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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특허동향

2007
한국특허정보원

1. 개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책수립자, 기업 의사결정
권자, 연구원 및 학자들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산업
동향을신속하고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산업통계시
스템을구축하고있다. 산업통계중특허통계는연구개발
활동과의 접한관련성, 다양한기술분야에걸친신기술
정보의제공은물론접근용이성등을이유로기술혁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과학기술지표로 인식1)되고 있으
며, 선진국은특허통계를산업정책결정에있어주요한정
보자료로활용하고있다.
이에특허청은정책연구를위해2002년 5월에국가별,

기술별 특허통계를 작성한『특허경쟁정보 보고서』를 발
간하 고, 특허정보활용체계구축과특허정보인프라확
대및이용활성화를위해2002년 7월에는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
산 방안』을 보고하 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특허청
(KIPO, www.kipo.go.kr : 청장 고정식)과 한국특허정
보원(KIPI, www.kipi.or.kr)은 2002년부터 국내에 출
원공개 및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를 체계적
으로 정비하고 매년 특허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2007년 12월에『한국의특허동향2007』를발간하 다.

본 고는『한국의 특허동향 2007』의 내용을 일부 발췌
하여작성하 다.

2. 분석범위및기준

1) 분류범위

본 분석에선 199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
지 한국에 출원된 특허데이터와 등록되어 공고공보가 발
행된특허데이터를대상으로동향분석을실시하 다.

2) 분류기준

본 분석에서 사용된 산업과 기술분류는 동경대학
Kazuyuki Motohashil 교수가WIPO 기준의32개7기술분
야와NBER2) patent database의6개산업분야를매칭해서
제시한기술분류3)4)를응용하여다음과같이분류하 다.

1)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4」, OECD
2)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전미 경제연구소
3) Construction of Japanese Patent Database for Research on Japanese patenting activities
4) THE NBER PATENT CITATIONS DATA FILE: LESSONS, INSIGHTS AND METHODOLOGICAL TOOLS, NBER, 2001. 10.

2 PATENT 21

특허 수기 간구 분

한국출원특허 1990. 1. 1. ~ 2006. 12. 31     1,458,240건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표 1> 분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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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ATENT 21

3. 주요분석내용

3. 1 내·외국인의특허동향

2006년내국인은외국인에비해특허
출원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다. 내국인
은 2003년~2005년 동안 매년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하 으나, 2006
년에는 전년 대비 2.5%로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외국인의 2006년
도 출원증가율은 5.6%로서 내국인보다
2배이상높은증가율을기록하 다. 이
에 비해 2006년 출원인 수의 증가율은
내국인이 15.2%, 외국인이 6.7%로서
내국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의
출원인 수가 크게 증가하 음에도 불구
하고 특허출원 증가세가 외국인보다 둔
화된 현상은 내국인의 특허출원을 주도
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출원
감소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었다. 내국
인의 청구항 수는 2003년에 외국인을

추월한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 다.

WIPO 기준 32개 기술분야 중 2000년~2006년 동안
5,000건 이상 출원된 26개의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연평
균증가율과특허우위지수(RPA)를이용하여내국인과외
국인의선택과집중인기술분야를파악하 다.
내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건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특허출원 활동도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컴퓨터와 생활용품이 포함된 가정용품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율과 출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BT 관련 분야인 의약, 바이오 및 의료/레져와
환경과 관련된 분리/혼합의 출원 증가율이 타 기술분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
인에 비해 출원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외국인은의료/레져, 측정/광학, 전기/반도체및의
약분야에서출원증가율이높고상대적인특허출원활동
도활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자/통신은4번째로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출원 활동이 내국인에 비해
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건설과가정용품은출원
활동과증가율이모두저조한분야로나타났다.

<그림 1> 년도별 내·외국인의 특허출원동향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표 2> 특허동향 2007의 기술분류체계

NBER 산업분류 NBER 산업분류 WIPO 기술분류WIPO 기술분류

화 학

컴퓨터/통신

의약/의료

전기/전자

기 계

기 타

분리/혼합
무기화학/수처리

유기화학
고분자

석유/정 화학

컴퓨터
정보매체
전자/통신

의료/레져
의약
바이오

측정/광학
원자력

전기/반도체

금속가공
비금속가공
운송/포장
야금/도금
엔진/펌프
기계부품

농수산
식료품
가정용품
인쇄
섬유
제지
건설
광업

조명/가열
무기/폭발
초미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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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TENT 21

특허권 획득을 위한 내·외국인의 특허출원, 심사청
구율 및 등록률을 살펴보았다.5)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특허심사를 많이 요청하나 등록률은
낮게 나타남으로써 특허권 취득을 위
한 특허관리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국인의 심사청구율은 특
정기간(1995년~1998년)을 제외하고
외국인보다 높으나, 심사청구 대비 등
록률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심사청구기간을 살펴보
면, 내국인의 특허는 80% 이상이 출원
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나, 외
국인은 심사청구율이 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가 43.3%로 가장 높고, 3년 이
상에도 2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내국인은
출원 후 심사청구를 동시에 많이 하며,
외국인은 출원 후 사업화시기를 고려
하여심사청구하는 것으로판단된다.

기술분야에 따라 내·외국인의 심사
청구기간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금속가
공과 야금/도금을 제외한 모든 기술분
야에서 75% 이상이 출원 후 1년 이내에
서 심사청구를 하 으며, 외국인은 IT
관련분야와 가정용품에서 출원 후 1년
이내가 50% 이상, 그리고 그 이외의 분
야에서는50% 이하로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기술분야별 심
사청구기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 다.
전기/반도체, 전자/통신, 측정/광학, 정
보매체, 조명/가열 등 전기·전자 관련
분야와 운송/포장, 엔진/펌프 등의 자동
차 관련분야 등에서는 심사청구 1년 이
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이들분야는4년초과, 3년~4년
등의 순으로 심사청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의료/레져, 유기화학6), 의약 및 바이오 등의
BT 관련 분야는 심사청구기간 3년~4년이 가장 높은 것

<그림 2> 내·외국인의 기술분야별 선택과 집중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5) 한국특허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일자 순서에 따라 심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특허의 등록 및 거절여부가 결정된다.

6) 유기화학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3> 내·외국인의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율 및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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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의 분야는 4년 초과가 두 번
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출원일로부터 3년 이후에
심사청구하는 비율이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허에선「의약품발명」과「농약또는농약원제」
의발명은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을받을수있다. 이분
야의 발명은 사업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농촌

진흥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에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
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될수
있기때문에타기술분야에비해사업화
시기가 매우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하기때문이다.7) 따라서, 외국인은이렇
게늦어질수있는사업화시기를고려하
여심사청구시기를최대한활용또는조
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T 관
련분야는 빠른 속도로 기술이 진화됨에
따라 사업화시기가 빠르고 이에 심사청
구기간도타기술분야에비해빠른것으
로판단된다.
외국인은 전기/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기술분야에서 내국인보다 낮은 심사청
구율을 기록하 다. 반면, 등록률은 외
국인이 모든 기술분야에서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살펴보
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방어출원8)

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은 출
원 후 사업화시기 그리고 특허권 취득
가능 여부를 보고 심사청구시기를 조절
하여특허권을취득하며, 사업화가가능
하지않거나특허권을획득하기보다타
인의특허권리획득을막기위해서특허
를출원만하는특허관리전략을갖고있
는것으로판단된다.

3.2 내국인의연구주체별특허동향

내국인은 기업이 특허출원을 주도하
고 있는 가운데, 2005년과 2006년에
공공기관과 대학이 출원 급등세를 보
다. 대학과 공공기관은 각각 53.7%와

7) 천효남 (2001년 개정2판), 특허법, 법경사, p 533.
8) 방어출원이란 심사청구기간(출원후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특허가 자동적으로 취하된 특허를 의미한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4> 내·외국인의 기술분야별 심사청구기간

<그림 5> 내·외국인의 기술분야별 심사청구율 및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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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TENT 21

27.4%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하 다. 이로써 대학과 공공
기관이내국인중차지하는출원점유율은2006년에각각
3.6%와 4.5%로서 전년도에 비해 1.50
배와 1.24배 증가하 다.9) 또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출원인 수도 지속적인 증가
세를 나타냈다. 이로써 최근에 대학과
공공기관은 특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면서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로 출원하는
경향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기업은 2006년에 전년도보다 2.4%

감소한 87,747건을 출원하 다. 반면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 수는 2006년에 전
년도보다 14.9% 증가한 10,924개를 기
록하 다. 이는특허출원을주도하던삼
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출원감소10)에
의해출원인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기
업의 특허출원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1) 기업

2000년~2006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이 높은 상위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년
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LG화학은
2000년에 특허 11건을 출원하 으나
2001년부터 1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하 고, 이후지속적인출원증가세를보
이며 2006년에 1,306건의 특허를 출원
하 다. 또한, 2000년에 출원건수가 11
건이었던 현대모비스는 2004년까지 출
원 급증세를 보 다. 그러나 2004년
1,213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보
이며 2006년 376건을 기록하 다. 따
라서 현대모비스가 높은 연평균 증가율
을 기록한 것은 2000년~2004년 동안
나타난높은증가율에기인한것으로판
단된다. 네이게이션의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오토넷의 특허출원도 크게 증가하
고 있다. 현대오토넷은 2000년에 25건의 특허를 출원하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그림 6> 연구주체별 특허출원건수, 점유율 및 출원증가율

<그림 7> 2000년 이후 출원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출원동향

9) 2005년 내국인 특허출원 중 대학과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2.4%와 3.6%이다.
10) 제1출원인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005년 17,743건에서 2006년 16,568건으로 6.6% 감소하 고, LG전자는 13,420건에서 8,464건으로 36.9%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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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390건을 기
록하 다.
2000년~2006년간다출원상위 10개기업을대상으로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기술분야를 살펴보았다. 삼성
전자는 WIPO 기준 32개 기술분야 중
전자/통신과 전기/반도체 등에서 특허
출원건수가 20,000건 이상을 기록하
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기/전자 전반
에 걸쳐 기술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도 전자/통신, 조명/가열 등 여러 분야
에 걸쳐 기술혁신활동이 이루어진 것으
로 분석된다. 반면, 기타 대기업들은 특
정분야에 기술혁신활동이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이닉스반
도체, 삼성 SDI 그리고 동부일렉트로닉
스는WIPO기준32개기술분야중전기
/반도체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
다. 따라서, 이들 3사는 전기/반도체 분
야에 기술혁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의 특허출원은 전자/

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냉장
고, 에어콘 등 백색가전이 포함된 조명/
가열에서 출원점유율이 14.2%를 기록
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현대자동차
와 기아자동차는 운송/포장, 엔진/펌프
등 기계산업 분야에 그리고 POSCO는
금속관련 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기업들의 특허출원은 소폭
증가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기계부품에서 3.6%의 증가세
를 보 으나, 기아자동차와 POSCO는
출원감소세를나타냈다.

(2) 대학

국내 대학 중 1990년~2006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이 특허를 가장 많이 출
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과학기술

원은 1990년~2006년 동안 2,373건을 출원하 으며, 이
중 68.1%(1,615건)가 2000년~2006년 동안 출원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 으며,
1990년~2006년 동안 출원된 특허 1,173건 중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8> 기업의 주요 기술분야별 특허출원건수와 점유율

<그림 9> 주요 대학의 특허출원건수

V79‡»` _ˆ ` -ˆ •´  1904.3.20 06:34 PM  ˘ ` 7   866 



8 PATENT 21

93.9%(1,101건)이 2000년~2006년 동안 출원되었다. 따
라서 서울대학교는 2000년 이후 특허출원건수가 매우
급증한것으로풀이된다. 연도별로살펴보면, 서울대학교
는 2000년 24건으로서 대학 중에서 다출원 7위 으나,
2003년부터 출원건수가 급증하여
2006년에는 377건을 출원하여 대학 중
다출원 1위를 기록하 다. 또한, 2005
년과 2006년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
학교 및 한양대학교의 특허출원건수가
급증하여2006년에각각다출원3위~5
위를차지하 다.

2003년~2006년 동안 다출원 상위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와 고
려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다출
원상위3개의기술분야가모두 IT 관련
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대
학들은 IT 관련분야에 연구활동이 집중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서울대학교
와 고려대학교에서는 다출원 상위 3개
의 기술 분야 중 바이오가 포함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바이오에서 2003년 18건
에서 연평균 증가율 47.7%를 기록하면
서 2006년 58건을 출원하 다. 특히
2006년에서바이오가기술분야중다출
원 1위를 기록하 다. 이로써 서울대학
교는 연구개발 활동이 바이오분야에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
려대학교는 바이오에서 2003년 16건에
서 2006년 35건으로 증가하 다. 그러
나 고려대학교는 2004년까지 바이오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 으나, 2005
년부터 전자/통신이 다출원 1위를 기록
하 다. 이로써고려대학교는향후전자
/통신이 특허출원을 주도할 것으로 예
상된다.

