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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rends and predictions through analysis of linkage analysi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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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big data analysis method was used to find out global trends in autonomous 
driving and to derive activate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The applied big data was used in 
conjunction with news articles and patent document in order to analysis trend in news article and 
patents document data in spatial information. In this paper, big data was created and key words 
were extracted by using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based on the topic model in major news 
on autonomous driving. In addition, Analysis of spatial information and connectivity, global 
technology trend analysis, and trend analysis and prediction in the spatial information field were 
conducted by using WordNet applied based on key words of patent information. This paper was 
proposed a big data analysis method for predicting a trend and futur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autonomous driving field and spatial information. In future, as a global 
trend of spatial information in autonomous driving, platform alliances, business partnerships, 
mergers and acquisitions, joint venture establishment,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were derived through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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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는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가 복합

적으로 발전하여, 동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자율

주행 기술 분야는 미래 4차 산업의 핵심으로, 거시적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했다. 기존 자동차 시장의 

특징은 차량의 제조·개인의 소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산업으로 구성된 단방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면, 자율주행 차량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차량의 

공유 및 복합적인 산업의 특징을 지닌 양방향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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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어서 앞으로의 동향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

고 있다(장창호 외 2018).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도 

공간 정보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3D·실시간·개방형이라는 플랫폼 기반의 공간 정보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이창효 2015).

자율주행 기술 분야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

되어 산업 파급력이 매우 높으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에코 시스템에서는 관련 도로 인프라·통신 인프라·서

비스 플랫폼·공간 정보·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공급

자·관련 법규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여 광범위하고 

융복합적이다(김홍광·안종욱 2019).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주요 뉴스에서 토

픽 모델을 기반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를 활용하여 주요 단어를 추출한 후 자율주행 동향에 

대해 빅데이터화 하였다. 워드넷(WordNet)을 활용하

여 주요 단어로 키프리스(Kipris) 특허 정보 검색 결과

와 공간 정보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술 동향

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공간 정보 기술에 대

한 동향 분석 및 예측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뉴

스와 특허 기반의 빅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분야와 

공간 정보의 연계성 분석을 바탕으로 최신 동향과 미

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관련 동향

자율주행 분야 주요 차량 제조사들은 Level 3 이상

의 자율주행 기술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 기존의 산업체

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밸류체인(value-chain) 산

업으로 격변하고 있다. 사례로, 자동차 제조에서 차량 

관련 서비스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는 정밀 위치 결정(localiza-

tion), 물체 인식(recognition)을 위한 ADAS 센서, 통

신장치와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 기술, 자동 항법 기술 

및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 

등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밀지도 메타데이

터 처리기술 등이 요구된다. 

박주섭 외(2017)는 이와 같은 현상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사용

하여 핵심 주제를 추출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단어들

을 사용하여 군집화(clustering)하는 기법을 썼다. 토

픽 모델링 기법 중에 LDA(Latent Dirichlet Alloca-

tion)을 활용하면 토픽별 단어의 분포, 문서별 토픽의 

분포를 확률 모델에 기반하여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비

정형적인 문서 집합에 잠재된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인 알고리즘으로 사용된다.

LDA 토픽 모델링은 단어 사이의 발생 빈도를 바탕

으로 은닉 변수를 학습하는 비감독 학습 방법

(un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하여 문서의 토픽을 

얻는 것이 특징이며, 새로운 문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도 확률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김경록 

외 2017). 

토픽 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의 문서로 분야의 흐름

이나 동향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된다. 과학기술 동향

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특허 초록에 있는 데이터를 활

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통한 분석 방법으로 Cold 

AI/Hot AI를 통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분석하였

다(박기곤 2017). 김상겸･장성용(2016)은 산업공학 

학술지의 영문초록을 분석하여 산업 경영공학의 전체

적인 흐름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태경 외(2016)은 

특허 데이터 중에 핀테크 기술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

고 연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핀테크 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정병기 외(2015)는 증강 현실에 관한 특허들에서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주요 기술을 추출하고, 임선영

(2019)는 기술 발전 동향 및 기업별 잠재적 특허의 경

쟁 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 뉴스, 논문의 분석 

결과를 빅데이터화 하여 불확실한 미래 정보에 대한 

동향을 예측하는데 활용하였다(김동욱･이수원 2017). 

