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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과기부를 비롯한 관련 다부처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에 대해 미래선도품목이 될만한 기술분야에 대한 R&D를 

집중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국내 산업의 역량을 특허 정보

에 대한 기술력, 시장력, 집중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R&D 지원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R&D 중에서 신

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미래선도 품목으로 미래소재, 비대면 디지

털 등 신산업 4대 분야의 기술 트렌드를 고려하여 총 38개 미래선

도품목을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품목 중 ‘이동형 고정밀 디

지털 레이더 칩셋’은 기존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속, 고정밀

도, 저전력 특성을 가지고 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물체의 위치와 특성

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자파 센서이다. 최근

에 레이더 관련 전자파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항공, 교통, 우주, 국방 등 과학 기술 전 분야에 걸쳐 기술파급 효과

와 함께 활용 분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레이더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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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위산업에 치중되면서 오랫동안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이 더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오토모티브와 첨단운전

자 보조시스템(ADAS)을 비롯한 자율주행에 대한 시도가 차량용 

레이더의 수요를 크게 늘리며 다시 성장하고 있다. 
컨설팅 기관인 욜디벨롭먼트(Yole development)는 레이더 시

장이 2019년 205억 달러에서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 28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 방위산업

은 전체 레이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첫 번째 영역으로 

매년 꾸준히 1위를 지켜왔으나, 동 분야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3%대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차량용 레이더 분야는 연평균 11%로 규모로 성장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갈 전망이고, 2019년 55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05억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량용 레이더는 차량의 전방과 측·후방에 상대 차량과 장애물

의 위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며,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

과 100 m 이상의 측정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에 필

수적인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구성에서 차량 

센서 중 4가지 주요 센서인 가시광선 및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거리측정 센서(라이다, LiDAR), 초음파 센서, 전파 거리측정 센서

(radar)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이더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와 기술 중심의 기업들은 서로간 합종연횡을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 차량용 레이더 센서 시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구분처럼 레이더 센서용 칩 메이커, 레이더 센서 칩을 기반으로 

한 레이저 모듈 메이커, 그리고 레이저 모듈을 활용한 시스템 메이

커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레이더 센서는 단일 레이더 칩을 기반

으로 모듈이 제작되어, 다량의 광학 시스템이 필요한 라이다 센서

에 비해 저가의 비용이 들어 자동차 등 제품 생산업체에 직접 납품

하는 1차 벤더회사나 1차 벤더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벤더회

사에서 많은 연구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레이더 기술개발은 

레이더 센서의 기술 난이도의 특성상 해외 레이더 센서용 칩 메이

커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차 제조

사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1차 벤더를 중심으로 모듈 및 시스템 

개발 등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레이더 장비 분야에 대한 국내의 R&D 

역량 및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의 도출을 위해 최근 특허 

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력, 시장력 및 집중력 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허지수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국가 R&D 과제의 

지원현황에 대입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허정보 

분석에 있어서는 특허지표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력을 파악하는 

동시에 시장성의 정도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의 집중

도도 함께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강점 및 약점을 알아보고 이 분야

의 국가 R&D의 집중도를 파악하여 정부 지원의 R&D방향성 연

구를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최근 자율주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을 위한 주변

인식 기술, 안전 관련 보조 기술 등 이종 센서 간의 데이터를 융합

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융합 센서기술이 개발되고 

있다[1]. 
본 연구는 이동형 고정밀 디지털 레이더 칩셋 기술을 크게 차량

용(육지), 항공 및 우주용(공중), 선박용(해양), 그리고 기타용도로 

구분하고, 그중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차량용 이동형 고정밀 

레이더 칩셋 기술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하였다.
차량용 레이더 기술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되어 왔으며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반도체 업체들이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8].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후발 주자로

서 응용분야의 활용기술에 집중할 것인지 기초연구기반의 소재부

품장비에 집중 할 것인지 국가 R&D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 규모, 비중, 연구개발단

계, 사업목적 등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기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국가연구개

발 방향성을 도출 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뤄지기도 하였다[10]. 
특히 최근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융합기술의 경우 효과

적인 지원 전략을 위해 부처별 연구개발현황과 투자현황에도 주목

하여 연구를 하기도 하였다[3].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 현황 자료가 기존의 국가연구개발 방향성

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 되어지고 있어 이동형 레이더 

장비산업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허 데이터는 출원자가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