(3)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특허출원을 주
도하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6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그림 10> 대학의 주요 기술분야별 특허출원현황

<그림 11> 주요 공공기관의 특허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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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각각 전년대비 61.6%와 82.3%의 출원증가율을 기
록하면서공공기관중다출원3위와4위를나타내었다.

2000년~2006년 동안 다출원 상위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
관은 각 기관별 특성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고 있다.
예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동 기간 동안 특허
10,459건을 출원하 으며, 이 중 전자/통신에 56.9%
(5,946건)를 출원하 다. 한국과학기술원은 IT와 기초화
학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전자/통신에서분석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26.0%를기
록하면서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 다. 
반면, 기계, 재료및이와관련된분야의연구활동을하

고있는한국기계연구원11)은전기/반도체, 금속가공등의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 다. 2004년까지는 금속가공 또
는 측정/광학의 특허가 많이 출원되었으나, 2005년부터
전기/반도체의 특허가 출원을 주도하 다. 또한 2006년
에는 엔진/펌프에 26건으로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출원
건수를기록하 다. 따라서기계연구원은2005년부터전
기 또는 반도체와 연관된 기계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개발

이이루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3.3 주요국가의특허동향

분석기간을 1990년~1994년, 1995년~1999년 그리고
2000년~2006년으로 구분하여 외국국가 중 각 구간별
출원순위 상위 10개 국가의 출원점유율12)을 <그림 13>에
서살펴보았다. 일본, 미국및독일은매구간에서출원순
위 1위~3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2000
년~2006년 동안 특허출원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출원순
위 4위로 상승하 다. 프랑스는 매 구간 점유율이 3% 이
상을차지하고, 2000년~ 2006년에는이전구간보다점
유율이 상승하 으나, 네덜란드 다음으로 출원순위 5위
를 차지하 다. 대만의 출원순위는 이전 구간에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00년~2006년에서 10
위내에진입하 다.
<그림 14>는 2000년~2006년 동안 매년 1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국가 31개국을 대상으로 연평균 증가율13)

을 나타냈다. 싱가포르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
2006년 동안 50.5%로서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싱가포르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6년에 163건으로서 전년도보다
176%의 증가하는 등 최근 출원 급증세
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출
원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인도로서
43.1%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
다. 중국, 핀란드, 아일랜드 및 대만도
2000년 이후 매년 20%이상의 높은 연
평균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국, 국령버진군도및뉴질랜드는
2000년 이후 출원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은 2000년 595건을 출원하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500건을 기록하 다. 2005년
에는일시적으로증가하 으나, 이후다
시감소하 다. 뉴질랜드와 국령버진
군도는 출원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11)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mm.re.kr
12) 한국을 제외한 외국인 가운데 국가별 점유율을 나타냄
13)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200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하평균을 사용하 다. 

<그림 12> 공공기관의 주요 기술분야별 특허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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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출원감소세를나타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표 3>과 같이 외국에서 출원순위 상

위 5개 국가를 선도(leading)형 국가, 출원증가율이 25%
이상인 국가를 부상(emerging)형 국가,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쇠퇴(fading)형 국가로 구분
하고, 이들 중 부상형 국가의 특허동향을 세부적으로 살
펴보았다.

부상형 국가들은 모두 2000년 이후
출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부상형 국
가 중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핀란드는
1995년에가장높은출원증가율(79.3%)
을 기록하 며, 2001년부터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20% 이상의 높은 출원
증가율을 기록하 다. 중국에서는 1999
년까지 매년 30건 미만의 특허가 출원
되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매년 두자
리 숫자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출
원건수가 급증하 다. 싱가포르는
2003년까지 매년 30건 이하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2004년부터 출원 증가
세를나타냈다. 특히2006년에는163건
의특허를출원하여176.3%의증가율을
기록하 다. 인도는 2002년부터 출원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에 특허 86건
을출원하 다.

부상형 국가에서 1990년~2006년 동
안 특허출원을 주도한 출원인의 현황을
<그림16>과 <표4>에서살펴보았다.
핀란드에서는 노키아(코)가 특허출원

을 주도하 다. 그 뒤로 메트소페이퍼,
노키아모빌폰즈등의순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엔 메트소페이퍼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 으나 2000년대엔 노키
아가 가장 활발한 특허출원활동을 보이
며, 그 뒤로 오또꿈뿌 (OY)제이로 조사
되었다. 노키아 그룹은 2000년대 초반
까지노키아모빌폰즈, 노키아네트워크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그림 13> 주요 국가의 특허출원 점유율

<그림 14> 주요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

<표 3> 유형에 따른 국가의 구분

선도(Leading)형 부상(Emerging)형 쇠퇴(Fading)형구 분

국 가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중국, 핀란드, 
대만, 아일랜드

국, 뉴질랜드
국령 버진군도

기 준
출원순위 상위

5개 국가
연평균 증가율이
25% 이상인 국가

연평균 증가율이
0 미만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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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등다양한기업명으로특허출원을하 다.14)

중국은 석유화학업계인 차이나 페트로-케미칼이 1990
년대부터 특허출원을 주도하 으며, 1990년~2006년 동
안63건의특허를출원하여중국특허중7.8%의점유율을

차지하 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 최
대통신장비업체인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가 활발한 특허출원 활동을 보이며
2000년~2006년 동안 차이나 페트로-
케미칼과 7건의 출원격차를 보이고 있
다.
인도는 과학산업연구회인“카운슬 오

브 사이언티픽 앤드 인더스트리얼 리서
치”가 1990년대에특허3건을출원하
으나, 2000년대 들어 활발한 특허출원
활동에 의해 인도의 최다 특허출원인으
로부상하 다.
아일랜드에서는 1990년~2006년 동

안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인은
의약업계인 화이자와 티보텍 파마슈티
칼즈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주로 1990
년대에 특허출원을 하 으며, 2000년
이후에는 단 2건만 특허출원하 다.
2000년~2006년동안은같은의약업계
인 티보텍 파마슈티칼즈 아일랜드의 특
허출원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에 어드밴스드

시스템즈오토메이션이 가장 많은 9건의
특허를 출원하 으나, 2000년대는 미
국계 기업인 아바고 테크놀로지의 계열
사가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모두 2006년
에만특허를출원하 다.

3. 4 지역별특허동향

경기도가 1996년 이후부터 특허출원
을주도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995년까지는서울특별
시에거주하는발명자에의해특허출원이가장많았으나,
한국의 출원거품이 발생하던 1996년부터 경기도가 서울
특별시를추월하 고, 이후 다출원 1위를 유지하고있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15> 부상형 국가들의 특허출원 건수와 증가율

<그림 16> 부상형 국가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14) 동일한 출원년도에 각각의 이름으로 출원된 것으로 보아 노키아 그룹내에 독립법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명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 들어 급격히 감소한 반면, 노키아(코)는 2000년
1건으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면서 2006년에 434건의 특허를 출원하 다. 또한 2006년엔 노키아 그룹의 특허가 모두“노키아(코)”으로 출원되었다. 이로써 각기 다른 기업명으로 출원되었던 노키아
는 2006년에 들어 모두 노키아(코)로 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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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특허출원점유율을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1990
년~1994년 동안 출원점유율 36.9%를 차지하며 특허출
원을주도하 으나, 이후구간에는30% 미만의점유율을
차지하 다. 인천광역시는 1990년~1994년동안 16개광
역자치단체중가장높은연평균증가율을기록하 으나,
1995년~1999년동안 16개광역자치단체중유일하게마
이너스연평균증가율을기록하 다. 이는인천에위치한

GM대우오토앤테크놀러지(舊 대우자동
차)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활발한 특허
출원활동을 보 으나, 이후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과 해체로 인하여, 특허출원이
급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써 인천지역의 기술혁신활동이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활발한 특허
출원활동을 보이면서 인천의 연평균 증
가율은증가세로전환하 다.

지역별 기술혁신역량을 살펴보기 위
해, 각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와 연구개발비용 투입대

비 특허성과를 살펴보았다. 지역별 인구 10만명 대비 특
허출원건수를 통한 기술혁신역량을 살펴보면 서울특별
시, 경기도와대전광역시에비해타지역의기술혁신역량
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다. 특히, 경기도의 기술
혁신역량은 2004년에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
내었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감소하 다.
이는삼성전자, LG전자등주요대기업에서의2006년도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부에서 발간된『2006 과학

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2005년 투입된 지역별 연구개발비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용투입대비특허성과를분석해보면, 대
전광역시가 특허 1건당 소요된 비용이
404.8백만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등의순으로나타
났으며, 부산광역시가 94.8백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전광역
시는 인구대비 기술역량수준은 가장 높
으나 연구개발투입대비 특허성과는 가
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전광
역시가타지역에비해공공기관과대학
의 연구활동이 활발하여, 이들 기관의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출 원 인 출 원 인1990
년 대

2000
년 대국가

핀란드

중 국

인 도

아 일
랜 드

싱 가
포 르

메트소 페이퍼
노키아 모빌 폰즈
차이나 페트로-케미칼
리앙, 바오장
파나시아바이오텍(리)
카운슬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인더스트리얼 리서치
화이자 리써치 앤드 디벨로프먼트
록타이트(아일랜드)
어드밴스드시스템즈오토메이션
데이터스토리지인스티튜트

노키아
오또꿈뿌 (OY)제이
차이나 페트로-케미칼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카운슬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인더스트리얼 리서치
랜박시 래보러터리스 (리)
티보텍 파마슈티칼즈
바소겐 아일랜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이씨비유아이피
아바고테크놀로지스제너럴아이피

144
83
14
4
8
3

31
16
9
2

1,292
93
49
42
90
26

32
11
38
29

<표 4> 부상형 국가의 구간별 주요 출원인

※ 제1출원인 기준이며, 1990년대는 1990년~1999년, 2000년대는 2000년~2006년임.

<그림 17> 광역자치단체별 특허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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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특허가 많이 출원되는 응용연구와 개발연
구보다기초연구에비중이높기때문이다.15)

지역별 연구개발 주체의 특허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지역은발명자의주소를기준으로하 으며, 연구주

체는출원인을기업, 공공기관, 대학, 비 리기관및개인
으로 분류하 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발명자와제1출원인을기준으로하 다.
기업의기술혁신활동은경기도와서울특별시에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에서
출원한 특허가운데 경기도와 서울특별
시의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0.1%와 27.7%로서 두 지역이 과반수
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연
구활동기반이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
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공공기관의
특허출원 활동은 대전광역시에 집중되
어 있다. 공공기관에서 출원한 특허 중
62.5%가 대전광역시의 발명자에 의해
출원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공공기
관중특허출원활동이가장활발한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 대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 리기관은 (재)포
항산업과학연구원의 특허출원 활동에
의해경상북도에서가장높은비율을나
타냈다.

3.5 협력관계에의한특허동향

(1) 내국인간 공동연구 동향

내국인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까지 감소세를 나타내
었다. 그러나 다시 증가하여 2006년
9,157건을 기록하 다. 연구주체별 내
국인간 공동연구비율16)은 비 리기관이
54.0%로가장높다. 이는 POSCO와그
산하기관인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간
활발한 공동연구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기업과 비 리기관간
공동연구 협력도는 5.5로서 개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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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인구 10만명 대비 출원건수와 출원 1건 대비 연구개발비용

<그림 19> 각 연구주체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원점유율

15)기초연구개발비의 비중 : 기업(11.8%), 공공기관(23.0%), 대학(34.8%), 비 리기관(7.6%)  『2006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16) 내국인간 공동연구비율은 내국인 출원건수 대비 내국인간 공동연구를 통한 특허출원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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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의공동연구비율이24.8%로서연구주체
중 두 번째로 높으며, 기업의 공동연구 비율
은 4.2%로서 공동연구 활동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분석되었다.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공동연구 대상은 개인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간의 공동연구도 활발하여 2005년에 공
동연구를 통한 출원건수가 1,84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6년엔 1,777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 다. 그러나 각 연구주체별 특허
건수를 고려한 샐턴 지수에 의한 공동연구 협
력도를 살펴보면, 기업은 비 리기관, 공공기

관 그리고 개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은 비 리기관을 제외한 타 연구주
체와 2005년 이후 공동연구에 의한 특
허출원건수가증가하 다. 특히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를 통한 특허출원 건수
는 2005년 418건에서 2006년 842건으
로 1년 동안 101.4% 증가하 다. 또한
대학과공공기관간공동연구를통한출
원건수는 2005년과 2006년에 크게 증
가하 다. 2004년에 64건이었으나
2005년 177건, 그리고 2006년 243건
으로서, 2년 동안 약 4배 증가하 다.
이는 2003년 9월『산업교육진흥및산학
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대
학마다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었고, 또한
대학이학술적연구이외에도점차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대학을 공동연구에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 리기관
은기업을제외하고1997년~2002년동안비 리기관간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간공동연구에의한출원건수가급감하 으며, 2006
년에는 비 리기관과 개인 간 공동연구를 통한 출원건수
가크게증가하 다.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연구주체 개 인 공공기관 기업 대학 비 리기관
개인

공공기관
기업
대학

비 리기관

14.5
0.6
3.2
1.9
0.3

0.6
0.4
3.6
2.4
0.3

3.2
3.6
1.2
2.1
5.5

1.9
2.4
2.1
1.5
0.4

0.3
0.3
5.5
0.4
2.9

※ 출원년도 : 1990년~2006년

<그림 20> 연구주체별 공동연구 현황

<그림 21>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지역 간 공동연구 현황

<표 5> 연구주체간 공동연구 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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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공동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주요 거점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와 경기도는 대전광역시와 공동연구의 특허출원 건수
가 각각 14,139건과 9,983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대전
광역시와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2) 국제공동연구

1990년~2006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인이 2 이상이며, 출원인
국가가 서로 다른 특허를 국제공동연구
에의한기술개발성과로판단한다.
국제공동연구 비율은 중국이 1990년

대와 2000년대 모두 22% 이상을 기록
하며,  비교대상국가중가장높은것으
로조사되었다. 오스트리아는두번째로
높은 국제공동연구 비율을 나타냈으며,
2000년대는 1990년대에 비해 소폭 하
락하 다.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세번째로높은국제공동연구비율을나
타냈다.

