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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3일양일간미국, 일본, 유럽등세계지재권열강의대표들과국내·외기업의지
재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제1회『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PATent INformation
EXpo) 2005(이하PATINEX)』가성황리에개최됐다.
특허청이주최하고한국특허정보원이주관한PATINEX 2005는서울삼성동COEX의본관장보

고홀에서국내·외특허정보전문가를비롯한기업,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등의특허담당자등

특허강국코리아, 
세계지재권허브(hub)로도약하라

제1회 국제 특허정보 컨퍼런스(PATINEX)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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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총3부로나뉘어진행됐다.
이번행사는최근대표적인지재권인특허정보의확보및활용능력이기업을비롯한국가의주요

경쟁력으로대두되는가운데, 산업재산권출원세계4위인우리나라의지재권역량에걸맞는최초
의국가적인특허정보행사인점에서의의가크다.
참석자들은이번행사를통해지재권전략, 특허분석솔루션등최신정보를접할수있게되어특

허정보활용능력을한층높일수있었으며, 특히일반인들은소개되는최신특허정보활용도구와
모델을 통해새로운 자산항목으로 대두되는특허정보의 중요성을인식하는 계기가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은이번국제특허정보컨퍼런스를성공적인개최를계기로특허정

보의활용및확산을촉진하여기업등특허정보사용자의활용능력을높이고, 향후대표적인특허
정보행사로정례화하여아시아지역특허정보유통의Hub 행사로자리매김해나갈계획이다.



국제특허통계및분석

William Meredith
Head, IP Statistics Section,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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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통계분석

우선연도별로PCT 국제출원의증가율을살펴보도록
하겠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PCT 국제출원건수의
증가율은약2%에서6%를차지하며, 2005년도는증가
율을 8.2%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1990년대
에비하면상당히둔화되었지만, 여전히PCT 출원건수
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제국가별로PCT 출원건을분석해보도록하겠다.

위의표는 PCT 출원건수로상위 15개국에대한연도
별출원건수를보여준다. 국가별출원건수를비교해보
면, 미국이단연 1위임을알수있다. 물론 2002년부터
2004년까지근소한차이로유럽연합국이 PCT 출원건
수에있어앞서긴하지만, 유럽연합국은하나의국가라
고볼수없으므로, 국가별출원건수로는미국을 1위로
보는것이타당하다. 미국에이어, 일본은 2004년도에
20,191건을 출원함으로써 2위에 랭크되었고, 한국은
동년도에 3,555건의 PCT 출원을실시함으로써 7위에
랭크되었다.

또한가지눈여겨보아야할것은PCT 출원증가율
이다. 중국이 32.2%, 한국이 20.5%, 일본이
16.1%(2004년 기준)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한·
중·일의아시아 3국이 PCT 출원증가율이가장높은
것을알수있다. 즉, 위의그래프를통해우리는한국,
중국, 일본 특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유추
할수있다.

다음으로 PCT 전자출원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WIPO는 1999년부터 PCT- Easy라는 전자출원 소프
트웨어를 제공하 는데, PCT-Easy는 부분적인 전자
출원만을 지원한다(국제출원서 서지사항을 작성하여

PATINEX

Patent 21

<그림 1> PCT 출원동향

표1 국가별 PCT 출원건수

<그림 2> PCT 전자출원율

본 보고서는 2005년 11월 3일 개최된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에서
WIPO의 Mr. William Meredith가 발표한 자료인‘Trends in International Patent
Statistics and Analysis’를 국문으로 재작성한 입니다.

혁신기획팀 김민아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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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피디스크에저장하는기능을제공). 이후WIPO는
PCT-SAFE라는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하 으며, 이로
써 각 세계의 PCT 출원인들은 Fully Electronic 모드
로출원을할수있게되었다. 즉, 100% 전자출원이가
능해진것이다. 위의그래프를참조하면, 전체PCT 출
원의절반이상이완전한형태(PCT-SAFE) 혹은부분
적인 형태로(PCT-EASY)로 전자출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PCT 출원의 70% 이상이
전자출원되고있다.

출원언어별로출원건수를살펴보면역시 어로출원
되는 건이 약 60%를 차지하며, 어에 이어 일어, 독
어, 불어, 한국어순으로출원이되고있다. 한국은 5위
에랭크되고있으며, PCT 출원의약2%가한국어로출
원되고 있는데, 이 2%라는 숫자는 한국의 국가규모로
볼때, 결코적은숫자라고할수없다. 한국건의중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부터 한국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에포함될예정이다.

이제 IPC 분류별 PCT 출원건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PCT 출원건이 가장 많은 IPC 코드 4가지는 A61K,
G06F, C07D, C12N로써, 위의 그래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분포를 보여준다.
즉, 2000년대초반에는‘제약, 컴퓨터, 고분자화합물,
미생물’과같은기술분야에서PCT 출원이활발하게이
루어졌음을알수있다. 사실2000년대초컴퓨터나미
생물과같은기술분야에는어느정도거품이있음을감

안해야한다.

2. PCT 출원 예측

WIPO에서는 PCT 출원 예측을 위해 우선적으로 각
국가별로예측작업을실시한후, 통합적으로예측을실
시한다. 예측작업을 위해 선형함수, 대수함수, 다항식
함수를활용하고있으며, 시계열적편차를고려하여비
정상적 출원기간은 예측에서 제외시킨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PCT 시스템은 1990년대보다는성장률이낮지

PATINEX

Patent 21

표2 PCT 출원언어

<그림 3> IPC 분류별 출원건수

<그림 4> 한국의 PCT 출원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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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장기적인관점으로볼때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
예측된다.

위에 제시된 연도별 PCT 출원동향 그래프를 바탕으
로 향후의 PCT 출원동향을 예측해 보자. 노란색 곡선
을 기준으로 현재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PCT 출원
증가율은약20%이며, 과거의PCT 출원동향을바탕으
로미래를예측할때, 현재 20%의 PCT 출원증가율은
차차둔화될것으로예측된다.
2003년까지의세계의 PCT 출원현황을살펴보면, 출

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PCT 출원증가율은, 2002년에 급격히 하락하
고, 2003년부터 조금씩 회복되었다. 장기적으로는
PCT 출원증가율이 5%~10% 내외로 지속적으로 증가
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WIPO에서는 PCT 동향을예측함에있어과거자료만
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출원을 예측하기 위한 최선
의지표는과거출원자료라고판단하고있다. R&D 투
자나GDP 성장률과같은다른요인들을예측에활용하
고자하는시도도없지는않았으나, 적어도현재까지는
이러한시도가예측의정확도를높이는데는장애가되
었다. 하지만, 실제 PCT 출원은예측불가능한경제요
소와같은외부적충격의 향을받을수밖에없다.

3. PCT 국내단계 진입데이터 분석

과거에는 국내단계에 진입한 이후의 PCT 출원건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웠다. 즉, PCT출원 후 30개월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진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현재WIPO는 10개국이상의특허청으로부터국내단
계에 진입한 PCT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있다. 또한
WIPO에서통계작업을위해데이터를수집하는국가는
총 50개국을 초과한다. 본 PCT 국내단계 진입 데이터
는, 멕시코나 브라질 데이터처럼 기술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이전에는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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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CT 출원예측 - 전세계 <그림 6> 국내단계 절차

<그림 7> 국내단계 진입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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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차트는특정국가로 PCT 출원이국내단계진입
하는비율을나타내고있다. 2003년을기준으로볼때,
중국의 경우 약 30% 정도의 PCT 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고있으며, 한국의경우그수치가약 20%에달
한다. GB와같은유럽국가의경우국내진입비율이2%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은유럽국가의경우EPO를통해처리되는건수가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으로 진입하는 PCT 출원건을 국가별
로분류하여그특징을분석해보고자한다. 위의그래
프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듯이, 미국, 일본, 독일의
PCT 출원이한국을지정국으로하여국내단계진입을
활발히하고있으며, 이는놀라운일이아니다. 미국이
나 일본 등의 PCT 출원건수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한국 진입건수도 많
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PCT 출
원건이 한국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동 국가의 총 PCT
출원비율과는상당히거리가있다. 비율적인측면에대
한분석을아래그래프를통해시도해보고자한다.

위 그래프는 국가별 PCT 건의 한국진입성향을 나타
내고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가로축은 국가
(Country of Origin)를나타내고있으며, 세로축은“한
국진입총건수에서국가A의진입건수가차지하는비
율 / PCT 출원총건에서국가A가차지하는비율(국가
A는임의의국가 A를의미)“을수치로나타내고있다.
즉,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진입성향이 약 2로
써, 총 PCT 출원건수에서 이들 국가의 출원건수가 차
지하는 비율이 20%라면, 한국진입건수에서 이들 국가
의진입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40%인셈이다. 따라서
세로축이1 이상의수치를보이는국가는한국진입성향
이높다고말할수있고, 본그래프를통해일본과네덜
란드가한국진입성향이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다.

물론, 한국진입건수로만 보자면 미국이 최대이지만,
진입성향을분석해보면미국의한국내활동이그다지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시장을 목표로 활발하게 국내진입을 시도하
고있다고결론지을수있다. 따라서, 한국의경우미국
보다는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특허동향을 유심히 관찰
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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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내단계 진입율

<그림 9>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건수

<그림 10> 한국으로의 국내단계 진입성향

Propensity = Share of KR national phase 
Share of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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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국가별로 중국으로의 PCT 국내단계 진입
성향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으로의 PCT 국내단계 진입을 활발히
시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일본과네덜란드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중국으로의 국내단계 진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역시 미국은 최대 PCT 출원국가이
지만, 중국으로의 진입성향은 약 0.25 정도로서, 중국
에서의미국특허의비중은그다지 높지않다고 판단할
수있겠다.

Distribution of IPC classes in PCT applications

위의두 가지 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특허가 어떠한
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표(Distribution of IPC Classes in PCT
applications)는 PCT 출원건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했
으며, 두 번째 표(Rep. of Korea IPC by National
Phase)는한국으로국내단계진입한PCT건을기술분

야별로 분류했다. 첫 번째 표를 통해, IPC 코드가
A61K(의약품제제), G06F(컴퓨터), C07D(고분자화합
물), H01L(반도체)인 출원건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있고, 따라서전세계적으로의약품, 컴퓨터, 반도체
등의분야에서의특허활동이활발함을알수있다.

Rep. Of Korea IPC by National Phone

두번째표를보면, 한국으로진입한건들의경우, PCT
총출원건의기술분포와약간상이함을알수있다. 반
도체 분야인 H01L의 경우 전체 PCT건에서는 2.9%정
도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한국 진입건 내에서는 5%나
차지한다. 전체PCT건에서 1.7%를차지하는H04N(텔
레비전 분야)의 경우 한국 진입건에서는 4.1%, 전체
PCT건에서는높은비중을차지하지않는G11B(데이터
저장매체)의 경우 한국 진입건에서는 무려 3%나 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는반도체, TV, 데이터저장장치분야의기술이한국시
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산업의 상
대적강점과기회를분석하기위해이러한자료를적극
활용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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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내단계에 진입한 특허건의 기술분야별 분석

<그림 11> 중국으로의 국내단계 진입성향

Propensity = Share of CN national phase
Share of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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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특허의 통계분석

WIPO는 전 세계의 모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
등록등에대한통계자료를약 120년간수집해왔으며,
이를WIPO 녹서(WIPO green book)라는이름으로발
간해왔다. 이제WIPO는이러한데이터를다양한포맷
으로온라인배포하기위하여 IP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있다.
WIPO 웹사이트에서 발간되는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특허출원
●특허출원경로(국내출원, PCT 출원, 파리조약에의

한출원, 지역출원)
●계류특허
●국가별, 출원경로별등록특허
●효력발효중인특허
●EPO에서 구축한“patstat”데이터를 기준으로 특

허패 리통계분석, 기술분야별통계분석
●국가별프로파일(각국가별심층통계)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에대한유사통계

5. WIPO의 온라인 특허정보 서비스 소개

WIPO에서 최근 론칭한 온라인 특허정보 서비스인
PatentScope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WIPO의 PatentScope 이용자는 특허와 PCT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백만건 이상의 국
제특허출원건에기재된기술정보를접할수있다. 또한
최근이슈가되고있는기술및특허자료, 특허정보및
통계자료에대한상세한정보를입수할수있다.

PatentScope 서비스는아래의10가지컨텐트로구성
되어있다.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 전자출원정보를포함한PCT 관련법적, 기술적,
일반적인정보

●Patent Data
- 백만건이상의국제출원에대해검색, 상세검색,
자료구독서비스

●Patent Statistics
- 월별PCT 통계보고서
- 전 세계적 차원의 특허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DB 검색서비스

●Patent Services for Developing Countries
- 조사보고서, 특허문헌검색서비스

●Patent Information
- 설명서, FAQ

●Current Issues
- 관련사이트로의링크
-유전, 전통지식, 소프트웨어, BM(Business
Method)와같은특정주제에대한논문및조사
결과

●Patent Law
- WIPO 관할의국제조약
- 약100개가맹국의지식재산법으로의링크

●FAQs
●세미나, 회의, 교육정보
●E-mail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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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제 지재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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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File Inspection 시스템은 PCT 출원 공개건
전체(백만건이상)에 대한접근을가능하게한다. 1998
년이후건에대해서는전문검색도가능하며, 검색방법
으로는키워드검색, 불린연산자검색(AND, OR), 필드
코드(출원인명, 공개일자등)에의한검색등이있다.

국제사무국에서 보유한 자료로는 공개건, 우선권 서
류, 선언서, 견해서, 심사보고서 등이 있다. 본 자료를
PDF, XML, HTML과같은다양한형태의포맷으로열
람하거나다운로드할수있다.