워드넷(강성훈･박종민 2015, 정용한 외 2017) 또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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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간의 유사도를 추정(Zhibiaoet･Palmer 1994)하

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분야가 아니라 자율주행 분야에

서 공간 정보에 관한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연계

성 분석을 통하여 자율주행 분야에서 공간 정보 기술

의 동향 및 예측에 관한 결과를 제시한다.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의 LDA를 활용하여 주요 단어

를 추출하고 최신 동향을 파악한 후고, 특허 정보에 대

한 워드넷 분석을 통해 공간 정보와의 연계성을 도출

하였다.

3.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3.1. 빅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논문에서는 뉴스 기사에서 빅데이터 기반 핵심 

단어와 동향을 분석하고, 추출된 단어로 특허 기반 빅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여 핵심기술에 대하여 도출하

였다.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된 뉴스 정보를 수집하여 공

간 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자율주행 분야를 위한 뉴스 수집 토픽(topic)을 총 7개

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토픽은 자율주행, 공간 정보, 

인프라, V2X, 법규, 서비스 공급자, 오픈 플랫폼이다. 

뉴스 수집을 위한 주요 단어로는, 선정된 뉴스 토픽과 

연관성이 높은 뉴스 검색 단어군을 선정하였다. Table 

1은 빅데이터 분석 주요 단어를 일부 보여준다. 해당 

뉴스 검색 단어군을 이용하여 뉴스 수집을 위한 대표 

사이트 총 11개(telematicswire.net, bbc.co.uk, cur-

bed.com, engadget.com, prnewswire.com, scmp.com, 

theguardian.com, theverge.com, treehugger.com, 

tu-auto.com, wired.com)에서 5년간 약 5.2만 건의 

뉴스를 수집하였다.

Figure 1은 뉴스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

한 순서도를 나타낸다. (A) 단계에서는 대표 사이트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B) 단계에서는 IBM Watson 

Knowledge Studio를 이용하여 문맥상 주요 단어를 

자동 추출하였다. (C) 단계에서는 한 문서에서 주요 단

어의 동시 출현(co-occurrence) 정보와 문서 빈도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여 유사성 정보를 추

출하고, (D) 단계에서는 1차 핵심 단어를 포함하는 문

서군을 선정하였다. (E) 단계에서는 2차 핵심 단어를 

선정하여 하위 문서군을 추출하였고, (F) 단계에서는 

하위 문서군에서 핵심 단어 간의 연결 정보를 추출하

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분석된 기사 내에서 특허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검

색될 주요 단어를 선정하였다. 뉴스 검색에 사용되는 

대표 단어군 정보를 재사용하여, 특허 문헌에서 추가

적인 뉴스 검색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허 문헌 검

색 시에는 앞서 도출된 대표 단어군을 사용하여 검색

하였다.

특허 데이터는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

(Kipris)에서 주요 단어를 검색하여 발명의 명칭, 출원

번호, 등록번호, 일자, IPC(국제특허분류), 초록의 자

료를 활용하였다. 사용한 대표 단어군으로 자율

(autonomous), 도로(road), 지도(map)를 선정하고, 

통신(communication), 안전(safety), 경로(route)는 

Figure 1. The data flow of Big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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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words