한국, 미국그리고일본은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건
수는상위3위안에포함되지만특허출원건수대비국제
공동연구 건수로 표현되는 국제공동연구 비율은 비교대
상국가중하위권으로나타났다.
1990년~2006년 동안 다출원 상위 20개 국가를 대상

15PATEN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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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9,983
6,943
3,388
3,143
3,411
3,117
3,565
888
1,595
1,026
1,714
1,764
433

14,139
5,169
3,558
3,385
4,221
3,291
3,647
1,021
1,642
1,180
1,938
1,957
398

1,338
628
366
407
473
350
416
123
191
118
282
218
65

9,983
14,139
1,338

1,383
1,498
1,990
1,844
401
924
734
1,460
522
197

6,943
5,169
628

325
380
494
448
93
221
150
348
179
31

3,388
3,558
366

279
414
364
356
83
104
89
190
232
50

3,143
3,385
407
1,383
325
279

280
238
187
174
35

3,411
4,221
473
1,498
380
414

208
443
184
190
61

3,117
3,291
350
1,990
494
364

157
128
205
142
42

3,565
3,647
416
1,844
448
356

294
255
269
191
73

888
1,021
123
401
93
83

47
39
24
17
21

1,595
1,642
191
924
221
104
280
208
157
294
47

74
31

1,026
1,180
118
734
150
89
238
443
128
255
39

50
23

1,714
1,938
282
1,460
348
190
187
184
205
269
24

108
33

1,764
1,957
218
522
179
232
174
190
142
191
17
74
50
108

17

433
398
65
197
31
50
35
61
42
73
21
31
23
33
17

<표 6> 광역자치단체간 공동연구 현황 (동일권역 제외)

<그림 22> 주요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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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샐턴 지수17)를 이용하여 국가간
연구협력도를살펴보았다. 미국과독
일만 비교대상국가와 모두 공동연구
를 수행하 으며, 기타 국가는 일부
국가들과 협력관계가 전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은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과 가장 활발한 국제공
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일본, 독일, 캐나다, 덴마크 등은
미국과 협력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한국은일본, 미국그리고중국의
순으로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건수가
많으나, 샐턴 지수에 의한 협력도는
일본, 중국순으로조사되었다.

한국의 특허동향 2007기 획

<표 7> 주요 국가간 국제협력도

<그림 23> 내·외국인의 기술분야별 국제공동연구 비율

17) 샐턴 지수는(Salton’s index)는 국가간 협력, 지역간 협력, 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관계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는 i와 j의 특허수,    는 i의 특허수,    는 j의 특허수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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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WIPO 기준 32개 기술분야 중 바이오, 조명
/가열 순으로 높은 국제공동연구 비율을 기록하 으며,
내국인은 조명/가열, 야금/도금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의 기술이 포함된 조명/가
열이내·외국인에서모두높은국제공동연구비율이나
타난 것은 한국의 린나이코리아와 일본의 린나이 간 협
력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많기때문이다. 또한 1990년
대에 POSCO와 오스트리아의 뵈스트알피네 간 공동연
구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외국인은 바이
오에서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3.0%로서 WIPO기준 32
개 기술분야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의
린나이에의해조명/가열이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3) 연구인력 유입·출

1990년~2006년 동안 다출원 상위 20개 국가를 대상
으로연구인력의유입·출현황을살펴보았다. 자국의발

명자가자국의기업(관)이아닌타국의기업(관)에서발명
활동을하여출원된특허를연구인력유출이라정의하고,
한 기업(관)에서 자국의 발명자가 아닌 타국의 발명자에
의해출원한특허를연구인력유입라고정의하 다.
연구인력 유출 특허는 미국이 16,077건으로 가장 많으

며, 일본 11,082건 그리고 독일 10,789건의 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연구인력유출비율은중국이91.1%로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발명자에 의해 출원된 특허
8,214건 중 7,480건이 중국이 아닌 타 국가에 의해 출원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인력 유입 특허는 미국이 30,072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인력
유입률은 67.1%를 기록한 스위스가가장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스위스는 특허 9,744건 중 6,541건이 외국인
발명자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24> 국가별 연구인력 유입·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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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는지식을창출하고관리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인식
되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R&D 성과확산의 핵심임을 인식하여 국가 R&D예산을
성과예산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지식재산의 질적인 성장
을위한시스템적관리체제구축에노력하고있다. 
국가R&D를통해창출되는연구성과는연구과정에서

의 지식처리 방법 및 지식처리 역량에 따라 경제적 가치
가 달라질 수 있다. 즉, R&D 활동으로 생성된 지식이 업
적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시작 단계부터 연구종
료시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업계에 활용되도록 한
다면, 연구성과의활용성을극대화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2007년R&D특허센터에서수행된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관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R&D참여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관리능력 수준을 분석해 보고 정책
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국가R&D 사업의연구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원천기술이창출되어, 산업
계에 활용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지식기반
경제에서국가가생존하는데중요한요소가되며, 정부는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
구비의증액과효율적배분, 우수과학기술인력양성등에
자원을집중해왔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비가
‘04년 7.7조원에서 ’08년 10.8조원으로 연평균 13% 증
가를보이고있다.

<그림 2> 에서는 ’02 ~ ’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
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SCI 논문수는 12,881건, 국내특
허건수는 5,094건, 기술료 징수액은 1,344억원, 사업화
건수는4,065건을보이고있다. 국가R&D투자비에비례
하여연구성과도급성장을이루고있다.

국가R&D 참여연구자들의
지식재산관리능력수준분석

이 재 헌1)

R&D특허센터 전문위원

특 집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R&D특허센터 전문위원
2) KISTEP 자료

<그림 2> 국가 R&D 연구성과2)

<그림 1> 국가 R&D 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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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을 살펴보면 1990년 중반이후 Nature,
Science, Cell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잡지에 논문이 실리
기 시작하여 최근 빈도가 늘어가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에서도 세계 최초의 창의적 연구성과가 본격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모방형 연구개발활동에서 기술혁신형 연구
개발활동으로연구개발의패러다임이전환되는시기임을
보여준다.

2. 국가R&D 연구성과물의기술이전현황

<그림 1>~<그림 3>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연구개발투자
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정착으로 국가
R&D사업 특허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R&D
사업을통한특허성과가매년증가하고있으나, 기술이전
및사업화실적은미흡한실정이다. 
2006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

가 R&D사업 특허 중 실제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비율
4)은 3% 내외로저조함을보이고있다.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에 대학145개,
연구소 114개등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현황을조사한결
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은
타국가와비교해서아직까지대부분이부족한것으로나
타났다.

정부는특허창출이후실용화과정에많은정책적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근본적으로 특허의 질적경쟁력 확
보를 선결될 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의 양적
증가뿐만아니라, 특허의질적수준제고를통해사업화가
능한유효특허창출을유도할수있는정책이요구된다.
최근정부도유효특허창출의중요성을인식하고, 특허

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
으며, 각R&D사업관리주체를유효특허창출관련역할
에 따라 각 부처/과제관리기관, 과학기술자, 연구기관으
로구분할수있다.

①부처/과제관리기관 차원 : R&D 평가시 특허출원·
등록등양적지표에병행하여사용토록질적평가지
표의개발·활용을추진

3) 허은정외(2006년), 네이처, 사이언스, 셀 한국인 과학자의 논문현황분석. 한국과학재단, vi : 데이터를 인용하여 도시함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6.6

연구성과란“연구개발 활동으로 창출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
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의 지식관리 실태를 파
악하는것이선결과제이다.

한 국 미 국 유 럽 일본

기술이전인력
평균보유인력(명)

연간기술
개발건수(A)
연간기술

이전건수(명)
(%)(B/A)

연간기술료수입
(백만불)(C)

연간연구비지출
(백만불)(D)
(%)(C/D)

3.6 7.3 5.2

4,156 4,305 8,551

715 1,358 2,073

17.2 31.5 24.2

8 73.7 81.7

2,3873,178.6 5,566

0.3 2.3 1.5

9.7 7.3 9.3

11,413 1,614 13,027

4,053 630 4,683

35.5 39 35.9

1,600 336 1,936

36,662 4,081 40,743

5 8 5

5.4 12.3 8.7

1,375 1,486 2,861

384 955 1,339

27.9 64.3 46.8

90 245 335

4,264 5,348 9,612

2 5 4

13.5

9,400

1,852

19.7

-

-

-

정부 부처
/과제관리기관 과학기술자 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
관리
주체

역할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진도
관리, 결과 평가

연구수행 연구노트
작성, 특허대상 선정, 
특허명세서작성 협조

기술마케팅협조

특허 획득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및 사업화

<그림 3> NSC(Nature,Science,Cell 저널 논문게재 추세3)

<표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구 분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1998 2000 2002 2004 2005구 분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비(%)

835
25
3.0

1,046
38
3.6

1,458
39
2.7

1,965
50
2.5

2,988
127
4.3

<표 1> 국가 R&D 기술이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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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구기관(기술이전조직) 차원 : 대학 및 출연(연) 기
술이전전담조직의전문인력확충등특허관리역량
강화를위해노력

그러나 실제로 유효특허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 개별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부족하다.
R&D특허센터에서 2006년부터 과학기술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국내 과학기술자는 특허에 대한 인식 부
족과, 체계적인특허관리체계미흡으로유효특허창출능
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유효특
허의 효과적인 창출을 위해 개별 과학기술자의 특허관리
능력향상에정책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3. 국가R&D 참여연구자들의지식재산관리능력
지표

연세대학교 산업통계실(손소 교수)에서 도출한 가중
치를바탕으로과학재단에서관리하는국가R&D를수행
한연구자들의지식재산관리점수를분석해보니평균점수
는48점으로나타났다. 
<그림 4>는연구자들의소속기관별로지식재산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며,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의 지식재산관리
점수는 45.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공공연구소
에 소속된 연구자는 54.76점이고, 마지막으로 기업 연구
소에속한연구자의지식재산점수가58.32점으로지식재
산관리점수가가장높음을볼수있었다. 대학연구자들의
특허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보
여주고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연구자의 직위와 연구경력에
따른지식재산관리점수를나타낸것이다. 연구자의직위
가선임급연구원의지식재산관리점수는60점이고, 경력
이 10년 이하인 연구자는 52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
위가 교수이고, 연구 경력이 21년 이상인 연구자의 지식
재산관리 점수는 각 45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최근에신진연구인력들이국가경쟁력의핵심이
되는지식재산관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어, 신진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관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기업체의 경우도 책임급 이상은 프로젝

유효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한·미 과
학기술자의특허관리실태를조사 <첨부> 참조
■조사대상 : 대학의연구자중심(일부기업, 공공연포함)
- 한국：1,043명(과학재단지원연구과제수행자)
- 미국：248명(산학연관련과학계연구분야박사학위소지자)

■조사방법：연구수행자에대한설문조사수행
■조사기간：한국(2006년 3월 24일∼4월4일), 

미국(2007년 1월 8일~1월 26일)
■조사 내용：특허정보 활용, 연구실 발생 정보에 대한 관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기술마케팅,
특허교육및연구실특허관리

구 분 개 요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조사
내용

과학재단 및 R&D특허센터 지원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
상으로 특허관리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 연구개
발사업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조사대상 : 과학재단 및 R&D특허센터 지원 연구과제 수행자
2. 유효표본 : 1,037명
3. 조사방법 : E-mail 조사
4. 조사기간 : 2007년 11월 5일 ∼ 11월 23일
5. 표본추출방법 : 단순무작위추출
6.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

1. 특허/논문정보 활용
2. 비 정보 관리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4. 특허 명세서 작성
5. 기술마케팅 협력
6. 지식재산 관리 교육

구 분 개 요

자료
처리

분석방법：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에 의해 분석됨.
가중치부여 : 연세대학교 손소 교수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간 가중치를 도출

<그림 4> 소속기관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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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전체를 관리하다보니 지재권에만 신경쓸 여유가 없는
것이일반적이다.

