
모듈을
모델 표준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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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지능형 로봇 분야에 대한 주요 TOP5 출원인은 LG전자, 삼성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모비스 순이며, 주요 TOP5 출원인이 모두 한국국적
출원인이고 외국국적 출원인은 없음
- LG전자는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동 로봇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과 로봇 정보 모델 표준에 집중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동 로봇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에서의 지능형 로봇 분야 주요 TOP5 출원인에는 기업,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합계

0

3

0

36

0

0

0

31

31

4

9

1

15

0

29

12

4

0

0

0

9

25

삼성전자

12

0

0

0

0

8

20

Google

0

16

2

0

0

Hitachi

13

0

1

0

0

3

17

iRobot

2

8

0

0

0

7

17

X DEVELOPMENT
LLC

0

13

3

1

0

0

17

Tata Consultancy

0

14

0

0

0

0

14

ABB RESEARCH

0

7

2

0

3

0

12

GuangDong BONA
Robot

8

0

0

0

0

4

12

기타

82

100

92

38

62

97

471

합계

129

199

109

40

83

159

719

특허분석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CloudMinds

0

33

0

Peloton Technology

0

0

Fanuc

0

Toyota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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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로봇 정보
모델 표준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

18

- 해외 국가(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WO))에서의 지능형 로봇 분야에 대한 주요 TOP10
출원인은 CloudMinds, Peloton Technology, Fanuc, Toyota, 삼성전자, Google, Hitachi
그리고 iRobot 등의 순이며, 한국국적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가 주요 TOP10 출원인에
포함됨
- 주요 TOP10 출원인인 CloudMinds는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Peloton Technology는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Toyota는 로봇의 이동과 관련된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과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출원을 집중하고,
삼성전자도 Toyota와 동일한 표준 기술 분야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Fanuc은 일본의 공작기계 주요 생산 업체로 로봇을 적용한 공작기계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 관련하여서는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표준에도 관심을 가지고 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지능형 로봇 분야 6개 표준 기술에 관련된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해외 주요
기업에 비해 국내 경쟁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 경쟁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허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요 출원인의 관심이 집중된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과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서 해외
주요 출원인에 비해 국내 출원인의 특허권 확보 활동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능형 로봇 최근 연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이에 기초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국제표준화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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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1.0%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TU-T

국제
(공식)

SG13

(WP2/Q17-Future Network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omputing
including Cloud Computing and Data Handling)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용 및 로봇지능 배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이 개발 중

TC110

(Industrial Trucks) 수동의 핸드카트부터 트레일러, 산업용 트럭까지 다양한 산업용
운반체를 다룸. AGV, AMR을 포함하는 무인 운반체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 중
- (SC2-Safety of powered industrial trucks) 산업용 운반체에 대한 안전 표준
개발

TC299

(Robotics) 기존의 ISO TC184 SC2(Robot and Robotic Devices)에서 TC299로
승격되어, 로봇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WG3-Industrial safety) ISO 10218-1, 2 개정안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요구조건 변화 등에 ISO 15066 안전요구사항 반영 등을 포함한 표준 개정논의 중
- (WG4-Service robots) 머니퓰레이터를 갖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ISO 18646-3)을 표준으로 개발
- (WG6-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개발된 서비스 로봇용 모듈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모듈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계층적 관점에서 제시한
정보모델을 표준화 진행 중

ISO

ANSI/RIA

국제
(사실)

(R15.08-Industrial Mobile Robots) 이동로봇에 머니퓰레이터가 부착된 산업용
이동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2020년도에 표준 개발 완료

RAS

(P2751-3D Map Data Representation for Robotics and Automation)
로봇작업에 필요한 표준 공간데이터 모델 개발. 2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은
2015년도에 완료. 3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 진행 중

SA

(P7001-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자율시스템의 투명성 관련 표준이
2020년 6월 말 P7001 1차 드래프트를 작성하여 IEEE SA의 리뷰 프로세스 진행 중
(P7009-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Systems) 자율 및 반자동 시스템의 오류방지설계 관련 표준이
2021년 12월까지 드래프트 작성 완료 목표로 진행 중

PG413

(지능형 로봇) S/W 프레임워크, 모듈화, 안전성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130종의 단체표준 개발(개정11건, 폐지30건 포함)하였고,
6종의 신규 표준이 개발 중

PG415

(지능형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개발한 표준 진행 중

IEEE

TTA

국내

표준화 현황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화 표준의 후속 표준인 서비스 로봇을 위한 공통정보 모델
및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모델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 청소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로봇 표준, 로봇 안전 표준, 성능평가 표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60여종의 단체표준을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으로 표준 제정 및 활성화, 보급화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이 참여한 ISO 22166-1,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1: General
requirement KS표준 심의를 완료하여 부합화 표준으로 제정 예정
-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시험방법 등 로봇 전반에
걸쳐 68종의 국가표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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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SLAM기반의 로봇이동지능에 대한 연구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시맨틱 맵에 대해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어 관련 표준화 활동이
미흡한 상태. 향후 다중로봇 작업지시, 최적 작업경로 설정 등 산업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수용한 시맨틱 맵 관련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실내 서비스 로봇의 주행성능평가방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었고, 2018년에 IEEE MDR
표준을 번역한 ‘주행용 로봇지도데이터 표현’이 제정. 로봇 시맨틱 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표준화 과제도 시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WG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KOROS 1135:2018, 주행용 로봇 지도 데이터 표현

2018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과 관련하여 ‘KS X ISO/IEC17788/
17789-클라우드 컴퓨팅-개요 및 용어/참조 아키텍처’ 등의 표준이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에 관한 국내 표준개발은 현재 미진행 단계임. 향후 기존 클라우드 표준을
기반으로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이 진행 필요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ISO 표준화 활동에 한국 전문가들의 기술을 반영하고자 단체표준을
통하여 현재 국제 표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항목을 먼저 국내 표준으로 개발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로봇 및 로봇 장치 표준전문위원회
· 로봇 정보 모델 표준의 기저 표준인 ‘서비스 로봇 모듈화–일반요구사항’을 ISO 22166-1 부합화
표준으로 심의 준비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ISO TC299 WG6에서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1-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가 NWIP를 통과하고, 2021년 10월에 CD 제출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선제
표준개발로써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제2-1부: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을 제정
· ISO TC299 WG6에서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2-software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의 NWIP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선제 표준개발로써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제2-2부: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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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가기술
표준원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xxxx,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화 - 1부 일반요구사항

진행중
(2022)

KOROS xxxx,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2부: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진행중
(2022)

KOROS 1148: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1부: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모델

2020

KOROS 1149-1: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2020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ISO TC299 WG6의 서비스 로봇 모듈화
그룹에서 HRI를 위한 모듈화 표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 생성되고 이에 상응하여
스마트로봇표준포럼(KOROS) 및 TTA 지능형 로봇 PG(PG413)를 통해 감지/인식 지능의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비전 기반 인식 지능 모듈의 특성을 명시하는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모듈의 인식 지능 서비스 혹은 메소드 호출과 응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으로 2021년
5월에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KOROS 1148-2:2021,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3부: 비전 기반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2021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로봇의 조작 지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로봇과 협업 등 물리적 상호작용의 안전 확보와 지능 평가에 대한 객관적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시스템 및 컴포넌트 레벨의 로봇 지능 표준 개발 추진이 요구되나
아직까지 관련 표준의 개발은 미흡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 로봇의 접촉 안전성 평가 방법을 표준으로 제공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개발한 표준을 참고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KATS)
·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협동로봇에 대한 표준을 수립(KS B ISO TS 15066)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SC6 로봇지능 분과와 SC8 산업용 로봇 분과, SC2 서비스 로봇안전 분과가 관련활동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조작 지능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SC8 산업용 로봇 분과에서 물리적 상호작용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로 로봇의 정적·
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과 활용증가가 예상되는 모바일 머니퓰레이터에 대한
성능 시험방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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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413

TTAK.KO-10.1137, 로봇의 정적·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

2019

TTA PG415

TTAR-10.0096, 인공지능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

2018

KS B ISOTS15066, 로봇 및 로봇 장치–협동로봇

2017

KOROS 1154:2020, 모바일 머니퓰레이터 로봇 시스템 - 성능항목 및 시험방법

2020

KOROS 1141:2019, 로봇의 정적·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

2019

국가기술
표준원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이동로봇의 장애물 회피와 관련된 기본 성능
평가 표준은 기 개발된 바 있으며, 도심환경과 같이 밀집군중환경에서의 안전 주행과 관련된
표준개발의 진행이 필요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 실외 보도 환경에서의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방법을 표준으로 제공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이동형 로봇의 대인 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실내 이동로봇의 보호 정지 평가 방법 등 이동
로봇의 충돌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제공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223,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2020

TTAK.KO-10.1067,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 실외 보도 환경

2018

KOROS 1145:2019,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2019

KOROS 1134:2018, ISO 13482 기반 실내 이동 로봇의 보호 정지 평가방법

2018

KOROS 1128:2017,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 실외 보도 환경

2017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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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IEEE RAS에서 후원하여 MDR 표준을
2015년도에 제정 완료. 상기 MDR표준은 2차원 실내외 로봇주행지도표준에 관한 것으로 이를
확장한 3차원 실내외 로봇주행지도 표준화(3D-MDR)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21년 중으로
Sponsor Ballot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해 2020년 Study Group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Working Group 구성을 위한 PAR
제안 작업 중. 국내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을 중심으로 시맨틱 맵 표준을 국제 3D-MDR표준
후속으로 계획 중
- IEEE RAS
· 3차원 실내외 로봇주행지도 표준화(3D-MDR)에 대해 P2751을 통해 표준을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EE RAS

표준(안)명
IEEE P2751, 3D Map Data Representation for Robotics and Automation

완료연도
진행중
(2022)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봇 어플리케이션 및 로봇 지능을
개발, 배포, 운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클라우드 기능 및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클라우드 관련 신규 역할(role) 및 기능 등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3 WP2 Q17
· 2020년 이종 및 다수의 로봇을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제어, 개발하려는 수요와 필요성이
제시되어 서비스형 로보틱스(RaaS, Robotics as a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개발 중
· 로봇 산업생태계를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초기 구조가 논의 되었으며, 로봇 지능
증강, 로봇 제어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 등이 유즈케이스와 함께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3
WP2 Q17

Y.RaaS-reqts, Cloud computing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obotics as a
service

진행중
(2023)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ISO 22166-1의 후속 표준을 5단계로 계획하여 재구성을 위한 정보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파급력 있는 표준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ISO TC299 WG6
· ISO 22166-1을 제정하고 후속표준을 5단계로 계층적으로 개발할 계획 수립: 2단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 모델, 3단계 머니퓰레이션, 이동, 인지, 의사결정, HMI 모듈의
정보 모델, 4단계 웨어러블 및 이동형 도우미 로봇의 정보 모델, 5단계 의료로봇의 정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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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2166-201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22166-202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모델,
22166-203 하드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모델이 선두로 개발 계획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1–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가
NWIP를 통과하고, 2021년 10월에 CD 제출을 계획 중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2–software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의
NWIP를 계획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299
WG6

ISO 22166-201,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201: 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

진행중
(2024)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ISO TC299 WG6에 HRI를 위한 모듈화
프로젝트 그룹이 생성되어 관련 표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내 표준 개발을 기반으로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의 국제 표준을 추진할 예정으로 중국, 일본, 영국, 이태리
등 주요국의 관심으로 표준 개발이 확대될 전망
- ISO TC299 WG6
· HRI를 위한 모듈화 표준의 프로젝트 그룹이 생성되어 관련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대상 제품과 분야는 논의 중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ISO TC299 WG3 Robotics
에서는 ISO 10218-1, 2 개정안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요구조건 변화 등에 ISO 15066 안전
요구사항 반영 등을 포함한 논의가 지속중이며, 머니퓰레이터가 이동로봇과 결합된 모바일
머니퓰레이터에 대하여 2020년 RIA에서 표준 개발. 향후 안전이 담보된 머니퓰레이터의
조작지능 성능평가에 대한 표준개발이 필요
- ISO TC299 WG3
· 산업용 로봇 및 로봇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표준 ISO 10218-1, 2의 개정이 진행 중
- ISO TC299 WG4
· 머니퓰레이터를 갖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ISO 18646-3)을 표준으로 개발
- ANSI/RIA R15.08
· 이동로봇에 머니퓰레이터가 부착된 형태를 포함한 산업용 이동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표준으로 개발
- IEEE SA
· 사람과 물리적 상호 작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포함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P7000시리즈를 통해 표준을 개발 중으로 로봇분야 표준개발 시 참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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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10218-1.2,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 Part 1: Industrial robots