Synonyms

autonomous
automated, autonomous, autonomy, driverless, self-driving, self, autopilot, robot, av,

hav, self-driving-car, self-driving-vehicle

road roads, roadway, roadside, lane, road-lane

map
mapping, hd-map, ldm, hd, google-map, google-maps, google-map, hd-map, 

high-definition-map, high-resolution-map, interactive-map, real-time-map, up-to-date-map, 
hd-map, hd-maps, local-dynamic-map

communication

beacon, beacons, RFID, communication, connect, connected, vehicle-to-infrastructure, IOT, 
telecommunication, connectivity, wifi, ubiquitous, 5g, satellite, wireless, network, 

vehicle-to-infrastructure, over-the-air, vehicle-to-vehicle, car-to-car, cooperative-system, 
cooperative-vehicle, cooperative-car

safety safe, prevention, security, ecall, cybersecurity, securities, safe, road-safety, secure

route planning, maneuver, trajectory, schedule, guide, guidance, navigation, navigate

ADAS lidar, acc, aeb, ldws, fdws, platooning, platoon, radar, ABS, adas

car auto, automobile, automotive, cab, car, minivan, motor, streetcar, suv, taxi, truck, truck, van, vehicle

fleet
delivery, erm, tracker, tracking, logistic, logistics, cargo, delivery, freight,
container, fleet-management, Environmental-Resources-Management

government
police, government officer, council, authority, governor, official, federal, government,

governor, mayor, municipal, municipality, regulator, secretary, authority

infrastructure mark, marker, sign

landmark POI, point-of-interest, geospatial, geocoding, geocode, geo-fence, geofence

law
legislate, legislation, litigate, litigation, regulate, regulation, regulatory, rule,

rulebook, safeguard, standard, policy, guideline, guidelines, bill, restrict, restriction

on-demand point-to-point, p2p, peer-to-peer, door-to-door, last-mile, last-miles, vehicle-miles, vehicle-mile

parking garage, park

platform
opensource, open-source, service, Taas, infotainment, telematics, telematics, ios, android, solution, 

cloud, cloud-based, ecosystem, genevi, autosar, e-Palette, aurora

traffic-sign
traffic-signal, green-light, red-light, traffic-light, traffic-stop, traffic-signal, traffic-stop, traffic-sign, 
traffic-signal, green-light, red-light, traffic-light, traffic-light, traffic-signal, traffic-stop, traffic-sign

V2V
vehicle-to-infrastructure, vehicle-to-vehicle, car-to-car, cooperative-system,  cooperative-vehicle, 

cooperative-car, v2x, v2i, v2v, DSRC, DSRC-V2X, vehicle-to-vehicle, car-to-cloud-to-car

top-company

volve, benz, audi. delphi. toyoya, honda, tesla, waymo, volkswagen, nissan, hyundai, ford, GM, 
BMW, misybishi, kia, mercedes, lift, uber, google, apple, rideos, nvidia, velodyne, omniair, 

qualcomm, siriusxm, xevo, ddaimler, didi. baidu, intel, automaker, carmaker, ericksson, otto, 3M 
moia, chariot, cisco, denso, continental, bosh, renovao, mobileye, esync, cruise-automation, 
indoorratlas, navinfo, HERE, tomtom., mapilary, dibotics,  inrix, yandex, harman, NTT,  gett, 

bestmile, comma, renesas, sample, hella, 

Table 1. The representative words and synonyms for searching news articles in the field of autono-
mous driving(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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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검색하여 특허 문헌 검색 결과로 15,592(US)건

을 도출하였다. 관련된 특허의 주요 IPC(국제특허분

류) 분류는 Table 3과 같다.

특허 문헌의 검색 결과로 뉴스 주요 단어군과 중복

성이 없고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군을 추출하였다. 추

가 검색어로는 실시간(realtime), 교통(traffic)이 도출

되었고, Table 2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특허 문헌의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뉴스 검색을 위한 단어로 활용

하였다. 주요 특허 출원인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업체 

검색을 위한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IPC 분류를 

이용하고, 관련 제품 정보를 반영하여 뉴스 검색어를 

확장하였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7개의 대표 단어부터 

시작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52개의 대표 단어가 선

정되어 진행되었다.