국제사무국에서보유하고있는최근서지정보를모두
검색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공개이후 변경된 정보까
지도 포함한다. 라틴어로 출원된 건의 경우, 명세서의
자세한 설명부분과 청구항의 전문(full text)을 열람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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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특허데이터 - 서지

<그림 14> 특허데이터 - 문헌

<그림 12> 특허데이터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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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이용태 상무(삼성전자)

○한국기업의특허현황은특허출원의양적급성장으
로인한관리부실및비용이급증하고있으며, 미국
/구주/일본 등에서 공격적 특허정책으로 매년
Royalty 부담이급증하고제품판매경쟁력이약화되
고있는실정

○사업-R&D-특허경 전략을연계하여전사적으로
사업경쟁력강화수단으로특허를활용

○주요전략관리항목으로특허Map 활동을강화, 유
효특허를확충, 라이센싱/소송효율제고, 전문인프
라구축을중심으로기업의지식재산전략수립

2. 한국의 특허정보 활용확산정책
김성환 국장(특허청)

○지식기반경제에서특허정보의중요성부각, 특히20
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면서 지식재산이 기업경
쟁과경제성장의원천이되고있음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특허정책이 자국민의
특허권 보호강화 추세로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 기
업의 특허활동 강화로 Royalty의 고액화, 시장진입
봉쇄 등 후발업체의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 주기적인 특
허정보활용의 제도화,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강화
를위한인프라구축, 국가R&D 사업평가시특허관
련 지표 활용 평가시스템 구축, 민간기업의 연구개
발전략수립지원을위한특허맵작성

○보급의 4대 중점추진과제를 통해 국가 R&D투자의
효율화및우수특허창출지원에노력하고있음

3. Patent information from the European
Patent Office

Davide Lingua (EPO)

○유럽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활동
을지원하기위해특허정보를제공

○기술적 정보, 서지 정보, 법적 정보 등 특허정보가
내포하고있는유용한정보에대해소개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교육프로그램 등 유럽특허 데이터 소스를
얻을수있는위치와방법에대해설명

4. Promoting Practical Use of Patent
Information

Itsuki KAWAKAMI (NCIPI)

○NCIPI에대한간략한소개와함께발명-보호-개발
의지식생산사이클구성의2005 지식재산전략프
로그램설명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PAJ
등을 이용한 일본의 특허정보 활용확산 정책 소개
및데이터입수방법에대한설명

○인재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
컨설팅, 라이센싱문제등에관해온라인교육내용
및참여방법소개

PATINEX

Patent 21

국제특허정보컨퍼런스(PATINEX) 발표내용요약



12 Patent 21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5. China Patent Information Policy and
Products

Huabing Liu (SIPO)

○중국특허청소개를비롯한특허정보확산정책에대
해간략히소개

○중국특허정보를온라인을통해장소에구애받지않
고전달하는새로운특허정책에대한설명

○SIPO 웹 사이트 소개와 함께 중국 특허정보 책자,
CD, 온라인 제품에 구입 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

○특히, 화학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조사관련 검색 툴
및분석프로그램소개

6. Current Status of Patent Information
Search in Japan

Yuji Inuduka(Toyota Techno service corp.)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활동현황및연혁소개
○일본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의변화소개및 JPO 데

이터인 정리 표준화 데이터의 Marginal cost 제공
에관해설명

○개념검색(Concept Retrieval)의개념및장점등에
관한소개

○특허인용분석 사례 및 Solution을 소개하 으며,
Text Mining을 통한 특허분 솔루션인 Aureka
ThemeScape에대해설명

○현재 일본에서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수년간
큰 변화를 통해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분석기능이
강화되었고 향후에는 부가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
고예측함

7. 특허정보 검색기법 및 향후 전망
신종욱 과장(한국특허정보원)

○효율적인특허정보검색을위해키워드를이용한검
색 및 특허분류를 이용한 검색을 소개하고, 적합한
키워드선정방법, 국제특허분류(IPC) 선정 방법등
을구체적사례를들어설명

○후반부에서는 특허검색에 대한 향후 전망에서는 데
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특허정보 활용 동향, 데이터
마이닝 개요, 활용범위 등에 대해 소개하고 Patent
Data Mining에 기반한 개념검색, 특허맵, 특허통
게, 기술가치평가서비스등한국특허정보원의향후
계획에대해소개

8. 특허 분석을 이용한 미래 유망 아이템 발굴
정의섭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망 사업 발굴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국내외 시장
Trends(제품, 기술, 고객및경쟁도구) 분석, 선진기
업 벤치마킹 및 시사점 분석시 정형화도가 높은 특
허 DB 활용하여 유망사업 후보군을 도출하는 새로
운방법을설명

○특허추세분석을 통한 분석대상의 선정, IOM/SOU
분석을 통한 메가트렌드 분석, 유망 후보군 도출을
위한 특허 키워드 분석, 유망아이템 선정을 위한
KISTI-SERI 모델을소개

9. TRIZ 기법을 통한 기술혁신 및 특허분석방법
이경원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P&G의TRIZ 적용사례를통해수십억$ 매출효과를
소개

○언어학, 온톨로지(Ontology) 기반의 Semantic
TRIZ 소개

○TRIZ 분석 솔류션 Goldfire 검색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방법설명

○TRIZ의활용현황에대한소개등

10. R&D 혁신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현병환 실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연)의 Patent Map을 중요한 의사결정 지
표로도입하여문제해결을위해특허맵시스템을연
구소경 에활착시킴

○생명공학(연)의 특허맵 분석 작업은 2004년 기관고

PATINEX

Paten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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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 미션 2007 특허맵분석, 2005년 STRM 기
획과제특허맵분석등에서실시하 음

○바이오나노연구센터 특허맵 보고서를 통해 특허조
사방법론사례소개
- 특허정량분석, 기술분류별 분석, 주요 출원기관별 특허 활

동 분석, 주요 발명인별 특허활동 분석 및 정성분석, 인용

도 분석 소개
○PubMed, NDSL 등논문조사방법론검색사이트소

개등

11. 효율적 특허전략을 통한 R&D 혁신 사례
김정중 부장 (LG전자 특허센터)

○특허활동 역의HIERACHY를특허활동의기반
역과 가시 역으로 나누고 기반 역은 다시 특허개
발활동과 특허분석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하 으며,
가시 역은예방활동, 방어활동, 공격활동으로크게
구분하여설명

○특허활동의 Infrastructure 구축방안은 발굴활동,
육성활동, 활용 활동으로 대표되는 특허개발 역과
H/W, S/W, 활용체제로 대표되는 특허분석 역으
로구분

○특허정보의Mapping 사례(Tree Map), 특허분쟁대
응사례연구, 특허개발사례연구에관해소개

○특허분석 엔진은 미국, 일본, 한국 특허를 검색 및
분석 가공하여 사용자 Need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
하는지식경역의Infra System

12. Trends in International Patent Statistics
and Analysis

William Meredith(WIPO)

○PCT 국제출원에대한동북아 3국한국, 일본, 중국
에 대한 경향분석 예측 및 국제출원에서 한국 국내
단계진입에관한성향분석

○한국 국내단계 진입하고 있는 특허에 관한 IPC 별
기술분석을통해한국산업의상대적강점과기회를
분석하여소개

○PCT 통계국가별, 지역별, 기술별등으로통계분석

하여설명
○또한 WIPO에서 하고 있는 전자출원, 연차보고서,

PCT 관련법적기술적서비스에관해발표

13. Australia’s Patent Trend Analysis using
Patent Statistics

Jagdish Bokil(IP Austrailia)

○호주특허청에서하고있는업무와통계DB 구성요
소에관한소개

○호주특허청의Website에관한기능별설명
○특허출원에관한시계열분석을통한특허출원수산

업, 기술별예측및특허출원관련있는경제적인관
점에서지표로본특허출원예측등에관해발표

14. Patent Statistic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Robert Johnson(USPTO)

○미국 특허 통계관한 일반적인 구성 요소와 지표에
대한소개

○특허 통계를 통한 경제적인 상호 관계에 대해 분석
하는방법

○미국 특허청의 Website에 관한 기능별 세부적으로
설명

○미국특허통계로본국내특허의기술별, 기업별, 연
도별분석등에관해발표

PATI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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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연구목적

청구항이 특허 지표로서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
해관련논문을찾아보고 관련논문에게재된내용을근
거로 하여 데이터 샘플링을 통한 분석 작업을 통해 청
구항과특허지표간의 상관관계를알아보는것을목적
으로한다.

2.연구배경

2.1. 관련논문

Measuring national technological performance with patent

claims data

-Xuesong Tong and J. Davidson Frame(1992. 9 개정)

[USPTO의 official Gazette란 출판물에 실린 특허를 무작위 샘플

링을 통해 분야별로 추출하여 1970~1990년 사이에 출원된 특허를

사용함(총7531개).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국을 포함한 5개국을

비교분석하고 분야별로는 전기, 화학, 기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함.]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특허당 청구항 수가 많은 경향을 보임

일본의 경우 청구항이 적은 특허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서의 경제성

- 다수의 특허출원에 있어 각각의 특허에 적은수의 청구항을 포함

하는 것보다 하나의 특허에 많은 수의 청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임

특허수와 청구항 중 발명자들이 보호하기를 원하는 발명의 특정

부분을 실제적으로 반 하기에 청구항이 더 나은 지표라 할 수 있

음.(저자의 생각)

Ⅱ.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

1. 한국

청구항이란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의 권리 범위를 구
성요소하는 요소로서, 실제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기술한부분을의미한다.

2. 미국

Patent Claims are the parts of a patent which
define the boundaries of patent protection. 

Patent Claims delineate the boundaries of the
property rights provided by the patent.
[특허를통해보호받고자하는경계를정의하는특허
의구성요소]

3. 일본

[특허를통해권리를청구하는기술적범위]

Ⅲ.청구항수의 실증적 분석

3.1. 한국

특 집

Patent 21

특허정보전략팀 조창엽
조사분석 1팀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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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분석기준

1993년에등록1) 된특허를대상

3.1.2. 유지년도

- 2004년3월10일현재특허등록유지현황

3.1.3. 검색방법

- 전체청구항수
- 독립항수
- 독립항라인수

3.1.2 청구항과 유지율의 비교

3.1.2.1. 전체청구항수별유지율비교

○특허등록후일시불로지불되는4년간연차료가끝
나고두번째연차료를지불하는 5년차의특허유지
율을내외국전체로살펴보면, 청구항이 5개이하인
경우가94%로유지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 전체 청구항개수가많아질수록유지율이약간낮아
짐

○11년차의 등록 유지율은 전체청구항수 5개 이하의
경우54.3%로높게나타났지만, 6개이상은전체청
구항수가 많아질수록 등록특허 유지율이 점점 높아
지는것으로나타났다.

○등록특허의내국인특허의경우전체청구항수가많
을수록 등록특허의 유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
됐다.

○등록특허의 외국인 특허의 경우, 5개이하는 53.6%
의유지율을나타냈지만, 6개이상은전체청구항수
가많을수록등록특허의유지율도높게나타나는것
으로조사됐다.

1) 국내에서 특허의 질적수준을 나타낼만한 자료로서 등록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개>=5개
70%

75%

80%

85%

90%

95%
94.0%

87.2%
84.9%

86.9%
84.7%

81.8% 82.5%

90.1%

100%
전체청구항수별4년차유지율(전체)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개>=5개
30%

40%

50%

60%

70%

54.3%

47.8%
46.4%

50.1% 50.3% 48.9% 50.9%

59.2%

전체청구항수별 11년차 유지율(전체)

6-10 11-15 16-20 <=21개>=5개
30%

40%

50%

60%

70%

80%

90%

54.6% 51.8%
55.1%

76.2%
77.8%

전체청구항수별 11년차 등록특허 유지율(내국인)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개>=5개
30%

40%

50%

60%

70%

53.6%

46.4% 45.7%

48.4% 49.0%
47.1%

52.7%

59.2%

전체청구항수별 11년차 유지율(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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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 중 다등록 30대 기업의 11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을살펴보면, 전체청구항수가증가할수록약
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내외국출원인중다등록 5대기업의 11년차등록특
허의유지율을살펴보면, 전체청구항수가증가할수
록등록특허유지율을높게나타났다.

5년차의 특허 유지율을 내외국 전체로 살펴보면 전체
청구항개수가많아질수록유지율이 약간낮아지는경
우이외에는가정이맞다고할수있다.

3.1.2.2. 독립항수별유지율비교

○내외국 전체의 독립항 개수별 등록특허 4년차 유지
율을살펴보면, 독립항이 8개이상인경우가 96.6%
의유지율을보이고, 독립항이1개인경우가뒤를이
어92.5%를나타냈다.

○내외국전체의독립항개수별등록특허 11년차유지
율을살펴보면, 독립항이2개부터7개까지는오히려
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반적인 이론
과상반된결과임).

○내국출원인의독립항수별11년차등록특허유지율은
1개부터 4개까지는 독립항이 많아질수록 유지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개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조사됐다.

○외국출원인 등록특허의 독립항 개수에 따라 11년차
에 특허의 등록 유지율은 독립항 개수가 1개부터 7
개까지50% 내외의등록율을나타냈다.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개>=5개
30%

40%

50%

60%

70%

80%

58.3%
56.1% 54.8%

57.8%

64.5%

54.2%

61.5%

70.7%

전체청구항수별 11년차 유지율(30대기업)

2 3 4 5 6 7 8 <=91
30%

40%

50%

60%

70%

51.6%
53.8%

51.6% 51.4%
49.3%

47.4%

57.6%

67.9%

독립항수별 11년차 유지율(전체)

50.8%

20%

30%

40%

50%

60%

70%

53.4%

59.7%
62.5%

71.4%

40.0%

33.3% 33.3%

80%

독립항수별 11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내국출원인)

2 3 4 5 6 <=71

2 3 4 5 6 7 8 <=91
30%

40%

50%

60%

70%

80%

48.9% 50.4% 50.4% 49.6% 50.0% 50.0%

69.2%

57.9%

독립항수별  11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외국출원인)

51.3%

6-10 11-15 16-20 <=21개>=5개
50%

60%

70%

80%

90%

63.4%

68.8%

78.6%

84.6%
87.5%

전체청구항수별 5대기업의 등록특허 유지율(내국인)

2 3 4 5 6 7 <=81
75%

80%

85%

90%

95%

90%

92.5%

88.8% 88.8%

83.3%

89.6%
84.2%

96.6%

독립항수별 등록특허의 4년차 유지율(전체)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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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 출원인 중 다등록 30대 기업의 11년차 등록
유지율은 독립항 6개까지 유지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내국출원인 중 다등록 5위의 등록특허 11년차 유지
율은 독립항 개수가 증가할수록 유지율은 높아지는
것으로조사됐다.

3.1.2.3. 독립항라인수(독립항의단어수)별유지율비교

○내외국 전체의 등록특허 중 독립1항에 기재된 문장
의라인수와유지율의관계를비교한결과, 4년차등
록유지율은 20줄 이하의 독립항을 지닌 특허는 약
91%의등록유지율을나타낸반면, 21줄이상의특허
는다소낮게나타났다.

○내외국전체의독립항라인수별 11년차유지율을살
펴보면, 20줄이하의라인수는50%초반의유지율을
나타내다가, 21줄이상의특허의등록유지율은40%
대로낮아지는것으로조사됐다.

○내국출원인 특허의 11 등록유지율은 독립항 라인수
가제일적은5줄이하에서유지율이가장낮게나타
나내국인특허에서는독립항에기재된단어가적을
수록권리범위가넓다는이론과차이가있다.

○외국출원인 특허의 경우 독립항 라인수와 등록유지
율관계가가정과유사하게나타났다. 독립항 1항의
라인수가 많아질수록 등록유지율은 낮아지는 것으
로조사됐다.