진행중
(2022)

ISO 10218-2,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for robot systems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 Part 2: Robot systems, robot applications and robot cells integration

진행중
(2022)

ISO TC299
WG4

ISO 18646-3, Robotics - Performance criteria and related test methods for
service robots - Part 3: Manipulation

2021

ANSI/RIA
R15.08

ANSI/RIA R15.08-1-2020,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Industrial Mobile
Robots - Safety Requirements - Part 1: Requirements for the Industrial Mobile
Robot

2020

IEEE P7009, 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Systems

진행중
(2022)

IEEE P7001, 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진행중
(2022)

ISO TC299
WG3

IEEE SA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이동로봇 안전관련 국제표준은 주로 산업용
트럭에 대한 것들이 수립되었으며, 1997년에 개발된 표준은 AGV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
2020년 ISO의 표준은 AMR까지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진행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동로봇은 실내외, 계단, 인도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안전관련
표준의 수립은 필요한 상황임
- ISO TC110 SC2
· 2020년 개발된 무인이동체 안전 관련 표준으로 ‘automated guided vehicle’, ‘autonomous mobile
robot’, ‘bots’, ‘automated guided cart’, ‘tunnel tugger’, ‘under cart’ 등을 그 적용범위로 함
- DIN EN 1525
· AGV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표준으로, 안전 표준은 AGV뿐 아니라 ‘AGV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모바일 로봇, 충전 스테이션, 적재부, 작업 환경, 주변 장치 등을 포괄함.
이동로봇의 주행안전 평가 표준개발 시 참고 필요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110
SC2

ISO 3691-4:2020, Industrial trucks - 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Part 4: Driverless industrial trucks and their systems

2020

DIN

DIN EN 1525:1997, Safety of Industrial Trucks - Driverless Trucks and Their
System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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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로봇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는 로봇 미들웨어의 확산이 최근 주요 사안으로 부상. 로봇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의 추상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설계를 단순화,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
시키는 목적이며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모음을 칭하는 용어임. 대표적인
로봇 미들웨어로는 2000년대 Player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일본의 OpenRTM, 한국의 OPRoS,
유럽의 OROCOS, 미국의 ROS가 있음. 이중 오픈 커뮤니티 형성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ROS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는 중이며 2017년 이후 ROS2가 보급되고 있는 중이며, OpenRTM,
OROCOS, ROS 등은 실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하여 Docker
Hub을 통해 Docker 이미지로도 배포 중
¡ ROS/ROS2
- 2007년의 스탠포드의 Switchyard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현재에는 Open Robotics에서 개발/운영
중. 하드웨어 추상화, 이기종 간 메시지 전송, 패키지 관리, 디바이스 제어용 드라이버 등과 같은
운영체제 서비스를 갖춘 메타-운영체제임. OpenRTM 및 OPRoS가 컴포넌트 기반인 반면
ROS는 일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의 API 호출형 방식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하여 접근성이 높음. 오픈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제일 높아 가장 많이 사용.
최근에는 OMG 표준의 DDS기반의 ROS 2.0을 개발하여 2017년 말에 공개되어 급속히 보급 중
- License: BSD license
- ROS 1: https://wiki.ros.org
- ROS 2: https://github.com/ros2, http://docs.ros.org/en/rolling
¡ OpenRTM
- 2002년도부터 일본 산업기술연구소(AIST)에서 개발된 LGPL 라이선스 기반의 OpenRTM은
액추에이터, 센서, 지능화를 위한 알고리즘 등을 로봇 기술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RT
컴포넌트(RTC)라고 부름. 이 RT 컴포넌트간의 통신 지원 및 개발 도구를 지원함, 특징으로는
OMG에서 정의한 규격인 공통 객체 요구 매개자 구조(CORBA)를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가능. 일본에서 주로 사용
- License: LGPL or individual contract dual license
- https://www.openrtm.org/openrtm, https://github.com/OpenRTM
¡ OPRoS
-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한국 ETRI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개발된 LGPL 라이선스 기반의
로봇 미들웨어임. 컴포넌트 모델, 통합 개발 도구, 컴포넌트 실행 엔진을 갖춘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한 공통기반 플랫폼으로 개발됨. 국내의 다수 로봇(테트라, KOBOT, iRobiQ,
로보샘, 퓨로 등)에서 채용, 매년 OPRoS 창작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보급 활동을 추진,
국내에서 주로 사용
- License: LGPL and Individual Commercial License
- https://github.com/opros-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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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OCOS
- 2001년 유럽 연합의 벨기에 K.U.Leuven, 프랑스 LAAS Toulouse, 스웨덴 KTH Stockholm 등이
연합하여 개발. 기구학·동역학 라이브러리, 실시간 제어를 위한 도구 등 미들웨어 보다는 도구
모음에 가까움. 이후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ROS와 연동되어 사용
- License: LGPL, GPL+ runtime exception
- https://github.com/orocos, https://docs.orocos.org
¡ Google Cloud Robotics Core(GCRC)
- Kubernetes, Federation, 응용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한 로봇
솔루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개발자,
통합자 및 운영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징 및 배포, 양방향 로봇 클라우드 통신, 머신
러닝, 로깅 및 모니터링과 같은 Google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 가능
- License: Apache 2.0
- https://github.com/googlecloudrobotics
¡ RoboEarth Cloud Engine(Rapyuta)
- 2010~2014년까지 수행된 RoboEarth EU 프로젝트에서 개발. RoboEarth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 세계 로봇이 객체, 환경 및 동작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하며 KnowRob, RoboEarth Cloud Engine,
RoboEarth database, RoboEarth를 이용한 객체 모델 저장과 물체 인식, WIRE 등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제공함. RoboEarth Cloud Engine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오픈 소스 Paas(Platform-as-a-Service) 프레임워크로 ROS와 연동되는 사용자 맞춤형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제공하여 컴퓨팅 오프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RoboEarth 지식
저장소에 쉽게 액세스 가능. 과제에서 파생된 기업으로 변신하여 활동 중
- License: Apache 2.0
- https://github.com/rapyuta-robotics/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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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시 -

장

-

국내역량요인

-

국외환경요인

기
술 -

표
준 -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인 서비스
로봇 필요성 및 시장성 확대
-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 Wellbeing추구, 고품질 의료서비스
시 및 라이프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
기 장 - 녹색성장,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
회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요
농업의 로봇기술 적용 가속화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인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 확대
(O)

상용화 경험보유
실질적인 1가구 1로봇 시대도래
글로벌 경제 위상(G20)
높은 로봇 수용도(ex, 청소로봇,
다빈치 보급률 등)
자동차, IT, 전기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 발달
IT 기술의 고도화, 융합화, 스마트화
등 핵심 연구인력 및 역량의 잠재적
경쟁력
타선진국 대비 정부정책 및 지원
우수
세계적인 IT 인프라 및 융합기술
표준 우수
국제표준기구, 단체의 표준화
활동에 조기 참여 및 대응

【SO전략】

약 점 요 인 (W)
- 좁은 내수, 높은 수출의존율
시 - 로봇산업은 약 90%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로 전문화․대형화 되는
장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중견기업
부족
기술-

기초 원천 기술 약함
SW, 콘텐츠 약함
R&D 및 생산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위주로 자본력 취약
및 단기투자성향

표 - 산학연 역량의 분산
- 산업계의 표준화 기반 기술
준 및 전문 인력 확보 미흡
【WO전략】

- (시장) 협력네트워크 중심의 선진국 - (시장) 대·중 로봇산업 상생협력을
및 개도국간 수출 등 차별화 추진
강화하고, 로봇전문기업 지정제 운영 등
- (기술) 첨단 중소 제조로봇 제품 중소중견기업 육성. 타 산업과 연계한
및 기업육성과 인력양성하고, 교육, 수요중심의 로봇 인력양성 체계 강화.
의료·재활, 사회안전 등 타산업 융합 서비스분야별 로봇 인정기준 제정 및 개정
서비스 로봇 개발. 5G 통신 인프라를 등을 통한 로봇 공공수요 창출. 국제협력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 로봇기술 R&D 및 수출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 (기술) H/W, S/W, 컨텐츠 등 로봇
조기 확보
- (표준) 로봇지능의 표준은 초기 단계로 생태계 조성 및 산학연 협업 강화
국내의 우수한 표준기구와 단체 표준 - (표준) 표준화 필요성에 반해 초기
기 - 로봇, IT 융합 기술의 진화
활동에 투자하고, IT 인프라와 융합 단계이며, 표준화 선도의 기회가 있지만,
술 - 제조업 중심의 개도국 수요증가 기술을 활용
아직 국내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산학연 역량이 분산되어, 추후 인력
표
확충을 위한 투자와 분산된 산학연 간
- 표준초기단계로 선도 기회
준
협력 체계 강화

【ST전략】
【WT전략】
- Google의 공격적 투자
시
- 중국의 빠른 추격
장 - 타 연관 산업의 기업진출로 시장선점 - (시장) 개방형 SW/HW 플랫폼 공급으로 - (시장)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 선진국의 로봇연관 산업의 집중
위
협 기 투자 및 후발국가의 국가적 지원
요 술 확대
- 선진국의 로봇지능 관련 표준
인
선점에 의한 기술 종속화
(T)
- 유럽, 일본의 인증 주도

표 - 국제표준 수용 요구 높아짐
준 - 일본과 미국, 유럽의 활발한
표준화 활동

중소기업 아이디어 구현을 활성화와
대규모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로봇 시장 진출 가속화
(기술) 우수 제조기반을 연계한 Co
-Robot화를 통한 제조공정 개선
(표준) 초기 단계인 로봇지능의 표준화 선도의 기회가 있지만, 유럽과 일본이
범정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동으로
주도 중. 이에 대응하고자 부처별 로봇 활용
제도 개선 및 글로벌 표준화 선점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

G20을 대상으로 한 로봇 신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전략 구사
(기술) R&D에서 연구성과물까지
비즈니스 중심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학연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표준) 국제협력을 통한 부족한
원천기술 조기 확보하여,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산학연 기관과 협력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초기 기술개발 단계인 지능형 로봇 분야는 표준화 추진상 선도의 기회가 있지만, 유럽과 일본이 범정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제표준화 영역에서 주도하는 중. 개도국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로봇 시장의
기술 및 표준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 투자와 인력 확충이 주요한 현안 사항
- 따라서 지능형 로봇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하여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관련 선행적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
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기반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교류
등 지능형 로봇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국제표준 대응체제와
지원을 강화하며, 첨단 중소 제조로봇 제품 및 기업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중 로봇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로봇전문기업 지정제 운영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타 산업과 연계한 수요중심의 로봇 인력양성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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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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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CMU