 

3.2. 뉴스 빅데이터 분석

수집된 빅데이터 문서 내에서 주요 검색 단어의 동

시 출현 비율이 높은 문서를 추출하여 단어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워드넷을 활용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구

성된 네트워크에서 동시 출현 단어의 링크(link) 수와 

문서(document) 수를 이용하여 1차 핵심 단어를 추

출하고, 추출 문서군에서 2차 핵심 단어를 포함하는 

하위 문서군을 활용하여 2차 핵심 단어와 연결성이 높

은 추가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2단계로 연계성을 분석

하였다.

Table 4는 1차 핵심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군에서 

동시 출현하는 주요 단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전

체적으로 자율(autonomous), 자동차(car), 플랫폼

(platform)에 대한 핵심 단어로, 다른 단어들과의 연

결성에 대한 가중치(강석훈 외 2015)를 추정할 수 있

는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4의 핵심 단어와 연결 단어를 직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워드넷(WordNet)을 사용하여 문서군의 

주요 단어의 연결성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Table 4의 

C11의 플랫폼(platform)과 자동차(car)가 주요 단어

로 도출된 것을 Figure 2가 보여준다.

Figure 3은 자율(autonomus)과 모빌리티(mobility)

가 동시에 출현한 네트워크 정보이고, Figure 4는 해

당 네트워크에 모빌리티(mobility)를 동시에 포함하

는 축소된 문서군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이다. 

따라서 선정된 핵심 단어가 동시 출현하는 문서군의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 핵심 단어의 연결성 정보를 분

석하여 주요 단어의 네트워크를 드러낸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는 글로

벌 기업 중심의 기능 안전성 및 차량의 통신 기능이 중

요한 산업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자율

IPC 
Code

Related technical fields Matching Field

G08G traffic control system traffic

B60W
vehicle drive control system 

(ADAS)
autonomous 
vehicle/safety

G01C
navigation/photogrammetry 

(ADAS)
route

G05D system control (ADAS)
autonomous 
vehicle/safety

G06K handling record Carriers (V2V) communication

G06F
electric data processing

(platform)
platform

B60Q circuit for vehicle (ADAS)
autonomous 
vehicle/safety

H04N electric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able 3. Patent literature search IPC classification

Representative 
words

Synonyms

realtime realtime, real-time current, live

traffic speed, flow, congestion, traffic jam

Table 2. Additional search terms derived from 
patent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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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자동차 시장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동일하게 

차량의 유지관리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기

존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운

전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러한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연결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플랫폼 관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이 가장 빠

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물류 사업으로 파악

되었고, 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위한 AI 기술의 중요성

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출된 문서군에서 핵심 단어와의 1차 연결성  정보

를 이용하여 추출된 문서군에서 개념적 연결성이 높

은 핵심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하위 문서군을 추출

하였다. 하위 문서군의 정보는 Table 5와 같고, 각 하

위 문서군의 핵심 단어 조합과 해당 핵심 단어와 연결

성이 높은 단어를 제시하였다. 각 하위 문서군의 출현 

빈도와 연결성이 높은 2차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반

복적으로 해당 단어와 일정 연결성을 만족하는 추가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추출된 핵심 단어 정보를 제시

하였다.

Figure 3은 Table 5의 플랫폼(platform)과  자율주

행차(autonomous vehicle)를 핵심 단어로 갖는 하위 

문서군-S1으로서, 워드넷(WordNet)을 활용하여 주

요 단어의 연결성 정보를 도식화하였다. 또한 Figure 

4는 Figure 3의 워드넷에서 모빌리티(mobility)를 핵

심 단어로 포함하는 하위 문서군의 워드넷을 보여준

다. Figure 4에서는 모빌리티(mobility) 및 연결

(connected), 연결성(connectivity), ADAS 기술

(ADAS technology) 등이 핵심 단어로 추출되었고, 

Figure 4에서 모빌리티(mobility)와 연결성이 높은 

Index
No.