2 3 4 5 6 7 8 <=91
40%

50%

60%

70%

80%

56.3%

62.6%
58.7% 58.4%

54.3%

63.6%

70.0% 68.4%

독립항수별  11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내외국30대기업)

56.5%

0%

10%

20%

30%

40%

50% 50.2%
53.3% 54.2%

52.3%

42.0%
44.8%

27.3%

60%
독립항라인수별 11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전체)

6-10 11-15 16-20 21-25 26-30 <=31줄>=5줄

6-10 11-15 16-20 <=21줄>=5줄
30%

40%

50%

60%

70%

48.2%

58.0% 60.0%
62.5%

53.2%

독립항라인수별 11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내국출원인)

6-10 11-15 16-20 <=21줄>=5줄

30%

20%

10%

0%

40%

50%

60%

52.2%
49.3% 49.7%

43.6%

30.3%

독립항라인수별 11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외국출원인)

2 3 <=41

60%

50%

70%

80%

90%

62.8%

70.6%
72.4%

78.9%

독립항수별 5대기업 등록특허의 유지율(내국출원인)

6-10 11-15 16-20 <=21줄>=5줄
60%

70%

80%

90%

100%

91.1% 91.4% 91.1% 91.2%

85.2%

독립항라인수별  4년차 등록특허의 유지율(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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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출원인중다등록30위출원인에대한11년
차유지율을살펴보면, 이론과반대로라인수가많
을수록유지율이높게나타났다.

○내국출원인중다등록5위의 11년차등록특허유지
율을살펴보면, 다등록 30위와마찬가지로라인수
가 증가할수록 등록유지율이 높아지는 반대 추이
를보 다.

3.1.2.4 결론

1.일반적으로 청구항 및 독립항 개수가 많을수록 등
록유지율이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위 검증에서는
전체청구항수의항목에서는가정과거의유사하게
도출되었으나독립항수항목에서는가정과다른양
상을보이는경우가많았다.

2.독립항라인수가많아질수록권리범위가좁아지기
때문에등록유지율이낮아지는경향을보여야하지
만, 외국출원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라인수가
증가할수록유지율이낮아지는경향이나타나지않
았다.

분석결과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청구항, 독립항을많
을수록유지율이높고, 독립항라인수는적을수록유지

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가정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
만, 1993년도 국내 출원인 특허를 대상으로 검증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게 조사됐다.  그러므로, 국
내에출원된특허의경우청구항을이용한분석은그다
지실효가없는것으로판단되는데이는97년도에발생
한 IMF외환위기라는 국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
적인결론과상이하게나타났다고보여진다.

3.2. 미국

3.2.1. 개요

’91~2004년간 미국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에등록된특허
중특허검색사이트인Delphion(www.delphion.com)에
서랜덤샘플링을통해추출한10,188건을분석대상으로
했다. 연도별특허건수및관련데이터는표와같다.
특허통계분석에서주요지표로활용되는특허건수및

피인용회수(CPP; Cites Per Patent), 패 리특허수
(PFS; Patent Family Size),IPC 등과청구항수와의상
관도비교·분석을실시했다.

6-10 11-15 16-20 21-25 <=26줄>=5줄
30%

40%

50%

60%

70%

55.4%

59.0% 60.2% 61.0%

48.4%

56.0%

독립항라인수별 11년차 유지율(30대기업)

6-10 11-15 16-20 21-25 <=26줄>=5줄
40%

50%

60%

70%

80%

57.0%

67.9%
70.0%

72.7%

59.4%
61.1%

독립항라인수별 5대기업 등록특허의 유지율(내국출원인)

표1. 연도별 특허건수 및 관련 데이터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16

415

431

449

422

387

309

337

371

277

250

289

419

422

4,756

5,101

5,209

4,950

5,760

4,363

3,696

4,759

4,959

3,701

3,490

4,623

7,089

7,208

3,820

3,639

4,646

3,805

3,872

2,992

1,988

2,338

1,716

723

718

404

256

63

1,505

1,707

1,550

1,649

1,594

1,350

1,181

1,385

1,481

1,097

1,032

1,231

1,489

1,416

503

582

613

634

585

531

437

493

542

418

347

450

633

643

특허건수 청구항수 피인용회수 PFS IPC개수지표별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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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도별 추이 비교

청구항수의연도별추이를특허건수, 피인용회수등
주요지표들의연도별추이와비교해본결과를 <그림
1 청구항수 및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비교>에 도
시했다.
주요지표들의연도별추이중 IPC개수의연도별추

이가청구항수의연도별 추이와가장 유사하게나타나
고있으며, 특허건수의연도별추이, PFS의 연도별추
이, 피인용회수의 연도별 추이 순으로 유사한 정도가
높게나타나고있다. 

3.2.3 상관도 분석

<표1 연도별 특허건수 및 관련 데이터>의 데이터를
대상으로청구항수와 각지표들간의상관도 분석을실
시한 결과, 청구항수와 IPC개수와의 상관계수가 0.8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건수와의 상관계수
0.72, 피인용회수와의상관계수0.59, PFS와의상관계
수0.58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3.3. 특정기술분야[BT,NT]

3.3.1. BT분야

‘91~2003년간미국특허상표청에등록된특허중특
허검색사이트인Delphion(www.delphion.com)에서BT
관련특허 77,352건을분석대상으로했다. 연도별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299

2888

3435

3223

3523

4633

6254

8823

8811

7737

8853

8825

8048

26149

32904

37067

32587

40218

59097

87307

131007

142627

130542

150281

139357

132466

20193

24446

25631

20945

22690

27771

25229

24612

16311

8435

4895

1210

80

27325

39289

47121

44017

55444

79018

120913

167604

146017

132351

138438

130776

124359

4872

6296

7358

6904

7634

10624

13787

19275

18026

15690

18039

16861

16642

특허건수 청구항수 피인용회수 PFS IPC개수지표별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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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구항수 및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비교

표3. 연도별 BT관련 특허건수 및 데이터

청구항수 특허건수 피인용회수 PFS IPC개수

청구항수 1.00 

특허건수 0.72 1.00 

피인용회수 0.59 - 1.00 

PFS 0.58 0.86 - 1.00 

IPC개수 0.83 0.97 - 0.85 1.00 

표2. 청구항수와 주요 지표들간 상관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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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건수 및 관련 데이터는 <표3 연도별 BT관련 특허건
수및데이터>와같다.
특허통계 분석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특허건수

및피인용회수(CPP; Cites Per Patent), 패 리특허수
(PFS; Patent Family Size), IPC 등과 청구항수와의
상관도비교·분석을실시했다.

3.3.2. 연도별 추이 비교

청구항수의연도별 추이를 특허건수, 피인용회수등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와 비교해 본 결과를 <그림
2. BT관련 특허의 청구항수 및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비교>에나타냈다.

주요지표들의연도별추이중특허건수의연도별추
이가청구항수의연도별 추이와가장유사하게 나타나
고있으며, IPC 개수의연도별추이, PFS의연도별추
이도높은유사도를보이고있다. 

3.3.3. 상관도 분석

<표3 연도별BT관련특허건수및데이터>를대상으로
청구항수와각지표들간의상관도분석을실시한결과,
청구항수와 특허건수와의 상관계수가 0.99으로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IPC개수와의상관계수 0.98, PFS와
의상관계수0.96, 피인용회수와의상관계수0.48의순
으로높게나타났다.

3.3.4. NT분야

’91~2003년간미국특허상표청에등록된특허중특허
검색 사이트인 Delphion(www.delphion.com)에서 NT
관련 특허 22561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연도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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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연도별 NT관련 특허건수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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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수 특허건수 피인용회수 PFS IPC개수

청구항수 1.00 

특허건수 0.99 1.00 

피인용회수 0.48 - 1.00 

PFS 0.96 0.98 - 1.00 

IPC개수 0.98 0.99 - 0.99 1.00 

표4. BT관련 특허의 청구항수와 주요 지표들간 상관도 분석

그림 2. BT관련 특허의 청구항수 및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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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건수 및 관련 데이터는 <표5 연도별 NT관련 특허건
수및데이터>와같다.
특허통계 분석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특허건수

및피인용회수(CPP; Cites Per Patent), 패 리특허수
(PFS; Patent Family Size), IPC 등과 청구항수와의
상관도비교·분석을실시했다.

3.3.5. 연도별 추이 비교

청구항수의연도별추이를특허건수, 피인용회수등주
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와 비교해 본 결과를 <그림 3
NT관련 특허의 청구항수 및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
이비교>에나타낸다.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중 IPC개수의 연도별 추
이와특허건수의 연도별추이가청구항수의 연도별추
이와거의동일함을보 고PFS의연도별추이도많이
유사하 다.

3.3.6.상관도 분석

<표5 연도별 특허건수 및 관련 데이터>의 데이터를
대상으로청구항수와 각지표들간의상관도 분석을실
시한 결과,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중 IPC개수의
연도별추이와특허건수의연도별추이가 1.00으로 나
와 거의 유사함을 보 고 PFS의 연도별 추이도 0.99,
피인용회수의연도별추이는0.72의유사도를보 다.

3.3.7. 결론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도 청구항수는
양적활동을 나타내는 특허건수 및 IPC개수(특허 명세
서 내에 포함된 기술의 개수)와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분석을 마치며

Ⅱ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구범위의법률적정의
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이
는연구개발을 통해서산출되는성과이므로 법률적측
면에서 본 청구범위(청구항수)는 양적활동을 지시하는
지표로사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Ⅲ장에서 한국, 미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구범위

(청구항수)의 법률적 정의와 실증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범위(청구항수)의 개수는 통
계분석시 양적활동(특허건수, IPC분류개소 등)을 지시
하는보조적지표로활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
된다.

청구항수 특허건수 피인용회수 PFS IPC개수

청구항수 1.00 

특허건수 1.00 1.00 

피인용회수 0.72 - 1.00 

PFS 0.99 0.99 - 1.00 

IPC개수 1.00 1.00 - 0.99 1.00 

표6  NT관련 특허의 청구항수와 주요 지표들간 상관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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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T관련 특허의 청구항수 및 주요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비교



『난수발생장치분야』특허동향보고서

조사분석4팀

정 문

서 론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일상생활의 컴퓨터/인터넷 이
용에있어서중요시되는것이보안이다. 가장흔히볼
수 있는 예로, 특정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서일반클라이언트들은 해당사이트에회원가입을하
고 이때, 자신의 ID를 발급받고 이를 서버측에 인증하
기위한패스워드를설정하게된다. 클라이언트는추후
해당사이트를이용시자신의 ID와패스워드를입력하
여로그인과정을거친후사이트에서제공하는컨텐츠
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스워드와 같은 개인의
비 정보는철저하게그보안을유지해야한다.

최근들어인터넷을통한개인또는기업을상대로한
해킹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일일이 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이고, IT 산업의 규모
가 성장하고 그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해킹을 이용한
범죄의빈도와규모또한증가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회선을 통한 각종 행위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기업 및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때로는 해당 기업 및
국가의흥망을좌우할정도의중요성을갖는경우도존
재한다.

본기술동향보고서에서는이러한통신회선상의보
안을 위한 데이터의 암호화시에 사용되는 난수
(Random Number) 및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고 나아가 난수발생장치의
국가별 출원량과 다양한 난수발생방법의 세부방법(물
리적난수, 디지털난수)별 출원량을비교/분석해보고
자한다.

본 론

제 1 절 난수발생장치 기술의 정의(배경)

1. 난수(random number)의 정의

기수가 n인 수에서 연속된 각 자릿수가 N개의 숫자
중에서각각같은확률로어느하나를선택하는무작위
숫자. 예를 들면, 10진수 236에서 첫 번째 자릿수인 2
는 0/9의 10개 숫자중에서 10분의 1 확률로 2를취하
게된것이고, 3과 6도마찬가지로각각 10분의 1 확률
로얻어진것이다.

2. 난수발생방법

2.1. 선형합동발생기
(Linear Congruential Generator)

1차원적인선형합동발생기(LCG)는아래와같은수식으
로이루어지며, 이전값을이용하여현재값을도출한다.
Xn = ( aXn-1 + b ) mod m

2.2. 다중재귀발생기
(Multiple Reculsive Generator)

다중재귀발생기(MRG)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
한다.
Xn = ( aXn-1 + …+ aKXn-K ) mod m
그러나LCG나MRG의경우그랜덤성을예측가능하

기때문에이둘을조합한조합선형발생기를주로사용
하고있다.

특허동향보고서 Paten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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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선형 발생기(Nonlinear Generator)

Xn-1에서Xn으로전이하는전이함수를비선형함수를
사용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 역합동 발생기(Inversive Congruetial

Generator)가있으며, 이것은LCG에비선형적인왜곡
을추가한것으로아래와같은수식을사용한다.
Un = (( Xn-1 ×Xn-1 ) mod m ) / m

2.4. 선형피드백쉬프트레지스터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컴퓨터 내에서 모든 산술연산이 2진으로 이루어진다
는 것을 이용하여, 선형 혹은 비선형적으로 각 비트들
을 선발해 시프트와 비트 연산을 거쳐 새로운 난수를
발생시키는방법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난수는 상기와 같은 알고
리즘의 복잡성과 비예측성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난수의 랜덤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난수발생장
치에 공급되는 시드(seed)값에 따라 좌우된다. 난수에
공급되는시드값은그종류에따라크게아날로그시드
와디지털시드로나누어질수있다.

3.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시드(seed)의 종류

3.1. 아날로그(물리) 시드

3.1.1. 백색잡음(White Noise)
: 열잡음(Thermal Noise), 플리커잡음(Flicker

Noise), 전자회로잡음(Circuit Noise)

아래왼쪽그림에서보면화이트노이즈의시간에따
른 전압의 주파수 파형이 랜덤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
고, 이를난수발생에이용가능하다는것을인지할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화이트 노이즈의 주파수
대역별레벨이거의일정하다는것은각주파수가거의
대등하게발생한다는것으로이또한난수의기본요건
인예측불가능성에만족하는것임을알수있다.

3.1.2. 생체정보(Bio Information)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디지털 생체
정보를잡음원으로사용하여난수생성률과구현의용
이성 등을 포함한 효율성 평가척도와 예측불가능성,
난수성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척도를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잡음생성 방법을 간단한 예를 들

어 설명하면, 먼저 사람의 얼굴 상을 카메라와 같은
촬상장치로촬 한다. 촬 된화상이미지의특정픽셀
역에대한 픽셀값을추출하고이를 난수로서이용한

다. 카메라에 의해 촬상되는 사람의 이미지는 시간과
장소에따라항상차이가발생하고이러한랜덤성은난
수발생의잡음원으로써그요건을충족시킨다.