기술
수준

IEEE RAS

ETRI, KITECH,
충북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IEEE RAS를 통해 3D MDR 표준화 작업이 Sponsor Ballot 준비로 마무리 단계이며,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관련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 표준은 2020년 Study Group 승인 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PAR 제안을 통한 Working Group 제안을 준비 중. 따라서 지능형 로봇
서비스에 핵심역할을 하는 시맨틱 맵의 경우 국내에서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해당 표준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함으로써 국제표준화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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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3D MDR for Robotics and Automation 표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기 국내도입
추진(2021년 내외)
- 2020년 10월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의 표준을 위한 SG을 제안,
승인을 받아 활동 중이며, 올해 PAR 제안을 통한 WG을 제안할 예정(2021년 하반기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시맨틱 맵 연구개발 뿐 만 아니라
산업계 요구사항 분석을 포함한 초기 표준화 항목 선정 및 기획 추진(학계 및 연구소
주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SG/WG신설) 스마트로봇표준포럼 및 TTA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위원회를 활용하여 표준작업 추진(표준제안 공동대응, 국내 산업계
의견수렴)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EEE RAS를 통한 시맨틱 맵 표준
SG 및 WG의장단 진출을 통해 시맨틱 맵 표준화 주도
<표준화 계획>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TTA를 통해 시맨틱 맵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주요 표준화 항목도출
추진(～2021)
- 국내 연구개발 (유사)과제와 연계하여 시맨틱 맵 응용기술 확보 추진(～2022)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2D/3D IEEE RAS 표준안의 국내 보급 및 시맨틱 맵 응용사례
구축을 위한 중소형 서비스 시나리오 시범개발(로봇 서비스를 위한 시맨틱 맵은 2D/3D
공간맵과 연동 운영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
- (표준화 포럼 활동) 시맨틱 맵 등 관련 표준용어의 국내 vocabulary 체제 정비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시맨틱 맵은 국제적으로도
연구개발 초중기에 해당하지만 산업계 환경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임. 따라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주요 특허를 우선확보한 후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맨틱 맵 프레임워크, 로봇주행 및 작업계획 모델링
표준, 기존 2D-3D MDR 인터페이스 규격을 포함
- 3D MDR의 경우 이미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Sponsor Ballot 단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의 경우 현재 표준화 과제를 통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현재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의 표준을 위한 SG 활동 중으로
개발자, 스마트로봇포럼 및 TTA 표준화위원회가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
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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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azon/Google/Microsoft

기술
수준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ETRI, KITECH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oft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서비스는 Amazon, Google 등의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ROS 기반의
로봇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안이 ITU-T SG13에서 개발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서비스 요소 기술 개발 및 국내 산업 환경을 고려한 표준 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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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의 클라우드 그룹 활동을 통해, 서비스로서의 로보틱스 서비스(RaaS)의 정의와
생태계 제공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2022)
- RaaS의 유즈케이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등을 개발 예정이며, 관련 용어
및 개념 등을 업무연락문을 기반으로 ISO TC299 및 JTC1 SC42와 협업(～2022)
- RaaS 표준을 기반으로 로봇지능 관련 학습 기술 및 유즈케이스를 JTC1 SC42에서 개발
중인 표준에 반영 예정(∼2022)
- RaaS 기능 요구사항 분석 기반의 상세 기능 컴포넌트(Functional components) 및 클라우드
참조구조를 위한 표준안 제안 및 개발 추진(∼2024)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3은 ‘미래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그룹으로 5G네트워크와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여 로보틱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RaaS 표준 개발이 진행 중. 표준 개발 리더십 유지를 위한 표준화
활동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복합 지능 관련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안을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등의 활동을 통해 신규 개발 추진(～2022)
-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프레임워크의 유즈케이스 및 참조 구조 도출 예정(～2022)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스마트로봇표준포럼(KOROS)에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적 요구사항 및 요소 기술의
표준화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는
현재 관련 표준초안이 개발 진행 중이며, 시장에서는 AWS, 구글, 네이버 등이 관련 서비스를
구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 기존 클라우드 특허의 권리범위 보완 혹은 재설계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 PG (PG1005) 등의 국내 표준 그룹과
RaaS 서비스 개발 업체를 중심으로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기술 개발 내용을
ITU-T SG13 표준 기술 규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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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로봇 정보 모델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독일) SHUNK, (일본) KHI/IDEC

기술
수준

ISO TC299

ETRI, 경희대,
강원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JISC, (독일) DIN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로봇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화가 국제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 모듈 개발자가
모듈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하이브리드적 측면을 고려된 정보 모델을
로봇 및 응용 디자이너 및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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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99 WG6는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의 표준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의 표준 제안(2021년),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의 표준 제안을 계획(2022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SO TC299 WG6의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안 개발 및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
모델 표준 제안에 한국 전문가가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 및
기술이 반영되도록 표준안 개발에 적극 추진

<표준화 계획>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 개정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보 모델 표준 제정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을 위한 하드웨어 모듈정보 모델 표준 제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이
대응되는 국제 표준안을 국내 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국제표준 개발에 국내전문가의
의견이 반영 모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의 정보 모델은 표준안 개발 중인 단계로, 실제 사용 방법의 제시 등을 통하여 누락된
표준아이템 발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제 표준의 모듈화 주제가 상세화되어, 하드웨어 및 응용 단위로 또는 서비스 단위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표준화 그룹과 연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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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azon/Google/Microsoft/IBM, (중국) UBTech,
(일본) AIST/SoftBank

기술
수준

ISO TC299

ETRI, KIST,
KAIST, KIRO,
강원대,
LG전자,
클로봇, 네이버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독일) Fraunhofer IPA/DIN,
(영국) CLAWAR, (중국) RIAMI/UBTech/Bozhon,
(일본) AIST/NT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 표준화되고 현재 ISO TC299에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공통정보 모델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을 위한 HRI 모듈 표준은 신규
프로젝트로 과제 기획 단계임. HRI 핵심 요소인 감지 인식 모듈에 대한 표준 아이템을 발굴하고 표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표준 선점에 기여할 계획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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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99 WG6 과제 기획 단계로 연구 개발과 연계하여 감지 및 인식 지능 정보 모델에
대한 신규 표준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SO TC299 WG6의 Part 303
sensing and perception related modules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표준 아이템 기고 및 NP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을 통해 인식 지능 모듈의 정보 모델 표준 제정 완료 및 신규 표준
아이템 발굴하여 표준화 진행 예정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지능 공유 및 증가 모듈 운용과
관련한 표준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지능형 로봇 PG(PG413)와 스마트로봇표준포럼(KOROS)을
통해 표준화 완료하고 KS 표준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클라우드 로보틱스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 모듈의
공유와 증강을 위한 표준 아이템을 발굴하여 표준화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인간로봇상호작용에
응용되는 다양한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 관련 특허를 반영하여 관련 특허 선점과 표준
반영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정부지원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핵심 기술 특허를 발굴하고 개발자와 TTA 표준화
위원회 및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을 연계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을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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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99

국내
참여 ETRI, 세종대,
업체/ 경희대, KETI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Google, (독일) KUKA, (덴마크) Universal Robots
기업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독일) KUKA, (덴마크) Universal Robots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인간-로봇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R&D 표준화 연계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단체표준을 개발해나가고 있는 상황.
ITU등에 온톨로지 관련 표준은 있지만 로봇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ISO TC299에서 모듈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 및 조작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표준이 개발 중으로
국내표준전문가들의 참여도가 높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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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간-로봇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2021년 6월 ISO TC299 WG4
성능분과에서 서비스로봇의 조작성능에 관한 표준(ISO 18646-3)이 개발된 바 있으며, 향후
안전이 담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지능에 대한 성능 기준 등의 표준개발이 필요할 전망
- 안전과 관련해서 WG3에서 ISO 10218-1, 2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산업용 로봇의 필수절차로 진행 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SO TC299 WG3 ISO 10218-1,
2개정안에 대해 안전을 고려한 조작지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표준화
추진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KOROS SC8에서 로봇의 물리적 접촉 안전에 관련된 평가방법(KOROS 1141:2019)과 모바일
머니퓰레이터 로봇 시스템 - 성능항목 및 시험방법(KOROS 1154:2020)이 개발되는 등 최근
사람과 로봇의 협동에 대한 중요도가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신규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에서 조작 성능과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PG 활동하여 선제적으로 표준에 대응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과제의 지원이 필요. 또한 정부의 표준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
- (표준화 포럼 활동) TTA 지능형 로봇 PG(PG413)와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 또한 연구
개발-표준기술-제품-시험기관을 연계한 표준 기술의 검증된 기술 제공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인간-로봇의 협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성능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지능이 구현과
관련된 R&D를 통해 표준공백분야를 도출하고 스마트로봇표준포럼 등을 통하여 핵심기술
특허를 발굴 및 표준 아이템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연계
방안

- 정부지원과제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에 대하여 개발자, 스마트로봇포럼 및
TTA 표준화위원회가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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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지능형
로봇 PG,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ISO TC299

국내
ETRI, LG전자,
참여
세종대, 경희대,
업체/
KETI, KAIS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tarship Technologies/Amazon, (독일) KIT,
(중국) Alibaba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Starship Technologies/Amazon, (독일) KIT,
(중국) Alibab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도심환경 이동로봇 서비스를 위한 밀집군중하 이동로봇의 안전주행지능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R&D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단체표준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상황. 아직 밀집군중 환경의 이동로봇 안전지능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진행이
전무하며 ISO TC299에서 관련표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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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개발이 진행과 함께 실공간 로봇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밀집군중하 이동로봇의 안전 이동지능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ISO TC299 WG2 안전분과 및 WG4 성능분과 등에서 ISO 13482 개정
등에 대비한 국내 표준개발 필요
- 범용의 무인이동체 안전표준과 관련 ISO TC110에서 ISO 3691-4:2020으로 무인이동 트럭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한 바 있으나, 인도 및 횡단보도, 실내복도 등
환경에서도 주행이 필요한 이동로봇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된 안전성 시험
평가 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SO TC299 WG2 또는 WG4에
관련 표준을 개발하여 제안할 필요 있음. 밀집군중하 이동로봇의 충돌회피 전략 및 충돌 시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표준화 추진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KOROS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KOROS 1145:2019) 등이 개발되는 등
최근 사람과 이동로봇이 공존하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도가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 중. 국제 표준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에서 안전이동 성능과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PG 활동하여 선제적으로 표준에 대응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과제의 지원이 필요. 또한 정부의 표준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
- (표준화 포럼 활동)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와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 또한
연구개발-표준기술-제품-시험기관을 연계한 표준 기술의 검증된 기술 제공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인간-이동로봇의 공간공유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관련 특허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청구항목들을
포함하도록 작성한 특허 선점과 표준 반영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정부지원과제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에 대하여 개발자, 스마트로봇포럼 및 TTA
표준화위원회가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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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 로봇 분야 오픈소스 SW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로봇 기술규격 내용과 동향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고,
개발자들의 참여도 확대하여,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고, 나아가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 필요
- ROS/ROS2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로봇과 관련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대응전략

신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내 업체 및 개발자의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 ROS/ROS2 및
로봇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동향 공유 및 기술 전파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를 우선 추진
- 국내 주도의 오픈소스인 OPROS에 대한 후속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해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개인별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오픈소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국내 주도의 오픈소스를
시작하는 대응전략이 필요

-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와 컴포넌트의 모듈화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시범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시도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표준화
연계전략

-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오픈소스에 적용한 국내기술을 표준화의
주제로 제안. 국내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확산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을 기대
(오픈소스 →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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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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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Generation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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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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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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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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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hysical Systems

CROMS

Cloud Robot Management System

DDS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System

DTF

Domain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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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FP

Framework Program

GCP

Ground Control Point

GCRP

Google Cloud Robotics Platform

HOG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HW

Hard Ware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oT

Internet of Things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

Information Technology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Telecommunication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KITTI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LBP

Local Binary Patterns

LFW

Labeled Faces in the Wild

LGP

Local Gradient Patterns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DR

Map Data Representation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mi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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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T

Moving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NRI

Network Readiness Index

NWIP

New Work Item Proposal

OMG

Object Management Group

OPRoS

Open Robot Software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

PG

Project Group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aaS

Robotics as a Service

RAS

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

RCNN

Region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OS

Remote Operations

RT

Robotics Technology

RTC

RT-Component

SA

Standard Association

SC

Sub Committee

SEG

System Evaluation Group

SG

Study Group

SLAM

Simple Login Manager

SW

Soft Ware

TC

Technical Committee

TOSM

Triplet Ontological Semantic Model

WG

Working Group

YOLO

You Only Look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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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지능형 반도체 기술은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서비스에 최적화(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가 융합된 반도체 기술로써, 개인형 인공지능 디바이스,
자율이동체, 지능형 헬스케어, 빅데이터 처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스마트 시티, 증강현실,
인간형 지능로봇, 신약개발, 에너지 등 사회, 경제, 국방 등 전 분야에 응용되는 지능형
반도체들을 포괄하는 기술