Core keywords Connection keywords
Number of 
appeared 
document

Number of 
connecting 

links

Average number of 
connecting link

C1 autonomous car 353 9868 28

C2 autonomous test 112 1324 12

C3 autonomous top-company 234 6074 26

C4 autonomous technology 133 1526 11

C5 car communication 221 5414 24

C6 car road 225 3188 14

C7 car top-company 432 12324 29

C8 car safety 225 3312 15

C9 car technology 353 4186 12

C10 platform safety 39 410 11

C11 platform car 350 7450 21

C12 platform communication 180 3672 20

C13 platform maintenance 153 2862 19

C14 platform top-company 142 3492 25

Table 4. Partal information chart of primary core keywords and connection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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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etwork composed of prime keywords

핵심 단어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서비스

(service), 플랫폼(platform), 솔루션(solution) 등이 

추출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위 문서군 S2, S3, S4, 

S5, S6의 핵심 단어를 추출하였다. 특히 하위 문서군 

Figure 4. Network changed with additional core 
keywords

S5와 S6는 특허에서 출현 빈도가 높고, 공간 정보와 

연결성이 높은 단어임을 고려하여 하위 문서군의 핵

심 단어로 선정하였다.

Figure 2. Keyword connection based on core keywords using Word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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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허 빅데이터 분석

Table 2와 같이 기술적인 관점의 검색 단어를 선정

하여, 특허 문서로 15,592(US) 건의 특허를 검색하였

다. 해당 특허 정보의 주요 단어에서 하위 문서군-S5

에 해당하는 맵(map)과 위험/경고(hazard/warning)

와 하위 문서군-S6에 해당하는 실시간(realtime)과 

교통(traffic)과 같은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뉴스 빅데

이터 검색에 활용하였다. 추가된 주요 단어를 기반으

로 주요 특허 출원인 정보를 이용하고 뉴스 빅데이터 

검색시, 글로벌 기업 문서 검색에 활용하였다. 검색된 

특허 문헌의 IPC 코드를 활용하여 주요 제품과 관련된 

뉴스 검색어를 확장하였다, 

3.4.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추출된 하위 문서군에서 핵심 단어와 연결된 추가 

핵심 단어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된 문서를 분석하였

다. 자율주행 분야의 공간 정보 서비스의 글로벌 동향

을 추출하기 위해, 추출된 정보를 주요 업체, 주요 기

술, 요소 기술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주요 글

로벌 기업 간의 협력체계와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M&A)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류

를 그룹 메타데이터(meta data)로 정의하고, 각각의 

분류에서 객체와 연결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동

향을 추출하였다. 글로벌 동향 추출 정보는 Figure 5

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첫 번째와 여섯 번째의 레이어

(layer)에서는 업체명으로 나오도록 정의하여, 기업간

의 관계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 of Sub 
group

1st primary keywords 2nd linked key keywords

S1
autonomous vehicle, 

platform

infotainment , services, cloud, open-source, android

connected, connectivity, communication

mobility, transit, transfer, public transit

S2
autonomous vehicle, road, 

traffic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learning, deep-learning

delivery, transport

aw, regulations, guidelines, bills

S3 platform, map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learning, deep-learning

road, lane, update

S4 road, maintenance
service, platform, solution

 travel/arrival time, speed

S5
map, 

hazard/warning

 safety, insurance, security

autonomous vehicle, driverless driving, navigation

platform, service, cloud, solution, infotainment

S6 realtime, traffic

speed, road, lane 

autonomous vehicle, navigation

platform, service, cloud, solution, infotainment, telematics

map, google-maps 

5G, communication, connected, IoT

Table 5. Primary core keywords and linked key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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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맵 생성, 맵 업데이트, V2X(Vehicle to Every-

thing), 자율주행(Autopilot), 최신 IT 기술(AI, 

localization)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플랫폼 협의체

(allinace), 기업 간 협력체계(partnership), 합작회사 

설립(joint-venture), 표준화 활동을 글로벌 동향으로 

분류하였다. 