<그림 7>에서 국가 R&D발주부처에 따른 지식재산관
리 점수를 살펴보면,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서 발
주된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지식재산관리 점수가 약
57점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연구자들이 수행한 프로
젝트를 중복체크하게 한 것이며, 본 문항의 시사점을 살
펴보면 응용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 지식경제부, 보건복
지부의 R&D 참여 연구자들의 지식재산 관리 능력점수
가 높게 나오고 있으며, 기초연구와 창의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과학부는 47.9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게 분
포되어 있다. 응용연구는 기본적으로 제품화 실용화를
염두해두고R&D를시작하기때문에, 실용화되었을때
의 분쟁 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러
한 요인 때문에 지식재산관리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은 연구자의 연구분야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를 비교한 것으로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자의 지식재
산관리점수는 54점, 나노기술분야의연구자의지식재산
관리 점수는 53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점수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은 정부 핵심과제로 많
은 R&D를 투자하고 있고, 세계적 석학들이 많이 분포되
어있는점을고려할때당연한결과로보이며, 미래지식
재산의경쟁력이타분야보다높다고할수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지식재산관리 점수가 높게 나
타난생명공학분야와나노기술분야의지식재산관리중항
목에대한점수를비교하여보여주고있다. 생명공학분야
에서는특허명세서작성, 특허/논문 정보활용항목의점
수가 각각 74점, 7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노기술분야
의 연구자들은특허명세서작성, 특허/논문정보활용항
목의점수가각각76점, 69점으로나타났다. 생명공학및

<그림 5> 연구자 직위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 비교

<그림 6> 연구자의 연구 경력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 비교

<그림 7> 수행한 국가 R&D 발주부처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 비교

<그림 8> 연구자의 연구분야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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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분야의 연구자는 변리사 요인 및 특허 명세서의
질적 체크여부와 특허/논문 정보활용을 통해 기술 경쟁
력및시장동향파악등을중요시하는것을알수있다.  

특허명세서작성에점수가높다는것은강한청구범위
작성에노력한다는것이고, 특허정보를활용점수가높다
는 점은 연구기획 또는 연구진행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중복연구방지 및 동일 분야의 연구그룹에 대한 모니터링
을주기적으로한다는점에서연구의경쟁력을높이고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연구분야보다 새로운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권리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1>은 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점수를나타낸것으로, 연구노트형식에따라지식재
산관리점수를 비교하 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이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연구자의 지식재산관리 점수는 56점으
로일정한요건을갖추지않은연구노트를작성하는연구

자의 지식재산관리 점수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다. 종이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연구자는 25점으로 지식재산
관리점수가매우 낮음을볼 수 있다. 이는 R&D 수행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는 연구자가
지식재산관리를효율적으로운 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림 12>는국가R&D를수행한연구자의지식재산교
육 이수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를 살펴보았
다. 특허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지식재산관리 점수가 약 63점으로 이수경험이
없는 연구자의 지식재산관리점수보다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비 유지관리, 연구노
트작성, 특허정보조사활용, 특허제도일반, 논문정보조사
활용6가지교육에대해모두이수한경험이있는연구자
의 지식재산관리점수가 69점으로 6가지 교육을 모두 이
수하지 않은 연구자보다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관리 교육이수 경험에 따라 지식재산관리가 잘
운 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림 10> 나노기술분야의 지식재산관리 중항목 점수비교

<그림 11> 종이연구노트작성여부에따른지식재산관리점수비교

<그림 12> 지식재산교육 이수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재산관리 점수

<그림 9>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재산관리 중항목 점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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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연구개발시 특허정보와 논문정보의 활용에
대한비교표로, 아직까지R&D 현장에서는특허정보보다
논문정보를더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 <표 4>에서 나타났듯이 기업체 연구자의 경우
84%, 대학연구자의경우45%만이특허정보를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 연구자도 기업체
연구자처럼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장지향적 R&D를
수행할필요가있겠다.

4. 결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궁극적인목표는연구개발활동으
로 창출된 지식이 산업계에 활용되어 국가 및 기업의 경
쟁력을강화시키는데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은 어떤 지식처리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따라산업계에서의활용이큰 향을받게된
다. 따라서연구활동과정에서의지식처리의적절성에대한
진단과국가연구개발사업지식관리수준의향상은국가연
구개발사업전체의효율성을높이는중요한요소가된다. 
동 보고서에서 말하는 지식관리란 연구개발활동에서

발생하는지식의가치가변화하는과정에대한관리를말
하는것으로서, 관련데이터의보관및정리라는의미와는
차별화된개념이다.
그 동안 주로 연구개발활동의 가시적 결과물인 특허출

원건수, 특허등록건수, 기술료 수입 등만을 관리의 대상
으로해왔으며, 연구개발의전과정에걸쳐서지식의가치

변화 과정을 추적하거나 데이터화 하고 관리하는 것에까
지관심을기울이지못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성과자체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연구개발 활동 전 과
정에 걸쳐 효율적인 지식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식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유효특허창출
및활용의극대화를이룰수있다.
한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 수행자

1,03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식관리 수준이 낮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산업계에 활용
되는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
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R&D사
업별 특성 및 각 연구 분야의 특성이 반 된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지식관리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
적차원에서체계적인지식재산관리가필요하다. 

연구동향 파악

YES
NO

49.4
50.6

97.6
2.4

특허정보
활 용

논문정보
활 용

중복연구 파악

YES
NO

52.6
47.4

91.6
8.4

특허정보
활 용

논문정보
활 용

조사항목 과학기술자 특허관리실태 결과

특허정보
활용

비
정보
관리

특허
출원

마케팅
참여

지식관리
교육

•연구개발시 특허조사경험(한국：미국=61.6%：36.7%)
- 한국대학：미국대학 = 57.3%：33.2%
- 한국기업：미국기업 = 92.0%：83.3%

•R&D 참여 연구원과 반드시 비 유지계약 체결
(한국：미국 = 16.3%：22.2%)
- 한국대학：미국대학 = 12.6%：24.6%
- 한국기업：미국기업 = 56.0%：77.8%

기술이전시 반드시 비 유지계약 체결
(한국：미국 = 33.2% : 35.9%)
- 한국대학：미국대학 = 31.3% : 34.6%
- 한국기업：미국기업 = 56.0% : 72.2%

•특허출원 경험(한국：미국 = 74.2%：37.1%)
- 한국대학：미국대학 = 72.7%：35.5% 
- 한국기업：미국기업 = 88.0%：72.2%

•특허출원동기
- 미국(기술보호 및 이익창출) vs 한국(업적평가)
·한국：업적평가 40.4%, 기술보호및이익창출 50.4%
·미국：기술보호이익창출 68.5% 업적평가 12.0%

•특허명세서 작성의 주도자
- 한국：연구자 66.4%, 변리사 29.8%
- 미국：연구자 27.1%, 변리사 58.7%

•과학기술자 마케팅 참여의식
- 한국：미국 = 35%：58.9%

•지식관리 교육 경험
- 한국：미국 = 17.5%：52.4%

<표 3>

<표 4> 연구개발에 특허정보 활용

<첨부> 한미 과학기술자 특허관리 실태조사 결과 요약

YES NO구 분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45.3
69.4
83.6

54.7 
30.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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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목적및배경

미국교통국에따르면자동차와보행자의충돌시보행
자가 입는 부상의 71%, 사망의 85%가 정면충돌에서 일
어난다. 사람이 자동차와 정면충돌하게 되면 0.03초 만
에 무릎 아래 다리가 꺾이고 0.23초 뒤에는 온몸, 특히
머리가 보닛과 앞 유리에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보행자
가 입는 중상의 80%가 머리에 집중된다. 교통사고 피해
로인한장애원인중상당수가머리부상에서기인한다. 

<그림 1>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를 분석한 개념도

1998년‘유럽 자동차 안전성 강화 위원회(EEVC)’는
자동차 충돌 시 보행자의 안전도를 평가할 세부검사조항
및 평가기준, 안전설계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
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2010년이후도입되는차량은EEVC의보행자안전요구

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유럽에 자동차를 수
출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자동차 설계가
필수인것이다.
2006년4월에건설교통부(현국토해양부, 이하건교부

로 통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고가 선진국(OECD 27개국 평균 17.3%)에 비해 보행
사망자비중(38.5%)이2.2배더높은결과를나타낸다.

※외국 보행 사망자 비중：벨기에 8.9%, 네덜란드 9.4%, 프

랑스 10.3%, 스웨덴 10.4%, 미국 11.1%

이에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
획을수립하 다. 

『보행자안전을위한Bonnet』
특허동향보고서

김 동 욱
조사분석1팀

>>>

■보행자친화적첨단안전차량안전기준평가방법연구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 장치 연구 개발(교통개발연구원, 자동
차성능시험연구소, 현대, 대학등공동연구)

•일반자동차와차별된보행자친화적자동차모델제시
※국가교통 핵심기술 개발사업 5개년(’03.6~’08.5) 연

구과제로수행중
·1단계 연구(’03.6~’05.5) : 보행자 머리보호 관련 안전
기준, 안전도평가

·2단계연구(’05.6~’08.5) : 보행자하체보호관련안전
기준, 안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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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Bonnet 구조중‘액티브Bonnet 시스템’
은일본, 유럽등지에서2004년에이미기술개발에착수
하여 실제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내에
서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건교부에서도 보행자 안전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국내자동차가
국내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이 많은 이때에
미국, 유럽, 일본에서보행자안전성에관한기술을인정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기술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의 보행자 보호용
Bonnet 구조에서, 액티브형 Bonnet, 에어백 설치
Bonnet, 충격 흡수형 Bonnet의 기술을 주제로 하여 국
내, 미국, 일본, 유럽의 출원, 등록 동향과 기술 분야를
분석하여 세계 각국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Bonnet와 관
련된 기술의 발전 동향을 확인하고 세계기술의 틈을 발
견하여 국내외적인 경쟁력과 지적재산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보탬이되고자한다.

1.  보행자안전을위한BONNET 기술의정의(배경)

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BONNET의 종류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 시에 보행자의 머리가 보닛에
충격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충격후의 사망이나 부상의 원인이 Bonnet 자체가 아니
다. 자동차보닛자체는얇은판금이어서충격이크지않
다. 문제는 그 아래 있는 엔진인데,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닛과 엔진 사이에 최소 10㎝
의 공간을 두고 있지만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모
두흡수하기에는무리다. 

액티브 BONNET
최근 개발되고 있는 최첨단 보행자 안전장치로는 액티

브 후드 리프트(Active Hood Lift), 팝업 Bonnet가 있
다. 이 장치는 보행자와 범퍼가 접촉을 일으키면 범퍼에
장착된 센서가 동작하여 보행자와의 접촉사실을 자동차
내장 컴퓨터에 알려주게 되면 후두 상단에 부착된 힌지
부분을 동작시켜 후드를 올려주어 경사진 후드를 통하여
보행자와의 충돌강도를 완화시키고 엔진자체와 후드사
이의 거리를 확보하여 부상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역할
을한다. 

에어백이 설치된 BONNET
보행자가 충돌하면 앞 유리 아랫부분이나 프런트 필러

부분에 장착된 에어백이 동작되어 최대한 보행자를 보호
하게 된다. 이것을‘보행자 보호용 에어백’이라고 한다.
이른바완전한보행자를위한외부장착에어백인것이다. 

<그림4> FORD 사의 에어백기술

충격흡수구조의 BONNET
보행자의몸이차체에충돌하게되면두부의손상이가

장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힌지부위나 BONNET 자체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할필요에따라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사업을수행

•2006년자동차안전도평가 : 5개차종및5개항목
•평가항목확대를위한고시개정 : 주행전복안전성, 

보행자충돌안전성

건설교통부- 2006년도교통안전시행계획(2006. 4.) 
내용중일부발췌

<그림2> JAGUAR 사의
액티브 기술

<그림3> 오토리브 사의
액티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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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의 형상이나 충격흡수부재 등을 설치하여 충돌 시에
충격력을흡수하는원리의기술을말한다. 

2. 보행자안전을위한BONNET 기술분석기준

가. 분석 데이터 범위 및 기준

국제 분류(IPC)와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식을 통해 추
출하 으며, 특허검색은 2005년 12월까지(한국, 일본,
유럽 출원일 기준, 미국 등록일 기준) 출원 공개(등록 공
개)된특허데이터로명세서초록, 대표도면및청구항을
대상으로 검색하여 raw data를 추출하고, 각 국가별 출
원 건을 다시 연도별,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인별로 분
류하여그내용을정리하 다. 또각국가별최다기술보
유국을 알아보고 각 국가의 기술 특허동향도 분석을 하
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합
리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 다. 자료의 추출에 사용된 도
구로는 한국특허정보원 자체 DB프로그램‘자격루4’를
사용하여데이터를추출하 다.