<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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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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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핵심 기반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우위를 지속화하려면 선도 표준을 먼저 도출하고 이를 통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통한
표준기술 확보 추진
· JTC1 SC42에서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 관련 NP 제안 추진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통한 표준기술 확보 추진
· JEDEC JC42에서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자율주행 기술 국제 표준화 대응
및 반도체 안정성 평가 기술 및 신뢰성 향상 설계 표준화 추진
· 자율 주행 차량 안정성 관련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표준화 문서가 완료되어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정량적 모델 수립 및 표준화 진행 중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소프트웨어 기반 GPU 반도체 표준 및 DNN 뉴로모픽 표준
개발 추진
· 소프트웨어 기반 GPU 소자 및 소재 표준과 DNN 뉴로모픽 소재 및 측정 표준을 IEC TC47/ TC113에서
진행 예정

∼ 2024년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을 제어 및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JTC1 SC42에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IoT 뉴럴 디코딩 표준화 개발 추진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기반 인터페이스 제어 및
연결 표준화 추진
· JEDEC을 통한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고도화 표준화 예상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데이터 보안 및 CPS 안정성 향상
표준화 추진
· AI 기반 지능형 연산 및 신호처리 시스템의 핵심인 데이터 보안 및 기존 CPS 표준의 확장성 강화를
통한 회로 설계 및 기능 안정성 표준화 예상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뉴로모픽 소자 신뢰성 기술 표준 및 신경세포 모방 회로기술
표준 개발 추진
· IEC TC47에서 신뢰성 측정 방법 및 IEC TC113에서 부동게이트 시냅스 기술 표준화 예상

∼ 2026년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을 제어 및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JTC1 SC42에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IoT 뉴럴 디코딩 표준화 제정 추진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기반 인터페이스 제어 및
연결 표준화 추진
· JEDEC을 통한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 처리를 위한 인-메모리 프로세싱 인터페이스 표준화 예상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계 기반의
고안정성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술 표준화 추진
· 자유 주행 차량 및 미래 AI 기반 신기술에 적용 가능한 소자-회로-시스템 레벨의 다중 안정성 설계
및 검증 기술과 소프트웨어 연동을 통한 초고안정성 반도체 설계 표준화 예상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멤리스터 뉴로모픽 소자 표준 및 신경세포 모방 회로기술
표준 개발 추진
· 뉴럴 프로세싱 엔진용 디자인 표준, 멤리스터 제작 기술 표준, 멤리스터 소자 측정 기술 표준, 현
CMOS 기반 램을 활용한 신경세포 모방 회로기술 표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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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개인형 인공지능 디바이스, 자율이동체, 지능형 헬스케어, 빅데이터 처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스마트 시티, 증강현실, 인간형 지능로봇, 신약개발, 에너지 등 사회, 경제, 국방
등의 지능형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핵심 국제표준의 선점과 표준화 리더십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지능형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표준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지능형 반도체 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지능형 반도체 기반의 제품의 공급을 통해 생활안전, 국민 안전 및 편의가 향상된 다양한
지능형 반도체 제품의 설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행복 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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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기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뉴로모픽 소자
기술과 인공지능기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과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기술이 필수로 요구되며 차세대
지능화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 본 표준화전략맵
지능형 반도체 소분과에서의 중분류 범위는 지능형 반도체를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을
중심으로 지능형 프로세서와 지능형 소자로 구분
< 지능형 반도체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표현 포맷 표준 기술
스파이킹 신경망
- 뉴럴 인코딩 표준 기술
기반의 인터페이스
- 뉴럴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표준
- 학습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JTC1
SC42

⑤

O

⑤

O

①

O

초저전력 및 초경량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IEC
지능형 프로세서의
AI반도체 기술
TC47/
저전력 고성능
- 저전력 외부 메모리 접근 최소화 인공지능 병렬 TC113,
고용량 메모리
연산기 표준 기술
JTC1
반도체 기술 표준
- 내장형 메모리 통합형 지능형 프로세서 표준 기술
SC42

①

X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심층 연결망 기반의 뉴로
IEC
모픽 소자 표준
TC47/
지능형 인공지능 기기 탑재 - 심층 연결망 포맷(DNN) 관련 기술
TC113,
소자 뉴로모픽 소자 표준 - 소프트웨어 기반 CPU, GPU, NPU를 이용한 반도체
JTC1
기술
SC42
- 뉴로모픽 소자의 신뢰성 기술

①

O

고성능·고효율·고신뢰성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ISO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TC22
인공지능 프로세서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저전력·고속·고대역폭 메모리 SC32,
인터페이스
메모리 인터페이스
JTC1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
처리를
위한
인-메모리
프로
표준
SC42,
세싱 인터페이스
JEDEC
- 인공지능 반도체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JC42
지능형
프로
JTC1
세서
시스템 수준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SC42,
지능형 프로세서
및 안정성 보장 반도체 표준 기술
JEDEC
기반 시스템 반도체
-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 표준 기술
JC14,
안정성 고도화 설계
ISO
- 데이터 양자화 및 보안 기술
표준
- 진단 및 오류 검출 기술
TC22
S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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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다중 지능형
프로세서 칩 간
인공지능 데이터
송수신 반도체 기술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다중 지능형 프로세서 고효율/저지연 초고속 인터
페이스 반도체 통신 표준
- 광대역 데이터 입출력 표준 기술
- 다중 지능형 프로세서 표준 기술
- 데이터 송수신 저지연 표준 기술

지능형 프로세서
보안 시스템 반도체 관련 표준
연산 데이터 보안
- CPU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표준화 기술
시스템 반도체 기술
- NPU 연산의 SoC 내에서의 보호 관련 표준 기술
표준

JTC1
SC42

⑤

X

IEC
TC47,
JTC1
SC42

①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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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지능형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는 인공지능기기에 향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로모픽 소자기술과 인공지능기기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안전성을 보다 고도화 하고 인공지능 프로세서와의 상호 인터페이스
기술을 비롯하여 차세대 지능화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인터페이스 기술력을
보유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의 문제점인 메모리 대역폭의 한계점과 전력소모의 문제점을 뇌 동작과
유사한 스파이크 신경망 기반의 구조로써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로써 IoT, 엣지컴퓨팅
분야 등 관련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점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고신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전력·고성능의 효율적인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학습/추론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 전송에 따른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성능·고효율·고신뢰성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및 시스템의
응용 분야가 개인화, 다변화, 자립화 및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 환경을
반영한 기초 소재 및 소자 신뢰성 확보 및 학습 데이터 및 AI 구현의 보안성과 안정성
증대가 중요해짐. 특히, 의료, 건강, 군사 및 차량 응용의 경우 시스템의 신뢰성·안정성이
생명 및 생존과 직결되므로, 이를 지능형 반도체 설계의 핵심 요소로 포함해야 함.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사회적 이슈인 인공지능을 통한 딥러닝과 미래
산업인 지능형 반도체를 연관시켜 응용한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관련이 빠른
시일 내에 주목받는 연구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체계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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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1(2020년)에서는 1조 96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10년간)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까지
표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국제표준의
선점화가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위 국책사업과 표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함. 그 내용으로는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등이 있으며 관련
표준화를 추진 할 예정
- Ver.2022(2021년)에서는 지능형 반도체 관련 국제 표준화 진행 현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Ver.2021의 중점 표준화 항목들을 유지하고 AI 구현 보안성과 안전성 증대에 따라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지능형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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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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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 발표(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K-반도체 벨트 구축, 10년간 반도체 인력 3.6만 명 육성)(20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반도체 육성에 10년간 1조 96억 원 투자하여 장기 기술 개발과
투자 리스크가 큰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서 산·학·연·관이 서로 연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발표(202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20∼’22년 460억 원/‘20년 90억 원)을
신규 추진하여 글로벌 CPU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슈퍼컴퓨터 원천기술 확보 계획(2020.3)
-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에서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 발표(2019.12)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중점대책 수립(2019.4)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파운드리 세계1위, 2) 팹리스시장
한국

점유율 10% 달성, 3) 2.7만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계획(2019.3)
-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부처별 중장기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관계부처협동,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2018.5)
-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으로 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혁신 성장동력 13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주축으로 지원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2018.5)
- 인공지능(AI) R&D 전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및 R&D
생태계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2018.5)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① 저전력 초경량 초고속 반도체 설계기술 확보, ② 반도체
수요 공급 협력, ③ 반도체 설계 생산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2017.3)
- 국가인공지능위원회(NSCAI)는 AI 등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 진단 및 정책제언 보고서
제시(AI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범용기술로
구분하고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모사)(2021.3)

미국

- 미국 백악관은 AI 분야의 개발과 투자확대를 통해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십 가속화를
위한 행정명령 ‘American AI Initiative’에 서명하고 R&D최우선 투자, AI 관련 리소스 및 인프라
개방, 거버넌스 표준화, 전문인력확충을 위한 교육,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전략 제시(2019.2)
- DARPA는 그간 마이크로 시스템 기술실(MTO)에서 반도체 R&D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16년 산·학 컨소시엄 ‘JUMP’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2016)
- ‘2021년 통상백서’에서 반도체 산업 부활을 경제안보 핵심 과제로 설정(2021.7)
- 문부과학성은 AI 전략 2019 등 산업 활력 제고 및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AI 인재양성에 주력(2019.3)
- 문부과학성은 IoT 시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엣지용 AI 반도체(자율차·로봇·산업기계·의료

일본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추진(2018-2027)
- 문부과학성은 19년에는 16.8억 엔 지원을 통해 국립 연구소, 대학 공동으로 중소팹리스 등의
AI 칩 개발환경(설계툴, 표준 IP 등) 지원 거점(도쿄대학) 구축(2018∼2022)
- 문부과학성은 신형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하여, 산학연협력 기반으로 설계 작업부터
시제품까지 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PC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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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비해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면서도 소비 전력은 100분의 1 이하인 자율주행 차량용과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개발할 계획(2018)
- 문부과학성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MIRAI,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ASUKA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반도체 개발 거점 구축을 통한 산학연협력 기반 연구개발
지원 추진(2001∼2011)
- 프랑스 고등교육부는 적극적인 국가 주도 정책 및 관련 분야 추자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ICT 분야의 혁신을 끌어내고자 지속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AI 산업육성을 위해 ‘22년까지 약 1조 9,500억 원을 투자 계획 발표(2019.5)
- 독일연방정부는 AI 기술력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각

유럽

산업 분야에 AI 개발과 이용 활성화가 목표이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그리고 정부 행정
분야까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AI를 위한 독일 관측소를 만들어 AI 분석, 평가를
중점 지원 세계 최고의 AI 국가 건설을 목표로 2025년까지 약 4조 원을 투입할 계획(2018.11)
- EC에서 R&D, 교육, 윤리 등 EU의 중장기 AI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AI 분야에서 EU 회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럽 AI 얼라이언스’ 협력 선언(2018.4)
- HBP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2012)
- 시진핑의 중국몽에 따라 ‘중국 제조 2025’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자급률을 2020년 40%에서
2025년 70%로 증진시킨다는 목표 하에 2020년 자급률은 15.7%임(2020.10)
- 중국과학원은 미중 통상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IT 분야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선점을 위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2019.7)
-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인공지능 혁신센터 건설에 관한 통지’를 통해, AI 반도체, 알고리즘,
오픈 소스 등 AI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표준체계 구축 등의 추진을 발표(2019.12)
- 중국 정부 연구기관 중 하나인 중국과학원은 인공지능 영역 R&D를 주도하는 조직자동화