글로벌 동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드(Ford), 

지엠(GM), 비엠더블유(BMW), 아우디(Audi), 다임러

(Daimer), 도요타(Toyota) 등 완성차 기업은 히어

(HERE), 톰톰(TomTom) 등 지도 관련 기업과 기업 

간 협력체계, 인수합병, 합작회사 설립,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 관련 주요 공간 정보 기술로는 실시간 3D 

지도, 실시간 맵 업데이트,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서비스, 차량 호출 서비스, ADAS 기술,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OTA, over-the-air), 자

율 항법(autopilot) 기술, 센서와 자율주행차 제어를 

위한 운영체제(AV-OS), 도로 표면 검출 기술 등이 글

로벌 동향을 지원하는 기술에 해당하였다. Figure 6은 

자율주행 공간 정보 분야의 글로벌 동향에서 핵심 단

어의 연결성 정보를 도식화한 예이다. 

3.4.1.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동향 분석

플랫폼 협의체는 최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현재 주요 회사들이 자율주행 플랫폼 선점을 위해 많

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요 자율주행 분야 플

랫폼으로 오로라(Aurora)사의 오로라(Aurora) 플랫

폼, 도요타사의 이-팔레트(e-Palette) 플랫폼, 레노버

(Renovo.auto)사의 어웨어(Aware) 플랫폼 등이 있으

며, 해당 플랫폼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연계되어 활발

하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 선도 기업의 최첨단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합작 투자회사(joint venture) 설립

은 기업 간 전략적인 기술개발에 해당되어 그 사례가 

많지 않지만, 합작 투자회사 설립 분야에서 3D 지도 

분야의 맵피랄리(Mapilary)사에 비엠더블유(BMW)

사와 삼성사의 공동투자가 있다. 

최첨단 기술개발 분야로는 위치 추정(localization), 

도로 표면 정보 추출 기술, V2X, AI 기술 등이 있으며, 

Figure 5. Global trends in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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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정 기술의 경우다양한 wifi, radar, lidar, 도로 

표지판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글로벌 동향으로서 기업인수합병 및 파트너십 구성

이 활발하였다. 인텔(Intel)사는 자율주행 반도체 분야

에서 시장 우위를 유지하고 퀠컴(Qualcomm)사를 견

제하기 위해 모빌아이(Mobileye)를 인수하였으며, 주

요 차량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분야 공간 정보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3D 지도 회사를 인수하였다. 그 사례

로 지엠과 스트로브(GM-Strobe), 델바이와 누토노미

(Dephi-nuTonomy), 지엠과 크루즈 오토메이션

(GM-Cruise Automation), 포드와 시빌 맵스(Ford- 

Civil Maps), 애플과 맵센스(Apple-MapSense)가 

있다.

협력체계를 통한 기술개발은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업체 간 꾸준히 진행 중

이며, 플랫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업체들이 

지역 기반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추세이

다. 그 사례로 보야지 카메라와 도로관리국과 인릭스

(Vayage Camera -Road Authorities)- INRIX), 니라

와 도로관리국(NiRA-Road Autho rities), 겥과 모빌

아이(Gett-Mobileye), 일렉트로빗과 톰톰(Elektrobit 

-TomTom), 르네사스와 디보틱스(Renesas- Dibotics), 

톰톰과 보쉬(TomTom-Bosch), 톰톰과 바이두(Tom 

Tom-Baidu), 미쓰비시와 히어(Mitsubishi-HERE), 

볼보와 에릭슨(Volvo-Ericssion)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자율주행 분야에서 5G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차량 제조사와 주요 통신 업체 간의 협업이 

증가하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3.4.2. 공간 정보 서비스(3D 지도 및 맵 