주요 기술 분야 조사 분류표 및 데이터 추출 검색식

3. 전세계특허동향

가. 전세계의 기술별/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6> 전세계의 기술별/ 연도별 특허동향

’06년 12월까지 국내, 미국, 일본, 유럽에서 보행자 보
호용 BONNET와 관련된 특허 출원(미국은 등록)은 총
482건이다. 이를대상으로연도별출원동향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2000년도까지상향곡선을그리다가2002년
까지 하향선을 타고,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2000년
에 가장 높은 출원건수를 나타낸 데에는 우리나라의 출
원량 급증에 따른 향이라고 보여진다.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나타내는 국내의 특허동향에서 깊
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련 키워드 및 IPC

액티브
BONNET

•국내-(Bonnet*, 보닛*, 후드*, 후우드*, 본넷*)+(액티
브*, 팝업*, 상승*, 승강*,리프트*, 리프팅*, 들어*, 보행
자*, 통행자*, 행인*)+(b62d25/*, b60r19/*, b60r21/*)

•국외 - (pedestrian, walker, foot passenger,
bonnet*, hood*)+(lift*, activ*, jump*, elevat*)+
(b62d25/*, b60r19/*, b60r21/*)

•국내-(보행자*, 통행자*, 행인*, Bonnet*, 보닛*, 본넷
*, 후드*, 후우드*)+(에어백*, 에어 백*, 에어빽*, 에어
빽*, 에어쿠션*, 에어쿠숀*, 에어패드*, 에어 패드*, 에
어 쿠*)+(b62d25/*, b60r19/*, b60r21/*)+(b62d25/*,
b60r19/*, b60r21/*)

관련 키워드 및 IPC

에어백이
설치된

BONNET

에어백이
설치된

BONNET

충격흡수
구조의

BONNET

공통 IPC

•국외 - (pedestrian, walker, foot passenger,
bonnet*, hood*, exterior*,outside*, outside*,
external*, safe*)+(bonnet*, hood*)+(airbag*, air
bag*, air cushion*, air pad*, air mat*)+(b62d25/*,
b60r19/*, b60r21/*)

•국내-(후드*, 후우드*, Bonnet*, 보닛*, 본넷*, 리드
*)+(충돌*, 사고*, 충격*, 흡수*, 범퍼*, 완충*, 보행자*,
사고*)+(b62d25/*, b60r19/*, b60r21/*)

•국외 - (pedestrian, walker, foot passenger,
bonnet*, hood*)+(impact*,shock*,collisi*, crash*,
absor*, accident*)+(b62d25/*, b60r19/*, b60r21/*)

B60R21/34 ( 보행자의 보호 )

<표 1> 관련 키워드 및 IPC

<그림 5> 가부시키가이샤 고베 세이코쇼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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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의 출원량을 보이며, 미국 또한 1970년대 후반
부터 일정수준의 출원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2006년의 출원건수가 줄어든 것은 1년 6개월 경
과 후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미공개 특허가 존재
하여정확한수치를나타내지는못한다. 

4. 한국의특허동향

가. 국가별 특허 점유율

<그림 7> 대한민국의 기술/출원인 국가별 출원 수

본 그래프에서는 대한민국 국내에 출원되어있는 기술
별국가를나타내고있다. 특이한사항은국내에는본기
술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출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기술 자체가 신기술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자료라할수있다.

나. 연도별/기술별 특허동향

상기 그래프를 보면 각 기술의 대략적인 발전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2000년에 충격흡수와 관련된 건이 전
체건수와 비교했을 때 폭발적으로 출원이 되었다가 점차
쇠퇴해가는반면, 비교적후발기술이라볼수있는액티
브와에어백기술은점차늘고있는추세이다.
2004~2005년의 출원건수가 줄어든 것은 1년 6개월

경과 후 공개되는 국내특허제도의 특성상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여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술의 경향은 구조적인 충격흡수 기술위주로 개발
되다가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서 운전자에게 적용되던 에
어백 Bonnet 기술이나 액티브 Bonnet 기술이 적용, 개
발되기시작한것이다. ‘유럽자동차안전성강화위원회
(EEVC)’의자동차충돌시보행자의안전도를평가할세
부검사조항 및 평가기준, 안전설계방안 등의 발표가
1998년도에있었다는사실을본다면우리나라는과거운
전자 위주로 제작되어진 자동차 안전장치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안전장치로의 전환이 그만큼 늦었다
는것을보여주는예라할수있겠다.

다. 기술분야/출원인별 특허동향

<표 2> 대한민국의 기술별 10대 출원인

대한민국의다출원인은‘<표2> 대한민국의기술별10
대출원인’에나타난데이터상으로현대자동차와기아자
동차의 출원량이 많았으며, 일본의 도요타, 국의 오토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기술 분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오토리브 디벨로프먼트
에이비(GB)
도요다 지도샤
가부시끼가이샤(JP)
가부시키가이샤 고베
세이코쇼(JP)
개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파이로 얼라이언스(FR)

25
3
2

4

1

1

3
3
3

1

1
1

118
16
1

1

146
22
6

4

2

1

1
1
1

액티브 에어백 충격흡수 합 계출 원 인

[단위 : 건]

<그림 8> 대한민국의 기술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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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 디벨롭먼트 에이비, 프랑스의 파이로 얼라이언스사
도소수출원한사실을알수있다. 소수이긴하지만외국
인의출원경향은충격흡수구조보다는액티브와에어백기
술의출원이많다는점을유념해야하겠다.

5. 미국의특허동향

가. 국가별 특허 점유율

<그림 9> 미국의 기술/출원인 국가별 출원수

자동차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기술별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확연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있는데, 일본
의 미국 내 출원량이 자국인 미국의 배 이상을 보인다는
시실이다. 또 그 기술이 에어백과 액티브 기술이라는 점
에주목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도에어백관련기술이2
개있다는점도고무적이라할수있겠다.

나. 연도별/기술별 특허동향

미국의 기술개발은 다른 나라보다 10~20년 정도가 빠
른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충격
흡수 기술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2006년 현재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액티브 기술
의원천이라고할수있을만큼그역사가다른나라에비
해깊고출원량도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미국은 등록 건이며, 등록 일
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
교시2~3년정도그래프를앞당겨서봐야할것이다.

다. 기술분야/출원인별 특허동향

<표 3> 미국의 기술별 10대 출원인

미국의 다 출원인에 대해서 기술별로 살펴보면 액티브
기술은 일본의 Honda Giken Kogyo Kabushiki
Kaisha 사가자사특허12건중 10건으로대부분을차지
하고있으며, 미국의Ford Global Technologies,Inc. 사
는 4건 모두가 액티브 기술에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 에어백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의 Delphi
Technologies, Inc., 일본의 Takata Corporation 사와
Toyoda Gosei Co., Ltd. 사가 같은 3건의 특허를 보유
하고있음을알수있다.

6. 일본의특허동향
<그림 10> 미국의 기술별 출원동향

기술 분류

Honda Giken Kogyo
Kabushiki Kaisha
Ford Global 
Technologies, Inc.
Delphi Technologies, Inc.
Edscha AG
Nissan Motor Co., Ltd.
Takata Corporation
Toyoda Gosei Co., Ltd.
Ford Global 
Technologies, LLC
Jaguar Cars Limited

10

4 

2

2

1

3

2
3
3

1

1

1
1

1

12

4 

3
3
3
3
3

2

2

액티브 에어백 충격흡수 합 계출 원 인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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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별 특허 점유율

178건의 출원수를 보이는 일본 자국 내의 출원이 강세
를 보이고, 그 기술의 종류도 액티브기술과 에어백기술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출원에서 강세
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기술
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도 소수이지만 액티브 기술 3건, 충격흡수구조 기술 2건
이출원되어있다.

나. 연도별/기술별 특허동향

일본 내의 출원 성향을 보면 에어백 기술이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 강세를 보이다 후반에 잠시 주춤했으나
2000년도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
다. 액티브 기술에 있어서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조
금씩 개발되어오다가 2005년까지 꾸준히 출원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일본 내의 출원 동향에서는 어느
한기술에국한되지않고3가지기술골고루개발된사항
을주목해야할것이다.

다. 기술분야/출원인별 특허동향

주요 출원인별 분석결과 TOYOTA MOTOR CORP,
HONDA MOTOR CO LTD,NISSAN MOTOR CO LTD,
AISIN SEIKI CO LTD 등의주요완성차업체와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3가지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TOYOTA MOTOR
CORP 가가장많은수의출원을하고있음이보여진다.

7. 유럽의특허동향

가. 국가별 특허 점유율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기술 분류

TOYOTA MOTOR CORP
HONDA MOTOR CO LTD
NISSAN MOTOR CO LTD
MAZDA MOTOR CORP
TOYODA GOSEI CO LTD
AISIN SEIKI CO LTD
MITSUBISHI MOTORS CORP
HYUNDAI MOTOR CO LTD
NHK SPRING CO LTD

11
22
14
2

10
2
2
4

27
2
4
7
14

1

6

4
6

2
2

44
24
22
15
14
10
5
4
4

액티브 에어백 충격흡수 합 계출 원 인

[단위 : 건]

<그림 13> 유럽의 기술/출원인 국가별 출원 수

<그림 11> 일본의 기술/출원인 국가별 출원 수

<표 4> 일본의 기술별 10대 출원인

<그림 12> 일본의 기술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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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출원에 있어서도 일본의 다 출원이 나타나
고, 독일 또한 유럽에서 많은 출원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이 프랑스, 미국 순서로 출원을 하고 있으며, 액
티브기술에 대해서 독일에서의 출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
로나타나고있다.

나. 연도별/기술별 특허동향

<그림 14> 유럽의 기술별 출원동향

유럽에서는관련법안이 1998년에시행됨에따라기술
의발전도같이시작했다고볼수있다. 유럽에서의출원
동향은 비교적 3가지 기술이 고루 발전했다고 볼 수 있
다. 2001년 이후에 액티브 관련 기술의 발전이 보이고,
에어백 관련기술의 꾸준한 발전도 보여진다. 그 기술을
개발에만 멈추지 않고 실제 차에 적용시킨 차량의 개발
도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출원수가 적음에도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하겠다.

다. 기술분야/출원인별 특허동향

유럽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다 출원을 피할 수 없었고,
그 결과 TAKATA CORPORATION의 출원이
Volkswagen Aktiengesellschaft의 출원수와 동일하게
6건으로가장많았다. 물론액티브기술과충격흡수기술
에 있어서는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다수 출원을 하
고, 에어백 기술에 있어서 만은 일본의 TAKATA
CORPORATION, NISSAN MOTOR CO., LTD.,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기업들이
다수의출원량을보여주고있다.

<표 5> 유럽의 기술별 10대 출원인

8. 결어

지금까지보행자를위한안전장치에있어서BONNET
과관련된기술인액티브기술, 에어백기술, 충격흡수구
조기술에관한특허동향에대해살펴본결과다음과같
은결론을추출할수있었다.

⊙전 세계의 출원량을 보면 일본 41%, 한국 38%, 미국 11%,

유럽 10%로 수치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2번째의 다 출

원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충격흡수구조에 대한 기술의 치우침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의 전체 기술

중에서 다수라는 것이지 다른 국가에 절대 처지지는 않는

수준이다.

⊙ 대한민국의 출원량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출원이 다른 국

가에 비해서 확실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는 국내의 특허에 관해서는 내국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단위 : 건]

3

4

1

3

2
2

1

6

3

1

3

2

6

6

5

4

4

3

2

2
2

2

1

기술 분류

Volkswagen
Aktiengesellschaft
TAKATA CORPORATION
Ford Global Technologies,
Inc.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
NISSAN MOTOR CO., LTD.
COMPAGNIE PLASTIC
OMNIUM
PYROALLIANCE
TRW Automotive Electronics

액티브 에어백 충격흡수 합 계출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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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미국의 출원동향에서는 1976년도부터 관련기술의 등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꾸준히 유지해오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임을 알 수가 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출원, 등록량인데 미국 자국인의 2배의 등

록량에육박하는특허건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자국인의 출원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이

루며개발된점도주목해야하겠다. 

⊙유럽의 출원동향에서도 일본의 출원량이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 많다. 이는 일본이 자국을 벗어나 미국, 전 세계적으

로 특허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해보면 세계 각국에서 일본이 기술경

쟁력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국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출원량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에 우리

나라경쟁력의발전도더지켜봐야하겠다. 

⊙전체적인 기술의 진행은 관련법안의 마련에 따라서 기술

의 발전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 법안

의 시작이 2006년에 들어서야 확고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개발자들의안목을높이평가해야할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법규의 시행으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거기에 일본과 미국,

유럽의 기술을 발판삼아 다각적인 연구를 병행한다면 보

행자의 안전장치가 외국기술이 아닌 국내기술에 의해서

주도되는시기가올것이라생각된다. 

■ 인용자료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2006.5.8) 2006 교통
안전시행계획(확정)

●재규어 (http://www.jaguar.com)
●포드모터스 (http://www.ford.com)
●혼다모터스 (http://www.hon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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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목적및배경

따사로운햇살이비치는한가로운주말오후도심의한
적한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는 아니다. 자동차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꽉 막힌 출퇴근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는 가족과 더불어 자전거를 이용하여 나들이 겸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로 인하여 한 때 주줌했
던자전거의수요는증가하는추세에있다. 