중국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2018.9)
- 중국과학원 산하 자동화연구소는 난징에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
기지로서 ‘인공지능혁신연구원’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영역의 핵심 인재 육성
등 계획 발표(2018.9)
-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3개년 행동계획
(2018∼2020)’을 발표(2017.12)
- 중국 국무원은 2017년 7월 첫 국가 수준 AI발전계획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단별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화 육성을 추진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14일 중국산업정보성 공업정보화부는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3개년 추진계획(2018∼2020)을 발표(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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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3.2%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인지로봇 및 모바일 단말 분야 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스파이킹 신경망기반 뉴로모픽 하드
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 중이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oT기반 엣지
컴퓨팅 초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개발 중. 인공지능 학습의 두뇌역할을 하는 NPU(Neural
Processing Unit)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 SK Hynix
·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강유전체 물질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2016.10) 하였으며 다양한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질 강유전체를 사용해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추진 중
- KIST/KAIST/서울대/포항공대/UNIST/국민대/어바인 캘리포니아대
· 7개 기관이 연구단을 구성하여 2021년까지 자가 학습이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 ‘네오
(NeO)2C’ 개발을 목표로 연구 추진 중
- SKT/ETRI/고려대/인하대/넥스트칩
· 5개 기관이 연구단을 구성하여 2021년까지 스마트 모바일 및 IoT 디바이스를 위한
뉴럴셀(Spiking Neural Cell)기반 SNP SoC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 중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외형이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반에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디바이스 자체에서
저전력·고속 AI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고대역폭 정보처리가 가능한 저전력·고성능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와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진행 중.
향후 메모리에 직접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기술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엑시노스(Exynos)’ 시리즈를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AI
반도체의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 중이며, 모바일 AP ‘엑시노스990(Exynos 990)’은 2세대 자체
NPU코어 2개와 DSP를 탑재하여 10 TOPS(초당 1조회) 이상의 AI 연산성능을 확보
· 2018년 세계 최초로 LPDDR5 메모리 제품을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표준 규격인 6.4Gbps를 상회하는 7.5G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가지는 LPDDR5 메모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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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UX팩토리
· 회선 신경망(CNN)과 재귀 신경망(RNN)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인식 대상별로 에너지
효율과 정확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모바일용 AI 반도체 UNPU칩을 개발
- ETRI
· 1.2GHz@28nm, 40TFLOPS 급의 고성능·저전력의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의 매니코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칩인 AB9과 0.45W급의 모바일
딥러닝 추론(inference)용 초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칩 VIC2를 개발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고대역폭의 데이터 전송 및 AI 인지프로세서
기술이 내장된 저전력 LPDDR5 규격의 컨트롤러 및 PHY 기술을 개발 중
- SK Hynix
· 2019년 8월 업계 최고속 ‘HBM2E’ D램 개발에 성공, HBM2E는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HBM D램의 차세대 제품으로, 이전 규격인 HBM2 대비 처리
속도를 50% 향상시킴
- 삼성전자/SK Hynix
·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위해서 디바이스 자체에서 보다 빠른 광대역 정보처리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의 적층 설계를 바탕으로 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High Bandwidth Memory)
기술개발 및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방식인 인 메모리 프로세싱(In-Memory
Processing) 기술 개발 진행 중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기술은 AI 프로세서의 새로운 아키텍쳐 개발 및 자율 주행 시스템 응용에 대한
안정성 기준 확보를 중점으로 진행. 최근 산학연 대형 과제 개시 및 본격적인 투자 확대로
인해 IoT, 의료 및 자동차 분야 안정성 고도화 기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 2019년 8개의 CPU 코어와 12개의 GPU 코어를 탑재한 Exynos Auto 8890 출시를 시작으로
차량용 프로세서 시장 진출 본격화(아우디 A4 모델 탑재). ISO 26262 FSM 인증, 자동차 품질
경영시스템 IATF 16949,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규격인 AEC-Q100 획득 등을 통해
기능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보급
- 넥스트칩
· 2019년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기반의 ADAS 엣지 프로세서 APACHE4를 출시하였으며,
자율주행전용 NPU와 CNN 기반 AI 를 탑재한 APACHE5를 2024년 양산 계획으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지속 투자 계획
· 2020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기술개발사업 엣지 인공지능 프로세서 플랫폼 기술 과제에
총괄주관기업으로 선정
- KAIST
· 2020년 Fast Online Learning을 위한 65-nm CMOS 기반의 DF-LNPU 프로세서를 발표
· 이화여대, SK Hynix, 실리콘 웍스, ETRI 등과 함께 2025년까지 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반도체시스템(AISS) 연구센터를 주관 운영하며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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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뉴로모픽 반도체
소자 및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선진
기술 동향을 파악하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중.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뉴로모픽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 CMOS 트랜지스터 기술만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를 1세대 뉴로모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차세대 뉴로모픽 반도체는 2세대 방식으로서 생물학적 시냅스의 핵심적
특성을 높은 집적도를 위하여 하나의 소자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 연구진도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이 이뤄질 전망
- SK Hynix
· 2016년 10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강유전체(Ferroelectrics) 물질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하고, 전하 유입 여부를 통해 0과 1을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전압 크기로 다양한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질인 강유전체를 사용하여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
- KIST
·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소용돌이 모양의 나노 스핀 구조체인 ‘스커미온
(Skyrmion)’을 이용하여 차세대 저전력 뉴로모픽 컴퓨팅 소자의 핵심 기술을 개발
- KIST/KAIST/서울대/포항공대/UNIST/국민대/어바인 캘리포니아대
· 2021년까지 자가 학습이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 ‘네오(NeO)2C’ 개발을 목표로 7개 기관이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 중. ‘네오(NeO)2C’의 반도체 집적도는 55㎚, 소모전력은 56㎽
수준으로 코어당 뉴런 수는 1,024개로 ‘로이히’와 유사하지만 로이히는 128개 코어이며
네오(NeO)2C는 단일코어라는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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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IBM, Qualcomm, Intel을 중심으로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인지로봇 및 모바일 단말 분야 등에 핵심 부품인 뉴로모픽
칩 개발 중으로 향후 뉴로모픽 분야의 핵심 기술로 발전 전망
- 미국, IBM
·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도하는 ‘인공두뇌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트루노스’(TrueNorth)‘라는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완료
- 미국, Qualcomm
· 세계 최초로 뇌에서 영감을 얻어 신경세포처럼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를 주고받고 시냅스
연결 강도를 조절해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인 ‘제로스(Zeroth)’ 개발 완료
- 미국, Intel
· 사람이 입력 데이터와 함께 정답을 알려 주는 지도학습 대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여 스스로 학습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로이히(Loihi)’를 개발 완료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개발 중이나 인공지능 응용 알고리즘의 연산 특성 상 프로세서 반도체의 과도한 메모리
액세스로 인해 기존의 메모리 대역폭으로는 성능 향상에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디바이스 자체에서
보다 빠른 광대역 정보처리를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방식인 인메모리
프로세싱(In-Memory Processing) 기술이 주목받는 중
- 미국, Google
· AI 연구책임자 제프 딘(Jeff Dean)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SSCC 2020’에서 AI를 활용한
AI 반도체 개발 진행 중
- 미국, Intel
· 2019년 Intel에 인수된 하바나랩스(Habana Labs) 엔비디아보다 3배 뛰어난 성능을 지닌
추론프로세싱 역할의 AI칩 ‘고야(Goya)’와 데이터센터 적용을 위한 서버용 AI 훈련용
반도체 ‘가우디(Gaudi)’를 개발
- 미국, Facebook
· 2019년 A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설립하고 AI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SoC, ASIC
개발에 착수
- 미국, Apple
· 차세대 아이폰에 자사의 AP와 함께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10나노급 8기가비트 LPDDR5
메모리를 집적하여 A11 바이오닉스 칩에 추가한 머신러닝 기능을 향상시킴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Neurocube라는 DRAM의 3D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접근 및 제어하는 구조를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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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icron
· 인메모리프로세싱 기법으로 DRAM 공정을 이용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하나의 칩에
집적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연구 진행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MIT
· SRAM 혹은 차세대 메모리를 프로세서와 하나의 단위로 구성해서 DRAM 공정 기반의
인메모리 프로세서 기술에서 발생하는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진행
- 일본, Panasonic, Mythic/미국, UPMEM 등
· NVM 소자를 연산 소자로 활용하여 개발된 신경망 연산 프로세서를 발표하고, UPMEM에서는
DRAM 공정으로 개발된 인메모리 프로세싱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발표하였나, 아직 프로토타입
수준이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국제 표준에 기반 한 차세대
지능형 프로세서 제품 및 안정성 향상 칩 설계가 대형 반도체·IT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발되고 있음.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 응용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자동차 기업의 자체
프로세서 개발 및 최적화와 함께 광범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신,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원천 기술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Tesla
· 기존 제품 대비 80% 비용으로 21배의 성능을 갖는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자체 AI 칩 개발.
특히,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각 컴퓨터에 두 개의 AI 칩을 사용하고, 이러한
중첩(redundancy) 설계를 통해 개별 chip 독립 판단과 상호 동의에 의한 제어 동작 수행
- 미국, Qualcomm
· 가상현실 및 액션 카메라 기계 학습 엣지 컴퓨팅을 위한 Vision Intelligence 400 Platform을 출시.
10 나노 SoC 공정을 제작되었으며, 최첨단 ISP, DSP, CPU, GPU, 카메라 처리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능을 포함하여 최적의 AI 성능 및 보안성, 안정성 설계 구현
- 영국, Arm
· Arm Cortex-A78AE 등 자체 CPU, GPU, ISP를 통한 자율 주행 기술 통합 솔루션 제공. ISO
26262 및 IEC 61508 표준에 부합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ADAS) 및 Safety
Integrity Level(SIL) and 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ASIL) 위험 분류 기준에 대한
향상된 안정성 설계 구현
[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주로 미국의 Intel, Qualcomm, IBM을 중심으로
지능형 반도체 칩, 인공지능 뉴로모픽 칩, 인공 두뇌 반도체 칩을 개발하였으며 인공지능이
구현된 뉴로모픽 소자 기술을 선도하여 지능형 반도체 기술의 핵심 기술로서 개발 중.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뉴로모픽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 CMOS 트랜지스터 기술만으로 구현
되었으며, 이를 1세대 뉴로모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차세대 뉴로모픽 반도체는 2세대
방식으로서 생물학적 시냅스의 핵심적 특성을 높은 집적도를 위하여 하나의 소자로 구현할
수 있도록 메모리와 가변 레지스터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멤리스터(Memristor)
소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음. 현재까지 대부분 단위 기능 블록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스템 수준에서의 구현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발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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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ntel
· 총 13만 개의 뉴런과 1억 3000만 개 시냅스로 구성된 0.47㎟ 크기의 코어 128개, 반도체
집적도는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뉴로모픽 반도체이며,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실리콘에 구현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뉴로모픽
칩인 로이히(Loihi)를 2017년에 개발
- 미국, IBM
· 1993년 최초의 뉴로모픽 아키텍처 ZIS36 발표
· 2014년 S램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DARPA의 SyNap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트루노스
(TrueNorth) 뉴로모픽 칩 개발. 트루노스 칩은 약 54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4,096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회로 소자들이 인간 두뇌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 두뇌 활동을 모방한 칩임
· 2016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가 IBM의 뇌 기반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구매
- 일본, TOSHIBA
· 2016년 초저 전류 소비 뉴로모픽 반도체 회로를 사용하는 TDNN를 개발. TDNN은 딥러닝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존의 TOSHIBA 아날로그 기술도 활용 중
-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 컴퓨터 엔지니어인 스티브 퍼버(Steve Furber)는 20년 전 SpiNNaker를 고안하여 10년 이상
설계를 지속하여 인간 지능을 강화하는 850억 개의 뉴런 장기의 전체 모델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개별 뇌 영역과 달리 일종의 사고 시스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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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지능형 반도체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4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73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비롯한 총 4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키워드를 참고하여
특허 검색식을 작성 후 분석을 진행함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Spiking neural network,
Spiking deep neural network,
Neuromorphic, Neural encoding,
Neural interface, Neuromorphic
learning, Learning interface
[국문] 스파이킹 신경망,
스파이킹 신경모방, 뉴럴
인코딩, 뉴럴 인터페이스, 학습
인터페이스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processor, Processor memory
interface, High bandwidth
memory interface, CPU-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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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검색식
(“신경모방 스파이킹*” or “스파이킹 신경망*” or
“스파이킹 심층 신경망*” or “심층 스파이킹 신경망”
or “뉴럴 인코딩*” or “뉴럴 인터페이스*” or “학습
인터페이스*” or “뉴로모픽 러닝” or “뉴로모픽 학습*”
or “스파이크 뉴론*” or 뉴론* or “spiking neural network*”
or “spiking deep neural network*” or “spiking deep
neural*” or “neural encod*” or “neural interfac*” or
“learning interfac*” or “neuromorphic learning” or “spike
neuron*” or neuron* or “SNN”) and (인코딩* or 엔코딩*
or 코딩* or “공간 이미지 코딩*” or 인터페이스* or encod*
or cod* or interfac* or “spatial image cod*”)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특허분석 항목