갱신)의 글로벌 동향 분석

3D 지도 분야에는 나브인포(Navinfo), 맵피라리

(Mapilary), 크루즈 오토메이션(Cruise Cutomation), 

시빌 맵(Civil Maps), 키메라(Camera), 히어(HERE)

가 있으며, 이들은 합작 투자회사 설립, 기업 간 협력

체계, 인수합병, 합작회사 설립, 협의체 구성 등의 다

양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Figure 6. Major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trends in autonomous driving(3D Mapping, ADAS, 
Autopilot, OTA, AV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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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글로벌 맵 제작 강자인 히어(HERE)사와 

톰톰(TomTom)사는 다양한 업체와 협업을 통해 3D 

지도와 지도 데이터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

으며, 히어(HERE)사의 경우, 자율주행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레노버

(Renovo)사와 협업하고, 3D 지도 분야에서 나브인포

(NavInfo)사와 협업하고 있다. 또한, 히어사는 3D 지

도, 맵 업데이트, OTA(over-the-air), 표준화 부문에

서 모두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 SK Telecom과 

협업하고 있으며, OTA 기반의 지도 업데이트 기술개

발을 위해 완성차 업체인 볼보(Volvo)사와 협업하고 

있다. 

톰톰(TomTom)사는 AI 기술을 이용한 지도 갱신

(update)을 위해 바이두(Baidu)사와 협업하고, 레이

더(radar)를 이용한 위치 추정(localization)을 위해 

보쉬(Bosh)사와 협업하고 있다. 

자율 항법(autopilot) 기술은 운송, 내비게이션, 차

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해당되

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필요 기술을 확보하는 

사례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 분

Figure 8. HD-Map and related key elements

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3D 지도를 위해, 레노버

(Renovo)사의 AV OS(Aware)를 이용하여 Autopilot 

기술을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맵피라리(Mapilary)사는 거리에서 획득한 스트릿 

레벨(street-level)의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3D 지

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비엠더블유(BMW)사

와 삼성사의 투자를 받았다. 크루즈 오토메이션

(Cruise Automation)은 지엠(GM)사가 인수합병을 

하였고, 시빌 맵(Cvil Maps)은 포드(Ford)사가 인수

합병하였다. 차량 제조업체와 차량 전장 업체들은 지

도 제작업체와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지도 제작업체

Figure 7. Key elements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 in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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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통신업체들과 같이 서비스에 직접 연계된 기업

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4. 자율주행 분야 공간 정보 서비스 동향

자율주행 분야 및 공간 정보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여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 및 공간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핵

심 요소를 산업, 사회적 동향, 법령 및 기반 시설 구축

을 위한 국가 정책, 관련 주요 기술별로 구분하여 

Figure 7과 같이 핵심 요소를 분류하였다. 각 핵심 요

소 사이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공간 정보 서비스 활성

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4.1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HD Map 표준 인터
페이스를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 

 

Figure 9에서 ①의 연결성과 같이, HD Map 및 

LDM(Local Dynamic Map) 표준 문서(OGC, NDS, 

ISO, ETSI)를 기반으로, 고해상도 지도(High Definition 

Map, HD Map)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오픈 플

랫폼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다양한 도로 

정보 지도의 포맷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지도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고해상도 지도 표준 인

터페이스 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매우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4.2. 자율주행차의 위치 추정 및 자율 항법 기술 

Figure 9에서 ②의 연결성과 같이, 고해상도 지도를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이 개발될 경우, 자율주행차의 

위치 추정(localization) 및 자동 주행(autopilot) 기술

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3. LDM/HD Map의 동적 데이터 관련 실시
간 업데이트(OTA) 기술

Figure 9에서 ③의 연결성과 Figure 8의 연결성을 

보면, LDM/HD Map의 동적 데이터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을 반영한 동적 데이터 및 HD Map의 실시간 업

데이트 기술(OTA)의 구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

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은 향후 다양한 공간 정보 서비스 

공급자의 플랫폼 사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HD 

map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의 교환 방법, LDM에 동적

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4.4. 자율주행 분야 공간 정보 서비스를 위한 
MaaS의 에코 시스템