상기와 같은 노이즈는 완전히불규칙한 신호이며, 신
호의전압크기(Amplitude)와 신호위상(Phase)은 불규
칙한주파수성분을갖게된다. 이런신호에서긴시간
동안의RMS(Root Mean Square)값을얻어낼수는있
다하더라도, 어느한순간의정확한신호의크기를예
측하는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이런 노이즈를이용하
여완전한난수를얻어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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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화이트노이즈의파형 ●화이트노이즈의스펙트럼

전
압

주파수

레
벨

<그림 1> 

난수 생성기

프로세서

생체정보처리루틴

버퍼

생체 인식기생체정보 난수출력

<그림 2> 



3.1. 디지털 시드

디지털 시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임의의 숫자를
배열해놓은난수표를이용하는방법이다. 다음그림에
난수표의 일례가 개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입력되는
8비트의숫자를s-box라불리우는난수표의특정숫자
와 소정의 연산(치환, 덧셈, 뺄셈 등)을 통해 암호화하
여 8비트의 난수를 출력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수표를이용한방식은 그랜덤성에있어서 완전하다
고볼수없으며어느정도의예측가능성을가지는면
에서보안상의취약점은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그
러나구현하기가쉽다는측면에서낮은보안수준을요
구하는방식에는적당한방법이다.

2. 난수발생기의 용도

2.1 메시지의 암호화/복호화

난수 발생기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로서 데이터의 암
호화및복호화를들수있다. 상기그림은네트워크를
통한데이터전송에서전송대상데이터의보안을위해
데이터를 난수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수신측에 전송
하고수신측은이를 동일난수를 이용하여복호화함으
로써, 네트워크회선을불법적으로모니터링하는제3자
에의한데이터열람을방지할수있다.

2.2. 사용자 인증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서버측에서 발생시킨 난수는
사용자의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사용자에게전송되고
이를자신의비 키로해독한사용자는해당난수를서
버공개 키로암호화하여재전송하고서버측에서는 자
신이보유한난수와 사용자측에서전송한난수의 동일
여부를판단하여사용자의 정상사용자여부를 인증하
는방법이다.

2.3. 기타

복권발매기, 추첨기등랜덤성을필요로하는숫자를
발생시켜야하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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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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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난수발생장치 기술의 분석기준

1. 난수발생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1.1. 아날로그 시드를 이용한 난수의 발생방법 및
그 장치.

1.2. 디지털 시드를 이용한 난수의 발생방법 및
그 장치.

1.3. 난수발생장치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 - 암호
화

2. 조사범위 및 키워드

2.1 조사범위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출원/
공개된 특허들을 사용했고, 미국의 경우 2005년 7월
31일이전에출원/등록된특허들을사용하 으며, 난수
발생자체에관한특허및난수발생기를이용한암호화
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 다. 또한 사용한 키워드는 아
래와같다

2.2. 키워드

(난수*, 랜덤넘버*, 랜덤넘버*, 무작위숫자*, 무작위
번호*, 무작위넘버*, 임의숫자*, 임의번호*, 임의넘
버*, random number*)
(발생*, 생성*, 제너레이*, generat*)
(암호화*, 복호화*, 부호화*, 인크립*, 디크립*,

encrypt*, decrypt*, cryptograph*, cipher*)

2.3. 관련 IPC분류

G06F 7/58*
G09C 1/00*
H04L 9/22, 26*
H04K 1/00*

특 허 동 향

제 1 절 한국 특허동향

1 연도별 특허동향

한국의 난수발생 관련 특허출원은 90년대 말 무렵부
터증가하기시작하여2000년대에도꾸준한성장을보
이고 있다. [그림6]에서 2004년 이후 출원량이 감소폭
을보이는것은실제출원량이감소한것이아니라, 출
원 후 200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은 특
허가본보고서의통계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난수발생 관

련 한국 특허출원의 경우, 난수발생장치 및 방법 자체
에 대한 특허보다는 난수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
를 암호화하는 것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90년대말부터급성장한 IT산업의발전과더불어
인터넷상에서 중요시되는각종보안의 필요성의대두
에 의해 그와 관련한 특허가 다량 출원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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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출원
건수 1 1 2 3 3 2 0 9 10 10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13

출원
건수 12 27 16 27 60 73 58 55 38 6

표1 한국 내 연도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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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특허 점유율

한국에서 출원된 난수발생 관련 특허의 국가별 점유
율을 보면 한국 출원 특허가 65%로 가장 많은 점유율
을 나타내고, 난수발생장치 및 방법 자체에 대한 특허
보다는 이를 인터넷상에서의 보안과 관련한 암호화에
이용한특허발명이특징이며, 난수발생장치및방법자
체에 대한 발명은 일본 출원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을알수있다.

3. 기술분야/연구주체별 특허동향

한국 내의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ETRI가
11%로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며, 특이할 만한 점은
ETRI의기관성격상한국의출원이난수발생장치를이
용한보안에관한특허가주를이룸에반해, ETRI의출
원은난수발생장치및방법자체에관한특허도상당수
를포함하고있다.
일본의 소니, 마쯔시다의 출원인 비율이 한국 내에서

도상당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으며, 이들
의 특허는 ETRI와 기술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 2 절 미국 특허동향

1. 연도별 특허동향

미국의경우난수발생관련 특허가한국보다조금 빠른
90년대 중반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특
허제도가 2002년 이후 등록제에서 공개제로 전환되면
서미국등록특허만을사용한본보고서의통계상에공
개특허의출원건수가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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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일본 미국 기타 계

출원건수 271 65 44 33 413

[ 표 2 ] 한국 내 국가별 특허 점유율

[ 표 3 ] 한국 내 출원인별 출원동향

한국 65%
일본 16%

미국 11%

기타
8%

<그림 7> 한국 내 국가별 점유율

기타 74%

ETRI 11%

소니 5%

삼성 5%
엘지 3% 마쯔시다 2%

<그림 8> 한국 내 출원인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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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회사 외에는 기타로 분류하 음

년도 1984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1992 1993 1994 계

출원
건수 2 3 2 4 4 0 6 4 8 4 16

년도 1995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2003 2004 2005 150

출원
건수 10 16 25 15 12 12 4 2 1 0 0

[ 표 4 ] 미국내 연도별 출원동향

출원인 ETRI SONY 삼성 엘지 마쯔시다 기타 계

출원건수 46 21 21 14 8 303 413



2. 국가별 특허 점유율

미국내의출원국가별특허점유율을살펴보면, 한국
과는 다르게 일본이 가장 높은 점유율(41%)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 발명된 난수발생
장치및방법자체에관한특허를세계특허시장의중
심이라고할수있는미국내에서선등록받기위해다
수출원하 기때문으로판단된다.

3. 기술분야/연구주체별 특허동향

미국 내의 난수발생관련 특허의 출원인별 동향을 보
면, 앞서국가별점유율에서볼수있었던바와같이일
본업체의주도가눈에띄게드러난다. 다수출원업체
상위 6개중, 일본업체가 4개업체나포진되어있으며
이들의점유율을합하면17%로서, 미국 IBM의7%를2
배이상넘어서는수치이다. 이는상위6개업체만을선
별한결과이기 때문에국가별점유율에서의 일본점유
율인 41%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다른 면에서 고찰해
보면 그 만큼 다수의 일본 업체가 미국 내에서 난수발
생관련특허를출원했다고판단할수있다.

제 3 절 일본 특허동향

1. 연도별 특허동향

일본은앞서 한국과미국의난수발생 관련특허동향에
서 상당히 주도적인 위치를 보인 것과 같이 일본 내의
출원 또한 한국과 미국보다 거의 10년 정도 앞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출원량
또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2004년에출원량
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출원 후 2005년 7월
31일을기준으로공개되지않은특허가본보고서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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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미국 내 국가별 특허 점유율

미국 38% 

일본 41% 

독일 5% 

네덜란드 3% 
기타 13% 

<그림 10> 미국 내 국가별 점유율

[ 표 6 ] 미국 내 출원인별 출원동향

기타 73%

Canon 4%

Fuji 3%

Fujitsu 6%

IBM 7%

Toshiba 4%
Siemens 3%

<그림 11> 미국내 출원인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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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본 내 연도별 출원동향

[ 표 7 ] 일본 내 연도별 출원동향

년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출원
건수 2 2 2 1 1 5 4 4 5 10 10 15 8 12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99

출원
건수 9 7 13 7 13 11 18 11 24 17 30 28 29 1

국가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기타 계

출원건수 58 62 7 4 20 150

출원인 Conon Fuji Fujitsu IBM Toshiba Siemens 기타 계

출원건수 6 5 9 11 6 5 108 150



계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총출원건수는한국의
출원건수에비해다소적으나앞서언급한것처럼일본
의 경우 난수발생장치 및 방법 자체에 대한 특허가 주
를이루고있기때문에출원량대비기술력에서는한국
에크게앞설것으로판단된다.

2. 국가별 특허 점유율

일본 내 국가별 특허 점유율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한국과미국의현황을통해예측할수있는것처럼, 일
본 자체의 출원이 거의 대부분(98%)을 이루고 있으며,
추후난수발생에관련한특허를출원하는업체의경우,
필히 일본 특허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임은자명하다고보여진다.

3 기술분야/연구주체별 특허동향

일본내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 점유율

에서이미예상할수있듯이, 한국및미국과는달리일
본업체가상위 50% 이상을모두점유하고있다. 특히
주목할만한점은 [표9]에서보는바와같이상위8개업
체의 출원량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내유사업종의다수업체가본기술의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있음을고찰해볼수있다.

제 4 절 전체 특허동향 및 분석

1. 전체 특허동향

특허동향보고서 Patent 21

28 Patent 21

[ 표 8 ] 일본 내 국가별 특허 점유율

[ 표 9 ] 일본 내 출원인별 출원동향

일본 97.7%

미국 0.7%

프랑스 0.3%

핀란드 0.3%

한국 0.7%독일 0.3%

<그림 13> 일본내 국가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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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일본 내 출원인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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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미·일 3국의 출원동향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한국 10 2 0 9 10 10 12 27 16 27 60 230 413

일본 81 9 7 13 7 13 11 18 11 24 17 88 299

미국 21 4 8 4 16 10 16 25 15 12 12 7 150

계 112 15 15 26 33 33 39 70 42 63 89 325 862

[ 표 10 ] 한미일 년도별 특허출원 개수

국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핀란드 계

출원건수 292 2 1 1 2 1 299

출원인 NECMatsushita Fujitst SONY Hitachi NTT Toshiba Canon 기타 계

출원건수 28 24 22 21 17 24 17 12 134 299



2. 분석

난수발생관련특허의출원은한, 미, 일모두 1990년
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도 꾸준한
성장을보이고있다. 통계상에는한/미/일 3국모두최
근출원건수가급감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이는
본 보고서의 해당 국가별 분석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및일본의경우출원후200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공개되지않은특허가본보고서의통계에포
함되지않았기때문이고, 미국의경우미국의특허제도
가 2002년이후 등록제에서 공개제로 전환되면서 미국
등록특허만을 사용한 본 보고서의 통계상에 공개특허
의출원건수가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결 론

난수발생장치 및 방법은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도 언
급하 듯이인터넷의발전에따라당연히필요시되는
부분으로써, 난수발생장치 및 방법 자체에 관한 기술
개발과더불어이를인터넷에접목시켜기존의특허보
다 한층 진보된 기술에 대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
고있다.

일본의경우난수발생장치및방법자체에관한특허
가 전체 출원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일본의특허는미국과한국내에도다수출원/
등록되어있는상태이다.
한국의경우는ETRI가일본의출원경향과유사한방

향으로 난수발생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기타 업

체들은 난수발생장치를 인터넷에 접목시켜 보안과 암
호화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출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특허가 출원되
고 있으나 출원량은 일본보다 현저히 적으며, 특히 다
수의 일본업체들이 미국내에서 난수발생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받고 있어 향후 미국의 출원 형태가 어떤 방
향으로이루어질지주목된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한, 미, 일 의 여러 난수
발생 관련 특허를 보던 중 난수발생장치의 시드값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
고, 흥미로웠던 점은 과거에 주로 전자장치에서 발생
하는잡음을시드값발생원으로이용하던것에서최근
촬상장치에 의해 촬상된 상데이터의 픽셀데이터 값
의랜덤성을이용하여시드값을생성하는특허가출원
된 것이 조사되었고,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랜덤성을지닌여러데이터값으로난수의시드값을생
성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가 다수 출원될 것이라는 예
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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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과학기술학회마을 : http://society.kisti.re.kr

논 문
- 난수 발생기의 비교
(A Note on Comparing the Random Number Generations)
저자 : 조 석, 권순일, 한 훈, 김미화, 신혜정,
출처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1225-8547, 제3권2호,pp.75-87,
1992

-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암호계를 위한 의사 난수 발생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도완, 정태충
출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지, 

99 가을 학술발표논문집(I) - 한국정보과학회 , pp.649-651 , 1999

- 실 난수 발생기를 이용한 키 생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차재현, 박중길, 전문석
출처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1226-3931 , 제6권2호 , pp.167-178 , 200

특허동향보고서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29Patent 21

한국 48%

일본 35%

미국 17%

<그림 16> 한·미·일 3국의 특허출원 비율



『가전3사공기청정기의
특허기술출원동향』

조사분석1팀

주 은 아

서 론

1. 보고서 작성 목적 및 배경

1.1 2003년부터 새집증후군에 관한 특허출원 급증

웰빙과친환경물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새집증
후군1)에 관한특허및실용신안의출원이 2002년이전
에는연간2~3건수준으로미미하 으나2003년이후
부터는2003년 12건, 2004년 92건으로두드러지게증
가하고있다.

1.2 새집증후군 예방에는 유해오염물질과의 격리
가 필수

새집증후군은일종의환경공해병으로서, 해결을위해
서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해오염물질을 주거환경으
로부터격리시키는것이주된관건이다. 해결책으로는,
-건축단계에서부터유해물질이배출되지않는친환경
성건축자재및마감재를사용하여원천적으로오염
물이주거환경에배출되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중
요하고,

-입주 후의 해결수단으로는 자연환기나 열환기를 통

해유해물질을배출하는방법이나벽면을광촉매코
팅하여 이산화티탄과 같은 물질로 유해물을 광분해
하는방법, 식물이나숯을이용하여유해물질을분해
하거나흡착하도록하는방법등이사용될수있다.

1.3 친환경소재의 사용이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특허 발명의 주종

새집증후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내외
장재를유해물질이배출되지 않는친환경소재로 제작
하는출원이 40.8%로가장많은데, 접착제를사용하지
않도록결합돌기와홈을 형성하여판넬이나벽체를 조
립하는방법이나콘크리트, 벽돌등에숯, 황토, 바이오
세라믹이나맥반석등을 혼합하여제작하는방법 등이
이에해당한다.