본 보고서에는 정확하게는 자전거와 관련된 특허동향,
정확하게는 자전거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shock
absorbor, suspension, pedal에 대한 특허경향을 살펴

보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단순히 즐기는
자전거에서 자동차보다 뛰어난 이동수단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기위한 다양한 분석이
포함되어있다.

1. 자전거부품의정의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사용 목적별로 바퀴의 크기에 따
라 10~12“(소형자전거), 16~20”(BMX자전거),
20~24"(family형 자전거)와 Racer(선수용 자전거) 및
MTB(산악자전거)로나눌수있다. 본보고서에는사용목
적별이아닌자전거의주요구성부품인서스펜션과shock
absorber 및페달에관련한특허동향을분석하 다. 

『BICYCLE 부품분야』
특허동향보고서

최 재 옥
조사분석 3팀

>>>

<그림 1> 자전거의 구성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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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에 시작된 2륜 형태의 자
전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최근
까지도 자전거시장은 용도에 따라 다
를 수 있지만 주로 저가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구성도 프레임과 바
퀴 및 핸들bar와 안장 및 페달과 체인
으로 구성된 단조로운 구조 으나 자
전거의 대중화로 기능이 세분화되고
발전되면서 용도가 다양해져서 아동
용, 생활용, 도로용, 경기용, 산악용,
레저용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가공
기술의 발달로 알루미늄은 물론 카본
이나 티타늄 등의 재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 다. 브레이크, 서
스펜션 포크(suspension fork), 기어,
바퀴 등 정 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
어 가격면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들이 생산되고 있다. 자전거의

성능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구성부
품에 있어서 <그림 1>에 표기한 서스
펜션이나 페달의 경우에도 다양한 구
조와 재질로 발전되고 있으며 Shock
absorber는 산악자전거와 같이 산악
지형, 비포장 도로에서도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스프링 또는 공기압축등의 형태로 개
발, 생산되었다.
<그림 2>는 자전거의 프레임 구조

또는 shock obsorber를 포함하는 서
스펜션의 다양한 구조에 대한 특허를
보여주는 것으로 프레임 또는 서스펜
션의 구조나 재질에 따른 특허가 출원
되었고 특징적으로는 스프링 형태 또
는 액체나 압축공기를 이용한 충격 흡
수방식에 따른 다양한 shock
absorber를 포 함 하 는 fork
suspension의 형태나 자전거에 배치
된 shock absorber의 위치에 따라 다
양한특허가출원되어있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2> 서스펜션과 shock absorber의 다양한 형태

<그림 3> 페달의 다양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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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자전거 페달에 관련하여 출원된 다양한 구
조또는조립구성에대한특허출원형태를보여준다. 페
달관련 출원은 페달의 자체구조 즉 페달 구동시 발과의
착력을 좋게 하는 구성이나 산악 또는 경기용 자전거

와같이특수한구조의신발과결합구동할수있도록조
립 형태로 제작된 페달구도 또는 발의 움직임에 따라 조
정이 가능한 페달구조와 관련하여 출원되었으며 페달 자
체 구조 뿐 아니라 기어열과 연결을 위한 크랭크와의 연
결구조에관련된특허출원경향이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핸들bar의 구조와 같은 조타장치나

기어열, 체인, 크랭크등의구동장치및브레이크와같이
제동장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출원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특허분석기준

자전거 부품에 관하여 로벌시장인 미국에 등록된 특
허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서스펜션과 충격흡
수장치 및 페달로 한정한 자전거 전체특허동향과, 국가
별, 기술별, 출원인별특허동향을알아보았다. 
분석 국가는 미국이며 분석범위는 1986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특허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주요 검색도구
는한국특허정보원의검색시스템인자격루를이용하 다. 
본 보고서에는 Suspension, Shock absorbor, Pedal

로분류하 다.

3. 전체특허동향

프레임(서스펜션)과 Shock absorber 및 페달로 검색
한BICYCLE 특허에관하여1986년부터20년간전체특
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초에는 자전거의 초기
형태의 프레임 구조와 단순한 구동 및 제동장치의 출원
이 많았으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출
원건수가 증가하면서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서스펜션
구조 관련된 특허출원이 많아지는 등 기능관련 출원이
많아지고 페달에 관련된 특허 또한 다양한 기능과 부가

장치와의 결합, 조립구조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양상을보 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단순한 자전거의 기능

의 변형 또는 부가보다는 자동차와 같은 편의장치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조정국면의양상을보인다.

4. 국가별특허동향

가.  국가별 특허동향

미국특허내에서등록권자국적기준내·외국인출원동
향을 보면, 미국 국적의 등록권자의 출원건수(54%)와 외
국 국적 출원인의 건수(46%)의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없고 1988년과 1997년사이에서는미국내국인의
출원량이외국인의출원량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서스펜션과 충격흡수장치 및 페달을 포함하는 자전거

의 전체 출원 분포를 보면 미국(54%), 일본(17%), 독일
(11%)의순으로높은특허건수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그림 5> 미국등록특허 내외국인 출원동향

<그림 4> BICYCLE 전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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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동지수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특정 출원인의 상
대적인집중도를살펴보기위한지표로서, 값이 1보다큰
경우에상대적인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낸다. 
<그림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서스펜션 분야

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만은 shock
absorber에서, 일본과 이탈리아, 한국은 페달분야의 특
허활동이활발하다.
<그림 7>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페달분야에서, 대

만은 충격흡수장치 분야에서 특허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나. 기술별 특허동향

서스펜션과 충격흡수장치 및 페달의 20년간의 연도별
출원량을 보면 서스펜션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
하는형태이나1990년대중반이후터최근까지증가하는
경향을보 다.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는 1986년부터 최근까

지증감을반복하면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며1992년
을중심으로특허출원량이급증하는추세를보 다. 
페달분야의 경우 1996년과 2002년 사이에서 특허 출

원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 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최근출원량이감소세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20년간 미국에서는 등록된 Bicycle 부품 중에서 서스
펜션과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 페달의 특허분
포를 보면, 서스펜션분야가 47%, 페달 33%, 충격흡수장
치20% 순으로높은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5. 출원인별특허동향

가. 출원인별 기술별 특허동향

기술별기업별특허출원건수및점유율분포를살펴보
면, <표 1>에서는 서스펜션과 페달분야에서는 Shimano
Inc가각각4.3%, 15.9%로가장높은점유율을나타내고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6> 국가별 기술별 특허활동지수

<그림 7> 국가별 기술별 특허분포

<그림 8> 기술별 연도별 특허건수

<그림 9> 기술별 특허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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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충격흡수장치에서는 4.4%로 Answer Products
Inc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서스펜
션과 충격흡수장치에서는 미국 국적의 개인발명자와 대
만 국적의 개인발명자에 의한 출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보이고있다.
개인발명자에 의한 출원을 제외하고는 서스펜션 분야

에서는 Cannondale Corp(4%)와 RockShox Inc(2.4%)
및GT Bicycles Inc(2.4%) 기업의출원이활발한특허활
동을 보이고 충격흡수장치 분야에서는 Answer
Products(4.4%), Shimano Inc(3.2%), Giant
Manufacturing Co, Ltd(2.5%). Specialized Bicycle
Components(2.5%)의 특허출원이 활발하며, 페달은 일
본의 Shimano Inc(15.9%)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Campagnole S.r.l(3.8)의 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고있다. 

특이한 점은 특허출원 상위분포에 미국 국적의 개인발

명자와 대만 국적의 개인발명자 및 캐나다 국적의 개인
발명자의 특허 출원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전거의 대중화로 인하여 개인의 관련기술의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많은 향으로 개인발명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중에하나라고볼수있겠다.
Bicycle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주요업체이며 상위권에

분포된기업중Cannondale Corporation과RockShox,
Answer Products사에 대한 특허출원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Cannondale Corporation은 1975년 물통, 가방 등
자전거용보조물품생산을시작으로 1985년에자전거프
레임관련기술을특허출원하 으며, 1994년즈음에는자
전거의충격흡수장치분야에대한특허를출원하 다.
RockShox사의 경우 자전거 서스펜션 분야의 주요업

체로 1989년 프레임에 충격흡수개념을 도입한 특허출원
을하 고, Answer Products사의경우 1991년핸들bar
관련특허출원을시작으로1994년자전거프레임완충기
관련특허를출원하 다.

suspension
등록권자대표명 국가 건수 점유율

Shimano Inc. 일본 16 4.3%

Cannondale
Corporation 미국 15 4.0%

RockShox, Inc. 미국 9 2.4%

GT Bicycles, Inc. 미국 9 2.4%

Huffy Corporation 미국 7 1.9%

Trek Bicycle
Corporation 미국 6 1.6%

Klein Bicycle
Corporation 미국 6 1.6%

Giant Manufacturing
Co., Ltd. 대만 6 1.6%

Specialized Bicycle
Components, Inc. 미국 5 1.3%

Schwinn Cycling &
Fitness Inc. 미국 5 1.3%

10대소유권자 소계
기 타

84
288

22.6%
77.4%

shock absorber
등록권자대표명 국가 건수 점유율

Answer Products,
Inc. 미국 7 4.4%

Shimano Inc. 일본 5 3.2%

Giant Manufacturing
Co., Ltd. 대만 4 2.5%

Specialized Bicycle
Components, Inc. 미국 4 2.5%

Selle Tech Industrial
Co., Ltd. 대만 4 2.5%

RockShox, Inc. 미국 3 1.9%

GT Bicycles, Inc. 미국 3 1.9%

Allsop, Inc. 미국 3 1.9%

T.J.S.W. Inc. 미국 2 1.3%

Spenco Medical
Corporation 미국 2 1.3%

10대소유권자 소계
기 타

37
121

23.4%
76.6%

pedal
등록권자대표명 국가 건수 점유율

Shimano Inc. 일본 42 15.9%

Campagnolo S.r.l. 이탈
리아 10 3.8%

Sampson Sports,
Inc. 미국 5 1.9%

NovaTor, L.L.C. 미국 4 1.5%

Look Cycle
International 프랑스 4 1.5%

World Industry 
Co., Ltd.

대한
민국 2 0.8%

Ste Look 프랑스 2 0.8%

Jonathan R. Heim 미국 2 0.8%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 대만 1 0.4%

Fichtel & Sachs AG 독일 1 0.4%

10대소유권자 소계
기 타

73
191

27.7%
72.3%

<표 1> 출원인별 기술별 건수 및 점유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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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출원인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Shimano사는 페
달과 서스펜션 분야에 역점을 둔 특허출원량을 보이고
Cannondale사와 RockShox사는 서스펜션 분야에
Answer Products사는 shock absorber분야에 역점을
둔출원분포를나타냈다.
CPP는 특정출원인이 다른 특허에 얼마나 인용되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용되는 빈도로서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RockShox사의 특허와
GT Bicycles사의특허가특허당피인용회수가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났다.

6. 기술수준분석

가. 출원인별 기술수준 분석

NPR은 특정출원인의 비특허문헌을 인용한 빈도수를
계산하여 기초과학과의 연계는 어떤지, 연구개발방향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TCT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특정출원인 또는 국가의 기술혁신의 진행
속도를분석하기위한판단근거로사용되는자료이다.
논문 인용수에 있어서는 미국국적의 개인발명자에 의

한 특허와 Cannondale사의 특허가 평균 논문인용수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혁신속도는 미국국적의
개인발명자 특허와 Campagnolo사의 특허가 평균 이상
인것으로나타났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표 2>  등록권자 상위 10위 분포
<표 3>  출원인별 CPP(평균 피인용수) 순위

등록권자 국가명 페달전체건수 서스펜션 충격흡수장치
개 인
개 인

Shimano Inc.
개 인

Cannondale Corporation
RockShox, Inc.

Campagnolo S.r.l.
GT Bicycles, Inc.

Giant Manufacturing Co., Ltd.
Specialized Bicycle 
Components, Inc.

미국
대만
일본
캐나다
미국
미국

이탈리아
미국
대만

미국

247
94
63
17
16
12
12
12
10

9

118
31
16
8
15
9
2
9
6

5

43
28
5
2
1
3

3
4

4

86
35
42
7

10

등록권자 국 가 CPP
개 인
개 인

Shimano Inc.
Cannondale Corporation

RockShox, Inc.
Campagnolo S.r.l.
GT Bicycles, Inc.