핵심 키워드

특허 검색식

interface, In-memory interface,
Processor function safety
[국문] 인공지능 프로세서,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고대역 메모리, 인-메모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기능안전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영문] System Semiconductor,
System Integrated Circuits,
System IC, System on a Chip,
RAS, 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IC design
[국문] 시스템 반도체, 집적회로,
시스템 온 칩, 신뢰성, 이용성,
가용성, 사용성, 안정성, 설계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morphic material, Deep
neural network, Software-based
CPU and GPU
[국문] 인공지능용 반도체,
신경모방 소자, 뉴로모픽 소자,
심층 연결망 포맷, 소프트웨어
기반 GPU-CPU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or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n/2 (프로세서*
or 처리장치* or CPU or process* or “central processing
unit*”)) and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CPU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고대역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고대역 메모리*” or “광대역 메모리*” or “저전력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인-메모리 프로세서*” or
“프로세서 기능안전*” or “프로세서 안전*” or “memory
interfac*” or “CPU memory interface*” or “high
bandwidth memory interfac*” or “in-memory interfac*”
or “low power interfac*” or “low power consum*” or
processor function safe*“)
((semiconductor or “semiconductor system*” or
“integrated circuit*” or “integrated-circuit*” or “system
on chip” or “system on a chip*” or “system-on-chip”
or “system-on-a-chip*” or 반도체* or 집적회로* or
“집적 회로*” or “시스템온칩”) N/4 (설계 or 디자인
or 회로설계 or “회로 설계” or design* or architect*))
and (reliab* or availab* or service* or stable or stability
or verif* or 사용* or 안정* or 신뢰* or 가용* or 검증*)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or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and
(소자* or 재료* or 반도체* or “반도체 소자*” or
“반도체 재료*” or “뉴로모픽 소자*” or “뉴로모픽
재료*” or 컨턱터* or 컨덕션* or material* or device*
or “neuromorphic semiconductor*” or “neuromorphic
device*” or semicoductor* or “semiconductor device*”
or “semiconductor material*” or conduct* or
“software-based GPU and CPU” or “software-based
CPU and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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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반도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지능형 반도체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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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었고 2011년까지는 다소 미미하다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부터
급격히 상승함. 특히, 2018년을 포함하여 일부 미공개특허가 존재하는 2019년도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 활동이 시작된 2009년경을 시점으로 최근까지 출원 활동
경향은, 2000년대 초의 인터넷 발전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데이터양의 급격한 증가로 고도화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지원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개되지 않아서 분석대상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2019년도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이전 구간 대비 최근 분석구간까지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미루어 보아
미공개특허 분석구간의 특허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도 출원 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30개월 이전 출원된 국제특허(WO)의 개별국 진입
(재출원) 활동이 발생한다면 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445건(61%)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국제특허 141건(19%), 한국 97건(13%), 유럽 34건(5%) 그리고 일본 18건(약 2%)
순임
- 특허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미국 발행국에서 특허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특허(WO), 한국, 유럽 그리고 일본 순으로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 활동에서 국제특허(WO)의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지능형 반도체의 사용 가능성이 출원인의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용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발행국별 출원 활동을 보면, 한국에 출원된 특허는 2010년도부터 출원이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분석구간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이전 출원 활동을 감안하였을 때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 출원된 특허는 2009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미공개특허가 존재하는 2019년도에 특허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후에도
출원 활동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추정됨
- 일본과 유럽에 출원된 특허는 2013년과 2012년에 각각 특허출원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과 2017년에 다소 증가한 이후 증가한 출원 활동을 유지하는 정도로 나타나, 출원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국제출원(WO)의 출원 활동을 보면, 2009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2018년부터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공개특허가 포함된 2019년에 특허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출원 활동 추세를 고려하면
이후에도 출원 활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초연결 신산업 육성 Part.3 _ 지능형 디바이스 - 지능형 반도체 535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2001

0

0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0

2002

0

0

2003

0

2004

특허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5

0

0

0

0

0

2006
2007
20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

0

2

2

0

4

2010

0

0

1

2

3

2011

8

0

1

0

9

2012

19

0

0

4

23

2013

19

5

3

3

30

2014

26

2

4

4

36

2015

23

4

8

6

41

2016

17

19

15

8

59

2017

24

27

23

13

87

2018

36

61

21

65

183

2019

44

50

33

57

184

2020

12

20

20

19

71

2021

0

3

2

0

5

합계

228

193

133

181

735

분석
항목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는
2011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는 2013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2018년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며 일부 미공개특허가 포함된 2019년에도 유사한 출원 활동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분야는 2010년부터 출원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상태였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부터 본격적인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미공개특허가 포함된 구간인 2019년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분야는 2010년부터 출원이 시작되었으나 출원 활동은 미미하였고
최근 분석구간인 2018년에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특허 분석구간인
2019년에도 유사한 특허출원 활동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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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은 초기에 신경망의 유연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 분야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스파이킹 신경망 리소스 관리 그리고 스파이킹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호 감시 분야 등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은 초기에 가상 또는 공유 메모리와 인공지능
프로세서 간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에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고대역(또는 광대역, High
Bandwidth)으로 인터페이싱하는 기술과 저지연(Low-latency) 관련 기술에 출원하고 있음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은 초기에는 설계 관련 룰체크와
결함 검증 관련 기술에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설계에 신경망 네트워크 기술, 머신러닝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안정성 기반의 설계 고도화 기술에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은 초기 단층 구조의 소자 관련 기술에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다층 구조 및 고속 처리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46

66

104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5

25

138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4

27

77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7

18

135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43%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58%로 다소 증가함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400%
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출원증가율은 약 452%로 전체 구간에서 출원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분석구간인 구간A에서의 출원건수가 적어 나타난 현상이며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출원증가율은 구간B에서의 출원건수를 반영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57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출원증가율은 약 185%로 최근 분석
구간에서 다소 출원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분석구간인 구간A에서 출원
건수가 적어서 나타난 현상이며, 최근구간 비교에서의 출원증가율은 구간B의 출원건수를
고려하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157%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 약 650%로 최근 구간에서 출원증가율이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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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한국특허(KR)

11

24

10

52

97

미국특허(US)

132

118

98

97

445

일본특허(JP)

0

8

8

2

18

유럽특허(EP)

11

8

7

8

34

국제특허(WO)

74

35

10

22

141

합계

228

193

133

181

735

특허
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

-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출원을 집중한 분야와 국가는
지능형 반도체 모든 분야에 대하여 미국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음
- 전체 발행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그리고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순으로 미국에 출원이 집중됨
-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출원(WO)의 출원 집중도를 보면,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그리고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순으로 출원이 집중됨
-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 대하여 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그리고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순으로
출원이 집중됨
- 일본에 출원된 특허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과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에 동일한 출원 집중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순으로 출원함
- 유럽에 출원된 특허는 일본과는 다소 상이하게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과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유사한 규모로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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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삼성전자

1

19

7

5

32

서울대학교

1

0

0

11

12

한양대학교

0

0

0

8

8

한국과학기술원

0

0

0

7

7

포항공과대학교

0

0

0

5

5

SK하이닉스

0

1

1

3

5

기타

9

4

2

13

28

합계

11

24

10

52

97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한국에서의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요 TOP5 출원인은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SK하이닉스이며,

주요

TOP5

출원인은

모두

한국국적이며 출원인 구성은 기업과 대학교인 것으로 조사됨
- 삼성전자는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서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을
집중하며,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과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도 출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주요 TOP5 출원인인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 출원을 집중함
- 서울대학교는 최근 3차원 적층 구성과 재구성 가능한 뉴로모픽 소자 관련 기술에 출원을 집중하고,
한양대학교는 복수의 적층 구성을 갖는 뉴로모픽 소자 관련 기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최근에 트랩층을 가지는 뉴로모픽 관련 기술에 출원함
- 한국에서 주요 TOP5 출원인 이외의 출원인에는 광운대학교, Qualcomm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 등의 순으로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광운대학교는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Qualcomm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도
Qualcomm과 동일한 분야인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에 출원를 집중하고
있음
- 광운대학교, Qualcomm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 이외의 한국
출원인은 주로 국내 대학교가 중심을 이뤄 출원 활동을 하며, 다수의 출원인이 소수의 출원을
하는 경향을 보임

초연결 신산업 육성 Part.3 _ 지능형 디바이스 - 지능형 반도체 539

¡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인터페이스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IBM

27

0

16

44

87

Qualcomm

54

0

0

0

54

Intel

19

29

3

1

52

삼성전자

3

24

6

13

46

Synopsis

0

4

16

0

20

Micron Technology

7

13

0

0

20

HRL Laboratories

15

0

0

3

18

TDK

0

0

0

13

13

Google

3

10

0

0

13

Brain Co.

11

0

0

0

11

기타

78

89

82

55

304

합계

217

169

123

129

638

- 해외 국가(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WO))에서의 지능형 반도체 분야 주요 TOP10 출원인은
IBM, Qualcomm, Intel, 삼성전자, Synopsis, Micron Technology, HRL Laboratories, TDK,
Google 그리고 Brain Co. 순이며, 기업 중심으로 출원이 이뤄짐
- 국내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주요 TOP10에 포함되었고, 한국에서와 동일 분야인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해외 출원을 집중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추진함
- IBM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순으로 출원을 집중함
- Qualcomm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모든 출원을 집중하며, Intel은
삼성전자와 동일 분야인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해당 분야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Synopsis는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 공정에서 결함 검증과 관련된 기술에 출원을
집중함
- Micron Technology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과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순으로 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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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최근 저지연(Low-latency) 인터페이스와 복수의 채널을 가지는 고대역(High
bandwidth)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에 출원함
- 일본 국적인 TDK는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분야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 분야는 복수의 페로마그네틱 레이어(feromagnetic layer) 관련 기술이고,
적극적인 해외출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선점에 매우 적극적임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지능형 반도체 분야 4개 표준 기술에 관련된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해외 주요
기업에 비해 국내 경쟁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 경쟁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허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내 주요 출원인의 관심은 주로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과 일부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집중되어 있고,
두 분야 모두 강력한 해외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지능형 반도체 최근 연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이에 기초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국제표준화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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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7%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SO

국제
(공식)

TC22 SC32

(Components and general aspects) 자동차의 전기전자(E/E)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으며, 와이어 하네스, 커넥터, 자동차용
전장부품, 내환경 및 기능안전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WG8-Functional Safety) ISO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SOTIF), ISO 26262 기능안전과 달리 오작동, 고장,
결함이 아닌 의도된 설계 자체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불충분·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기능안전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2019년 1월에 제정된
ISO/PAS 21448을 정식 ISO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2022년 3월 표준제정을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이며, 2020년 말 CD 발행.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표준 발표(ISO/SAE FDIS 21434)

TC47

(Semiconductor devices) 뉴로모픽 소자의 패키징과 신뢰성을 다루고
있으며, 뉴로모픽 소자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적인 소자의 신뢰성 표준화를
진행 예정