건축 후에 부착되는 바닥재나 벽지에 대한 출원은
12.8%로, 주로광촉매코팅된마루나벽지등을제작하
거나 숯이나 황토, 제올라이트 등의 오염물 흡착제를

특허동향보고서 Patent 21

30 Patent 21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현재까지)

특허 2 2 1 7 28 7

실용 1 0 1 5 64 7

합계 3 2 2 12 92 14

표1. 새집증후군 관련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공개건수(2000이후)

분야 출원건수 %

건축자재 51 40.8

벽지 및 바닥재 16 12.8

인테리어 및 가구 16 12.8

환기시스템 관련 13 10.4

화합물 9 7.2

기타 20 16

합계 125 100

표2. 새집증후군 관련 분야별 출원건수

1) 새집증후군이란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건물이 석면이나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면서 실내거주자에게 두통이나 알레르
기성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첨가하여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역시 접착제를 사용하
지않고조립되도록하는방법에관한것이다.

또한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침대나싱크대, 액자장
롱등인테리어및가구에공기정화기능을부여하고친
환경소재를 사용하는 출원도 12.8%를 차지하고 있는
데최근들어나노실버입자를첨가한제품이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 실내·외의 공기 순환을 극대화시키는 환기
시스템이나 창호구조, 그리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실
내공기를 열교환(baked-out) 할 수 있는 방법 등의
환기시스템관련출원이10.4%를차지하고있다.

1.4 내국인과 개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대부분

새집증후군 관련 출원은 내국인의 비율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새집증
후군해결을 위해기술개발에훨씬 적극적으로참여하
고있음을알수있다.
출원인별로는 개인출원이 83건으로 전체의 70%가량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과 접한

이분야에대한개인의높은관심이직접적인발명참여
로이어지고기존에알려져있던친환경관련소재나제
품을이용한개량발명이많기때문으로분석된다.

1.5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꾸준한 출원 증가 예상

국내·외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일상에서 질 높은
삶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앞으로도 친환경소재를이용한관련 출원은더
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소비자들의관심도가
증가하고환경관련질병이증가함에따라특히건축내
외장재나인테리어 자재등건축원료물에 대한국내의
안전기준도 더 엄격해지리라 예상되며 여기에 부합되
는관련특허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2)

1.6 본 보고서 에서는

위에서언급된새집증후군으로인한아토피성피부질
환과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도환경적요인에의해점차증가하고있다. 건축
내장재와 접착제 등을 친환경소재로 대체하여 원인물
질을감소시키면서, 유해한휘발성유기화합물, 실내의
미세먼지, 냄새제거를 줄여주는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공기청정기는 새집증후군의 피해 이외에도 자동차 배
기가스와각종유해가스등에의한대기오염과매년봄
마다 심각해지는 황사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있다. 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시점에서 각
가정및기업, 병원등에공기청정기에대한수요가많
아지고있다.

이에 관한 국내 주요3사의 공기청정기 기술출원동향
에 의한 원천기술의 향력과 국내에 향을 주는 각
국가/기업별 기술 경쟁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국내
에 출원된 특허 중 우리나라 대표 가전3사(삼성, LG,
대우)에 의해 출원된 특허기술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기술발전동향을확인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우리
공기청정기의국내외적인경쟁력을 확보를위해꼭 필
요한기술의개발및부품의국산화등을위한R&D 분
야의나아갈방향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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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청뉴스-화학생명공학심사국 생명공학실 손 희사무관 2005.06.15 09]



본 론

제1절 공기청정기 기술의 배경

1.1 국내 공기청정기의 시장규모

공기청정기는오염된공기를정화하여신선한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가정용과 차량용, 산업용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각종
호흡기및피부질환, 황사위협등의요인으로가정내의
환경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 특수의 향으
로 공기청정기 시장은 특수를 맞고 있다. 실외 공기는
자연적인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폐된 실내의 공
기는자정능력이없기때문에그필요성이증대된다.
국내의공기청정기는경기침체로인한전반적인가전

제품판매의둔화에도 불구하고꾸준히성장하고있는
추세이다. 친환경, 웰빙(well-being)2) 이라는 사회적
트랜드변화로인해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그
에따른상승효과의덕을봤다는분석이다.
국내공기청정기시장규모는 2000년 1,070억원에서

2001년 1,250억 원, 2002년 2,400억 원, 2003년
3,200억원, 2004년4,500억원으로지속적인증가추
세에있다.

1.2 공기정화기의 분류 및 기술내용

공기정화기는 대기환경이나 산업상의 작업환경이 아
닌, 일반건축물의실내공간이나클린룸등의공기조화
항목중에서특별히공기의필요청정도를생성하여유
지하기위한소재나단위장치, 설비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가정용에주로쓰이는공기정화기는기계식, 전
기식, 그리고복합식으로나눌수있다

1.2.1 기계식

일명 팬식이라 하며, 본체 내에 설치된 팬에 의해 공
기를강제적으로흡입하여필터를통해공기중의오염

을막는방식이다. 이 방식은정화속도가빠른반면운
전소음이크고소비전력이 전기식에비해높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최근에는팬식도인버터모터를사용하여
조용하여경제적인것이있다. 집진필터및탈취필터의
필터, 모터, 그리고센서로구성된다.

가) 집진필터
정진기를 대전시킨 필터재를 프리소모양으로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주류지만, 최근에는 포집성능을 향상시
킬목적으로반도체공장의클린룸등에사용되고있는
HEPA 필터, 혹은그것이상의성능을갖는ULPA필터
를 채용한 기종도 있다. 또한, 필터표면에 항균가공을
하여포집한윌스의활동을억제시켜(불활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없도록 항균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
항균필터도있다. HEMP 필터는 0.3 ㎛의 미세먼지를
99.97% 이상 제거하는 고성능 공기정화필터로, 우수
탈취효과를 가지는 카본(활성탄)피터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꽃가루나 애완동물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털 등의 제거능력이 뛰어나 호흡기질환이나 알레르기
를겪는사람이있는가정에서그효과가크다. 필터는
2∼3년만에한번씩교체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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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공기청정기의 시장규모

2)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한(well,안락한&만족한) 인생(being)을 살자는 의미이다
국내에 웰빙 개념이 시작한 것은 대략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 말쯤에 대중에 물결을 타기 시작해 지금 현재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다.
해외 라이선스 계열 여성 잡지들이 미국 등지에서 불고 있는 이 라이프스타일을 앞서 소개하면서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퍼지기 시작했고,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 안녕, 복지 등이다.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자료: 유제우, “유닉스, 숨겨진 웰빙 가치주”, 우리증권, 2004. 2
신현, “웅진코웨이 기업분석”, 대한투자신탁증권, 2002.12



나) 탈취필터
공기 중의 냄새를제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활

성탄을 기본으로 한 필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활성
탄에는특수가공을하여 탈취효율의향상및 장수명화
를 꾀하고 있다. 필터 외에 광촉매(산화티탄)에 자외선
을쬐게하는것에의해산화반응을촉진시켜냄새성분
을산화분해하는것과플라즈마방전에의해냄새성분
을분해하는장치를탑재한것도있다.

다) 고온·고압용세라믹필터
상용화단계에있는장치로CRIEPI 석탄가스화용집

진기술과 Westinghouse W-APF 시스템 기술, 국
의British Coal Board와EPRI, Grimethorpe의가압
유동층복합발전설비용집진기술등이많이알려져있

다. 국내에서는 저 도 세라믹 fiber 필터 개발, SiC
Rigid Ceramic Candle필터 개발 등 고온·고압용 세
라믹 필터 개발을 추진하 으며, 가압유동층연소설비
의 고온·고압 집진장치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중에있다.

라) 전기식

a) 이온식
필터가 없으며 발생된 음이온이 먼지나 유해물질에

흡착되어중화시키거나 (-)전하를띠도록만들면 (+)전
하를 띤 집진판에 달라붙는 방식이다. 이 집진판이 필
터를대신하며 1∼3주사용후알콜이나중성세제를사
용하여 닦아주면 된다.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반

구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유지관리가편리하다. 팬
을 사용하지 않는자연순환방식이므로소음이전혀 없
으며, 소비전력도팬식에비해낮고공기정화속도는느
리다.

b) 음이온/오존(O3)발생식
O3은강력한산화제로, 염소보다6배이상의강한살

균력을가지고유해물질을분해한다. 그러나일정농도
가 넘으면 불쾌한 냄새가 나며 인체에 나쁜 향을 미
친다. 최근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발생 오존농도를 조
절한다고 하지만 병원이나 대형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하며 가정용으로사용하는것은 피하는것
이바람직하다.

c) 전기집진식

공기중의오염입자를고압방전에의해대전시켜 (+)
전하를 주어 그것을 본체 내의 (-)전극에 끌어당겨 흡
착하여 오염입자를 포집지(필터)로 포집하는 방식으
로, 고전압 1단 하전식과저전압 2단하전식으로나눈
다. 주거용의경우소음이작고O3 발생량이적은 2단
하전식전기집진식이사용된다. 일반분진은물론, 담
배연기나자동차의매연등을제거하는데탁월한기능
을 발휘하며 물로 세척하여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소음이
없으며, 소비전력도팬식에비해낮지만공기정화속도
는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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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필터가 사용된 공기정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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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식

일명 전기-여과재 집진장치로, 인자의 관성력, 확산,
입자의중력그리고입자의차단효과로집진한다. 여과
재의단점적요소로는 높은압력손실과미세분진의집
진성능의감소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정전기력을이
용하는 전기-여과재 집진기술을 이용한다. 즉, 여과재
에강한전기장을 형성시키면정전기력에의해 분진입
자는여과재표면에덴트라이트(Dentrite) 구조의분진
층을형성시키고여과재 내로미세입자의침투를방지
하며여과재의눈막힘 현상을감소시킴과동시에집진
효율을 향상시킨다. 한 예로서, 미국의 EERC(Energy
&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에서는전기집진
기술과여과포집진기술이일체형으로접목된하이브리
드(hybrid) 여과포집진장치를개발하 다. 하이브리드
여과포 집진장치는 전기집진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입자크기인0.01∼50 ㎛범위까지 99.99%로
포집이가능한기술로입증되었다.
또한, 가정용의경우본체에전기식과기계식의양방

식을갖춤으로서취침중에는전기식으로, 낮에는기계
식으로 운전하는 등 생활시인으로 사용을 나눌 수 있
다. 구조는다소복잡하다.

이상의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한가정용공기정화기
의기술분류체계는다음 표에정리하 다.

제2절 공기정화기의 기술분석기준

2.1 특허 동향 분석 대상

본보고서는한국공개특허를대상으로한국의 IPC 분
류기준에따라가전빅3사인삼성, 대우, LG를출원인
검색으로 조사를 하 다. 특히 출원된 국내 가전3사의
특허를출원인별로분류하 으며, 출원건을다시등록
별, 연도별, 세부기술분야별로분류하여그내용을정
리하 으며이를통해, 앞으로공기청정기산업분야의
특허 기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
기를갖고자하 다.

2.2 데이터 범위 및 주요 기술 분야 조사 분류표

본 데이터는 한국특허정보원의 한국 공개 DB 중
1980. 1. 1.∼ 2004. 11. 30.(출원일 기준)의 공개특허
중공기청정기분야가전3사의출원인을기준으로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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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비고 용도

표3. 가정용 공기조화기의 기술분류체계

대표테이터추출검색식

1. ((공기<NEAR/2>(정화* OR 청정*)) OR (클린<NEAR/2>(룸*,방*,공간

*))AND (삼성*,엘지*,엘쥐*,LG*,대우*@AP)

2. 전기(NEAR/2> 집진* AND (삼성*,엘지*,엘쥐*,LG*,대우*@AP)

3. ((air* or dust*) and (filt* or filtration* or purifi* or clean*)) and

(clea* <near/5> room) AND (삼성*,엘지*,엘쥐*,LG*,대우*@AP)

표4 대표데이터 추출검색식

<그림 5> 복합식 공기정화기의 집진 원리도



건의공개특허출원건을중심으로분석하 다.

2.2 기술분류표

특허분류(IPC)로는 b01d(분리), f24f(공기조화),
b60h1/?(차량 냉,난방),b60h(차량의 공기처리),
b03c(정전기에의한분리, 전기집진기)로분류하 다.

2.3 데이터검색DB

한국특허정보원의 자체DB인 자격루와 KIPRIS 검색
시스템을사용하여데이터를추출하 다.

특 허 동 향

제3-1절 삼성의 특허동향

3.1.1 년도별 특허출원동향

출원인으로 검색된 삼성*@ap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환경문제와 생활개선이 화두가 된 2000년 이후
출원이증가되는것으로분석된다.

3.1.2 삼성의 계열사별 출원동향

삼성의 계열사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주요 출원 계열사는 삼성전자이며, 2000년
이후출원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삼성에서출원된기술분류를보면, B01D의여과분야
및 B03C인 전기집진기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지고있다.

3.1.3 삼성출원건수의 처리결과

삼성이 연도별로 출원된처리결과 추이를 보면, 출원
이 시작된 시점부터 꾸준히 등록되어지고 있고, 2000
년 이후 출원의 양이 증가하고, 2003년부터는 심사중
인건이있으므로, 등록율이나타나지않다.

3.1.4 각 업체별 출원등록 동향

삼성계열사별출원동향은삼성전자의출원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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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도별 출원동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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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삼성계열사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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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삼성 출원건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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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술분류별 출원동향 추이<그림 8> 기술분류별 출원동향 추이



른계열사보다매우활발하고, 삼성광주전자는2003년
부터출원이시작, 공개된건만파악되고있다.

3.1.5 삼성에서 출원한 출원 건의 진행상황

삼성에서 출원한 출원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공
기청정기분야의총출원건이 104건중2003년이후공
개된 22%(23건)은 심사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나머지
78%(81건) 중 등록율은 46%(48건)으로 높은등록율을
보 다.

3.1.6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삼성에서출원된기술분야별출원점유율을살펴보면,

B01D (분리막에의한물질분리, 필터분야)의 출원점유
율이 50%로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R24F(공기조

화)는 21%, B03C(자기분리, 분산입자의정전력에의한
분리 및 장치, 전자기적 집진기)은 19%로 전체 점유율
의90%로분석됐다.

3.1.7 삼성전자에서 출원되는 기술 분야

공기청정기분야의출원은삼성전체계열사중삼성전
자만이 꾸준한 출원을 하고 있고, 다른 계열사들은 출
원의연속, 지속성이없으므로, 삼성전자의출원분야의
기술분야(IPC) 분석만실시했다.

공기청정기분야에서의주기술분야는B01D(49건)와
B03C(20건)으로전체출원건97 건중51분야는71%로
공기청정기분야에서는 여과분리, 분리막, 자기를 사용
한 분리, 여과 등으로 필터에 의한 기술출원이 대부분
인것으로분석된다.