LDM/HD Map 표준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공

공-공공 협업 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 분야 공간 

정보 서비스의 에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 시

설물 관리 및 도로 시설물 변화 감지와 같은 협업 사업

을 추진하여 HD Map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에

서 필요한 일들을 민간 기업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Figure 9의 ④와 ⑤의 연결성과 같이, 다양한 공공-

민간, 공공-공공, 민간-민간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자

Figure 9. Connectivity information between key 
elements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autonomous driving field



자율주행과 공간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연계성 분석을 통한 동향 및 예측에 관한 연구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50 No.2 (2020)   113

율주행 분야 공간 정보 서비스를 위한 MaaS(Mobility- 

as-a-Service) 에코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HD 

Map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공간 정보 

서비스를 설계하여, 민간에서 제작되는 HD Map에 대

한 인증 또는 검수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HD Map 표준 플랫폼 고도화 단

계에 해당된다. 또한, 맵 업데이트 측면에서 블록체인

(block-chain) 기반으로 실시간 맵 업데이트 기기를 

인증함으로써, 맵 정확도의 신뢰성을 시스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공간 정보 분야

의 연계성을 뉴스와 특허를 바탕으로 빅데이터화하여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특히 뉴스와 특허

의 비정형적인 문서의 집합에서 LDA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뉴스 정보를 통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 정보를 

통하여 기술을 교차 분석하여 자율주행과 공간 정보

의 기술 동향을 예측하였다.

자율주행 분야 공간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는 산업

적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딥러닝(deep-learning) 기

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그 중요성은 점차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분야의 모빌리티 서

비스는 기존의 산업체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밸류 

체인(value-chain) 산업으로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분

야 공간 정보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로 고해상도 지

도(HD Map)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의 

개발, 국제 안전 기준 및 기술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 위치 추정과 자율 항법 기술, 그리고 LDM/HD- 

Map이 제공하는 동적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 기

술, 모빌리티 서비스의 에코 시스템을 언급했으며, 이

들이 향후 시장 경쟁력 및 서비스 확장성을 높일 것이

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서는 뉴스 데이터와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여, 핵심 단어를 추출하였다. 뉴스의 

일반적인 주요 단어를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엔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추출하였고, 5.2만여 건의 뉴스

에서 주요 단어의 동시 출현 정보(co-occurrence)를 

바탕으로 정제된 문서군을 추출하였으며, 1차 추출된 

문서군을 바탕으로, 단어 사이의 연결 정보로 구성된 

네트워크 정보를 갖는 워드넷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그리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업무를 연계하여 주요 단어의 중요도(weight)를 결정

한 후 2차 핵심 단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였다.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산업 동향은 주요 업체, 주

요 기술, 요소 기술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최종적으로 메타데이터 간의 연결성 정보를 

분석하였지만, 앞으로 최신 정보나 연도별로 발생하

는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생성한다면, 다각도로 

정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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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동향 파악 및 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방법
을 활용하였다. 사용된 빅데이터는 뉴스기사와 특허문헌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고, 뉴스 기사를 통한 
동향 분석, 특허문헌 정보를 활용한 기술 분석이 진행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주요 
뉴스에서 토픽모델을 기반으로 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여 빅데이터화 하고 주요 
단어를 추출하였다. 특허정보의 주요 단어를 기반으로 적용된 워드넷(WordNet)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와 연계성 분석, 글로벌 기술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공간정보 분야의 동향 분석 및 예측을 실시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뉴스와 특허문헌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자율주행 분야와 
공간정보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최신 동향과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빅데이터 분석으
로 도출된 자율주행 분야 공간정보의 글로벌 동향은 플랫폼 얼라이언스, 비지니스 파트너쉽, 기업 인
수합병, 합작회사 설립, 표준화 및 기술개발로 도출되었다.

주요어 : 자율주행,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HD-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