Giant Manufacturing Co., Ltd.
Specialized Bicycle 
Components, Inc.
Huffy Corporation

전체 피인용수 평균

10.17209302
7.584415584
7.527272727
8.933333333
20.18181818

6.8
19.36363636
3.333333333

4.4

7
9.43615495

미국
대만
일본
미국
미국

이탈리아
미국
대만

미국

미국

<그림 10> 기술별 출원인의 역점분야

<그림 11> 출원인별 NPR(Non Patent Reference)/
TCT(Technology Cyc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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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위구간을1986~1995와 1996~2005까지10년씩
2구간으로 나누어 특허건수 및 특허당 피인용수(CPP)에
의한 향력지수(PII)와 기술력지수(TS)를 계산해보면,
Shimano Inc와 Cannondale사는 1986~1995 구간보다
1996~2005의 구간에서 특허 출원량이 많으나 특허당
피인용회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10
년 내에 개발되어 특허 출원된 기술의 양적인 증가는 있
으나 피인용된 회수에 근거한 기술의 가치는 감소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전체에 대한 비율을 따
져볼 때, 상기 2개사의 기술력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으
며 최근 10년간의 기술적, 특허 활동면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RockShox사의경우 1986~1995구간보다 1996~2005

의 구간에서 특허 출원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특허당
피인용비율도 높아서 최근 10년간 특허의 향력이나 기
술력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특허를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표4>에나타난바와같이서스펜션, 충격흡수장
치 및 페달을 포함한 자전거 부품의 특허관련 등록권자
는 과거 10년보다 최근 10년 구간에서 기술력이 향상된
Shimano Inc, Cannondale Corp, RockShox, GT
Bicycles, Answer Products, Klein Bicycle Corp이며,

반대로 감소한 출원인은 Campagnolo사와 Huffy Corp
인 것으로 나타났다. Campagnolo사의 경우 부품 위주
의 라인업을 갖고 있으므로 소재나 열처리 또는 디자인
쪽에집중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7. 결어

지금까지Bicycle의여러구성요소중에서서스펜션(프
레임구성),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 Pedal에 대
한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았다. 1700년대운송수단으로
2륜 형태의 자전거가 직선 구동형에서 체인과 크랭크를

등록권자 1986~1995 1996~2005 1986~1995 1996~2005 1986~1995 1996~2005 1986~1995 1996~2005

Shimano Inc. 12

6 16 9.166667 8.777778 0.744294 2.16832 4.465762 34.69312

1 10 13 1.4 1.055544 0.345833 1.055544 3.458333

0 9 18.15385 4.4 1.474014 1.086905 0 9.782143

3 6 9.5 7 0.771359 1.729167 2.314077 10.375

63 9.5 5.113636 0.771359 1.26319 9.256307 79.58097

4 12 5.659091 8.571429 0.459494 2.117347 1.837975 25.40816
9 12 40.5 2 3.288425 0.494048 29.59582 5.928571
6 12 29.5 7.2 2.395272 1.778571 14.37163 21.34286

7 7 10.42857 0 0.846755 0 5.927284 0
2 7 10 8.4 0.811957 2.075 1.623914 14.525

Cannondale
Corporation

RockShox, Inc.
Campagnolo S.r.l.
GT Bicycles, Inc.

Giant Manufacturing
Co., Ltd.

Specialized Bicycle
Components, Inc.
Huffy Corporation

Answer Products, Inc.
Klein Bicycle
Corporation

<표 4>  출원인별 기술력 지수

특 허 권 수 CPP(특허당 피인용회수) PII( 향력지수) TS(기술력)

<그림 12> 출원인별 기술력(TS：Technolog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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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회전 구동형 자전거로 발전되고 새로운 개념의 브
레이크 시스템 또는 구동방식 더 나아가서는 Shock
absorber와 같은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운송, 레저기
구로발전되어져가고있다. 

따라서 자전거의 대중화를 넘어서 친환경적이고 자동
차에서 추구하는 편리성을 극대화한 자전거의 개념을 정
립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
인 기술개발은 필수적이며 아직도 연구, 개발해야할
역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장차 자전거 시장에서 지식
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앞으로
도 한국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이 예측되는 현시점에서 자
체적인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으로 내수 뿐 아니라 기술이
전 및 수출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많은 준비와 동향분
석및시장조사가필요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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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브랜드1)가다양한색상의옷을입고있다. 혹자는언제
어디서나소비자의시선과관심을끌기위해브랜드는당
연히강렬하고화려한색상의옷을입고탄생하는거라며
대수롭지않게생각할수도있겠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
흑과 백의 밋밋하고 무미건조한 브랜드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기시작한것은최근 10년사이의일이다. 또한어
떤 이는 '초록○○', '그린○○', '빨간○○', '블루○○○', '
화이트○○', '핑크○○○‘ 등과 같이 색채명칭이 들어간
브랜드가 색채상표가 아닐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색채상표(Color trademark)는 일정한 형상 즉 기호, 문
자, 도형과 결합된 상표와 색채의 조합 또는 단색으로만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상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
눌 수 있다. 특허청 자료2)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는 색채상표의
출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상표등록가능성이한층
높은색채상표위주로개발하여상표를출원하는것이보
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
디까지를 색채상표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가라는 색채
상표의 보호범위는 국내외 상표법상의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색채상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

해그모태가되는상표(Trade Mark)란무엇인지그리고
그종류에대하여알아보자.

2. 상표의정의및종류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는“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 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
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
용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일컫는다고 정의내리고 있다.(법제2조 제1항 제1호). 상
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상표
의정의에입각하여그구성요소가무엇인가에따라기호
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색채상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좀더 세 히 말하자면 첫째,
기호상표는 문자나 부호 등을 간략히 도안화하여 구성한
상표이다. 둘째, 문자상표는 한 , 한자, 외국어, 로마자,
숫자 등의 문자로 구성된 상표이다. 셋째, 도형상표는 동
식물, 천체, 기물(器物) 등 사실적인 형상을 도안화한 것
또는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이다. 넷째, 입체
상표는 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을 도안화하여
구성된 상표이다. 다섯째, 결합상표는 기호·문자·도형

>>>상
표
동
향
보
고
서

“색채상표”에관한법적고찰
>>>상

표
동
향
보
고
서

이장훈
상표디자인사업팀

1) 브랜드가 상표를 아우르는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나, 본고에서는 그 개념적 구분 없이 병용하고자 한다.
2) “브랜드도 칼라시대, 색채상표 급격히 증가...”, 특허청 보도자료(2003. 06. 25일자)
3) 상표의 종류 중 상기 분류는 구성요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 식별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반명칭상표, 기술적 상표, 암시적 상표, 임의선택상표, 조어상표 또는 창작상표), 사용대상에 의한 분류(상표,

서비스표), 기능상의 분류(상품상표, 업표), 주체에 의한 분류(생산표, 가공표, 증명표, 판매표) 그리고 등록유무에 의한 분류(등록상표, 미등록상표) 등이 있다. 문삼섭, 「상표법」(제2판), 2004, 세창출
판사, pp. 60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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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체적 형상 중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이들각각에색채를결합하여구성된상표이다. 마지막으
로, 색채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등에
색채를가미하여구성된상표와단일색채또는색채의조
합만으로구성된상표이다. 그러면이러한색채상표에대
한국내외상표법상의보호제도를고찰해보도록하자.

3. 국내상표법상의색채상표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기호·문자·도형·입체
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
합한 상표 및 단색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
를색채상표로서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이기호·문자·
도형·입체적 형상 외에 색채도 하나의 구성요소로 설정
하는것이색채상표보호제도이다. 예전에는상표권을등
록할때흑백상태에서다른상표와동일유사여부만을검
토해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하 기 때문에 상표의 색채
는그구성요소로인정되지아니하여중요시되지않았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로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상표선택의 기
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WTO/TRIPS4) 국제적 협
정에서도 색채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필요
성이대두되었다. 또한등록상표와문자나형상은달라도
색채의배열이유사해소비자가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5년 개정법(1995. 12. 29 법률
제5083호)에 색채상표보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흑백의 알몸뚱이 상표
가 전부 으나, 바야흐로 1996년부터 상표가 화려하게
옷을갈아입기시작하 다.
색채상표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색채상표 보호제도

를 도입한 1996년 이래, 제도의 홍보 및 정착단계인
1996∼1998년과 전반적인 상표출원이 감소하 던 2001
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3∼17%의 출원증가율을 유지하
여 왔다. 이렇게 색채상표의 출원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1) 기존의 문자나 도형상표보다 수요자들에게 강렬한 이
미지를전달할수있어광고·선전효과가뛰어나다는점,
2) 식별력이없는문자나도형으로구성된상표에색채를
가미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식별력을 강하게 나
타낼 수 있다는 점, 3) 그룹차원이나 개별기업들이 기업
이미지통합전략(CI: Corporation Identity)5)이나 사업다
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자나 도형상표에 색
채를 결합함으로써 과거의 보수적이고 무거운 상표 이미
지를 탈피하여 참신하고 역동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기존의 색채
상표보호제도 하에서, 상표의 구성요소로서 색채는 상표
를구성하는독립적인요소가아니라단지부수적인요소
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단일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
표등록이 거절되었다(법 제23조 제1항 제4호).7) 다시 말
해,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으므로 문자

＾

＾

＾

4) TRIPS 협정 제15조에서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숫자, 도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전사적으로 기업명·로고·심벌마크 등의 개선 및 통일화 작업으로부터, 기업이 지향하는 기업이미지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6) 특허청 보도자료(2003. 06. 25일자), op. cit.
7)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색채고갈이론(color depletion theory), 색조혼동이론(shadow confusion theory), 기능성 이론 (doctrine of functionality), 대체적 보호수단의 이용가능성 이론 등이 있

다. 먼저 색채고갈이론은 식별 가능한 색채는 기본색 7색 정도에 한정되어 있어 색채를 독점하도록 허용한다면 이용될 수 있는 색채는 곧 고갈되어 동종업자가 색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색조혼동이론은 법원 판결시 색채를 구별하거나 색채간의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기능성 이론은 상품의 기능적 형상이나 특징이 상표로서 보호된다면 상표법
이 경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색채가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부등록사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체적 보호수단의 이용가능성 이론은 색채는 디자인의 한 요
소로서 식별력 있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대체적인 보호수단이 존재하므로 색채만의 상표등록을 인정할만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비전형적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 및 운
방안 연구 :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를 중심으로」, 특허청, 2006. 10. pp. 13 ~ 15.

기업명(CI) 개선 이전 일반상표 CI 개선 이후 색채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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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등 다른 식별 가능한 구성요소
에 색채를 결합하여 출원하여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색채상표는
모두결합상표라고볼수있겠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법률

제8190호)은기존에보호되었던상표의형태인‘기호, 문
자, 도형, 입체적 형상과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외에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상표’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표도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상표의 범위에 포함하 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는 미국, 유럽 주요국가의 규정을 반 한 것으
로서, 기술발달에 따른 상표 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업의 상표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색채상
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당해 색채가 사용에 의하여 자
타상품의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획득하 음을
입증하는 서류(상표의 사용기간, 사용지역, 사용횟수, 지
정상품의 판매량, 기타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상
표에대한설명서제출이필요하다.
한편, 등록상표와색채만다른상표는원칙적으로유사

상표이지만 상표법은 동일상표로 취급하여 그 상표사용
자를보호하고있다. 왜냐하면상표를사용하는거래실정
에서는상품의포장, 판매, 선전의환경등에따라등록상
표의색채를다양하게변화하여사용할필요성이있으며,
현실적으로 색채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
하고등록된상표와완전히동일한색채를사용하는데는
기술적인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등록상표와색채
만이다른상표를상표권자는별도의등록없이도독점적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타인이 색채만을 달리하여
사용할경우그상표권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8)

4. 해외상표법상의색채상표

앞서 언급했듯이, 색채상표의 보호형태는 나라마다 다
소 차이가 있다. 일본처럼 색채를 독립적인 상표의 구성

요소로인정하지않는나라는단색의색채상표및복수의
색채조합 상표를 상표법상 상표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
호, 도형, 입체적형상등과결합되어있는색채상표만인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국, 독일, 프랑스 등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지를 상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있는바와같이자기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한 모든 표장을 상표로 인
정하고 있으므로 단일색채 또는 복수색채만의 조합도 상
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선진외
국중몇몇국가들의색채상표보호제도를소개하면다음
과같다.