특허동향보고서 Patent 21

36 Patent 21

삼성광주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삼성코닝

거절 공개 등록 취하 포기       

삼성코닝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광주전자1

1

1

1

2

21 22

43

10

<그림 10> 삼성계열사별 출원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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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삼성 전체출원건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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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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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삼성전자의 핵심기술분야 출원동향



제3-2절 LG의 특허동향

3.2.1 LG의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LG@AP OR 엘지@AP의검색으로검색된출원건수
의연도별출원동향을살펴보면, 특허의출원은환경문
제와 생활개선이 화두가 된 2000년 이후의 출원이 증
가되고 있고, 실용출원은‘93년 이전의 출원이 활발했
으나, 이후 실용출원은 급감하고, 특허의 출원이 많아
졌다. ’93이전실용출원의주요기술분야는B03C의분
류로분석됐다.

3.2.2 LG의 계열사별 출원동향 추이

엘지의계열사별로출원동향을분석해보면2002년을
기점으로 이전출원의 활동지수가 높은 계열사는 엘지

이아이(LGEI) 으나, 2002년이후로엘지전자로주요
출원인이달라졌다.
LG의연도별로분석한핵심기술분야는B03C, B01D

및F24F분야에서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3.2.3 LG에서 출원한 계열사별 출원건의 진행상황

주요출원계열사인엘지이아이와엘지전자의출원건
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심사진행중인(공개)
건을 제외하고도 등록 건 전체출원 건(227건) 중 약
30%에해당하고, 취하건이55%로분석됐다.

3.2.4 LG에서 출원한 전체 출원 건의 처리상황

주요 출원인인 엘지이아이와 엘지전자의 출원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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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G의 연도별 출원동향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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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LG의 계열사별 출원동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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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술분류(IPC)별 출원동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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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LG계열사별 출원진행상황

3) LGEI(엘지이아이)에서 LG가 2002년 4월에 기업분할함.



전체 LG의 출원진행 결과분석과 유사하고, 전체 건의
약67%가포기, 거절된건으로분석되었다.

2.3. 기술분류(IPC)로 분석한 출원동향

기술분류(IPC)로 출원을 살펴보면, 주요 기술분야는
B03C, B01D 그리고 F24F로 분석되어지고, 각 세부
기술분야는전체의6%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됐다.

2.4 기술분류(IPC)로 분석한 출원건의 진행결과

기술분류별로각출원건의진행상황은, 출원건이많

은 B03C, B01D의 출원포기가 많고, F24F는 현재 등
록보다는공개되어심사진행중인것으로분석됐다.

제3.3절 대우의 특허동향

3.3.1 연도별 특허동향

대우@AP로 검색된출원경향을보면, ‘97년 이후워
크아웃을겪으면서, 출원이급감하 고, 이후환경문제
와 생활의 질이 관심이 되던 2000년 이후부터 출원이
서서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3.3.2 대우의 계열사별 출원동향

대우의 계열사로 본 출원동향은 대우전자가 ’97년까
지는 특허의 출원이 활발했으나, IMF와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이진행된시기에는출원이급감하 다.
이후 2002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7개

가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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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LG 전체 출원건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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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시작됐다.

기술분류를기준으로연도별출원동향은대우의워크아
웃을실시한IMF기간동안출원양이급감하 고, 2002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출범후, 출원이다시시작됐다.

3.3.3 대우출원건수의 처리진행상황

대우의 연도별로 출원된 건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출원된 출원건이‘96년 이전에는 심사된 건이 등록과
거절이 비슷하게 이루어졌으나, IMF와 워크아웃시절

출원급감으로 진행건이 미비하다. 이후 2003년 이후
공개건과등록건이보여진다.

3.3.4 각 업체별 출원등록 동향

대우의계열사별로출원건의심사처리동향은대우전자
의등록건이(27건)이 높았으나, ’98년 이후출원이되
지않고 있고,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기술출원에 의
한 등록 건(8)이 발생하므로, R&D분야를 통한 기술출
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3.3.5 대우에서출원한전체출원건의처리결과분석

대우에서 출원한 전체출원건의 심사진행시 결과는,
전체 출원건의 41%(46건)가 등록되고, 거절이 27%(30
건)이며, 취하 및 포기된 건이 24%(27건)이다. 2002년
이후출원된건은공개(8%, 9건)되었으나심사중인것
으로처리결과를알수없어공개로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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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대우의 계열사별 출원동향추이

1987 1987 1987 1987 1987 1987 1987 1987 19871989 1991 1993 1995 1997 2001 2003

F24F

B60H

기타

B03C

F24H

F02M

B01D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1

2

2 1 2

2

3

3

3
4

5

2

5

5

4
4

1

1

6

2

8
1

7

<그림 22> 기술분류별 연도출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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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대우의 연도별 출원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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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대우전체출원건의 심사진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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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각계열사별 출원진행결과



3.3.6 기술 분야별 특허동향

대우에서출원된건을기술분야(IPC)로살펴보면, 기
술분야 중 B01D(20%), F02M(14%), F24F(12%),
B03C(11%), B60H(11%), F24F(11%)로분석되고, 각기
술분야에서출원이이루어지고있다.

3.3.7 기술분류(IPC)별 출원 건의 처리결과

대우출원건의기술분야별처리결과는, B01D의등록
율이 높고, F02M과 B60H은 출원대비 거절과 포기한
건이비율이출원된건보다높은것으로분석됐다.

제3.4절 전체 특허동향 및 분석

3.4.1 전체 특허동향

출원인별로분석해본각주요출원인별출원을주도
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에서는 삼성전자, LG에서는
2002년 이전에는 엘지이아이, 2002년 기업분할 이후

에는LG전자가출원을주도하고있음.
대우의주요출원인은’96년 이전에는대우전자이고,

2002년 가전사업 재개편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출원
을주도하고있다.

3.4.2 분석

각 주요 출원인의 주요 기술분야는 각 대표계열사의
주요기술을분석해보면, 삼성의핵심출원계열사는삼
성전자로B01D, B03C, F24F로분석됐다.

LG의주요출원인은LG이아이(LGEI)와LG전자로주
기술분야는B01D, B03C, F24F로나타났다.

대우의 주요 출원인은 대우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
로주기술분야는B01D, B03C, F24F로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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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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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대우의 핵심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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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가전3사 주요출원인의 연도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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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삼성전자의 핵심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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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LG이아이/LG전자의 기술분야



결 론

공기청정기는오염된공기를정화하여신선한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가정용과 차량용, 산업용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배기가스와 유행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각종 호흡기 및 피부질환(아토피, 비염, 천
식등), 황사위협 등의 요인으로 가정, 회사, 병원 내의
환경정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또한, 실외공
기는자연적인 정화기능을가지고있지만 폐된 실내
의 공기는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증대
된다.
국내의공기청정기는경기침체로인한전반적인가전

제품판매의 둔화에도불구하고꾸준히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공기청정기시장은 (주)청풍4)의‘청풍무구’로시

장을 개척하 으나, 후발주자인 가전3사(삼성, LG, 대
우)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출원을 하여, 시장
점유율및기술점유율도높아지고있다.
주요 출원인 가전3사의 핵심기술분야는 B01D와

B03C로 여과장치(필터)와 집진기분야로 기술핵심주력
분야가중복되어져있다.
이 B01D와 B03C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른기술분야에대한다양한연구개발이필요하다. 자
동차의 배기관련분야, 공기청정기의 제어분야 및 냉장
고에설치되는은나노필터및살균, 주방의환기및연
기배출 관련한 공기정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분야의
확장이요구된다.

공기청정기 분야는 국내시장 뿐 아니라,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중국은미세먼지, 황사및이로인한중금속오염등으

로인해생활공간을정화하는시설에대한수요가급증
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등아시아시장에서요구되는시장성으로판단되

는공기청정기 분야의가치는연구기술개발을통해 환
경오염에대한삶의질을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가
진 지능화된 공기청정기의 연구개발이 곧 국가경쟁력
이될수있으므로, 공기청정기분야에서좀더다각적
인연구개발이필요하다.

[인용자료]

- 21세기 떠오르는 중국시장 그 공략비법 : 제품경쟁력분석 및 수출유망품목
산업자원부의 중국시장연구팀의 작성보고서

- 웰빙문화의 등장과 향후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전 옥 수석연구원
- 특허청 뉴스 : 안전한 쉼터를 위해 새집증후군을 잡아라

http://kipo.news.go.kr
- 공기청정기 시장 및 제품분석 : (주)알앤디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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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우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의 기술분야

4) 국내공기청정기분야에서 청풍무구라는 제품으로 인지도를 높인 중소기업임
특허검색시 청풍@ap로 출원인 검색을 한 결과, 청풍에서 받은 특허등록건은 B01D분야의 3건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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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제는특허확보에
발벗고나서야

매일경제신문

이명진기자

몇달 전 국내 한 유명 대학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대학교수인 동시에 벤처기업을 창업·운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는‘̀생명공학’이다. 소위 잘나가는 분야
의학자인동시에사업체CEO인셈이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반기술로

기술이 상용화하면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종류의것이다. 물론이것이이론상에서만머물지않고
실제로제약업체에까지연결돼임상을 거쳐상용화됐
을때얘기다. 그의연구결과는이름만대면다아는과
학학술지에게재됐다.
그가기술을개발해논문으로내놓기까지3년여간힘

들었던연구경험을듣던중무심코물었다.
“특허출원은 언제 하셨나요? 그러면 등록은 언제쯤
될것으로예상되십니까?”
“네? 특허는아직아니구요. 일단논문을통해국제적
인 인지도를 얻는 게 우선이니까요. 특허는 그 다음에
생각할문제죠. 이제할생각입니다.”

그의대답을듣고깜짝놀랐다. 3년여의기간을밤잠
을안자가며노력해얻은소중한기술자산을특허출원
할생각을하지않고먼저논문을통해공개하다니. 물
론국내대학교수, 연구자들이학술지에자신의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다.
사이언스나네이처등 세계적인학술지에논문이 실리
는 것은 연구자들로서는 꿈과도 같은 일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도 사이언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
져인정받지않았던가.
그러나 특허를출원, 등록하면 이는 학문적인 예에

그치지않고실지로경제적인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CDMA 특허를 갖고 있
는 퀄컴에 지급하는 로열티만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만약퀄컴기술진이한국대학교수들처럼“일단학문적
인인정을받자. 제품화는그다음이다”라는생각을했
다면삼성, LG 등국내대기업들이퀄컴에단지기술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을
지불하지않아도될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냉정하다. 권리 하나 취득한 것이

나중에수조원이상의커다란경제창출을할수있다.
퀄컴은 지금 세계적인 로벌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
다. 대학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세계의 산업을
움직이는커다란힘으로성장한것이다.
기자가개인적으로잘아는국내유명사립대학의모

교수는“사실대학에서는 SCI급학술지에논문을게재
하는 것을 더 명예로 친다. 교수들이 특허기술을 개발
한다해도이를출원, 등록하는데시간과비용, 노력이
든다. 교수들은이를감당하기보다는학술지에하루라
도 먼저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 교
수사회에서성장할수있다고믿고있다”고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국내유명대학들이교수를

평가할때 국제학술지논문게재를특허출원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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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물론 최근 정부, 대학, 연구소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가치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대표과학자로불리는서울대황우석교수의경
우 정부에서 특허를 전담해 관리해 주기까지 하고 있
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중
하나로 특허분야 교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넷
등한국의 특허서비스는이미국제적인경쟁력을 갖고
해외로부터무수한벤치마킹러브콜을받고있다.
이제 변해야 하는 것은 기반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

를기업체에연결해주는학자, 연구자들이다. 이제정
말특허의중요성에대해눈떠야한다. 현재뿐아니라
미래국부를 창출하는데있어서특허는그만큼 중요하
기때문이다.

세계는특허전쟁중이다. 삼성과 LG가히타찌, 마쓰
시타와 특허분쟁을 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많은 대기
업, 중소기업들이해외기업들과특허분쟁을경험했거
나 경험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특허확보에
신경을 썼다면 이 중 많은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떳떳하게 그들에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
이다.
국내 박사급 연구원 70% 이상이 모인 곳이 대학이

다. 새로운기술을만들고이를통한권리를확보해국
가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충분한 숫자다. 이제는 잠재
력만으로는안된다. 실천하고행동에옮겨야한다. 권
리를확보하고이를통해돈을벌고나아가한국의경
쟁력확보에이바지해야한다. 그것이연구자가갖는 `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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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에이어자동차
생산순위세계6위를차지한다. 특히작년한해동안에
는 230만대수출이라는전례없던실적을올려국가경
제의견인차역할을하 다.

우리나라최초의국산차는1955년최무성씨가미군으
로부터얻게된지프엔진과변속기, 차축등과드럼통
등을펴서만든승용차‘시발’이다. 그이후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20여년의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상위
를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성장하 다. 수출은
물론 내수판매도 활성화되어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서
도 주목하는 아시아의 대표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시통계적수치를살펴보면2003년한해자동차생
산량은 승용·상용을 포함하여 3,177천대이다. 신차
수출역시천오백만구천대(2002년)로세계 7위를차지
한다.  

국내 승용차 보유대수는 이미 천만대를 돌파하여
2003년 10,278천대, 인구 천 명당 보유율로 환산하면
214.5대, 1대당인구는4.7명이다. 
흔히“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정도의수치임을통계를통해서도알수있다. 
한해에도 수 종류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며 생활의

주요아이템이된자동차. 이 에서는자동차브랜드,
구체적으로차이름과 관련한에피소드를중심으로 몇
가지사례를살펴보고자동차이름의숨겨진뜻을알아
보도록하겠다. 

우리가쉽게말하고듣는자동차의이름속에는깊은
뜻이 자리 잡고 있다. 메이커의 모델을 분류하는 모델
명에서부터배기량을나타내는 숫자이름을갖고 있는
차가있는가하면, 사람의이름이다양한뜻을갖고있
는것처럼메이커의희망사항이나차의개발컨셉을내
포하고있는이름까지.
이와같이다양한뜻이내포되어있는차의이름을알

아본다면자신이갖고있는차가어떤컨셉으로개발되
었는지보다자세히알수있어차에대한애정이조금
더커질수도있을것이다.  