지사항이 중심이 되며, 해마다 전세계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들

은 하나의 빅데이터로 인식되어 이를 토대로 특허데이터를 지표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특허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특허의 기술

성, 시장성, 집중성 등을 파악하는 복합지표를 창출할 수 있다[4].
우리나라의 산업별 R&D 정책 수립에 있어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선도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나 R&D 의사 결정자들은 특허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

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허지표는 R&D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짐과 동시에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인 측면이나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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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기술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특허들간

의 인용 관계를 통해 인용 횟수가 많은 특허와 동일한 한 개의 특허

가 여러 나라에 권리를 갖고 있는 특허가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피인용도지수(cites per 
patent, CPP), 영향력지수(patent impact index, PII), 기술력지

수(technology strength, TS), 시장확보지수(patent family size, 
PFS)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국가별 해당 기술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와 연구개발 방향을 잡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2].
또한 기술혁신 활동 집중력은 특허를 통해 기술특화 현황을 분

석하는 것으로 특정 주체가 다른 주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

떤 기술 분야에 활동을 집중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과점 현

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기술혁신 활동 집중도 분석을 위한 

지수에는 집중률 지수(CRn), 허핀달 지수(HHI)가 있다[2].

3. 연구의 범위 및 분석 방법
3.1 연구 범위

이동형 고정밀 디지털 데이터 칩셋 분야의 특허기술 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주요 4개나라의 

공개 및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정보 검색 DB(KeyWert)를 

사용하여 아래 Table 1과 같이 검색 방법 및 범위를 확정하였다.
이동형 고정밀 디지털 레이더 칩셋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분류

를 위해 1차 가검색을 진행하여 Table 2와 같이 차량용(육상), 항
공-우주용(공중), 선박용(수상/수중), 기타 적용분야로 분류체계를 

확정하여 연구하였다.
Table 2의 기술체계, 적용 응용 분야에 대한 분류기준, 특허 IPC

분류 코드를 통해 Table 3과 같이 총 3,347건의 유효특허를 추출

하였다.
확정된 기술체계를 기반으로 4가지 분야에 대해 유효특허 선별 

기준을 세우고 추가적인 노이즈를 제거하여 관련성이 높은 3,347
건의 유효특허를 확정하고 그중 50%에 가까운 차량용이동형 고정

밀 디지털 레이더 칩셋의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다음 Fig. 1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진행하

고 분석하였다. 먼저, 이동형 레이더 장비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출

원 및 등록 특허를 검색하고, 유효한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지표를 

만들어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4).
연구 프레임워크의 1단계는 특허지표에 대한 분석으로 기술력지

표, 시장력지표, 집중력지표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

다. 2단계는 NTIS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가 R&D 현황을 분석하

였다[7].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단계의 특허지표에 대한 결론을 2단

계인 국가 R&D 현황분석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원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허지표를 통한 연구 프레임워크의 1단계는 기술력 분석으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고 인용도 지수가 명확하게 파악되는 미

국에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CPP, PII, TS 지수 산출하여 국가

별 비교연구를 하였다. 등록특허가 후속특허에 인용된 횟수를 보

Table 1 The scope of patent search 

Type Patent
office Data base Search

period Search range

Publicized 
or 

registered 
patent

KIPO

KeyWert 2002. 1. 1. ~ 
2021. 8. 31.

Publicized or 
registered patents USPTO

JPO

EPO EP-A(applications) 
and EP-B(granted) 

Table 2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Type Radar usage

Vehicle
(land) 

 Detecting fixed and mobile things from vehicle for 
secure system and automatic driving 

Aerospace
(the air)

 Using for flight vehicle including plane, helicopter 
etc.)

 Using for drone, unmanned aerial vehicle
 Using for spacecraft, satellite

Ship
(water)

 Using for ship and submarine 
 Using for fish detection and searching submarine 

change 

Others

 Using for smart factory 
 Using for mobile robot
 Using for human or animal 
 Using for lifesaving

Table 3 Effective patents for major patent offices 
Type KR US JP EP Total

Vehicle (land) 405 551 362 326 1,644
Aerospace (the air) 150 304 79 140 673

Ship (water) 161 85 84 33 363
Others 60 299 65 243 667

Analysis method and research content Result

Patent 
index 

analysis

Index for
technology

market
concentration

➡
National

R&D
situation

Project 
investment 

amount
➡

R&D 
support 

direction

Basic 
R&D

Applicatio
n R&D

Developmen
t R&D

Stage 1 Stage 2 Stage 3
Fig. 1 The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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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피인용도지수(cites per patent, CPP)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하였다[2].