TC113

(Nanotechnology for electrotechnical products and systems) 뉴로모픽
소자의 나노소재 및 나노기술 관련하여 표준화를 진행 예정
- (WG8-Graphene related materials/Carbon nanotube materials)
그래핀과 같은 최신 2차원 나노물질을 이용한 멤리스터 등 뉴로모픽
소자의 측정법 표준화 진행 예정

SC42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지능형
반도체 관련 WG신설을 목표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인터페이스 및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JC14

(Quality and Reliability of Solid State Products) 반도체 측정 및 평가 정량
분석 방법 제시.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정
- (SC14.1-Reliability Test Methods for Packaged Devices) 기계적 충격,
전력, 및 온도 변화에 대한 제품 테스트 표준화 진행
- (SC14.3-Silicon Devices Reliability) 고체 소자 평가 표준 진행
- (SC14.4-Quality Processes and Methods) 반도체 품질 측정 및 개선
방법 표준 진행

JC42

(Solid State Memories) DDR, HBM, NAND 및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소자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n-Memory Processing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TG423B3-High Bandwidth Memory) NVIDIA, AMD, Micron, Intel,
Samsung, SK Hynix, Cadence가 참여하여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HBM3를 제정
- (TG42_7-Processing Memory) 2019년 12월 Western Digital과 UPMEM의
제안으로 New PG로 채택되었으며, ETRI, Synopsys, ARM, SK Hynix, WDC
등이 참여하여 PIM Interface 표준화 진행 중

IEC

JTC1

표준화 현황

국제
JEDEC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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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PG417

(지능형 반도체)
-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제정
-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한 다중칩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사례를 기술보고서로 제정

PG604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검증용 데이터 밸런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표준 제정

PG609

(CPS) CPS 사고 분석 모델 기반의 안전 신뢰성 확보 표준 제정

TTA

국내
인공지능반도체포럼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를 위한 반도체공학회 반도체표준화 전문연구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하여 표준안 진행 중

대한전자공학회

(지능형 반도체 뉴로모픽소자)
- 국가기술표준원 COSD 기관으로서 표준위원회에서 IEC 국제 표준의 국내
부합화를 2016년부터 수행
- 지능형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 관련 IEC 국제 표준의 국내 표준 부합화
제정을 진행할 예정
- 지능형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 관련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을 수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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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제정을 하였으며 표준개발 진행 중이며,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의 필요에 따라 표준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 2019년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정
하였으며 향후 확장을 위한 논의 중이며,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코딩 기술 표준을 향후
진행 예정
- 인공지능반도체포럼
· 뉴로모픽 표준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코어 기술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방향을 위한 논의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17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44,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
페이스

2019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성을 위한
안전성 플랜 및 거대 인공신경망 구축을 위해 다중 칩 구조로 구성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대용량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고대역폭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 예정
- TTA 지능형 반도체PG(PG417)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에 대한 기술보고서 제정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보고서 제정
·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해 다중 칩으로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에 대한
기술보고서 제정
·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해 다중 칩 구조로 구성된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보고서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10.0111,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2019

TTAR-10.0112,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2019

TTAR-10.0113, 다중 칩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2019

TTAR-10.0114,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2019

TTA PG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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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국내 표준의 경우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 및 구동 신뢰성 평가 표준이 주를 이루었으며, 하드웨어(칩) 구현 기술과
접목된 시스템 수준의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 활동은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차량용 및 전력
반도체 관련 기술 표준을 일부 반영하여 어플리케이션 통합형 AI 프로세서 안정성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및 기능안전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각각 제정하여 기능안전 설계가 적용된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구조를 제시하고,
기능안전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설정 정보 및 규격을 제시
-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PG604)
· 검증용 데이터세트의 밸런스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표준을 제정하여
평가용 데이터세트의 입력 데이터 조건에 따른 밸런스 수준을 측정하고, 밸런스가 충분히
확보된 데이터세트를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신뢰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정의
- TTA CPS PG(PG609)
· CPS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표준을 제정하여 동작 환경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CPS 사고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제거, 예방 등 대책 수립을 통한 안전 신뢰성 확보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10.0111,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2019

TTAR-10.0112,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2019

TTA PG604

TTAK.KO-11.0280-Part1, 검증용 데이터세트의 밸런스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 제1부: 방법론 및 체계

2020

TTA PG609

TTAK.KO-11.0268-part1,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제1부: CPS 사고분석모델

2019

TTA PG417

[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연구개발의 신규성으로 인해 관련 본격적인 국내외
표준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본 표준 개발과 관련하여 뉴로모픽 소자의 핵심 나노소재
및 소자 측정법의 국내 표준화 추진 예정
-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
· 뉴로모픽 소자의 측정법 관련 국내 표준화를 위하여 2020년 나노물질의 접촉과 코팅
비저항 측정법 표준(KS C IEC TS 62607-4-3:2015)의 표준부합화 진행 중
· 부합화가 진행된 2건(KS C IEC TS 62607-4-1, KS C IEC TS 62607-4-5)의 국내표준은
향후 뉴로모픽 소자의 핵심 나노소자 및 소자의 기본 물성을 측정하는 표준으로 사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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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대한전자
공학회
표준위원회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C IEC TS 62607-4-3,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3부: 나노 활용
전기 에너지 저장 - 나노물질의 접촉 저항률과 도포 저항률 측정

진행중
(2022)

KS C IEC TS 62607-4-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1부: 나노화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2-전극 측정법

2019

KS C IEC TS 62607-4-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5부: 나노화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3-전극 측정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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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하드웨어에 대한 표준 안에
대한 논의가 JTC1 SC42 산하 WG신설을 통해서 표준 안으로 진행 예정이며, 국내표준과
연동하여 스파이킹 신경망 기술평가를 통한 인터페이스 및 핵심 응용 아이템 발굴 및 관련
표준화 추진 예정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JEDEC에서 2020년 말 HBM3 표준이 제정되고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ISO 26262의 자동차 안전성 표준에서도 반도체가
포함된 개정판이 2018년에 발행된 후 프로세서 메모리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하는 것을 의제로
하는 회의를 제안 중.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필요
- ISO TC22 SC32 WG8
· ISO 26262 Road vehicle – Functional safety(2nd edition): 2018년 12월 자동차의 전장시스템의
오작동, 고장 결함에 대한 기능안전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수준의 안전 메커니즘 설계와
HW/SW의 구현기술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 제2판이 제정
· ISO/PAS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SOTIF): 2019년 1월
ISO 26262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차 전장시스템의 성능 한계, 예측 가능한 사용자의 오용
및 자동차 주변 영향 등에 따라 비고장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이 제정
· ISO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SOTIF): 2019년 3월부터
ISO/PAS 21448 SOTIF로 제정된 표준을 정식 ISO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2022년 3월 ISO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
- JEDEC JC42 TG423B3
· NVIDIA, AMD, Micron, Intel, Samsung, SK Hynix, Cadence가 참여하여 2020년 말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HBM3) 표준 제정
- JEDEC JC42 TG42_7
· 2019년 12월 Western Digital과 UPMEM의 제안으로 새로운 TG로 채택되었으며, ETRI,
Synopsys, ARM, SK Hynix, WDC 등이 참여하여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ISO TC22
SC32 WG8

완료연도
진행중
(2023)

ISO/PAS 21448,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2019

ISO 26262,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2nd edition)

2018

JEDEC JC42
TG423B3

HBM3(High Bandwidth Memory)

2020

JEDEC JC42
TG42_7

PIM(Processor in Memory) Interface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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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최근 국제 표준화 동향은
ISO를 중심으로 차량 기능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관련 표준이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으며, JEDEC 반도체 소자 신뢰성 평가 및 사용 환경 테스트 표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향후 요소 기술이 연계된 시스템 레벨의 지능형 프로세서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설계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ISO TC22 SC32 WG8
· ISO/SAE FDIS 21434: 기존 차량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표준인 SAE J3061- Cyber security
Guidebook for Cyber-Physical Vehicle Systems를 개선함과 동시에 최근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 이슈를 반영하여 FDIS 버전 표준 발행
· ISO/PAS 21448: ISO 26262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차 전장시스템의 성능 한계, 예측 가능한
사용자의 오용 및 자동차 주변 영향 등에 따라 비고장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이 제정
· ISO 26262: 자동차의 전장시스템의 오작동, 고장 결함에 대한 기능안전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수준의 안전 메커니즘 설계와 HW/SW의 구현기술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 제2판이 제정
- JEDEC JC14 SC14.1
· JESD22-A105D: Dwell time, ramp rate, duty cycle 등 온도·전력 주기 파형에 대한 테스트
조건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구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의 정량적 기준 제시
· JESD22-B110B.01: 독립 소자 및 인쇄 보드에 탑재된 sub-assembly 반도체의 기계적 충격
저항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기 및 데이터 추출·해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반도체
신뢰성과 안정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JEDEC JC14 SC14.3
· JEP143D: 측정 시간 단축을 위한 가속 인자와 전기적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기준 함수를
포함하여 최신 개별 표준을 인용 및 종합하는 고체 반도체 소자 신뢰성 평가 및 정량화
가이드라인 발표
- JEDEC JC14 SC14.4
· JESD671D: 전기, 기계/형태, 행정 3개 분야에 대한 반도체 품질 문제를 각각 항목별로
체계화하고 생산자, 소비자, 승인된 공급자의 주체별 수정 행동(corrective action) 및 문제
해결에 대한 표준 제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SAE FDIS 21434, Road vehicles - Cyber security engineering

2021

ISO/PAS 21448,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2019

ISO 26262,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

2018

JESD22-A105D, Power and Temperature Cycling

2021

JESD22-B110B.01, Mechanical Shock - Device and Subassembly

2019

JEDEC JC14
SC14.3

JEP143D, Solid-State Reliability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Methodologies

2019

JEDEC JC14
SC14.4

JESD671D, Device Quality Problem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Resolution
Methodology

2018

ISO TC22
SC32 WG8
JEDEC JC14
SC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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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IEC TC113에서 한국 주도로 뉴로모픽 소자 나노
소재 중 하나인 탄소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에너지 소자 국제 표준이 진행 중. 기술의
최첨단성과 신규성으로 인해 국제 표준화는 최근 1∼2년 동안 눈에 띄는 발전이 보이지
않으며, 전 세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 표준화에 눈에 띄는 발전에는 3∼4년간의
기간이 더 필요
- IEC TC113
· 나노구조체 탄소의 하이브리드 슈퍼 커패시터 제작과 측정법을 규정한 국제 표준이 진행 중
· 전기화학적 뉴로모픽 소자가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며, 전기화학에너지 소자인 슈퍼
커패시터에 관한 본 국제표준은 향후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에 활용 예정
· IEC TC113의 표준개발과 병행하여 IEC TC47(반도체 신뢰성 및 패키징)을 통해 뉴로모픽
소자의 신뢰성 평가 표준을 개발을 준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13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S 62876-4-x, Nanomanufacturing - Reliability assessments - Part 4-x:
Quantum dot materials used in Q-LCFs

진행중
(2024)

IEC TS 62565-5-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 - Part
5-1: Nanoporous activated carbon for electrochemical capacitor - Blank
detai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IEC TS 62565-5-2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 - Part
5-2: Nano-enabled electrode of electrochemical capacitor - Blank detai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IEC 62565-3-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1:
Graphene - Blank detai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IEC TS 62565-3-2,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2:
Graphene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nano-ink

2021

IEC TS 62565-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1:
Basic concept

2021

IEC TS 62565-3-3,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3:
Graphene film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Monolayer graphene

2019

IEC TS 62565-3-4,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4:
Graphene film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Bilayer graphene

2019

IEC TS 62565-3-5,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5:
Graphene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graphene powd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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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약 점 요 인 (W)

시
장

- DRAM 시장을 세계 최선두에서
- 지능형 반도체의 근간을 이루는
시
이끌고 있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SoC 시장에의 영향력은 매우
장 약함
막대함

기
술

- DRAM 기술이 세계 최선두에
기 - SoC 및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
있으며 이에 따른 지능형 반도체
술 및 소자 기술에서 취약
공정기술은 확보되어 있음