과거 50~60년대 자동차 산업 태동기에는 자동차 이
름이지금같이이국적인것보다는‘시발’, ‘새나라’등
의한 이름이그주류를이루고있었다. 하지만 70년
대에들어서면서차이름에포니, 프라이드, 캐피탈등
의 문이름이붙여지기시작했고, 그 당시만해도차
이름에담긴뜻을쉽게파악할수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로는 주로 합성어가 사용되기 시

차종별 자동차 생산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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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자동차 통계월보(KAMA),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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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자동차에 관심이있는일부 사람들을제외하고는
자신이타고있는차이름의뜻을알고있는사람은많
지않았다. 이 시절사용되던대표적인차이름은스쿠
프(Sporty+Coupe)와 스포티지(Sports+Portage) 등
으로그이름을분리하면쉽게이해할수있지만분리
하기전에는그뜻을알기가쉽지않았다. 하지만지금
에비한다면 이때까지만해도이름을 파악하기가쉬운
편이었다.

현재 사용되는 차 이름은 라틴어와 스페인어가 대부
분으로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생소함이 있지만 차의 제
작 컨셉을 담고 있거나 부르기가 쉬워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차의 이름은 단순히 뜻만 좋다고
사용되는것이아니라차의특성을내포하고있는동시
에 부르기가 쉬워야 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그리만만한일이아니다. 

기아자동차가지난달에공개한중형세단‘로체’는이
름을 정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름 짓는
데 쓴 비용만도 1억 원이 넘는다. 통상 자동차 이름을
하나 정하는데 1,000~1,500개 정도의 후보군에서 출
발한다고 한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자동차 판매에
적지않은 향을미친다는분석때문에자동차생산업
체들은자동차 스타일과외관못지않게작명에도 심혈
을기울인다. 

해마다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 판매하는 차종이 한두
가지가아님을감안할때자동차작명을비롯해홍보와
관련한 마케팅 비용만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
다. 차를 잘 만들어놓고도 이름이 별로여서 브랜드 마
케팅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기아자동차국내상표팀정선교차장은“차이름하나

를소비자에게기억시키는데연간 100억원가량의마
케팅비용이든다”1) 라고인터뷰에서밝힌바가있다. 
최근에는 예전 베스트셀러 브랜드를 다시 살려 쓰는

복고 마케팅도 인기인데, 앞서의 모델이 좋은 반응을
얻었던경우기존인지도를활용해후광효과를얻을수
있고,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있다.
현대자동차는국내 1600여개와해외75개의이름을,

GM 대우자동차는국내600여개와해외1000여개이
름을각각상표로등록했다. 기아자동차역시60여개의
이름을상표등록했다. 

자동차의이름분류를크게보면세가지정도로나눌
수있다. 
- 단어( 어스페인어등의단어, 지역)
ex) Mustang, Santa Fe

- 알파벳조합(차의성격을나타낸두문자)
ex) NSX, GTO

- 숫자의조합(배기량, 마력을표시한숫자)
ex) 325i, LS430

외국에나가우리나라차를보면서괜히반가운기분
이 든 경험이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
같은차종이국내에서와는다른이름을달고있어다소
의아하게 여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수출용 차의 경우
현지실정과말의뜻, 소비자성향에맞추기위해차이
름을 내수용과 달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출명은
대부분완성차업체의해외법인이현지실정에맞게짓
는다. 현지사정에 밝고 소비자의 취향과 특성을 잘 파
악하고있는데다속어, 비어, 사용어등현지언어에대
한정보가많아적합한차명을지을수있어서다. 외부
작명업체에의뢰하거나사내 공모를통해 결정하는내

1) 동아일보 2005.9.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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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제작과정과는다소차이가있다. 
국내에서 Atoz로 어표기해 원래발음과 다른 현대

아토스는 해외에서는 Atos로 써서 차이름과 어발음
을 통일시켰다. 티뷰론은 유럽에서 파워풀하고 강인한
쿠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차의 형태인 쿠페
(Coupe)를그대로차명으로쓴다.
스타렉스와그레이스는현대를의미하는H를쓴H1,

H100이란이름으로현대차라는이미지를강조했다. 기
아의 카스타는 유럽에서 조이스(Joice)로 불린다. 레저
·다목적용의MPV임을감안, 즐겁고유쾌하다는이미
지를불어넣기위해서다. 
크레도스는 클라루스(Clarus)로 통한다. 대우는 마티

즈, 레간자, 누비라 등 기존 이름을 유럽, 미국에서 그
대로쓰고있지만중국등제3국에서의이름은전혀다
르다. 프린스는왕자, 라노스는쪽빛의푸른용을뜻하
는람용, 누비라는여행가이다.  
수출명을 달리하는 이유는 내수명이 현지에서 안 좋

은뜻을지니거나은어혹은비어일때가있어서다. 또
현지에이미다른차의이름으로등록돼사용이불가능
한경우도있다.
유럽남미등지에많이수출됐던대우넥시아는유럽

등주요수출국가에서 내수자동차명과같은 이름으로
팔렸지만유독칠레에서는다른이름을써야했다. 그곳
에서는넥시아가‘하늘’이라는뜻도있지만‘천당’이라
는의미도있어이차를타면천당갑니다(?)식으로인식
될수있기때문이다.
쌍용 무쏘도 스페인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할 수 없이 코란도라는 이름으로 수출
됐다.

기아의카니발은미국시장에서세도나로이름이바뀌
었고오피러스는연인을 뜻하는스페인어아망떼를 변
형하여아만티로바꾸었다. 
프랑스 시트로엥이 삭소(Saxo)를 일본에 판매하려다

삭소라는단어가일본에서는 저속한비어로쓰이고 있
어샹송으로바꿔야했던해외사례도있다. Chevoret
의 Chevy Nova 자동차 역시 스페인쪽에 수출하려다
이름때문에곤란을겪은일이있다. 라틴어로는Nova
가 별을 의미하지만스페인어에서 Nova는‘가지 않는
다’라는뜻을지녔기때문이다. 

외래어보다자국어를선호하는나라에서는차명을현
지어로 바꾸기도 한다.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한데이 지역에수출하는대부분의차종은 중국어로
바꿔팔린다. 
대우 에스페로는 귀족으로, 슈퍼살롱은 초급사룡, 즉

초특급용이다. 중국은차명에용(龍)자를많이쓰는것
이특징이다. 
선대모델이현지에서좋은이미지를갖고있거나판

매대수가많았던경우이를유지, 발전시키고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모델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차도 많
다. 현대차종이대표적이다.
미국에서엑센트후속모델인베르나가여전히엑센트

로, 아반떼가 유럽에서 란트라, 미국에서 엘란트라로
불리는 경우이다. 엘란트라라는 이름은 로터스의 스포
츠카엘란과이름이 비슷하다는논란때문에 유럽에서
만엘자를빼게된비하인드스토리도갖고있다. 

해외메이커와 제휴관계에 있거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상표에의한제품
생산)으로 차를 공급할 때 현지 메이커의 차명으로 쓰
여지기도한다. 기아프라이드가해외에서포드페스티
바로, 아벨라가포드아스파이어로팔린게그예이다. 

자동차수출이큰비중(전체수출액의약25%)을차지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도 수출형의 이름을 내수
모델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만해도중저가제품이주류를이루던일본차특성에
서 벗어나기 위해 차 이름은 물론 판매 브랜드까지 바
꾸기도했다. 도요다의렉서스, 혼다의어큐라, 닛산의
인피니티가대표적인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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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업계는내수명은주로우리와마찬가지로이탈리
아어나 스페인어 조합을 즐겨 쓴다. 반면 고급차의 경
우는숫자와 문이니셜을혼용해 수출차명을짓기도
한다. 일본고급차브랜드의대표주자인렉서스의경우
가장고급차종은LS, 중대형은GS, 중형은ES, 소형은
IS로 나뉜다. 이 문 이니셜 뒤에 배기량을 상징하는
400, 300, 200 등이붙어모델명이된다. 
그러나 일본 내수용 모델명은 다르다. LS시리즈

(LS400/LS430)는 셀시오(Celsoor), GS시리즈
(GS300/GS400)는 아리스토(Aristo), ES시리즈
(ES300)는 윈덤(Windum), IS시리즈(IS200/IS300)는
알테자(Altteza)로 판매된다. 그 외의수출형모델로는
RX시리즈(Harrier/헤리어)300, GX시리즈470, LX시
리즈(Land Cruiser Cygnus)470, SC시리즈
(Soarer)430 등이 있다. 혼다의어큐라디비전이나닛
산의인피니티도마찬가지다.

일본차 업계가 이처럼 차명을 달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있겠지만고급디비전의경우 문이니셜과숫
자를혼용하면벤츠S, E, C 클라스나BMW 7, 5, 3시
리즈처럼차명을단순화해 브랜드이미지를고급화 시
키는부수효과를거둘수있어서다. 고객입장에서는이
름으로배기량이나등급을알수있어친 감을느끼게
된다. 이밖에 어감이 현지 국가에 알맞지 않거나 겹치
는 경우도 수출용과 내수용 모델명이 다른 이유다. 특
히 동양권에서 한국과일본은차명을 라틴어계열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이름을 따
로짓는일이반복되면서수출차의작명에큰어려움을

겪고있다. 
반면혼다어코드, 도요다캠리등각메이커를대표하

는차종은모델이바뀌어도이름을계승한다. 소비자의
이미지가워낙좋은데다주력차종의이름을바꿀경우
엄청난홍보및광고비를다시들여야하기때문이다.

우리가흔히주변에서보는차의이름의의미들을살
펴보면다음과같다.

브랜드의미브랜드명

아토스
ATOZ

클릭
CLICK

아반떼
Avante

라비타
Lavita

쏘나타
Sonata

투스카니
Tuscani

그랜저
Grandeur

에쿠스
Equus

베르나
Verna

생산회사명

공개적인 응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으로‘A’
에서 Z까지’라는 뜻. 현대 자동차 최초의 경
승용차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

N세대(Network Generation)를 주 타켓으로 하
는 모델로 N세대와 친숙한 이름 부여. 
클릭은‘마우스를 누르다’외에도‘성공하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

청춘, 열정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소형차의 고급화를 이루겠다는 열정의 의미

전진, 발전, 앞으로의 뜻을 갖고 있는 스페인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정상을 목표로
하겠다는 브랜드의 숨은 의지를 표명.
XD는 Excellent Driving을 뜻함.

피아노 독주곡을 의미하는 쏘나타는 고도의
연주기술이 요구되는 강한 개성을 지닌 4악
장 형식의 악곡으로 혁신적인 기술, 성능, 가
격을 이룩하는 종합예술‘쏘나타’의 이미지
와 부합되는 조화로운 승용차임을 뜻함. EF
는 Elegance Feeling의 약자로 첨단 기술과
네오 클래식의 품격디자인 그리고 무결점 지
향의 품질로 고객을 위한 승용차를 의미함.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정상을 목표로
하겠다는 브랜드의 숨은 의지를 표명.

이탈리아 중부 서해안 휴양도시의 지명.
고대 로마 문명 이전의 이탈리아 문명 기원지

풍요로운 삶의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작은 차체에서 나오는 넒은 실내공간을 의미.
다양한 공간 활용성을 강조한 모델명

첨단 메커니즘에 정통 세단의 품위와 조화를
이룬 고급차라는 자부와 긍지를 표현. 
XG는 Extra Glory라는 최고의 광을 의미

개선장군이라는 의미어 라틴어.
멋진 마차, 천마를 의미.
어로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독창적인 명품

자동차(Excellent, Quality, Unique,
Universal, Supreme automotive)를 의미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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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 횡단보도신호를기다리고있을때내앞으로
어떤 차가 지나가면 그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한번쯤상상해보는 여유를가져보는것도 나쁘
지않을것이다.

브랜드의미브랜드명

스타렉스
Starex

산타모
Santamo

싼타페
Santafe

트라제XG
Trajet

테라칸
Terracan

비스토
Visto

리오
Rio

스펙트라
Spectra

옵티마
Optima

오피러스
Opirus

엔터프라이
즈

Enterprise

카스타
Carstar

레토나
Retona

카렌스
Carens

스포티지
Sportage

갤로퍼
Galloper

생산회사명

별을 의미하는 star와 왕을 뜻하는 Rex의 합
성어로 별중의 별이라는 뜻

safety and talented motor의 문
안전한 다목적 차를 의미

미국 뉴멕시코의 유명 휴양지명.
일상에서 벗어난 유식과 레저를 상징

프랑스어로 여행, 여정의 의미
XG는 Extra Glory

땅, 대지를 뜻하는 테라(terra)와 왕, 황제를
의미하는 칸(khan)의 합성어로 대지를 지배
하는 제왕 또는 SUV의 왕중왕을 상징

스페인어, ‘경쾌함과 빠르게’
20~30대의 젊은층의 스피드감, 활동성, 밝
음 등을 뜻함

스페인어, ‘강’
포르투갈어로는 1월의 강이라는 의미

빛의 근원인 7가지 색상의 집합체와 같이 스
타일, 성능, 경제성, 편의성 등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를 상징

문 Optimum의 뜻인 최적조건의 복수형.
고품격의 세련된 스타일로 최상의 성공을 확
신하는 새로운 승용차라는 뜻

라틴어. 보석의 땅, 금의 땅(Ophir Rus)이라
는 전설 속의 지명.
어로는 우리의 여론 주도자(Opinion

Leader of us)라는 뜻

진취성, 모험심, 기업가 정신을 뜻하는 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 혼신을 다해 만든 최고의 고급
차라는 의미 내포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뜻의 문인 Return to
Nature의 합성어

Car+Renaissance의 합성어로 자동차의 부
흥기를 열겠다는 의미

Sports+Portage의 합성어로 스포츠성과 운
반성 2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상
징

문 Car+star의 합성어

어로‘달리는 말’이라는 뜻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브랜드의미브랜드명

카니발
Carniaval

쏘렌토
Sorento

마티즈
Matiz

칼로스
Kalos

라노스
Lanos

누비라
Nubira

라세티
Lacetti

매그너스
Magnus

레조
Rezzo

체어맨
Chairman

코란도
Korando

무쏘
Musso

렉스턴
Rexton

SM

생산회사명

행상 축제를 의미하는 문
자유롭고 낭만적인 레저를 추구하려는 현대
인들의 생활패턴을 의미

이탈리아 나폴리항 근처의 아름다운 항구 휴
양지. 미국 샌디에고 부근 하이테크 단지의
이름.
멋진 스타일과 하이테크 성능을 겸비한 모델
이라는 것을 의미

뉘앙스, 느낌의 뜻을 지닌 스페인어
빈틈이 없으면서 단단한 느낌을 주는 매력적
인 차를 의미

아름다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아름답고 우아한 차라는 뜻

라틴어 Lacertus에서 따온 말로 힘 있는, 성
능 좋은, 젊음이 넘치는 이라는 뜻

위대한, 강력한, 품위있는 등의 뜻의 라틴어
에서 파생
성공한 중년을 의미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안락한 쉼터라
는 뜻의 이탈리아어

문으로 의장, 회장을 뜻하는 단어로 이 시
대 최고의 차임을 표명하고 이 차를 타는 것
만으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뜻

한국인은 할 수 있다(Korean can Do)의 합
성어

코뿔소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4륜 구동 승용차로서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 경음화한 브랜드 네임

왕가의 품위를 상징하는 Rex, 상류사회, 최
신 유행을 뜻하는 Ton이 합쳐진 합성어

Samsung Motors Sedan을 의미하는 SM과
중형과 소형을 의미하는 5와 3의 합성어로
뒤의 두자리는 배기량을 뜻하며 V엔진 형식
을 의미

순수 우리말인 누비다에서 따온 순 우리말

라틴어 Latus(즐거움)과 Nos(우리)의 합성어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한국특허정보원
기관및주요사업소개

한국특허정보원은지식정보화사회에부응하는국가특허기술정보인프라(infra)를구축하고우수발명의창출과첨단
기술개발의도우미역할을수행하며, 산업계, 학계및연구소등에국내·외산업재산권정보를효율적으로보급, 산업의
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기술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특허청산하특허기술정보서비스전문기관입니다.