 해당주체의등록특허수
특정주체의등록특허의피인용횟수

출원인 국적의 피인용도지수를 전체 CPP값으로 나눈 지수인 영

향력지수(patent impact index, PII)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전체등록특허의피인용도
특정주체의등록특허의피인용도지수

기술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PII지수에 특허건수를 곱

하여 산출 기술력지수(technology strength, TS) 다음과 같이 산

출하였다.

 해당주체의등록특허건수
특정주체의영향력지수

특허지표를 통한 시장력 분석으로는 동일 특허를 몇 개의 국가

에 출원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장확보지수(patent family 
size, PFS)를 산출하여 국가별 비교연구를 하였다.

 해당주체의등록특허건수
특정주체의평균패밀리국가수

집중력 분석으로는 CRn과 HHI를 통하여 이동형 고정밀 레이더 

분야에 있어 기업의 기술개발 시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집중률지수(concentrate ratio n, CRn)은 상위 출원인 1위부터 

n위까지의 특허 점유율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특허기술조사연구

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의 상위 출원인으로 분석하여 CR4를 산

출하여 연구한다.
CR4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40 이상일 경우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위출원인의특허점유율 
위출원인의특허점유율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각 기술분야의 전체 출원건수 중 각 

출원인의 출원건수의 백분율을 제곱한 총합으로 산업에서 시장 집

중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한다[6]. 

  
  




  특정기술분야의전체출원수

번째 출원인의출원수
× 

n = 특정 기술분야 내 전체 출원인 수

Fig. 2 The explanation of patent growth stages

Fig. 3 The growth stage of patent technology

Table 4 Patent indexes
Type Index name

Technology 
index

  CPP(cites per patent)
  PII(patent impact index)
  TS(technology strength)

Market index   PFS(patent family size)

Concentration 
index

  CRn(concentration ratio n)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Table 5 Analysis of Herfindahl-Hirschman Index(HHI) 

Market type HHI 
range

Competition 
strength

Concentration level
[Market potential]

None 
competition 

market

Under 
0 ~ 100

Heavy 
technology 
competition

Very low
[Very easy to market entry]

Less 
competition 

market

100
~ 1,000

Buyer oriented 
high 

competition

Low
[Easy to market entry]

Competition 
market

1,000
~ 1,800

Government 
oriented 

competition

Normal
[Average to market entry]

Oligopoly 
market

1,800
~ 4,000

Seller oriented 
lower 

competition

High
[Difficult to market entry]

Monopoly 
market

Over 
4,000

Monopoly 
strength

Very high
[Very difficult to 

marke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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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수록된 국가 

R&D 과제 중 레이더 관련 과제의 전반적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동체에 사용되는 레이더와 관련된 과제의 세부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NT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활

용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의 20년 간으로 설정하여 ‘레이더’ 또는 ‘radar’를 과제

명에 포함한 과제를 추출하고 노이즈를 제거하여 과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과제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동체에 

사용되는 레이더 관련 과제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참
고로 연구에 활용된 과제의 특성(필드) 값은 ‘기준년도’, ‘연구수행

주체코드’, ‘신규/계속과제 여부’, ‘키워드’, ‘과제수행기관명’, ‘정
부투자연구비’, ‘사업명’, ‘연구개발단계’ 등 이다.

4. 분석결과
4.1 특허 분석 결과

이동형 디지털 레이더 칩셋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의 성장단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4개국 특허청의 데이터에서 특허의 출원건수

와 출원인수를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좌표를 분석해 보았다[6]. 
분석 결과 해당 기술 분야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모두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Fig. 2~3).
최근까지 출원건수도 성장하고 있지만,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

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시장에 꾸준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장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기술력과 시장력 분석 결과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중분류별 특허출원건수를 확인해 본 결

과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차량용 고정밀 레이더 분야의 특허출원

이 전체 건수 대비 49%를 점유하였다. 특히 차량용 고정밀 레이더 

분야의 경우 2011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산업분야

에 있어 자율차를 비롯한 차세대 미래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트랜

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Fig. 4).
본 논문에서는 중분류 중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이