1) 미국 :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
라와는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단색 또
는 복수의 색채조합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즉, 2차적 의
미(secondary meaning)를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색채를 독립적인 상표의 구성요소
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도 초기에는 색채 그 자체가 본질
적인 식별력을 갖기 어렵고, 전술한 색채고갈이론, 색채
혼동이론 및 색채의 기능성을 이유로 단일색채 자체만의
상표를 보호해 주지 않았으나, 1995년 Qualitex 사건 판
결9)을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이가능하다고판시함으로써전통적입장에서의
변화를 표명하 다. 대법원의 Qualitex 판결 이후, 색채
만의상표등록을인정해주는다수의판결들이내려졌다.
예컨대, 스위스 육군 칼의 빨간색, 보드카 병의 코발트블
루, 질소비료의 파란색, 화장품 콤팩트의 검은색 등에 대
하여등록을인정한판결들이이어졌고회사들은이판결
에힘입어상품에사용된색채를보호하는데있어서점점
더적극성을보이게되었다.10)

2)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 유럽공동체이
사회지침 제2조11) 및 유럽공동체상표규정 제4조에 의하
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

8) 문삼섭, op. cit. pp. 102 ~ 104.
9)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Qualitex사 vs Jacobson Products사 사건에서 Qualitex사 다림질용 패드의 금록색(green-gold)은 30여 년간 오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하 다고 인정하여 상표등록

을 허용하 다. 문삼섭. ibid., p. 95.
10) 특허청, 2006. 10. op. cit. p. 16.
11) Article 2(Signs of which a trade mark may consist) A trade mark may consist of any sign capable of being represented graphically, particularly words, including personal

names, designs, letters, numbers, the shape of goods or of their packaging, provided that such signs are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one undertaking
from those of other under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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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수있게하는것으로정의하고상표의구성요소로서
특히성명을포함한단어, 문자, 도형, 숫자, 상품또는포
장의 형상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표지라도 공동체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도록 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OHIM은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공동체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심사실무상단일색채또는
색채만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보호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외적으로 단일색채가 관련거래업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 음을 입증할 경우에 등록을 허용
하고있다.12)

3) 국 : 국은 1994년에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상표법을 개정하여 자타상품식별력이
있고시각적으로표현할수있는어떠한기호도상표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상표의 정의규정(제1조)을 개정함에 따
라 색채도 상표로서 인정하여 등록하여 주고 있다. 국
에서 색채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당해 색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 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색채자체
가 상품 그 자체의 색채로 등록되기를 원한다면 색채가
상표로서 기능 외에 다른 실용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입증하도록하고있다.13)

4) 일본 : 일본은 구법상 착색한정제도를 폐지하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개정(2007년 7월 1일)
이전의 우리나라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색채를 상표의
부수적 구성요소로만 인정하여 단일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
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상표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상표법과 유
사하다. 한편 색채가 트레이드 드레스의 한 구성요소로
서 색채에 의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함으로써 부
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
다.14)

5. 마치며

요약하자면, 기존의 우리나라 상표법은 일본의 상표법
과마찬가지로색채그자체로는식별력을갖지않는다고
보아 단일한 색채 및 색채만의 조합에 대한 상표보호를
2007년 7월 1일 개정이전 상표법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어
떤 색채가 사용에 의하여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의식별력을획득하여상표로서의기능을수행
한다면그보호를인정하는국제적인추세를고려하여개
정상표법에서는 이를 반 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표
출원과그보호범위를확대해나가고있다.
이러한 색채상표보호제도 하에서, 앞으로 상표를 개발

할 경우에는 상표등록가능성이 한층 높은 색채상표 위주
로개발하여상표를출원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 중 도형부분만을 색
채화한 경우, 문자상표만으로 출원하면서 색채를 가미한
경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들 전
체를 색채화 하는 경우, 입체상표를 출원하면서 색채를
가미하는 경우,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양의 디자인에 색채
를 가미하거나 문자상표의 이니셜을 디자인한 후 색채화
하는경우등을고려해볼수있다. 이미사용하고있는상
표라면, 기존의 상표를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시켜
색채를 가미하거나 상표에 색채만을 결합하여 다시 출원
함으로써 산뜻함과 강한 식별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
만, 단일색채를자신의상품에대한권리로보호받고자하
는 경우,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데대한입증책임은어디까지나본인에게있다는것을명
심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문삼섭, 「상표법」(제2판), 세창출판사, 2004.

권 걸, 김 인 편저, 「성공하는 기업의 컬러마케팅」, 국제출판사, 2003.

I.R.I 색채연구소, 「감성만족! 컬러마케팅」, 진닷컴, 2004.

스티브 리브킨, 프레이저 서더랜드 지음, 토탈브랜딩코리아 옮김, 

「최고의 브랜드네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앤김북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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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전형적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 및 운 방안 연구 : 색채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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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삼섭, op. cit. pp. 97~99.
13) 문삼섭, op. cit. pp. 101~ 102.
14) 특허청, 2006. 10. op. cit.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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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재권News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토착공동체를 위한

트레이닝프로그램 시범실시

-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토착공동체가 후대를 위하여 그들

의 문화와 전통과 같은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제

3자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을보호하기위한시범프로젝트를9월에실시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토착공동체에게 그들의 전통문화를

문서화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통문화를 보존하고 다음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토록

한다. 하지만 이렇게 문서화 및 디지털화된 전통문화 자료

는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에 취약하다. 본 시범프

로젝트는 이러한 토착공동체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기술

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공동체의 가치와 발전방

향에 맞도록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권리를부여받기를원하는요구를인지하고실시된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9월 시작되며 케냐의 마사이족 2명과

케냐국립박물관의 전문가 1명이 미국민속센터(AFC)와 다

큐멘터리 연구센터(CDS)를 방문하여 전통문화 보존을 위

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그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기자재, 컴퓨터

그리고소프트웨어를제공할계획이다.

이 시범프로젝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워싱턴 국회도서

관의 미국민속센터, 그리고 듀크대학교의 다큐멘터리 연구

센터가공동으로진행한다.

자료출처 : WIPO, 2008. 5. 20 

● BBC 뉴스, “특허심사지연에 발명자들은 힘들어”

- 알리슨 브리멜로우 유럽특허청장에 따르면, 최대 10년 가

까운 특허심사 소요기간으로 인해 전 세계 5백만~1천만

명의 발명자들이 특허승인을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

으며 이러한 특허심사의 지연은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기술

혁신에문제를야기한다고말했다.

또한, 현재 특허제도의 개선에 관한 많은 요구가 있으며,

한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시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특허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특허시스템

에대한요구도늘어나고있다고한다.

각각의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많은

비용과 특허획득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

제를가지고있다.

알리슨 브리멜로우 청장은“전 세계적인 심사적체 상황을

볼 때, 현재 특허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으며, 과거의 방식과 다른 새롭고 창조적인 업무

방식을찾아낼필요가있다”고말했다.

유럽의 경우 특허심사는 36개월 내에 완료 되어야 하지만

종종 4~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

가까이소요되기도한다.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특허시스템 때문에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관련 기술들을 획득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절약관련 특허의 조속한 처리를 위

하여특허시스템이변화해야한다고토로했다.

브리멜로우 청장은 그동안 특허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요구

에 적절하게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한 기관에서 승

인받은 특허가 다른 기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고 용기

있는결정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BM특허, 소프트웨어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기준

에많은이견을가지고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은 이러한 변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

소들중에하나이다. 

자료출처 : BBC News, 2008. 6. 19

● 유럽특허청, EU-China 프로젝트 개시

-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가 지난 4월 시작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본 EU-

China 프로젝트(IPR2)는 유럽특허청(EPO)과 중국 국가지

식재산권국(SIPO), 중국정부 그리고 유럽위원회간의 다자간

협력프로젝트로총운 기금은 16백만유로이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는 국제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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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만, 실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 집행은 여전

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전 세계 불법복제품의 70%이상이

중국에서제조되고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령의 효과적인 집행과 지식재산

권 보호활동이 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EU-China 프로

젝트의기본바탕이며, 본다자간협력노력은향후4년간주

요부분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중국

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활

동도실시할계획이다.

중국과 EU는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

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의 표시로 중국은 5,425,000

유로, EU는 10,850,000유로를 본 프로젝트에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출처 : EPO, 2008. 5. 23

□미국지재권News

●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

이 시범실시

- 미국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

이(PPH)를 9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본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간에 기존 급행심사절차에 더해

서 출원자가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

도록할것이다.

미국특허상표청의 존 두다스 청장은“본 시범실시는 양국

특허청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노력의 한 단계 발

전이며, 높은 특허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업무적체를 줄

일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

유럽특허청장 알리슨 브리멜로우는“이러한 활용에 대비하

는 것은 특허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다”라고말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서,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건의 청

구항 중 적어도 1개 이상에 대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은 출원인은 해당 청구항에 대해 미국특허상표청에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역으로 미국에서 유럽특허청

으로심사를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본 시범실시는 출원인의 관심도와 양국 특허청의 업무량을

줄이는 동시에 품질과 효율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1년간 실시되며 성과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기에종료될수도있다.

자료출처 :  USPTO, 2008. 4. 28

□아시아지재권News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정보 중국어- 어

온라인 기계번역 서비스 시범실시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지난 4월 25일 리유강 부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 어 온라인 기계번역 서비

스시범실시를기념하는행사를가졌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국특허정보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어- 어 온라인 기계번역

서비스를 시작하 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등록된 중국특

허의 서지 및 초록을 어로 검색 가능하며, 검색결과는

즉시 어로 번역되어 특허와 실용신안의 전문(청구항, 명

세서 등)을 어로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특허정보

검색에유용하게사용될전망이다.

본 시범실시는 향후 기계번역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사용자

의 반응과 요구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요 기술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의 부속기관인 중국특허정보센터(CPIC)에 의하여 개발되

었다.

자료출처 : SIPO보도자료, 20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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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동교동사옥시대개막

한국특허정보원이동교동사옥시대를연다. 
한국특허정보원은창립13년만에서울마포구동교동에자체사옥을마련하고6월27일부

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1995년 7월 서초동 성우아카데미빌딩에서 임직원 9명으로 설립한
이래, 정보원은1997년역삼동발명회관, 2003년역삼동한국지식재산센터를거쳐이번에자
체 사옥을 마련하 다. 이번에 입주하는 동교동 자체 사옥은 지상 9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512.52㎡로, 특허청업무연계가높은특허문서전자화팀및대전사무소를제외한정보원전
부서가 입주하 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입지조건도 탁월하여 고객 방문시 교통 편의성도 높다. 아울러 기존에 부족했던 휴식공간 확
보를통해직원만족도도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이번자체사옥입주를계기로한국특허정보원은세계적인특허기술정보서비스전문

기관으로서의위상을더욱높일계획이다. 

■ 사옥이전에 따른 주소 및 대표전화 변경

•주 소 : (121-816)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46-8 한국특허정보원
•대표전화 : (02)6915-6000 / •대표팩스 : (02)6915-6009 
•KIPRIS 이용안내 : (02)6915-6500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02)6915-6630 
•교통안내

- 대중교통 : 지하철 :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도보 5분) 
- 자 가 용 : 동교동 삼거리에서 연희동(연대) 방향

『특허고객콜센터이용고객300만돌파』기념행사개최

특허청의 민원상담 채널을 단일화하고자 설치
된 특허고객콜센터의 이용고객이 개소 6주년여
만인지난6월10일, 300만명을돌파했다. 
특허고객콜센터는 지난 6월 12일 고정식 특허

청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콜센터운 현황브리핑, 300만돌파기념동 상
상 , 특허청장1일상담원체험등의순서로기념
행사를개최했다. 

이어6월13일에는특허고객콜센터대표번호(전국어디서나1544-8080)로300번, 1300번,
2300번째문의한고객을‘행운의고객’으로선정하여콜센터브로슈어와상품권을증정하고,
20일까지특허청홈페이지에고객감동수기공모, 콜센터관련퀴즈응모, 콜센터명칭공모등
고객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이벤트를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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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서전자화센터,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및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획득

특허문서전자화센터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마크
(ePRIVACY) 및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를획득하고지난4월 30일,
인증서수여식을가졌다.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인터넷 사이트

의개인정보보호정책및관리수준을종합적·객관적으로평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마크이며,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호에 대한 평가를
통해마크를부여하는제도이다. 

특허문서전자화센터는홈페이지이용자에대한개인정보유출등의우려를해소하고안전한인터넷사용여건을조성하
기위해지난해10월부터정보보호마크획득을추진해왔다.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의획득은정보원에서특허문서전자화
센터가처음이며, 정보원이운 하는특허정보무료검색서비스인KIPRIS(www.kipris.or.kr)가2004년에개인정보보호마
크를획득한바있다. 특허문서전자화센터팀장은 "이번정보보호마크및안전마크획득을계기로개인정보보호및사이
트안전관리에더욱노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 부천산업진흥재단선행기술조사사업지원

한국특허정보원이부천시소재중소기업들의특허권획득에도움을주기위해부천산업진흥재단이실시하는‘선행기술및
산업기술정보제공지원사업’에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지정됐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관내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제품경쟁력향상및특허분쟁의예방을위해이와같은사업을

지원하며, 정보원은국내외산업재산권정보를체계적으로조사분석하여보고서를제공할계획이다. 
산업진흥재단은신기술이나신제품개발, 산업재산권출원을희망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지원신청을받고있다고밝혔

다. 선행특허조사비용을지원받으려는개인이나업체는진흥재단홈페이지(www.bipf.com) 공지사항에서신청서를내려받
아작성한뒤제출하면된다. 
이번사업기간은올11월말까지이며, 기타궁금한사항은부천산업진흥재단(032-621-2082)으로문의하면된다.  

한국특허정보원, 2008년특허정보DB구축사업운 위탁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조인식참석

지난4월15일, 특허청멀티미디어센터에서'08년특허정보DB구축사업운 위탁SLA협약서조인식이특허청과한국특허
정보원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거행됐다. 
이번조인식은특허정보DB구축사업에대한서비스정의, 서비스수준, 그리고특허정보원과특허청의역할과책임에대한

설명과, 운 업체인정보원이최상의수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약속의의미로마련되었다. 
정보원이운 하고있는특허정보DB구축사업은데이터관리센터, 특허문서전자화센터, PCT 최소문헌DB구축이다. 
이날행사는정보원이특허정보DB구축사업운 실적과 '08년계획을보고한후, 양기관이SLA협약서에상호서명하는

순서로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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