표 - 반도체 표준에서도 메모리 부분은 표 - 지능형 반도체 표준은 세계를
준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
준 선도하고 있지 못함

【SO전략】
【WO전략】
시 - IoT,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장 등의 시장이 확대일로에 있음 - (시장) 조기 상용화, 기술진화 전략 - (시장)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기술을
기
- 지능형 반도체의 기반기술인
회 기 SW 및 시스템 기술의 플랫폼 요 술 화에 따른 기술개발 확대일로에
인
있음
(O)
표
준

- 반도체IP 표준, JEDEC표준의
기 제정된 표준을 기반으로
지능형 반도체 관련 국제표준화
시작

구체화를 통한 시장 중심 기술 확보 이루는 소자 간 인터페이스 중심의
및 표준화 주도
IPR 및 표준 개발
(기술) 미래시장가치가 높은 분야 - (기술) 전략분야(지능형 프로세서,
중심의 선제적 표준화 및 IPR 확보 신경망 분야, 뉴로모픽 소자)의
추진
새로운 지능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표준) 전략분야(지능형 프로세서, IPR확보
신경망 분야, 뉴로모픽 소자)에 기술 - (표준) 전략분야(지능형 프로세서,
개발과 표준화 중점 추진
신경망 분야, 뉴로모픽 소자)의
새로운 지능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표준 개발

【ST전략】

위
협
요
인
(T)

【WT전략】

- SoC 시장의 점유율이 외국에
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이 더 심화 - (시장) 지능형 프로세서 및 뉴로모픽 - (시장) 취약기술 분야에서 국제
장
될 우려가 있음
분야 신규 표준화 이슈 발굴을 통한 표준 수용 기반의 선도적 상용화
선제적 표준화 시도
시도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 시도
- (기술) 국내 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 (기술) 국제 표준 선도국가 및
유도를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기 -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인 설계 표준화 연대 추진
표준 취약점 극복 시도
- (표준) Intel, 인피니트 등 지능형 - (표준) Intel, 인피니트 등 지능형
술 기술은 국내 기술이 미흡
반도체 선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선도업체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학·연 협력관계 구축
전략적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 및
- 영향력 높은 국외 선도 표준
정부지원
(IEEE 등)의 사실표준화 기술
표 급증
준 - 지능형 반도체 관련 표준 개발
에서도 이미 뒤떨어진 출발이
되고 있음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설계기술, 소자기술 등)의 국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종래
SoC 기술개발의 경험이 축적되었다고는 하나 국제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임
-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가 JTC1 SC29/SC42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지능형 반도체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내 국제표준 전문가와 TTA 지능형 반도체 표준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에
전략적 참여 및 소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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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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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후행)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TTA 지능형
반도체 PG,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JTC1 SC42

국내
참여
ETRI, SK Hynix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Qualcomm/Intel, (스위스) Inilabs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Qualcomm/Intel, (스위스) Inilabs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위한 핵심을 기술을 확보하고 과제기획을 통해서 버전
첫 규격 완료. 특히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기술의 과제 기획을 통해서 과제승인을 통한
개발 및 표준화에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한 자율주행, 에지컴퓨팅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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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스파이킹 신경망 기술평가를 통한 인터페이스 및 핵심 응용 아이템 발굴 및 표준화 추진
- 국내 인공지능반도체포럼과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와 연계한 표준화 아이템
및 표준화 활동 예정
- 향후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뉴로모픽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SG/WG 신설) 지능형 반도체 기반 스파이킹 신경망
표준을 위한 국내 인공지능반도체포럼 활동과 연계하여 JTC1 SC42의 WG 신설을 추진

<표준화 계획>
- 2019년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이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에서 TTAK.KO-10.1144으로 제정하였으며 향후 기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국제표준 확장 및 추가 표준을 개발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존 지능형 반도체 기반의 스파이킹 신경망 표준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인터페이스 및 적합한 응용분야의 확장을 위한 표준화 포럼 활동이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반도체 표준화 포럼 활동을 위한 정부, 산업체, 연구소에서 필요한
고려사항 및 대응 방안을 정기적인 표준화 포럼 활동을 통한 스파이킹 신경망의 인터
페이스에 고려 사항을 도출 전략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을 활용하여 뉴론 및 시냅스의 초저전력 코어 기술을 표준 특허 기술로
추진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oT기반 엣지컴퓨팅 초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한 스파이킹 신경망
뉴론 및 시냅스의 핵심 기술 개발 후 표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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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TTA 지능형
반도체 PG,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SO
TC22 SC32,
JTC1 SC42,
JEDEC JC4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AIST,
삼성전자,
SK Hynix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ynopsys/Uniquify/Cadence/INNOSILICON/
MYTHIC/UPMEM, (일본) Panasonic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Synopsys/Uniquify/Cadence/INNOSILICON/
NVIDIA/AMD/Micron/Intel/WDC/UPMEM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고대역 메모리 인터페이스 및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HBM3의 경우 2020년 말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PIM의 경우 2020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음. 국내
팹리스의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은 선도기업과 다소 격차가 있으나, 삼성전자와 SK
Hynix가 선도하고 있는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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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EDEC JC42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TG(TG423B3), 인 메모리 프로세싱 TG(TG42_7)에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 표준 개발 예정
- JTC1 SC42 내 인공지능 반도체 WG 신설 및 JEDEC JC42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핵심기술 연계 표준 개발 예정
- ISO 21448 SOTIF 표준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SW/WG 신설) JTC1 SC42 산하에 인공지능 반도체
WG 신설 추진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신규과제 제안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기 진행 중인 ISO 21448 SOTIF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능안전 플랜 개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EDEC JC42 산하의 HBM3, PIM
TG 내의 산업체 중심의 적극적인 표준화 대응을 통해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병행 추진
<표준화 계획>
- 2019년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에서 기술보고서로 제정된 ‘다중 칩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TTAR-10.0113)’ 및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TTAR-10.0114)’를 기반으로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예정
- JEDEC JC42의 HBM3, PIM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동향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및 향후 국제 표준으로 확장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활동을 통해 JEDEC JC42 및
ISO 21448 SOTIF 연계한 국내 표준화 과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인공지능 프로세서 및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인메모리
특화 프로세서 기술 개발 과제와 표준화 과제를 연계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PIM) 기술개발 내용을 바탕으로 JEDEC JC42의 PIM 인터페이스
표준 특허 개발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JEDEC JC42의 PIM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참여와 병행하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인메모리 프로세서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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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전성 고도화 설계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지능형
반도체 PG,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국제

JTC1 SC42,
JEDEC JC14,
ISO TC22
SC3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SK Hynix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NVIDIA/Tesla/Apple/Qualcomm/Google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VIDIA/Tesla/Apple/Qualcomm/Google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ISO 26262, ISO/SAE FDIS 21434 등 주로 차량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안정성 설계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국제 특허가 채택된 시점에서, 국내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업의 첨단 AI 프로세서(NPU 등) 및
신호 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 IoT,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동 안정화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이 지속될 것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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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2에서 ISO/IEC CD 23894.2(AI 위험 관리), ISO/IEC AWI TR 5469(AI 기능 안전성) 등
AI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표준화 추진 및 기술 로드맵 제공
- JEDEC JC14에서 JC14.1-JC14.3 등 반도체 소자, 웨이퍼, 및 패키지 신뢰성 소분과 중심으로
지능형 하드웨어 안정성 평가 모델 및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 추진
- ISO TC22 SC32에서 ISO/AWI TS 5083, ISO/DPAS 5112 등 자동차 기술에 특화된 지능형
시스템 안정성 설계, 입증, 평가, 및 사이버 안전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JTC1 SC42 및 ISO TC22 SC32 내
AI 자율 주행 시스템 안정성 설계에 대한 신규 표준 제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SG/WG 신설) JEDEC JC14 지능형 반도체 소자 및
프로세서 신뢰성 평가에 대한 신규 SG/WG 신설 제안
<표준화 계획>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에서 지능형 반도체 소자 및 프로세서의 신뢰성·안정성
향상 설계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대응 및 평가 활동 수행
- 인공지능반도체포럼에서 전기·자율주행차량용 지능형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중점 기술 대한
안정성 고도화 비전 수립 및 국내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학계,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능형 반도체 프로세서의 안정성 고도화에 대한 기술적 수요를 파악하고 안정성, 신뢰성
및 보안 설계를 관련 표준화 활동의 중점 요소로 선정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RFP 참여 및 과제, 학회 활동을
통해 연구 개발 활동과 연계된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현재 자율
주행 자동차에 치우친 특허 및 기술 방향성을 변경하여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계
기반의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 및 데이터 보안성 고도화 범용 설계 표준 기술로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초고속, 저전력, 차세대 지능형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 기술과 함께 지능형 소자/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기술이 포함된 설계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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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TTA 지능형
반도체 PG,
국내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l/Qualcomm/IBM

기술
수준

IEC
TC47/TC113,
JTC1 SC42

ETRI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l/Qualcomm/IBM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의 표준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과제기획을 통해서 규격화
완료되었으며, 뉴로모픽 소자의 표준화로 인한 국내 연구성과 비교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뉴로모픽
소자의 기술 과제 기획에 이어 과제승인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응용한 분야 확대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한 자율주행, 카메라의 초고해상도 이미지 생성 방법과 같은 기술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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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의 표준화를 위한 핵심을 기술을 확보하고 표준에서
필요한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 설정 추진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를 응용 가능한 분야 확장 및 표준 개발 예정
- JTC1 SC42(지능형반도체 관련), IEC TC47(반도체 신뢰성 위원회 내 인공지능 기기 뉴로모픽
소자 관련), IEC TC113(뉴로모픽 나노소재 관련)에서 WG 신설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WG 신설) JTC1 SC42, IEC TC47/TC113에서
신규 WG 신설을 통해 뉴로모픽 소자 나노소재 및 측정법 관련 표준화 추진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WG 신설) IEC TC47은 반도체 신뢰성 및 패키징
위원회이므로 뉴로모픽 소자(Neuropmorphic devices) WG8을 신설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WG 신설) IEC TC113에서는 나노전기전자
위원회로서 이미 진행 중인 나노탄소관련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회원국에 나노소재의
뉴로모픽 소자에의 응용성을 설명 후 WG12(Nanomaterials for neuromorphic devices)
신설 추진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표준화 진행된 것은 없으나, 뉴로모픽과 관련된
기술들의 표준개발을 진행하여 향후 발전될 기술들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활동) 국제표준화 추진과 동시에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를 통해 뉴로모픽
소자 관련 국내 표준화 신설 및 국제표준의 국내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관련 국내외표준이
없으므로 국제 유수 저널에 게재된 논문결과들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표준
특허를 개발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외표준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개발 국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술을 선점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의 국제 및 국내 표준 개발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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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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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PS

Cyber-Physical Systems

CPU

Central Processing Unit

DDR

Double Data Rate (DRAM)

LPDDR

Low Power DDR

DNN

Deep Neural Network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EC

European Commission

EU

European Union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inFET

Fin Field-Effect Transistor

GPGPU

General-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s

GPU

Graphics Processor Unit

HBM

High Bandwidth Memory

HBP

Human Brain Project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HW

Hard War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oT

Internet of Things

IPU

Intelligence Processing Unit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

Information Technology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JC

Joint Committee

JEDEC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TC1

Joint Technology Committee 1

JUMP

Joint University Microelectronics Programme

MTO

Microsystems Technology Office

NPU

Network Processing Unit

NVM

Non-volatil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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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C

Personal Computer

PG

Project Group

PHY

Physical Layer

PIM

Processing in Memory; Processor in Memory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C

Sub Committee

SG

Study Group

SNP

Spiking Neuron Processor

SoC

System on Chip

SW

Soft Ware

TC

Technical Committee

TG

Task Group

TPU

Tensor-Processing Unit

TSV

Through Silicon Via

UNPU

Unified Neural Network Processing Unit

VIC2

Visual Intelligence Chip 2

WG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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