동형 고정밀 레이더 기술을 중심으로 출원된 특허를 중심으로 각

국의 기술력과 시장력에 해당하는 특허지표를 분석하여 의미를 도

출하고자 했다(Table 6).
특허지표를 통한 기술력분석은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고 인용

도 지수가 명확하게 파악되는 미국특허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CPP, PII, TS, PFS 지수를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피인

용도지수(CPP)는 등록된 특허가 후속특허에 얼마나 인용되고 있

는지의 횟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술력이 좋은 등록특허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 CPP는 대만

이 23.11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특허의 총량을 고려할 때 미국이 

16.09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3.15로 매우 낮은편이

었다. 둘째 영향력지수(PII)는 출원인 국적의 피인용도지수를 전체 

CPP 값으로 나눈 지수로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

는 지표이다. 이 지수는 대만이 1.85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특허수

를 감안하면 미국이 1.29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한국은 0.25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의 특수

성을 고려한 기술력지수(TS)는 PII 지수에 특허건수를 곱하여 산

출한 값으로 미국이 136.7, 일본이 91.59 순으로 랭크되었으며, 
한국이 이에 반해 8.33으로 기술력 면에서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다음으로 특허지표를 통해서 시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 특

허를 몇 개의 국가에 패밀리로 출원했는가를 판단하는 시장확보지

수(PFS)를 분석해 보았다. 이 지표는 특허출원인 국적의 미국 등

록특허의 평균 패밀리 국가 수를 전체 평균 패밀리 국가 수로 나눈 

값을 보여준다. 해당 분야에 있어 스웨덴이 1.37로 가장 높게 나왔

으나 특허수 자체가 작은 관계로 독일이 1.32로 나온 것이 가장 

의미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은 0.97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였다.
이상의 기술력 및 시장력 분석을 토대로 이동형 디지털 레이더 

칩셋 분야에 있어 한국은 특허 기술력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형

편이며, 시장력에 있어서는 권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술력지수인 TS의 결과치를 보면 한국은 8.33(미국 

136.70, 일본 91.59)으로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확

보지수인 PFS는 한국이 0.97(독일 1.32, 미국 0.87, 일본 0.89)으

Fig. 4 The patent application trends for technology groups 

Table 6 Technology and market indexes of patent  

National US registered 
patent CPP PII TS PFS

US 106 16.09 1.29 136.70 0.87
JP 88 12.99 1.04 91.59 0.89
GE 70 11.99 0.96 67.23 1.32
KR 33 3.15 0.25 8.33 0.97
SW 10 2.30 0.18 1.84 1.37
TW 9 23.11 1.85 16.67 0.47
CN 7 3.86 0.31 2.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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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차량용 레이더칩셋 개발의 원천기술은 기술력 지수가 높은 

미국, 일본 등이 칩셋 시장에 강점이 있고, 시장확보지수가 높은 

한국은 세계 많은 나라에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품으로 판

매할 수 있는 완제품 응용 기술에 높은 경쟁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향후 차량용 레이더칩셋 시장

에 있어 한국이 부족한 부분인 원천기술 기반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 확보 및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특허기술 집중력 분석 결과(Table 7)
차량용 이동형 디지털 레이더 칩셋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해 출

원인의 집중력 지수를 CRn과 HHI 지수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집중력 지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출원인들이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의 경쟁력이나 장벽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먼저 집중력지수로 CR4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용 레이더 

분야의 상위 출원인 1위부터 4위까지의 특허 점유율을 분석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시장 독과점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24.21로 독과점 수준이 높지는 않으 것으로 판단되었다. 허핀

달-허쉬만지수(HHI)는 각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 건수 중 각 출원

인의 출원 건수에 백분율을 제곱한 총합으로 산업의 집중도를 측

정하는 방법이다. HHI 평가 결과는 259.46으로 집중화 정도가 약

한 정도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차량용 레이더칩셋 시장의 현황 및 한국 

기업의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성숙된 시장은 아니며, 집중화 정도가 높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차량용 레이더칩셋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정책은 기술력

을 확보하고 다양한 응용 시스템으로의 적용 및 참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국가 R&D 분석 결과
이동형 고정밀 디지털 레이더칩셋의 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R&D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NT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NITS DB의 과제명으로 ‘레이더’, ‘레이다’ 또는 ‘radar’ 등을 