1. 특허청특허행정지원
①선행기술조사분석
②국제특허분류(IPC) 부여사업
③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④특허문서전자화
⑤데이터관리센터운

2. 대민선행기술조사분석서비스(FORX)
①특허선행기술조사·분석서비스
전세계특허/비특허문헌을조사·분석하여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제공함으로써특허출원시선행출원
유무의확인, 경쟁사의기술동향조사, R&D 방향설정및중복투자방지, 특허분쟁방지및대응에활용할수있도
록함( ’03년의경우, 6,400여건의선행기술조사분석서비스제공)

②특허정보분석사업
특허정보가국가과학기술정책의지표로사용가능하도록일정기준별특허통계를작성하여보급하고, 국가연구
개발사업결과발생된특허에대한조사·분석수행

③특허(IP) 컨설팅
특허관리전담인력을확보하지못한중소기업(SMEs) 등을위해KIPI의전문인력이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등
에관한기법컨설팅

K
orea Institute o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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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

■주요사업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이용한특허정보검색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개요

한국특허청이보유한국내산업재산권정보전체를인터넷을통해누구나손쉽고효율적으로검색·열람할수있
도록한특허기술정보무료인터넷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접속(http://www.kipris.or.kr) →검색시스템로그인(최초방문시이용자무료등록) →검색식입력→
결과(서지/행정/기술정보) 열람

▶활용방법
출원전선행특허문헌검색, 출원후본인출원건에대한심사처리현황(출원경과) 조회, 경쟁자의특허출원/권리
감시등

KIPI의선행기술조사·분석서비스(FORX) 이용하기
▶특허조사·분석서비스종류

특허성조사(patentability search)
기술정보조사
무효심판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벤처기업확인용선행기술조사
기술분야별정보연속조사(SDI)
IP 컨설팅
특허맵(patent map) 작성

기업특허활동에서KIPI 서비스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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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재권 News

○ 유럽 지재권 News
- 9월 5일 UK 특허청내의 열람실이 British Library 빌딩내로 이사

※자료출처: www.researchresearch.com, 2005.08.31

○ WIPO, IP 개발 포럼 개최
- WIPO는 9월 15일 IP 개발을 위한 포럼개최를 위해 비정부기구
를 초대하 으며 약 47개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석

- 본 포럼에서는 WIPO의 기술협력활동, IP법 개정, 비정부기구와
WIPO간의 향후 파트너쉽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됨.

※자료출처: WIPO 홈페이지, 2005.09.16

○ WIPO, 총회 개최
-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WIPO 총회(The meetings of the
Assembli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개최

- 본 총회에서는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자료출처 : WIPO 홈페이지, 2005.09.26

○ WIPO, 저개발국 대상 국제상표등록비 인하
-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출원인들을 대
상으로 국제 상표 등록비용을 10% 인하하자는 제안이 WIPO
총회에서 통과됨.

※자료출처: WIPO 홈페이지, 2005.09.30

○ EPO, “FAQ Far East" 웹페이지 업데이트
- 한국, 중국, 일본의 특허정보 검색 팁 소개(KIPRIS 검색법 포함)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09.21

○ EPO, 동서양 특허정보포럼(FEMW) 개최
- EPO는 11월 24일 25일 양일간 비엔나에서 동서양 특허정보포
럼(Far East Meets West;FEMW)를 개최(올해로 4회째임)

- 한국, 중국, 일본의 특허정보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재권 관련 이
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09.19

○ EPO, “EPO Patent Information conference" 소개
(구 EPIDOS conference) 
-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럽특허정보컨
퍼런스 개최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0.07

○ EPO, “EPIDOS News" 3/4 분기 출판
- MIMOSA 버전 5 출시
·‘05년 5월 MIMOSA 버전 5 출시
·공보포맷이 SGML에서 XML로 변경(WIPO ST.36) 
·IPC 개정에 따라 MIMOSA user interface가 5가지 새로운 검
색필드로 확장됨.(IPC advanced invention information, IPC
advanced additional information, IPC core invention
information, IPC core additional information, super index)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환경에서 웹서버에 탑재된 ESPACE 데

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부여
·ESPACE 시리즈와 espacenet 서비스 링크 기능 제공
- EPO내 중국특허정보 Helpdesk 설치
·중국어 가능자인 Christin Kammer씨를 중국특허정보 담당자로
신규채용

·유럽 특허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국특허정보 검색관련 도
우미 역할 및 번역서비스 제공

- Register Plus 서비스의 e-learning tutorial 탑재
·epoline 웹사이트에 Register Plus 서비스의 e-learning
tutorial 공개

·Register Plus는 과거의 Online European Patent Register와
Online Public File Inspection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로써, 이
용자에게 특허 패 리 데이터와 국제단계에 있는 등록 후 특허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아시아 특허정보 업데이트
·일본 실용신안법 개정 소개(‘05년 4월 1일 개정)
·IPC 8판의 일본어판 다운로드 가능(JPO 웹사이트 참조)
·JPO는‘05년 10월부터 인터넷 출원을 허용하기로 결정(‘04년
일본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전자출원율은 97%이며, 최근 전자출
원이 ISDN 라인을 통해 가능해짐)

·‘05년 4월 1일 법개정에 따라, JPO는 ’06년 1월부터 인터넷 공
보(gazettes) 발행 시작(페이퍼 공보→CD-ROM 공보(93년 1월)
→DVD-ROM 공보(‘04년 1월)→인터넷 공보(’06년 1월))

·JPO의 IPDL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CSDB) 탑재
·‘05년 6월 뉴질랜드는 KIPO를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
심사기관으로 지정

·‘05년 5월 ESPACE ASEANPAT CD-ROM 발간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의 특허서
지 190,000건을 수록

·‘07년까지 태국의 PCT 가입을 위한 EPO-태국간 양자협력
·연차료 미납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한국특허권자의 경우, 36개
월의 유예기간 후에도 3배의 연차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
면 권리 복구 가능해짐.

- 헝가리 특허청(HPO)의 online register 론칭
·헝가리의 e-register의 시범 버전인‘04년 5월 론칭된 이후로,
개정버전이 현재 내부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05년
말에 오픈될 예정임

·e-register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산업재산정보를 제공
하는 서비스로써, 헝가리 특허청은 새로운 online register(또는
e-register)를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인터페이스 및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함.

- WIPO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개시
·WIPO는“Patentscope"라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PCT문헌의 full-text 검색과 같은 고급 검색기능을 부여함
(http://www.wipo.int/patentscope/en/.)

- INCOM의 특허 인용문헌 모니터링 서비스
·독일의 IP 정보제공업체인 INCOM IPS GmbH는 EP 및 PCT
특허문헌의 인용문헌에 대해 매달 e-mail로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

·본 서비스는 backward citation 과 forward citation과의 관계
를 명시하며, 출원인이 제공한 인용정보와 심사관이 제공한 인
용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

- FIZ Karlsruhe의 러시아문헌 서비스 개시
·STN International 서비스에 RUSSIAPAT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하여, ‘94년부터의 러시아특허를 어로 제공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0.11

○ EPO, 유럽특허시스템 품질관련 컨퍼런스 개최
- 11월 21일~22일 양일간 유럽특허시스템 품질관련 컨퍼런스를
EPO 헤이그 오피스에서 개최

- IP 관리자, 변리사, 소송전문가, 혁신가등이 모여 유럽의 특허관행
에있어높은품질표준을유지하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진행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0.17

○ EPO, 삼극 컨퍼런스 개최
- 11월 17일, “특허제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EPO-JPO, USPTO
의 특허삼극은 뮌헨에서 삼극 이용자 컨퍼런스(Trilateral User
Conference 2005)개최

- 논의 주제
ⅰ) 삼극협력의 산물 및 장애
ⅱ) 최근 특허 삼극지역에서의 특허제도의 발전현황
ⅲ) UNICE, AIPLA, IPO 및 JIPA의 현황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0.20

□ 미국 지재권 News

○ USPTO, 국제특허조사 시범외주계약 체결
- 조사업무의 외주용역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USPTO는 Landon IP, Inc 및 IP Data Miner Inc와 PCT 조사
계약을 맺음

- 본 시범 조치를 통해, 민 기업의 조사 정확도 및 품질 평가
※자료출처: USPTO 홈페이지, 2005.09.21

○ USPTO 청장, 특허개혁을 위한 출원인의 역할 강조
- 10월 14일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특허상표청장인
John Dudas는 특허행정 개혁을 위한 의지를 설파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출원인의 역할 강조, 특히 연속출원을 자제해 줄 것
을 요청

- ‘04년 연속출원건수는 100,000건으로써, 총 출원건수인
375,000건의 약 1/4에 해당

※자료출처: Managing IP, 2005.10.18

□ 아시아 지재권 News

○ 중국, 지역 IP 워크샵 개최
- 중국 및 아시아 10개국의 대표 80명이 모여 9월 5일부터 5일
간 베이징에서 지역 지재권 워크샵 진행

- 중국과 아시아 국가간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자유무역지대
형성 마련

※자료출처: www.vna.na, 2005.09.06

○ 중국, 상표 투명성 강화
- 중국의 상표청(China's Trade Mark Office; CTMO)은 상표심
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초안을 공개하 으며, 본 가이드라
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있음.

-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1994년도에 작성되었으며 대중에게 공개

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비난이 가열된 바 있음.
※자료출처: Managing IP, 2005.09.19

○ 홍콩, 특허기술 동향 발표
- 홍콩통계청((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C&SD)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홍콩의 특허동향 발표

- 1994년에 1500건이었던 특허등록건수가 2004년 4571건으로
증가함으로써, 매년 평균 12%정도 증가

- 2004년 홍콩 등록특허의 33%가 미국건, 22%가 일본건임.
※자료출처: AG-IP News, 2005.09.20

○ 일본, 신임 특허청장 발표
- 일본정부는 Makoto Nakajima씨를 Hiroshi Ogawa(2004년부
터 특허청장 역임) 청장의 뒤를 잇는 일본특허청의 신임청장으
로 임명.

※자료출처: Managing IP, 2005.09.12

○ 일본, JPO, 위조로 인한 손실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 최근 외국 시장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
사결과 발표

※자료출처: JPO 홈페이지, 2005.10.27

○ 일본, JPO, 인터넷 출원 실시
- 10월부터 JPO는 인터넷 출원 허용
- 인터넷 출원은 광대역밴드 통신라인(ADSL, FTTH, CATV) 및
전자 증명서 및 전자서명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출원시스템의
한 형태임.

- 본 시스템 도입에 따라 출원인은 두가지 형태로 출원할 수 있
음. 첫째 기존의 ISDN 라인을 이용하고 온라인 출원 소프트 웨
어를 활용하는 방법, 둘째 광대역 통신라인으로 출원하되 인터
넷 출원 소프트웨어와 전자 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

※자료출처: PAJ News, 37호

○ 일본, NCIPI, PAJ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5년 8월~9월
- 조사대상 : PAJ CD-ROM 수령자(특허청, 도서관, 해외공공기관)
- 조사내용
·PAJ 발간 주기, 내용, 번역품질, 평가, 개선요구사항

※자료출처: PAJ News, 37호

○ 싱가폴, 특허건수 대폭 증가
- ‘04년도 싱가폴의 특허출원건수는‘03년 대비 25% 증가하여

1,257건임
- ‘04년도 특허등록건수는‘03년 대비 30.2% 증가하여 599건임.
- ‘04년도 싱가폴 정부의 R&D 투자 증가(18.6% 증가한 40억 달

러)에 따라, 공공기업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
※ A*STAR(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의 조사에 근거함.
※자료출처: Managing IP, 2005.10.24

주요해외 IP동향 ( 9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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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사회봉사단, 사회공헌활동지속적실시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6일 관악구 봉천동 소재 미인가 보육시설

(샘물의 집)을 방문, 대용량 냉장고를 기증하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

졌다. 

샘물의 집은 3층 단독주택의 미인가 보육시설로서, 원장 부부 이외에 8명의 아이들

과 공동으로 생활하며, 주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 및 저녁식사

를 제공하는 곳이다.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이 시설의 낙후된 냉장고로 인해 생활하는 아이들과

공부방 이용 아이들(약 30명 가량)의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신

대용량 냉장고(684ℓ)를 기증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28일에는 서초·강남 적십자 봉사단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

과 한국전력이 후원한「적십자 희망 보금자리 만들기」행사에 사회봉사단 23명이 참가

해 서초구 우면동 임대아파트 내 도배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특허문서전자화팀 이은주 사원은“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의 문제와

우리 정보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소외된 이웃

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신촌밸리’와지식재산권조사업무협약체결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9월 29일 신촌지역 3개 대학(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신촌밸리’와 지식재산권 조사업무 협

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특허정보원은‘신촌밸리’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업

무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특허출원지

원 및 특허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촌밸리’는 서강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의 산학협력단이 대학이 보유

한 우수 기술 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촉진

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내외 신 기술동향 및 지식재산권 조

사·분석 연구 ▲ 특허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

류 및 공동 활용 ▲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특허정보, 연구개

발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의 우수한 기술 이전을 도모하고 전

략적이고 체계적인 산학협력체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방

안을 공동으로 수립·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 기 원장은“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은 대학의 우수한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특허

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PI 6시그마경 혁신추진결과1차발표회개최

한국특허정보원 경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KIPI 6
시그마 경 혁신 추진결과 발표회가 지난 10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리급 이상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는 한국특허

정보원이 수행하는 각 사업 부문별 총 8개 과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특허정보원 유 기 원장은“특허정보의 효율적 보급 및 활용확산

의 중추기관으로서 한국특허정보원은 경 혁신을 통한 대국민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는 6시
그마를 통해 경 전반의 혁신을 이뤄 조직의 강한 경쟁력 제고와 고객
감동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6시그마 역량강화를 통한 혁신활동을 가속화

하여 조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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