포함한 과제를 검색하고, 중복과제 및 내용상 관련성이 없는 과제 

등을 제거한 결과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과제 기준 573건

의 과제가 확인되었다(Fig. 5). 
레이더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2014년부터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도별 지원과제 중 신

규과제 비중이 최근까지 50%내외에 달하여 신규과제의 발굴과 지

원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다. 연도별 정부

출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Fig. 6과 같다. 정부 출연금 역시 

’14년 경부터 과제수의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였으며 과제당 정

부출연금은 연평균 3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8).
다음으로 국가 연구개발 단계를 기초, 응용, 개발로 구분할 때, 

한국은 주로 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 단계에 대다수 정

부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Fig. 7).
용도별로 살펴보면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이동체에 탑재하

는 레이더 연구개발 과제가 23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그 중에서도 차량용 이동체 분야에 103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

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9).
Table 7 Concentration indexes of patent 

Type CR4 HHI Competition 
strength

Concentration 
level Total

Vehicle 24.21 259.46

Buyer 
oriented 

high 
competition

Very 
low

Market for 
less 

concentration

Fig. 6 Trend of national R&D funding

Table 8 Support amount of national R&D
(Unit: ￦100,000,000/Yr./Project)

Yr.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Sum
Contin
uous - - - - - - 4.6 3.1 2.5 3.6 4.5 3.3 3.5 5.4 5.1 4.4 4.8 2.6 3.5 4.3 3.9

New 2.8 2.3 2.2 2.1 1.9 1.9 1.0 1.9 2.4 2.9 2.7 1.9 3.3 2.2 2.0 1.9 1.4 2.5 2.0 3.7 2.2
Total 2.8 2.3 2.2 2.1 1.9 1.9 1.9 2.3 2.4 3.4 3.3 2.5 3.3 3.5 3.7 3.1 3.0 2.6 2.7 4.0 3.0

((X-axis) Year; (Y-axis) number of projects)

Yr.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Su

Conti
nuous 0 0 0 0 0 0 5 10 20 25 13 24 24 32 44 44 48 69 56 48 46

New 10 11 9 10 15 13 15 21 28 9 25 33 37 48 37 52 54 46 61 39 57

Total 10 11 9 10 15 13 20 31 48 34 38 57 61 80 81 96 102 115 117 87 1,0

Fig. 5 Trends of national R&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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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이동형 고정밀 디지털 레이더는 자율주행형 오토모티브 

시장의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다수의 차량용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집중 또한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우세하고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차량 분야 이외에, 향후 신산업으로

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공/우주 분야 특히 PAV(personal 
air vehicle) 등에 장착되는 고정밀 고부가가치 레이더, 그리고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선박용 레이더에대한 국가 R&D 투자 확대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처리

단계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최신 빅데이터, AI기술 R&D에 대

한 투자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미래선도품목 중 이

동형 레이더 장비 분야에 대한 특허 데이터의 기술력, 시장력, 집중

력 지수 등을 통해 한국의 이 분야 R&D 역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R&D 지원 현황을 분석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동형 레이더 장비 분야에 있어 한국은 아직까지는 기술력 지

수(TS)가 낮은 편으로 기초분야가 강하지 않다고 파악되었다. 그
러나 반면에 시장력 지수(PFS)는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고, 이것은 

전세계 시장에서의 완제품 응용 기술의 시장화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국은 레이더 장비

에 대한 응용기술은 우수한 편이나 원천기술의 확보 및 국산화에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더구나 집중력 지

수인 CRn과 HHI 지수에 의하면 세계 시장은 아직은 소수의 기업

에 의한 과점 시장은 아니며, 경쟁이 가능하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 원천기술기

반의 소재부품장비 기반의 기술확보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국가 R&D 지원 분야에 있어 한국은 이동형 레이더 장비 

분야 있어 그동안 기초, 응용, 개발 단계 중 주로 개발 단계의 

R&D에 대다수 정부 과제가 지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지

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 R&D 지원방향에 적용한다면 

이 분야에 있어 기초 및 응용 분야에 좀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우리나라는 이동형 레이더 장비 

분야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시장 창출과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서 기초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응용분야에 있어 차량용 레이더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며, 나아가 로봇, 드론, 재난안

전 등 기타 응용분야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미래선도품

목 38개 종목 중 하나인 이동형 고정밀 레이더 칩셋 분야에 국한되

어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향후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특허 및 

국가 R&D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국가적인 R&D의 역량 파

악 및 방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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